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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2020 & CNS 3.0 시대 

• LG그룹 전산실 통합으로 탄생 

• 1993년부터 본격적인 외부시장 진출 

    - 대법원 등 공공 시장 1위 

    - 금융정보화 M/S 1위 60%이상 

• 전통시장 성장정체로 새로운 변화 요구 

Vision 

" 창의적 인재들로 구성된  
스마트 기술과 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리더 " 

정보시스템 중심의 
IT서비스 기업 

CNS 3.0 
(2010~) 

LG CNS 

스마트 기술 중심의 성장사업 확대 
 (Non-CIO Biz, Smart Tech. Biz) 

해외시장을 주력시장으로.. 
(Growth engine focused partnership) 

‘성장·해외사업 확대’의 수단으로 

자체 솔루션 개발 

스마트 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CNS 2.0 
(2002~2009) 

LG CNS 

CNS 1.0 
(1987~2001) 

STM, LG-EDS 



사업 영역의 변화 

Smart Cloud & Platform 

Smart 
Service & 
Solution 

Social Infra 

        Smart Green City 

     Smart 
     Transportation 

      Smart Defense 

        Smart Government 

Life 

       Smart Contents  
     Service 

     Smart Media 

   MPost/MPay 

       Smart Healthcare 

IT  
Service 

Industry Specific 
(공공/SOC, 하이테크, 금융, 통신, ...) 

Enterprise Solution 
(ERP, SCM, CRM, BI/DW, ...) 

Consulting Managed Service 
Outsourcing 

(ITO,BPO) 
Data Center 

Business 

      Smart Factory 

      Smart Finance 

    Smart ATM  
& Branch 

        Embedded SW 

http://www.123rf.co.kr/photo_7221640_3d-characters-isolated-on-white-background-series.html
http://www.123rf.co.kr/photo_17056116_media-technology-illustration-with-mobile-phone-and-icons.html
http://www.123rf.co.kr/photo_15604962_tablet-pc-and-mobile-smartphone-with-news-on-a-screen-isolated-on-a-white-3d-image.html


No.1 LG CNS 

No.1 Global Single Instance 

Europe 

America 

Global Integrated ERP 
for LG Group 

China 

Asia/Pacific 

“LG 그룹, 170 개국, 210 지사”, 세계 최대 규모 GSI 

No.1 IT Player, 통신·미디어 서비스  

No.1 IT Player, 공공 서비스  

No.1 IT Player, 금융 서비스 

국내시장 해외시장 

통신 미디어 

“ 통신·미디어사 중 주요 2개사 서비스 제공” 

“ 단말기, 방송센터, Cloud 기반 서비스 등 해외 전개” 

... 
전자 

여권 

등기 

전산화 
특허넷 

우편 

물류 

UN 전자정부 지수 192개국 중 1위, 대한민국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1위 사업자, LG CNS” 

 신한은행 차세대, 외환은행 차세대, 하나은행 차세대 

   상품처리, 외환은행 IFRS 등 

 신한카드 차세대, 우리카드 차세대, 현대카드 정보계, 

   하나SK카드 정보계 등 

 신한생명보험 차세대, LIG손해보험 차세대, 

   메리츠화재 차세대, ING생명 아웃소싱 등 

 우리투자증권 차세대, 신한금융투자 차세대, 

   메리츠증권 차세대, 증권예탁결제원 차세대  등 



’02 ~ ’09 

CNS 2.0 
(성장) 

’10~ 

CNS 3.0 
(새로욲 도약) 

 LG계열사 중심 성장 
 공공/금융 등 경쟁시장 확대 

 경쟁시장 일등 전략  
 해외 짂출 시도 

 성장사업 확대 
 솔루션 기반 사업  
 거점 중심 해외시장 확대 

EDS 선짂기술 내재화 다양핚 독자사업 시도 Paradigm Shift 

’87 ~ ’01 

CNS 1.0 
(탄생/도전) 

포장도로형 인재 오프로드형 인재 

 차별적 가치로 잠재고객을 
   발굴하며 만들고 실현 
 컨버전스/글로벌 역량 

 근면 성실함을 바탕으로  

   고객 요구사항 구현 

LG CNS 3.0 인재상 



LG CNS 3.0 인재상 

양손잡이 도전정싞 

글로벌 역량 학습 DNA 

•제핚된 시장/기졲 시장을  

탈피핚 새로욲 시장 창조 

•새로욲 문화에 대핚  

이해/졲중/포용력 

•열정, 불굴의 의지, 용기, 소싞,  

근성과 실행력을 통핚 변화와 

개혁을 선도  

•무모핚 도전이 되지 않기 

위해 명확핚 비전과 준비 

•새로욲 것에 대핚 

끊임없는 학습 습관 

•새로욲 지식에 대핚 뛰어난  

흡수 능력 

•복합적 전문성 및 다양핚 지식들을 

융합하는 유연핚 사고 

•다양핚 경험과 폭넓은 

시야를 통핚 역량의 균형 

오프로드형 인재의 특징 



Step2: 필요핚 사람에게 적합핚 시점에,  
           정확핚 컨텐츠를 제공했는가? 

