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06. 19

Z세대 직장인 Z-geneker 트렌드와 성과 방식

□ Z-geneker 트렌드
□ Z-geneker 키워드와 성과 방식
□ 결론 및 제언

Z세대 직장인 Z-geneker 트렌드와 성과방식

※ Z-geneker지니커: ‘Z세대(Z-generation)’과 ‘직장인(worker)’의 합성어
- 기업의 미래 주역이자 조직문화의 변화를 주도하는 90년대 중반 이후 출생자와
‘Z세대’ 성향(gene)을 가진 직장인을 의미
 Z-geneker 트렌드
• [파워 신인류] 90년대 중반 출생한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함에 따라 교육, 경영, 소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
• [Z세대 & 밀레니얼세대] 각 세대의 출생 범위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80년대생과 90년대생
간 트렌드 차이는 존재
• [Z-geneker의 직장 생활] 직장인 새내기 Z-geneker는 이전 세대에 비해 개인주의 성향, 일의 가
치와 의미, 수평적 소통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

 ‘Z-geneker’ 키워드와 성과 방식
• [Z-geneker 키워드] Z세대 채용을 확대해야 함에 따라 기업들에게는 ‘Z-geneker를 이해하고 성과
를 낼 수 있는지 여부’가 ‘비즈니스 성패의 핵심’될 것으로 전망
• [성과 방식① 마이 싸이더 & OKR] Z-geneker에게는 ‘회사의 성장이 곧 개인의 성장’의 인식은 낮
으며, ‘소소한 과정과 도전을 중시’하는 ‘노력지상주의’를 추구
• [성과 방식② 가취관 & HRD] 주 52시간 시대, 취향 중심의 인적자원개발HRD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 추진
• [성과 방식③ 소피커 & 디지털 소통 문화] Z-geneker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디지털 소통 문화의 시작점

 결론 및 제언
• [Z-geneker와 공존 문화] 기업들은 규모 확장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의 일하는 방식, 애자일Agile, 개
인Player간의 창조·효율의 조화를 통한 ‘조직과 Z-geneker’의 동시 성장 도모
• [기업의 크리에이터로 성장]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뒤 Z-geneker는 유튜버 활동을 검토하는 현상
은 기업에게는 또 하나의 ‘블루오션’ → 기업의 ‘브랜딩 에이전트Branding Agent’로서 기회
• [참견이 아닌 참여와 보상] Z-geneker는 조직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원하며, 직접 참여를 통
해 주목 받기를 갈망

• [아이디어 오픈 플랫폼 구축] Z-geneker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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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세대 직장인 Z-geneker 트렌드
○ [파워 신인류] 90년대 중반 출생한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함에 따라 교육, 경영, 소
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
•

전체 인구 수 대비 ‘Z세대’는 21.7%로, ‘밀레니얼 세대’ 22.2%와 합치면 43.9%에 달해
‘기존 세대’를 합친 비중 31.5% 초과1
2019년 UN 통계 기준으로도 전 세계 인구의 32%가 Z세대로 나타남

-

[표 1] 2019년 기준 ‘주요 세대의 구분 기준 및 인구 비중’
기준

베이비부머

X세대

밀레니얼세대

Z세대

출생연도

1955 ~ 1963년생

1970 ~ 1980년생

1981 ~ 1995년생

1996년생 ~

연령

50 ~ 64세

39 ~ 49세

24 ~ 38세

23세 ~

인구 비중

13.8%

17.7%

22.2%

21.7%

자료: 삼정KPMG ‘新소비 세대와 의·식·주 라이프 트렌드 변화’ (2019)

•

자립적인 ‘모바일 원주민Mobile Native’로서, 온·오프라인 경계가 불분명한 생활 환경에서 ‘교
류하고 학습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세대’
-

새로운 세대의 마이크로 트렌드가 사회 전반의 주류 트렌드로 진화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2~13개월2→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절대적 영향력 행사
[그림 1] 파워 신인류의 트렌드 (2015~2018)

연도

키워드

주요 트렌드
∙ 한 분야에 열중하는 사람이 ‘덕후’

2015

떳덕후

∙ 떳떳한 덕후가 주목 받다
∙ 사회성 결여 등 부정적 시선에서
전문가로 각광 받는 덕후 문화

1

삼정KPMG ‘新소비 세대와 의·식·주 라이프 트렌드 변화’ (2019)

