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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WHY
왜해야하는가

1. 기획 배경

2. Work Efficiency에대한오해

3. 차별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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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방식의변화를통한업무생산성제고가 필요한상황!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워라밸 실현
욕구가 커졌다

업무 효율성은
올려야 한다



2. Work Efficiency에 대한 오해

• Work Diet  vs.  Work-Time Diet 
• 다이어트 대상 = 처음부터 업무가 아닌 활동들
• 기준을 정해서 진짜 업무 다이어트 시작해야 함

Work Diet를 하면 근무시간이 줄어든다?

• 생산성이 낮은 업무를 줄여서 여력을 만들고,
• 생산성이 높은 업무에 투입한다는 순진한 희망…
• 커피 값을 아껴서 집을 살 수 없어!

집 사고 나서 커피 값 아끼는 순서로 접근해야 함

생산성이 낮은 업무를 줄여서 만든 여력을
생산성이 높은 업무에 투입한다?

• 기업 활동의 본질은 이익 증대
• 기업의 우선순위는 직원들의 행복이 아님
• 업무의 양은 줄이고도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업무 생산성 향상이 궁극적 지향점

Work Diet는 워라밸을 위한 것이다?

• Work Efficiency 는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 중요
• 전사적 활동이어야 효과적이나,
• 모든 팀이 같은 속도로 변화하지 않음

Work Diet, 개인 또는 우리 부서만
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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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MA 교육의 차별화 포인트

6

• 일회성 이벤트 교육이 아닌 전문교
수진이 지속적으로 팀장들의 실천상
황과 애로점을 코칭하고 피드백

• 팀 간의 Best Practice를 공유하여
조직 전체 생산성 향상 제고

Only 우리회사만을위한
매뉴얼제작

• 팀장이 팀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리드해갈 수 있도록 전문가로 육성

• 팀장 주도하에 팀 단위
WE 워크숍을 통해 실천 과제
도출하여 실행

끝나도끝나지않은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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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Efficiency 방법론은 물론 성공/실패 요인까지 파악

• 우리 회사만의 WE 매뉴얼 북
제작으로 현장에서 업무 효율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

• 전사적 활동이 최대한 가능하도록
우리회사에 딱 맞는 가이드 제공

전문가양성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KMA 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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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0
누가해야하는가

과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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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팀장을 Change Agent 로 지정하고 팀 별 워크숍을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육성

• 팀 전체: 워크숍에 참여 할 대표 팀을 정해 KMA 교수가 워크숍을 시범적으로 진행

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팀장이

직접 팀 별 WE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육성

워크숍에서 도출된 실천과제의 실행
과정을 주기적

(월 1회)으로 점검, 코칭 & 피드백

팀Work Efficiency 
실천과제지속적모니터링

팀장

팀장 주도하에 워크숍을 실시해
개인과 팀의 업무 효율화

실천과제 도출

선정된 대표팀은 KMA교수가 워크숍을 시범적으로 진행*

*

선정된팀 팀장실천점검
코칭및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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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어떻게해야하는가

과정 Framework



팀장이 주도하여 팀 워크숍을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팀 생산성 향상을 이끌 수 있도록 팀장 교육 및 코칭 강화

과정 Framework

팀장 과정 팀 워크숍

팀장 대표 팀 (워크숍에 참여할 팀 선정)대상자

프로그램

5H 6H시간

• WE 워크숍 진행 툴킷
• 팀 KPI 재수립
• 팀 별 Work way
• 팀장 실천과제

아웃풋

• WE 워크숍
- 팀 KPI을 기준으로 Work Adding value&Work Diet 
- 팀 Work Way 만들기

• Work Weight Training: 가치있는 업무 더하기
• Work Diet  : 불필요한 팀 업무 버리기

팀장 실천점검
코칭 및 피드백

팀장

팀 별 2회 (각 회당 3시간)

• 실천계획서 & 피드백

• 그룹코칭을 통한 실천과제 점검과
코칭 &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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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무엇을해야하는가

세부교육내용

교수소개

기업레퍼런스



Module 핵심주제 Contents Time

문제상황 제시
업무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문제상황

• 세상이 변하고 있다 : 근로시간 단축, 워라밸 중시, 밀레니얼 세대
• 대한민국의 개인 생산성 수준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업무 시간은 줄었는데 업무 효율성은 오

히려높여야 하는 상황에서의 고민과 문제점 제시

0.5H

생산성 공식
생산성 공식을

활용하라

• 생산성 = Output / Input 
- Input은 줄이고 Output은 늘려라
- Input 줄이기 : Work Diet

• Output늘리기 : Work Weight Training 

0.5H

생산성 향상
방법론

Work Weight Training
& 

Work Diet

• 워크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
- 워라밸,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체질강화를 위함
- 지금 하는 일을 성과 나는 일로 교체하자
- 성과를 유지하면서 현재 근무시간과 업무량을 줄이자
• Work = Value Adding Task
• 워크 다이어트는 순서가 중요. 업무 지우기부터 하면 실패한다!

