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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지식을 학습한 전문가들이 함께 ‘소

통’하며 협력할 때 비즈니스 성과가 창출

된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성공경험들이 지속적으로 축적

되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더 큰 

자신감으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다. 성

공한 조직에서 각자의 꿈을 실현할 수 있

다는 믿음으로 높은 몰입과 만족, 그리

고 Loyalty를 가진 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 ABL생명 인적자원실

의 비전이자 미션이다. 이에 ABL생명 인

적자원실은 조직의 성과와 직원들의 꿈을 

실현하는데 힘이 되는 최고의 파트너로서 

계속 함께 하고자 한다.

ABL생명 인적자원실은 인적자원실장 

김상욱 님을 비롯하여 인사관리부 7명과 

인재개발부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관리자를 제외한 구성원들 대부분 다른 

조직과 분야에서 다양한 직무수행 경험

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자 장점이다. 

보험회사의 특성 및 조직구성원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FC : Financial Consultant), 법인

보험대리점(GA : General Agency)의 영

업채널과 준법경영(Compliance) 직무 등

에서 활약했던 직원들이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현재 HR업무에 매진

하고 있다.

다양한 직무를 보유한 HR Professionals 

법학을 전공하고 2010년부터 ABL생명에

서 근무하고 있는 고영하 님. 입사 초기

에는 FC지점 영업관리(지점장) 및 FC교

육(육성부센터장) 등의 업무를 경험하고, 

현재는 인재개발부에서 교육기획 및 운영 

업무를 맡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업무는 

교육의 결과가 직접적이거나 바로 표출되

지는 않지만 직원들의 잠재력과 역량수

준이 높아지는데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

다고 말한다.

“사내 주니어 핵심인재들을 대상으로 

기획부터 운영까지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사내벤처육성 프로그램 ‘SUPA!(Start-UP 

ABL!)’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인재육성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결과 ‘HRD 

Korea 2017’에서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교육프로그램 부문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12년부터 ABL생명에 발을 들여놓

은 김동진 님은 경영학을 전공하고, 입

사 후 지점 스태프(Staff) 및 지점장 업무

를 수행한 바 있다. 지금은 인재개발부에

서 L&D(Learning & Development) 업

무를 맡고 있다. 특히 처음으로 기획하고 

운영하였던 신입사원 교육이 흥미로웠고 

기억에 남는다고 말한 반면, 업무를 해오

면서 힘든 점도 있었다고 언급한다.

“영업현장에서는 정해진 목표를 달성

하는 것에 주력했다면, HR에서는 스스

로 목표를 설정·기획·방향을 수립해가

는 점이 달라서, 기획관련 업무를 수행하

ABL생명은 1954년 12월 출범한 한국에

서 두 번째로 오래된 역사와 전통의 생명

보험사로서 한국 생명보험 시장에서 65년 

넘게 쌓아온 경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

으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113

만 명의 고객들에게 보험상품과 금융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ABL생명은 ‘더 나은 삶(A Better Life)’

을 상징하는 회사의 사명처럼 ‘당신과 함

께 더 나은 삶을 위하여(With You For 

A Better Life)’라는 비전과 ‘선진적인 상

품과 스마트한 고객서비스로 고객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생명보험사’라는 미션을 달성하

기 위해 5대 핵심가치(배려·든든함·전문

성·스마트·선진)를 중심으로 모든 직원

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

Culture DNA 기반 인적자원개발

ABL생명이 조직문화 근간으로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Culture DNA’는 성과·사

업가정신·전문성·커뮤니케이션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인적자원개발

에 대한 의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 전문성

은 ‘역량·전문지식·비즈니스 통찰력’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시대를 선도

하는 유능한 인재와 새로운 리더를 육성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를 바탕

으로 회사는 인적자원을 개발하는데 있

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유연한 조직문화를 구축함으로

써 직원들의 업무의욕을 고취하고 근무시

간에는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

록 조직문화 개선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

고 있다. 먼저 상호 존중과 신뢰의 조직분

위기를 조성하여 적극적 협업환경을 구축

하기 위해 CEO부터 일반 사원에 이르기

까지 모든 직원의 호칭을 ‘님’으로 통일하

여 부르도록 하는 수평호칭체계를 2016

년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출·퇴근시간을 1시간씩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Flexible Wo-

rking Hour)를 시행하여 어린 자녀의 통

학을 돕거나 자기계발의 시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밖에도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매일 본인이 정한 근무

시간이 종료되면 PC를 사용할 수 없도

록 근로시간관리시스템을 모든 직원에게 

적용하고 있으며,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하여 평소보다 1시간 일

찍 퇴근하도록 지원한다.

조직의 성과와 직원의 꿈을 위한 최고 파트너

ABL생명 인적자원실에서는 스스로들

이 조직과 개인의 성장과 성공을 도모하

기 위해서 반드시 ‘전문성’과 ‘소통’, 그리고 

‘신뢰’라는 세 가지 DNA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과 

사회 속에서 ‘전문성’은 흔들리지 않는 조

직의 토대가 되고, 다양한 업무경험과 새

ABL생명 인적자원실은 조직과 개인의 성장과 성공을 도모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문성’과 ‘소

통’, 그리고 ‘신뢰’라는 세 가지 DNA를 강조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과 사회 속에서 

‘전문성’은 흔들리지 않는 조직의 토대가 되고, 다양한 업무경험과 새로운 지식을 학습한 전

문가들이 함께 ‘소통’하며 협력할 때 비즈니스 성과가 창출된다고 믿는다. 이러한 성공경험들

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더 큰 자신감으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다. 성공한 조직에서 각자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높은 몰입과 만족, 그리고 

Loyalty를 가진 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 인적자원실의 비전이자 미션이다.

People & Organization  ▶  우리회사 인사(HR)팀 - ABL생명보험(주) 인적자원실

조직의 성과와 직원의 꿈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 HR 
‘전문성·소통·신뢰’ DNA를 근간으로 구성원들의 HR을 지원하는 인적자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