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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은 ‘철학’과 ‘원칙’을 중시합니다. 글로벌 기업은 철저한 경영철학과 원칙의 

실천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쟁우위와 성과창출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글로벌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나름대로의 특징과 공통점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기업들은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사

업구조조정을 실천합니다.

둘째, 최고경영자의 역량과 소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우수한 경영성과를 실현하는 CEO는 그 임기가 장기간 보장되며 소신껏 일할 수 있

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셋째,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조직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을 중시합니다.

넷째, 사업을 펼치는 해당 국가와 사회에 대한 건전한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

니다. 이와 함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업관행을 배격하고 관련 법과 기업윤리에 근

거한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 기업활동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합니다.

머.리.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적지 않은 위기를 경험하였고, 차별적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과 인내의 과정을 거쳐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또 그들이 어떻게 오늘날

의 모습을 일궈낼 수 있었는가를 음미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학습의 場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외 많은 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하여 비즈니스 활동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고용창출이나 경제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용한 경

영학습의 기회를 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경영관리기법과 인적자원관리방

식 등은 우리에게 좋은 학습자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글로벌 기업들의 방식을 

그대로 벤치마킹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것과 비교하여 배울 것은 배운다는 자세로 

폭넓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글로벌 기업 HR」 - ‘국내진출 글로벌 기업 HR 사례집(20개사)’은 

2013년 11월, 2016년 1월에 발행한 이후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개정판으로 발행되는 

것입니다. 일부 M&A되거나 한국에서 철수한 기업들도 몇몇 있어서, 새로운 글로벌 기

업의 사례로 대체하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사례들은 국내에 진출한 세계적 글로벌 기업들의 역사와 경영철학, 기

업문화, 조직 및 인력관리의 특징, HRM 및 HRD제도와 제반 시스템 등의 실제 운영사례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원고 수정·보완에 흔쾌히 수락해 주신 관계회사 HR담당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사례집이 발행될 수 있도록 편집 작업을 

위해 애를 써준 「월간 인사관리」 구본희 편집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디자인 작업

을 해준 파피루스 이옥경 실장에게도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글로벌 기업 HR」 - ‘국내진출 외국기업 HR 사례집’이 글로벌 경쟁 시대의 경

쟁력 확보를 위해 HR부문의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계시는 국내기업 HR담당자 및 해당 

부서장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인사관리협회 
대표이사·부회장  심 상 운   

201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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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HR  ▶  C o n t e n t s

한국쓰리엠    013
이원화된 인사조직 전문가센터(COE)와 비즈니스 파트너(BP) 운영  

➊ 한국쓰리엠, 글로벌 3M Top 5 핵심 자회사로 성장

➋ 3M 인사원칙- 존중·장려·계발·기회, 인사조직

➌ 인재의 채용과 선발

➍ 직급체계 및 경력개발

➎ 직원에 대한 보상

➏ 성과평가와 개인개발계획

➐ 구성원 교육과 개발

➑ 직원과의 소통(Communication)

ABL생명보험    029 
HR 고유의 DNA 토대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➊ Key Achievements

➋ HR Vision Set

➌ 성과와 연계된 보상 

➍ Culture DNA 기반 인적자원개발 체계 및 핵심인재 육성 

➎ 자기개발계획 수립(Personal Development Plan) 및 자발적 교육 참여

➏ 직원의견조사, 건강지원,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유연한 조직문화

라이나생명    041 
‘e-Profile’ 기반의 체계적 HR Management  

➊ 인재선발·육성 및 경력개발 등 제반 HR을 지원하는 ‘Employee Profile’ 

➋ ‘What is your Core Competency?’ 핵심을 묻는 채용시스템

➌ Connect For Growth Performance Management & Compensation

➍ People Review Session을 통한 Talent 육성

➎ e-Profile 및 1대1 코칭문화 정착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활동

➏ HR의 비즈니스 파트너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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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콘티넨탈코리아    051
핵심가치를 지향하는 HR(Human Relations)     

➊ 콘티넨탈 코리아, 독자적인 기술개발과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정착

➋  The Future in Motion

➌ Continental Vision - “Your mobility. Your freedom. Our signature”