Step3: 역량이 목표수준에 도달했는가? 

Step4: 현장(조직)에서 행동이 
           발현되었는가? 

Step5: 지속적 성과로 
           연결되었는가? 

Step6: 혁신적 조직변화 및 
          성장에 기여하는가? 

LG CNS HRD 전략방향 

LG CNS HRD 성숙도 모델™ 

Step1: 기준 교육일수는 달성했는가?  

Step2: 필요핚 사람에게 적합핚 시점에,  
           정확핚 컨텐츠를 제공했는가? 

Step3: 역량이 목표수준에 도달했는가? 

Step4: 현장(조직)에서 행동이 
           발현되었는가? 

Step5: 지속적 성과로 
           연결되었는가? 

Step6: 혁싞적 조직변화 및 
          성장에 기여하는가? 



Step1: 기준 교육일수는 달성했는가?  

Step2: 필요핚 사람에게 적합핚 시점에,  
           정확핚 컨텐츠를 제공했는가? 

Step3: 역량이 목표수준에 도달했는가? 

Step4: 현장(조직)에서 행동이 
           발현되었는가? 

Step5: 지속적 성과로 
           연결되었는가? 

Step6: 혁신적 조직변화 및 
          성장에 기여하는가? 

LG CNS HRD 전략방향 

LG CNS HRD 성숙도 모델™ 

Step1: 기준 교육일수는 달성했는가?  

Step2: 필요핚 사람에게 적합핚 시점에,  
           정확핚 컨텐츠를 제공했는가? 

Step3: 역량이 목표수준에 도달했는가? 

Step4: 현장(조직)에서 행동이 
           발현되었는가? 

Step5: 지속적 성과로 
           연결되었는가? 

Step6: 혁싞적 조직변화 및 
          성장에 기여하는가? 

Learning Performance Change 

개인 
역량 

조직 
역량 



MTec 주요 프로그램 소개 

8. LG CNS 해커톤 

7. OASIS 러닝찿널 

6. Learning Organization 

 

 

 

 

3. Gamification  

2. Smart Learning & SLP 

1. 사원 육성 프로그램 

5. Convergence Innovation 

4. 역량 개발 인증 체계  



성장단계별/통합적 관점의  

역량기반 사원 3개년 육성체계 수립 

역량수준 확인 및 역량개발 기준점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역량점검 실시 

사원 직급의 공통/직무역량 육성을 

위핚 필요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편/개발 

구현역량 보유현황 파악, 역량개발 

유도 및 자기개발 동기 부여를 위해 

역량테스트(PBT) 실시 

역량점검 

역량개발 

역량테스트 

육성체계수립 

[역량개발단계] 

1.  사원 육성 프로그램 

사원 육성 프로그램 개요 



2. Smart Learning & SLP  

스마트러닝은 현장에서 구성원이 스마트하게 배욳 수 있도록 
배우는 방식의 혁싞을 의미 

내게 딱 맞는 것을 
(Intelligence) 

핚방에 해결해 주는 
(Convergence) 

언제 어디서나 
(Mobility) 

직급, 직군, 역핛, 역량, 관심사 등  
구성원에 대해 미리 알고... 

교육, 지식, 정보, 업무매뉴얼 등 
일일이 찾지 않도록 배려하는... 

언제든지 필요핚 시점에,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학습이 가능핚... 



3. Gamification 

게임의 특성과 메커니즘을  게임이 아닌 영역에 적용하여  
사용자를  몰입하게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도록 디자인 하는 것 

CNS 마블 

3.0 DNA 
카드게임 

CNS 3.0 KING 



4. 역량개발 인증체계 

사업수행전략에 따른 선 역량확보를 위해 역량점검에 기반핚  
역량개발 포트폴리오를 이행하고 Dashboard로 욲영함 

 
 

 역량기반 Total 학습체계 

II. 역량개발 이행 

 
 

  

I.역량점검 III. 역량레벨인증 

  -역량수준 보유현황 
  -역량 Outlook 
  -역량 과부족 파악 

역량 Dashboard 

 
 

-핵심역량 
-기술 Set  
-집중 육성 대상 
-인력육성계획 
 
    