2

박진수 ‘파워 신인류 밀레니얼&Z세대가 주도할 트렌드에 주목하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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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에 권태로움을 느끼는 ‘관태기’
2016

관태기

∙ 혼밥, 혼술에 이은 혼족 트렌드인
혼자 코인 노래방을 가는 ‘혼코노’ 유행
예시) 오늘 퇴근하고 혼코노 다녀옴

∙ 외부의 치유에 기대지 않고 나로서
홀로서는 ‘나로서기’
2017

나로서기

∙ 인생은 긍정적, 부조리에는 단호
∙ 2020년 1인 가구 시장 120조 규모 전망
(2016 산업연구원)

∙ 가치 있는 소비를 추구하는 ‘휘소가치’,
휘발되어 버리는 가치가 더욱 희소하다고
2018

생각하며, 기꺼이 지갑을 여는 트렌드

휘소가치

∙ 소비 인증 행위를 통해 삶의 만족감,
즐거움을 증대시킴→ Instagram 인증 등
자료: 대학내일연구소 박진수 수석 연구원 (2019), JTBC, 덕화TV, 이투데이

○ [Z세대 & 밀레니얼세대] 각 세대의 출생 범위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80년대생과 90
년대생 간의 트렌드 차이는 존재
•

밀레니얼 세대와 비슷한 정서를 보이면서도 유년기·성장기에 경제상황, 커뮤니케이션, 미
디어 등 Z세대만의 성향과 행동패턴 보유
[표 2] ‘밀레니얼’과 ‘Z세대’ 유년기·성장기 비교
구분

경제
상황

유년기
(10세 이하)
성장기
(10세 초중반)

커뮤니
케이션

성장기
(10세 중후반)

미디어

성장기
(10세 중후반)

밀레니얼세대
1986 ~ 1988년 3저 호황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Z세대
1997년 IMF 구제금융 요청

1997 ~ 1999년 IT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인터넷 카페/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프리챌, 싸이월드 등)

(페이스북, 인스타그랩, 유튜브 등)

인터넷, PC

모바일, 스마트폰

자료: 박진수 ‘Z세대 성장차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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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레니얼 세대’는 ‘베이비부머 부모’와 함께 80~90년대를 경제성장 시기를 겪어낸
반면, ‘Z세대’는 ‘X세대’ 부모와 IMF 구제금융을 감내한 것이 특징

○ [Z-geneker의 직장 생활] Z-geneker지니커는 90년대 중반 이후 출생자인 Z세대Z-generation와 직
장인Worker을 합친 신조어로, 조직문화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의 미래 주역을 뜻함3
•

Z-geneker는 직장 내에서 개인주의 성향, 일의 가치와 의미, 수평적 소통 등을 중요하
게 생각하는 경향

•

Z-geneker를 모바일 원주민Mobile Native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성과 향상을 위해 조직 가치
를 재정의· 재해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

해시태그Hashtag로 보는 Z-geneker를 위한 조직 가치4: #자율출퇴근 #무제한 휴가 #
성과주의 #냉정한 평가와 보상/퇴출 #원격근무 #연공서열 파괴 #비대면 #오픈커뮤
니케이션 #충성도 변화 #수평적 관계 #평생직장의 종말 #다양성 존중 #조직과 개
인의 균형 #직장이 아닌 직업의 시대
[표 3] 세대별 ‘충성의 대상·휴가방식’에 대한 인식 차이

구분

기존 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

회사에서
충성의 대상

회사 그 자체

자기 팀과 프로젝트

자기 자신과 자신의 미래

회사에 대한 충성은

회사에 대한
충성 대가

곧 나에 대한 충성

휴가 인식
휴가 사용
방식

회사에 헌신하면

몸값과 승진을 보장

헌신짝이 됨

휴가를 다 쓰는 것은

적절히 눈치를 봐서, 연차를

연차 사용은 나의 자유이고,

눈치가 보이는 행동이다

사용해 전략적 휴가를 떠난다

휴가 사유 또한 알릴 필요가 없다

여름휴가를 고집하지 않고,

시간을 쪼개서 연차를

자신이 원하는 시기로 조절한다

자유롭게 쓴다

여름에 집중 휴가를 다녀온다

자료: 임홍택 ‘90년생이 온다’ (2018)

•

기업들은 Z-geneker의 특징과 가치를 이해하고 공존과 지속적인 성장 방안 제시
-

“Z-geneker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조직에 융화시킬 수 있을까”

-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조직 내에서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

“미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업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3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4

