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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여성 CEO인 메디포스트 대표이사

는 사업과 두 아이의 육아를 함께해야 하는 

워킹맘이었다. 그로 인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제도에 관심이 많았다. 유능한 직원들이 

결혼이나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CEO는 인사팀을 통해 

여러 가지 제도들을 기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에 워라밸(work-life balance)

을 위한 유연근무제 도입, 다양한 휴가제도 

등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렇게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

업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CEO의 확고한 의

지와 노력은 유연근무제를 조기에 성공적으

로 시행, 정착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유연근무제 도입과 함께 인사제도 개선

먼저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해 설문조사를 시

행하였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정식 제도로

서 회사에 잘 정착될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구성원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은 제도 도입

을 반기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일부 부서는 직

무 특성상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없었고 이

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형평성을 따지다 보면 시작조차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처음부터 회사 전체

가 시행하는 것이 아닌 실제 성공확률이 가장 

높은 부서를 찾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근무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R&D 관련 부서가 가장 성공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고, 약 3개월간 유연근무제 중 하나인 

시차출퇴근제를 시범운영하며 테스트 기간을 

거쳤다. 시범 운영기간 동안 유연근무제의 장

단점을 철저히 분석한 후 구성원들의 의견 등

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제도를 전사에 도입할 

수 있었다.

인사팀에서는 구성원에게 제도의 내용과 

시행취지를 제대로 전달하고자 유연근무제 도

입에 대한 사내 설명회를 세 차례 이상 시행

하는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관리자의 솔선수범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했기에 관리자를 대상으로 CEO가 유연

근무제를 직접 독려하기도 하였다. 또한 인사

팀은 관리자만을 대상으로 교육 및 유연근무

제 관련 매뉴얼을 배포하였다.

인사제도 개선 역시 함께 이루어졌다. 유연

근무제 활용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인사평가 또는 승진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을 개선한 것이다. 

인사팀에서는 평가시스템을 개선하여 유연

근무제를 사용한 구성원들에게 혹시라도 발

생할지 모르는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한 모니

터링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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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도입과

인사제도 개선 

메디포스트는 유연근로제 도입과 함께

인사제도의 개선도 함께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구성원과 회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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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포스트

•설립일 ｜ 2000년 6월 26일

•업종 ｜ 제조업 

(세포치료제 개발 및 제대혈 보관 사업)

•종업원수 ｜ 250명

•매출액 ｜ 458억원

•앞으로 사업계획 ｜ 차세대 줄기세포치료제 

 플랫폼인 스멉셀(SMUP-Cell) 개발, MUP-IA-01

 (주사형 골관절염 치료제), SMUP-IV-01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 폐질환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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