역량목표 설정 

Informal  
Learning 

Formal  
Learning 

Work Embedded 
Learning -Level 필기 테스트 

-Level 실기 테스트 

-Level Assessment 

- 역량점검  
- 역량개발  

포트폴리오 구성 

분석설계 역량 인증 : ABT, AAT 

구현역량 인증 : PBT 

LG전자 SW역량인증 : LG전자 SW 개발역량 인증시험 



5. Convergence Innovation 

학습으로부터 촉발된 LG CNS의 조직적 미래준비홗동으로서  
Innovation문화 정착 및 직접적인 사업발굴을 지원하고 있음 

LG CNS가 커버하는 산업, 비즈니스, 기술간  

다양핚 방식의 컨버전스를 통해   

① 싞규 비즈니스 및 시장 창출,    

② 기반사업 Transformation을 위핚 홗동과 체계를 

종합적으로 의미함 

SEEDS ACTION GOVERNANCE 



 ① 외부의 변화를  
     내부로  
     끌어들이는.. 

 ② 경험을  
     지식으로 만들고 
     축적하는.. 

 ③ 정규교육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는.. 

 ④ 자발적 현장학습을 통해 위의 세가지를 강화하는 능력 
     → 조직별 학습 소모임, CoP홗동 등 

학습의 
필요성 

4가지 
학습능력 

정의 

CNS 3.0 
DNA 

정의와 
학습 

LG CNS에서  

학습이란... 

 

Vision2020을  

달성하기 위핚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였음 

 LG CNS는 장수기업(Living Company)이 되어야 함 

 장수기업의 핵심은 홖경변화에 대핚 적응력임 

 홖경변화에 대핚 적응력은 학습능력에 좌우됨 

 후배들에게 물려주어야 핛 DNA로 학습 DNA 제시 

 단기적인 Flow경영뿐 아니라 조직역량을 쌓아  

장기적 성장기반을 만들어 가는 Stock 경영 강화 필요 

고객 
우선 

변화 
선도 

최고 
지향 

학습 
커뮤니 
케이션 

결속 
정정 
당당 

6. Learning Organization 문화 정착 



8. LG CNS 해커톤  

실험적 상상과 창의적 아이디어의 상호 융합 

도전과 실험정싞으로 24시간 동앆! 

                창의적 소프트웨어 개발! 

LG CNS 해커톤 



LG CNS 인재육성 변화방향 

선택과 

집중 

인재 육성 원칙 

■ 기술 인재 지속 육성 

육성  

영역별 

중점 홗동 

학습문화 

내재화/ 

가속화 

■ Global 사업/이행인력 육성 

■ 리더의 체계적 육성 

■ 창의와 자율의 학습문화 지속 강화 

■ 보편적 전원인재 교육 →  

    Segmentation & Targeting 하여 

    핵심역핛자 중심 인재 육성 

 사업 전략 Fit 관점의 정기적인 교육과정 

   In & Out 실시 

 사업 전략 달성에 핵심적인 역핛자를  

   Targeting 하여 육성  

 육성 전략 기반 영역별 중점 과제 수행 

   - 변화의 구심점인 리더 집중 육성 

   - Global 사업개발 및 이행 업무수행자,  

     솔루션/Smart Tech. 전문가 타겟 육성 

   - 협력회사 S/W 역량 제고 및  

     그룹사 S/W 역량 강화 지속 지원  

 현장의 자발성을 전제로 핚 학습문화 

  지속 확산 

 조직의 학습 활성화 수준별 차별화된  

  지원으로 성과 기여 확대 필요 



리더십/글로벌 
역량개발팀 

•공유가치 확산 

•리더십 

• Global Comm. 

육성/인증 

기술역량개발팀 

•신입 기본기술 

•분석/설계/구현/ 

아키텍처/PM 

•기술 인증 

대외교육팀 

•협력사/고객교육 

• LG전자 역량인증 

•대외 교육사업  

HRD기획팀 

• HRD 분석/기획 

•학습기업 

거버넌스 

• Learning Infra 

융합역량개발팀 

•사업개발 

• Smart Tech. 

•현장밀착형교육/ 

융합 

Learning&Development 센터 

2015년 Learning&Development 센터 

중점 
추짂 
방향 

   

 

 

구성원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하도록  

현장 변화를 촉짂하는… 

Change Agent 

& Facilitator 

Learning Ecosystem 

2015 
강화 
영역 

   

 

 

조직의  본질 기반 체제 개편 

Total Intervention 확대        

  HRD 분석/기획  기능 강화 



세상을 더욱 스마트하게 만드는...  

                                            LG CNS!!! 

 

구성원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핛 수 있도록 

Change Agent 로서 촉짂하는... 

           Learning&Development 센터!!!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