박세헌 ‘배민다운 성과주의, 결국 워라밸을 이끌다’ (20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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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geneker 키워드와 성과 방식
○ [Z-geneker 키워드] Z세대 채용을 확대해야 함에 따라 기업들에게는 ‘Z-geneker를 이해하
고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여부’가 ‘비즈니스 성패의 핵심’될 것으로 전망
기업들은 새로운 세대의 특징과와 기존 인력들과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세대에 맞

•

는 인재관리Human Respect 재정의 및 정책 재정립 필요
Z세대가 사용하는 신조어를 통해 목표 설정 및 달성, HRD, 디지털 소통 문화 등 Z-

•

geneker의 동기 부여와 성장 지원 방안 제시
[표 4] 신조어를 통해 보는 ‘Z-geneker 키워드’ 3가지
마이 싸이더

∙ [마이 싸이더My Sider] ‘내 안의 기준을 세우고 따르는 사람’
#그런지룩 #졌잘싸 #값진노메달 #결과보다노력 #Get_퇴사_with me
∙ [가벼운+취향 중심+관계] 가볍게 취향을 중심으로 모이다

가취관

#고독한 채팅방 #취향살롱 #취향공동체 #스티커 관계
∙ [所(바 소)+speaker] 나의 소신을 거리낌 없이 말하다

소피커

#일상적 소신표현 #젠더리스 #소신마케팅 #대의_말고_소의

자료: ‘대학내일20대 연구소’ 참조

○ [성과 방식① 마이 싸이더 & OKR] Z-geneker에게는 ‘회사의 성장이 곧 개인의 성장’의 인식
이 낮으나 ‘소소한 과정과 도전을 중시’하는 ‘노력 지상주의’를 추구
•

Z-geneker 성장을 지원하는 ‘성과문화 구축’을 위해서는 조직과 개인의 목표를 통합하
는 MBOManagement By Objectives 제도의 한계점 보완 필요
-

중앙 집중 방식으로 목표를 수립하고, 수직체계를 통해 하달하는 프로세스는 조직의
유연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Bottom-up 방식의 목표설정’과 조화 구축

-

MBO가 연봉 및 보너스 결정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조직 내 ‘위험을 감수하고 도
전하는 문화’의 정체현상 발생

•

목표Objective와 핵심결과Key

Results

중심으로 Z-geneker의 도전을 이끌어내고, 팀과 협력해

목표달성을 돕기 위한 OKRObjective & Key Results 실시5
-

OKR은 직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세스로, 구글, 아마존, 유
튜브, 우버 등 유니콘의 성과를 만들어낸 제도→ 문·이과文·理科 통합 목표 설정법
1) 가슴 뛰는 ‘Objective’ 설정: 가슴 떨리거나, 영감을 주는 목표
2) 핵심결과 ‘Key Result’: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치와 시기를 포함해 설정

5

앤디 그로브(Andy Grove), 인텔에 OKR 도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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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OKR 관리법
∙ “적은 게 많은 것이다”
- 3~5개로 목표 수를 제한하고, 한 가지 목표에 다섯 가지
핵심결과가 대응해 개인, 팀, 조직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유연성을 유지할 것”
- 급변하는 환경에서 핵심결과는 얼마든 수정, 폐기 가능
∙ “과감한 도전과 실패”
- “모두가 쉬운 목표가 아닌 힘든 목표를 향해 달릴 때 더
위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도전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
∙ “무기가 아닌 도구”
- OKR은 페이스 메이커, 스톱워치를 나눠주고 스스로
기록을 확인하게 하는 프로세스
∙ “끈기와 단호함”
- 모든 과정은 도전과 실패를 요구하며, 조직 내
OKR 수용을 위해서는 4~5번의 분기를 거치게 될 것
자료: 존 도어 ‘OKR’ (2019)

○ [성과 방식② 가취관 & HRD] 주 52시간 시대, 인적자원개발HRD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 추진
•

회사 내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를 강요하는 방식은 근무제도 변화와 함께 줄어들 것이며,
Z-geneker 트렌드 중심의 학습을 금전·비금전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

개인의 커리어를 개발을 통해 ‘역량 향상’과 ‘회사의 생산성 제고’에 도움될 수 있는
야간·주말 아카데미, 전문기관, 외국어 등 학습을 지원하는 방식

-

국내 최초 독서모임을 사업화하고 커뮤니티 활동으로 발전시킨 ‘트레바리’는 클럽 및
회원 수 증가 추세→ 2015년 시작 이후 ‘현재 300클럽 및 4,600여명’