➍ Continental Mission

➎ Continental 4 Core Values

➏ Human Resources에서 Human Relations로

➐ Continental HR Vision - Our People, Our Culture, Our Future

➑ Continental HR Mission

➒ Continental HR’s Coals

➓ 역량모델(Competency Model) 정립 과정에서의 핵심가치 적용사례

듀폰코리아    069
철저한 ‘내부고객 우선 정신’의 인사원칙

➊ 전 세계 DuPont人에 핵심가치 강조

➋ 인사관리의 원칙과 방침

➌ 헤이(Hay) 시스템에 의한 직무평가

➍ 부서별·조직별 인재검토 세션(TRS:Talent Review Session)

➎ 개인역할 및 역량수준 기반 다양한 인재개발

➏ 70-20-10 모델 기본개발원칙

➐ 승진과의 연계

➑ 활기차고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제도

FedEx코리아    083 
직원 중심의 P-S-P 경영철학과 People First 인사철학 실현

➊ FedEx Express

➋ 직원중심의 기업문화 및 경영철학

➌ FedEx 사내 고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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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후지제록스    091 
강한 회사, 즐거운 회사, 정다운 회사를 위한 인사제도

➊ 능력과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제도

➋ 인재육성

➌ 사내 커뮤니케이션

GE코리아    105
‘변화를 즐길 수 있는 사람’만이 GE에서 일할 수 있다   

➊ ‘공유가치(GE beliefs)’를 철저하게 지키고 따른다

➋ 세상의 변화를 선도하며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사람들

➌ 상사·동료·부하직원 누구나 앱을 통해 인사이트를 주고받는 ‘PD@GE’

➍ PD@GE를 통해 누군가에게 ‘Continue’ 혹은 ‘Consider’ 제안

➎ GE 임직원 양성의 진원지(震源地), 크로톤빌(Crotonville)

구글코리아    119
20% 자유가 200% 성과로, 창의력이 재산이다

➊ 구글 성장의 비결, 자율적인 기업문화

➋ 채용은 ‘구글 모든 직원의 책임’이다

➌ 팀 업적에 도움이 되었다면 Spot(즉시) 보상

헨켈코리아    129 
Exellence is Our Passion, Winning Culture 실현 

➊ 기업문화와 비전 및 가치

➋ 2P(Performance·Potential) 인재상과 역량모델

➌ 인사 및 조직관리

➍ 복리후생제도(Henkel Benefit System)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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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BM    141
시대를 앞선 생각, 107년의 혁신-IBM

➊ 한국IBM, 더 똑똑한 비즈니스 및 통합 솔루션 제공

➋ 인공지능 여정(Cognitive era)을 위한 IBM의 새로운 인재전략

➌ 인재 채용 - Talent Acquisition

➍ 직원 총 보상 - Total Compensation & Benefits

➎ 임직원 커뮤니케이션 및 몰입도 향상 - Communication & Engagement

➏ 새로운 성과관리제도 - Checkpoint

➐ 다양성과 포용 - Diversity & Inclusion

➑ 인재육성 - Talent Development

인그리디언코리아   159
직원 모두가 리더의무, CARE Program 기반 HR 

➊ 인그리디언코리아, 인그리디언 글로벌 Top 5 자회사로 성장

➋ 핵심가치 및 인재경영 철학

➌ 리더-인재상

➍ ‘We Care People’, CARE Program 기반의 HR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173 
일의 ‘의미’와 ‘재미’를 위한 구성원 육성·개발

➊ 지향하는 가치, ‘Customer First’

➋ 일의 ‘의미’와 ‘재미’를 통한 고효율·고성과 강화

➌ 임원(경영진)교육, 팀장교육, 직원교육 실시 ‘소통’과 ‘리더십’ 교육 중요

➍ 개인 맞춤식 교육프로그램 제공 팀장에게 일정 예산 부여

➎ 2018년 인재육성 키워드,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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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이크로소프트   185 
자신 모습 그대로, 좋아하는 일 하는 Smart Work 환경 구축

➊ 변화와 혁신이 몸에 배어있는 문화

➋ 최고의 인재를 채용한다

➌ 스마트워크 라이프

➍ 생산성과 삶의 질, 나아가 경제적 효과까지 증진

나이키코리아    195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도전하는 정신 Just do it!

➊ Nike의 탄생 –Just do it!