1)  Work Weight Training
- Value adding : 고부가가치 업무(개선 혁신) 찾기

2) Work Diet 
- Process efficiency (Reduce) : 주 업무 절차 간소화
- Remove : 저부가가치 업무 제거

[워크숍] 팀 업무 중 개선점, 혁신 업무 찾기
팀 업무 중 불필요한 업무 지우기

2.0H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행Tip

일 잘하는 법
배우기

• Goal Alignment 
- 해야 할 일의 끝 그림을 명확하게 그리고 일치시켜라.
- 3W 1H 룰, Keep Your Job, Task Breakdown Sheet 

• Way Alignment
- 일의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라

1.0H

비전보드
생산성 향상을 위한 WEB
(Work Essence Board) 만들

기

• 올해 우리 팀 핵심업무와 Work efficiency를 위해 실천할 내용을
비전보드로 표현하는 법 배우기

0.5H

리더 행동약속
도출

리더의 행동다짐과
실행 워크숍

• 생산성 향상을 위한 리더의 Do’s & Don’ts 약속 만들기 0.5H

팀장 과정 5.0 H

 인식 : 세상 변화와 트랜드에 대
한 공동의 상황인식을 통해 업무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을 이해한
다

 공감 : 우리 회사 및 타 조직 실제
사례를 통해 업무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실천방안을
배운다.

 실행 :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WE 워크숍을 실습해보고 방법
론을 배워 팀 워크숍에 적용할 수
있다

 팀장

 Interactive 강의, 동영상, 실습,
토론, Activity , 실천 방안 수립
등 참여형 학습

팀장 과정 팀 워크숍 실천점검

교육 대상자

교육 목적

교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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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 핵심주제 Contents Time

문제상황 제시
업무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문제상황

• 세상이 변하고 있다 : 근로시간 단축, 워라밸 중시, 밀레니얼 세대
• 대한민국의 개인 생산성 수준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업무 시간은 줄었는데 업무 효율성은 오히

려높여야 하는 상황에서의 고민과 문제점 제시

0.5H

생산성 공식
생산성 공식을

활용하라

• 생산성 = Output / Input 
- Input은 줄이고 Output은 늘려라
- Input 줄이기 : Work Diet

• Output늘리기 : Work Weight Training 

0.5H

생산성 향상
방법론

Work Weight Training
& 

Work Diet

• 워크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
- 워라밸,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체질강화를 위함
- 지금 하는 일을 성과 나는 일로 교체하자
- 성과를 유지하면서 현재 근무시간과 업무량을 줄이자
• Work = Value Adding Task
• 워크 다이어트는 순서가 중요. 업무 지우기부터 하면 실패한다!

1)  Work Weight Training
- Value adding : 고부가가치 업무(개선 혁신) 찾기

2) Work Diet 
- Process efficiency (Reduce) : 주 업무 절차 간소화
- Remove : 저부가가치 업무 제거

[워크숍] 팀 업무 중 개선점, 혁신 업무 찾기
팀 업무와 나의 업무 중 불필요한 업무 지우기
개선 업무 중 1가지 선택하여 심화 논의하기

3.0H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행Tip

일 잘하는 법 배우기

• Goal Alignment 
- 해야 할 일의 끝 그림을 명확하게 그리고 일치시켜라.
- 3W 1H 룰, Keep Your Job, Task Breakdown Sheet 

• PDCA(Plan – Do- Check - Act)
• Way Alignment

- 일의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라
[워크숍]업무 상황별 work way 만들기

1.0H

비전보드
생산성 향상을 위한 WEB 
(Work Essence Board) 만들기

• 올해 나의 핵심업무와 Work efficiency를 위해 실천할 내용을
비전보드로 표현

[워크숍]나의 비전 보드 만들기
1.0H

 인식 : 세상 변화와 트랜드에 대
한 공동의 상황인식을 통해 업무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을 이해한
다

 공감 : 우리 회사 및 타 조직 실제
사례를 통해 업무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실천방안을
배운다.

 실행 :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WE 워크숍을 실시하여 팀과 개
인업무를 재조정하고 가치있는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실천과
제를 도출하고 시행한다.

 각 팀원

 Interactive 강의, 동영상, 실습,
토론, Activity , 실천 방안 수립
등 참여형 학습

팀장 과정 팀 워크숍
6.0 H

실천점검

교육 대상자

교육 목적

교육 방법

팀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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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 핵심주제 Contents Time

코칭 & 피드백
실천점검을 위한
코칭 & 피드백

• 교육 후, 일하는 방식, 변화 성과 발표 및 리뷰
• 실천과제 실행 결과 공유 및 동료 피드백
• 코치 피드백
• •2차 그룹 코칭을 위한 목표 수립

3.0H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실천과제
와 리더의 다짐이 잘 시행되고 있
는지 전문 교수진과 함께 점검하
고 코칭 &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
으로 팀 생산성을 관리할 수 있다.

 팀장

 Interactive 강의, 동영상, 실습,
토론, Activity , 실천 방안 수립
등 참여형 학습

Module 핵심주제 Contents Time

코칭 & 피드백
실천점검을 위한
코칭 & 피드백

• •1차 코칭에 대한 실행 결과 리뷰, Best & Worst사례 공유
• 동료 피드백 및 코치 피드백
• 코칭 후 지속적 변화를 위한 실천 계획서 작성

3.0H

실천점검 1차

실천점검 2차

팀장 CA과정 팀 단위 W/S 실천점검

교육 대상자

교육 목적

교육 방법

팀장 실천점검 코칭 &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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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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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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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營之解



교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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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업무 혁신 프로젝트

18



19

별첨 강의 세부내용 및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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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보드
Work essence board

별첨 강의 세부내용 및 Tools



스마트하게 일하고 건강한 성과를 내는
Work Efficien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