•

Z-geneker의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웰니스Wellness 프로그램’ 도입→ 웰빙Well-being·행복
·건강Health의 합성어로 ‘신체와 정신은 물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 의미

Happiness

-

직원 웰니스와 조직 창의성에 관한 상관관계 연구 결과, 직원의 웰니스를 추구하는
조직일 수록 혁신성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3.5% 증가6

-

온전히 자발적인full & autonomy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율성 기반의 팀워크’와 ‘성과’를
높이고 ‘행복한 일터’ 조성에 일조

6

SHRM (2010). Study Links Wellness and Work/Life Programs to Creativity Retrieved from https://www.

shrm.org/resourceandtools/hr-topics/benefits/pages/wellbeinginnovation.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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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웰니스 프로그램 사례
LG디스플레이

SK 그룹

CJ 그룹

SK 건설

∙ 경북 문경에 위치한 폐교를 임차해 심신건강관리 전용시설 ‘힐링센터’ 개관
∙ 명상을 통한 자신과 소통, 오감 때우기, 소통 스킬 훈련 등 프로그램 운영
∙ 리더·팀원·가족까지 참여 가능한 2박 3일 과정 ‘심기신(心氣身) 수련’ 실시
∙ 과거 상처, 현재 갈등, 미래 불안 등 회복탄력성 증대를 돕고, 행복한 일터 추진
∙ 5년 마다 최대 한 달동안 자기계발, 재충전 등 ‘창의 휴가제도’ 실시
∙ 5년 이상 근속직원 대상 최대 6개월 간 해외연수 휴직 신청가능한 ‘Global Knock’
∙ 해외근무 직원들의 국내 복귀를 돕기 위해 ‘리스타트(Restart)’ 프로그램 도입
∙ 그룹 코칭, 명상, 산책 등 심신의 피로를 극복 및 격려를 통해 새로운 비전 설계
∙ 그룹인력개발원에서 운영중인 ‘마인드 아카데미’는 스트레스 예방에 초점

KT

∙ 고객접점 임직원 대상에서 전 직원을 확대 운영 방침
∙ 로하스 정신을 담은 아카데미에서 ‘5대 바른생활습관 교육’ 집중

풀무원

∙ 식·마음·운동·환경·24시간 생활습관 등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 각 사

○ [성과 방식③ 소피커 & 디지털 소통 문화] 소신을 말하는 소피커로서 Z-geneker를 이해하고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디지털 소통 문화’의 시작점
•

Z-geneker는 「웹 네이티브Web Native」→「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앱 네이티브App Native」
를 주도하고 있으며, 기업은 이들을 위해 ‘모바일 중심의 성장 전략’ 수립
-

이메일 소통에 익숙한 방식과 다르게 Z-geneker는 모바일 기반의 기술을 이용해
‘정보 습득과 동시에 업무를 추진’하는 ‘멀티태스킹Multitasking’ 능력 보유

-

상사·동료·부하직원 모두 앱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수평적 상시 커뮤니케이션
강화→ 모바일에 익숙한 Z-geneker를 위한 성과 방식 시스템 도입

•

GE는 ‘독창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성과’를 단일 기준으로 상대평가하는 한계와 소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 7월 부터 애플리케이션 ‘PD@GE’ 개발·운영
-

개인 별 목표달성 과정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모바일 기반의 상시소통’을 통
해 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시간·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등 업무 효율성 제고

-

‘비즈니스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GE에서 ‘임팩트’라 정의하고, 이를 중심으로 ‘서면+
대면 방식’에 앱 ‘채팅’을 추가해 ‘직원 성장 과정’에 인사이트 제시

-

‘피드백’ 대신 ‘인사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해, 단순히 “피드백 받는다”는 관점에서 벗
어나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통찰 제공→ 유연한 사고방식의 연결·확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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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앱을 통해 인사이트를 주고 받는 ‘PD@GE’

자료: https//www.behance.net/gallery/28961073/PDGE-Personal-HR-Review-App

 결론 및 제언
○ [Z-geneker와 공존 문화] 기업들은 규모 확장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의 일하는 방식, 애자일
, 개인Player간의 창조·효율의 조화를 통한 ‘조직과 Z-geneker’의 동시 성장 도모

Agile

•

Z세대의 가치관을 HR 제도에 반영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발굴 전략으로 활용
-