➋ 인사관리 특징 4가지

➌ 철저한 Pay for Performance

➍ CFE(Coaching For Excellence) 평가시스템

➎ IDP(Individual Development Plan)

➏ Nike Talent Planning & Development Strategies

➐ 현재와 미래의 Growth Driver ‘Manager Excellence’

올림푸스한국    205
현지법에 최적화된 인사제도 독자적(獨自的)으로 운영

➊ 일하는 보람이 있는 회사 만들기

➋ 올림푸스한국 자체적으로 인사제도 기획, 운영

➌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운영

➍ 직무 및 성과중심으로의 인사제도 확대

필립스코리아    215
경쟁에서 이기는 성과중심의 문화 지향

새로운 행동강령과 리더십역량 마련

➊ 인사 비전과 전략

➋ 성과관리제도 ‘PPM(People Performance Management)’

➌ 인재심사제도(Talent Review)

➍ 학습 및 개발제도(Grow with Phil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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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커피 코리아    229 
모든 직원을 ‘파트너’로 존중하며 전 세계인과 커피 지식·문화 공유

➊ 모든 직원을 ‘파트너’라 부르며 존중

➋ 기회-성장-고용창출의 선순환

➌ 스타벅스 파트너는 곧 스타벅스를 사랑하는 사람들

➍ 중년을 넘긴 파트너가 고객을 맞이하다!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    239 
인간존중·가치창조·환경보호·사회공헌 실현

➊ 경영이념 3가지

➋ 인사제도 운영체계

➌ ‘환경비전 2050’ 선포

볼보그룹코리아   249
현장지향형 교육, 교육효과성 강화, 학습문화 인식 제고

➊ 볼보코리아 출범초기, 전략·제도·시스템 구축에 집중

➋ 볼보그룹코리아 인재육성의 현재

➌ 볼보그룹코리아 인재육성의 미래

➍ 직무 아카데미 및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 구축

➎ 임직원을 먼저 생각하는 볼보그룹코리아





01 한국쓰리엠 _13

•본사 설립년도_ 1902년

•설립자_ 헨리 브라이언, 허몬 케이블, 존 드완, 윌리엄 맥고나글, 던레인 버드

              (Henry S. Bryan, Hermon W. Cable, John Dwan, William A. McGonagle,

              Dr. J. Danley Budd)

•업종_ 사무용품 및 의료용품

•본사소재지_ 미국 미네소타 주 세인트폴

•진출국가 및 전 세계 종업원 수_ 60여개 국가/87,000여명 / 65,000여 종류 생산

•한국법인 설립년도_ 1977년

•한국법인 종업원 수_ 1,600여명/17,000여 가지 제품 생산·판매

•한국법인 본사소재지_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인사원칙_ 우리는 모든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며, 개인의 창의성을 장려하고,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발전을 위하여 균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01
Successful case
한국쓰리엠

+



14_ 글로벌 기업 HR

3M은 회사가 지향하는 목표와 가치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사업분야별로 본부, 그 아래 제품군별로 팀·파트 조직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각 지역·국가·비즈니스에서 요구되는 특수성을 조화롭게 

수용하기 위해 ‘전문가센터(COE:Center of Expertise)’와 

‘비즈니스 파트너(BP:Business Partner)’라는 구조로 인사조직을 운영한다.



01 한국쓰리엠 _15

Successful case_ 01
한국쓰리엠

이원화된 인사조직 전문가센터COE와

비즈니스 파트너BP 운영

3M은 ‘Minnesota Mining & Manufacturing’의 회사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

듯이 1902년 미국 미네소타 주의 투하버스(Two Harbors)라는 작은 도시에서 

5명의 기업가에 의해 설립되었다. 연마재의 재료로 쓰이는 강옥석(剛玉石) 채취

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오래되지 않아 3M은 회사를 덜루스(Dulth)로 옮기

고 원료광물을 채취하는 대신 직접 연마재를 제조, 판매하게 된다.

1910년 회사를 지금의 본사가 있는 세인트폴(St. Paul)로 옮기고 새로운 투자

자들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활기를 띠게 된 3M은 1920년대 초 세계 최초로 내수

연마재를 개발하기에 이른다. 1925년에 개발된 마스킹 테이프의 성공으로 회사 

발전에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후 제약·에너지·사무용품 등의 시장으로 끊임

없이 사업영역을 확장, 견실한 성장을 지속해오고 있다.

2017년 말 현재 전 세계 60여개 국가에 현지법인을 두고 87,000여 명의 임직원

이 65,000여 종류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2012

년 잉게툴린(Inge Thulin) 회장 취임과 더불어 발표된 회사의 새로운 비전 -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