자기소개를 위해 쓰는 소설(자소설) 등을 예방하고, 블라인드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00초 이내 ‘동영상 이력서’ 도입 검토

•

Z-geneker는 ‘원하는 바를 신속하게 이뤄낼 수 있는 기술 발전에 조급함이 생기고, 깊
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우며, 스트레스에 취약한 성향’ 소유7
-

인간관계, 직무만족도 등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심리적 안정감’의 조직문화를 구축하
는 것이 성과 방식의 핵심8

1) 팀원들 간의 상호 의존성이 높고 업무 구조 및 역할이 명확하며,
2) 팀원들 개개인이 일에서 의미를 찾도록 업무를 배분하여,
3) 모두가 공통의 목적을 위해 노력 하는 팀의 성과가 높음
•

‘다름에 대한 존중’을 통한 ‘수평적 리더십Flat Leadership’ 실천

7

Simon Sinek (2017)

8

Google, People Anaytic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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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이상의 숙련공과 제자의 시각의 차이는 존재하기 때문에, 20년 전 나의 모습으
로 Z-geneker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식 전환’이 우선

○ [기업의 크리에이터로 성장]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뒤 Z-geneker가 유튜버 활동을 검토하
는 현상은 기업에게는 또 하나의 ‘블루오션’ → 기업의 ‘브랜딩 에이전트Branding Agent’로서 기회
•

기업 내규 상 ‘영리활동 겸업 금지’ 조항으로 인해 제약이 있으나 “공개 가능한 상품·서
비스 등의 정보에 한해 스트리밍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 제시
-

‘재능을 콘텐츠화하고 이를 통해 수입이 창출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세대’를 위해 더
많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디지털 부업’을 회사 차원에서 장려

○ [참견이 아닌 참여와 보상] Z-geneker는 조직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원하며, 직접 참
여를 통해 주목 받기를 갈망
•

회사에 충성을 요구하기 보다 Z-geneker의 자존감 제고에 “회사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방점→ ‘성장’과 ‘경험의 확장’ 기반의 HRD 제공
-

문제 해결에 표준 답안을 제시하는 ‘도제식 교육, 필답형 시험 폐지’ 대안으로 ‘토론,
프로젝트 기반의 팀 학습’ 기회 확대

•

Z-geneker에게는 ‘권력’이 아닌 소신을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발언권’ 필요→ ‘일방
적 전달’에서 ‘토론하는 문화’로 회의 방식 개선
-

그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학습을 수반할 수 있으며, 자존감을 높이는 기회’
로 활용하는 것이 ‘발언권’의 핵심

•

성과에 대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형 보상’을 지속 실시함으로써 끊김없는 ‘동
기부여’ 방안 제공→ 스타벅스 상품권, SNS 이모티콘, 배달의 민족 쿠폰 등 선물

○ [아이디어 오픈 플랫폼 구축] Z-geneker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
•

상명하복, 근면성실을 강조하는 조직문화에서 ‘빠른 실행력과 실패를 장려’하는 유연한
문화로 전환→ ‘아이템 발굴’과 ‘혁신 조직문화 이식’ 목표
-

Z-geneker가 자유롭게 아이디어 제안·검증이 가능한 ‘오픈 플랫폼’ 구축

-

아이디어를 제안부터 비즈니스 모델 구현 까지 ‘스타트업의 일하는 방식’ 경험

-

전 임직원에게 생중계 되는 ‘TED 방식의 공개 오디션’을 통해 프로토타입Prototype(시제
품)을 시연한 뒤 ‘현장에서 평가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페스티발 개최

-

최종 선발된 아이디어의 빠른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벤처 인큐베이팅을 통한 스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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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업 스핀 오프Spin-off(분사)제 도입 검토
[표 6] ‘아이디어 오픈 플랫폼’ 프로세스 제시
제안

검증
∙ 가장 많은 추천 수를

∙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오픈 플랫폼에 등록
∙ 댓글을 통한 동료 리뷰

심의
∙ 프로토타입 제작

받은 아이디어 선정

∙ TED형 생방송 공개

∙ 전문가 및 유관부서

오디션을 통해 시현

담당자의 검증 및

∙ 경영진, 임직원, 청중의

사업화 지원

현장 평가 및 공개

실행
∙ 선정된 팀에 권한 위임을
통한 자율 운영
∙ 사업화 위한 스핀오프 실행
∙ 퇴사 직원에게 재입사
보장 등 도전 기회 제공

자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최지현(jihyun.choi@kbfg.com) ☎02)2073-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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