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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경기불황과 사회구조의 급변함속에서 이직과, 실직, 맞벌이와 육아, 직무스트레스 
등 새롭고 다양한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들은 개인의 문제는 뿐만 아니라, 조직에게도 큰 문제
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원들의 스트레스에 해소에 기업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그 해답을 많은 
기업들이 EAP를 통해 찾을 수 있다. EAP는 근로자의 직무만족이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근로자가 극복 할 수 있는 상담, 컨설팅, 코칭 서비스 등을 통해 도와주는 전문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EAP는 우리나
라에 도입된 지 10년 정도 지났지만, 많은 기업들에서는 아직까지 스트레스를 개인의 영역으로 보는 경향이 많아 도
입이 쉽지는 않다. 최근 들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구성원의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
해 EAP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기반으로 조직의 몰입과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LG하우시스의 EAP도입
사례를 검토하였다. LG하우시스는 최고경영자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EAP를 도입하였으며 주제별 전문상담과 내부
카운슬러 양성을 통해 EAP의 효과성을 제고하였다. 이러한 LG하우시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EAP의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어 : EAP, 산업카운슬러, 스트레스, 사내상담, LG하우시스

Abstract  The recent economic downturn has created new challenges for today’s company workers such as 
increased job instability; layoffs; the need to maintain dual income households and the associated childcare 
requirements; and other job stresses. These stresses give rise to serious problems for workers and ultimately to 
organizations. Companies therefore need to pay attention to solving the problem of stress. These days, many 
companies seek a solution from EAP. EAP aims to support workers through counseling, consulting and 
coaching services to help them overcome issues which may adversely affect job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EAP was introduced in this country ten years ago. Formerly, many companies viewed stress primarily as a 
personal issue. But now more companies are in a hurry to adopt EAP as a means for individuals to resolve 
stress.
This study draws on the example of EAP use in LG Hausys. The company has adopted EAP under the CEO’s 
strong support. The company has effectively managed EAP services which include professional counseling and 
the training of internal counselors. This study derives implications for the further implementation of EAP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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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직장인들은 엄청난 스트 스 속에서 살아간다. 

이러한 스트 스는 개인 뿐 만 아리나 조직에게도 큰 손

실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 스의 해소는 매우 

요한 요인으로 두되고 있다. 근로자들이 직무수행과

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직무스트 스 수 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직업의 특성, 즉 업무 요구도나 업무의 자율성 등에 

의해 만들어지는 직업성 긴장수 이나, 직장의 동료나 

상사로부터 제공받는 사회  지지나 개인의 인성 등에 

따라 상이하게 표출될 수 있다는 이 지 되고 있다.[1] 

직무스트 스는 자원, 요구가 맞지 않을 때 발생하는 유

해한 신체 인 반응으로 개인  스트 스와 직무  스트

스는 단순히 피로와 몸을 지치게 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신체  정신 , 감정  행동 인 심각한 증상을 불러일

으킬 수 있으며 이는 기업에게도 직 으로 생산성 

하 뿐 만 아니라, 불필요한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스트 스를 무시하고 직무에 한 몰입, 애사

심등 회사의 정책만 강요한다면, 기업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 기업도 성과를 내기 해서는 극 이고 의욕

이 있게 일하는 구성원이 필요하다. 구성원들이 스트

스를 받고, 조직에 한 충성도가 떨어진다면 제 로 된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구성원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근

무하는 조직이 싫고 스트 스를 받는다면, 일의 능률은 

오르지 않을 뿐 만 아니라 부정 인 행동을 야기할 수 있

다. 그래서 조직구성원들의 스트 스 리는 기업과 사

원을 한 요한 포인트이다. 

최근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이하 

EAP)상담을 받고 결근율이 었다는 기사[2]와 몇몇 기

업들의 EAP도입 성공사례를 통해 EAP가 주목받고 있

다. EAP는 근로자의 직무만족이나 생산성에 부정 인 

향을  수 있는 문제를 근로자가 극복할 수 있도록 상

담, 컨설 , 코칭서비스 등을 통해 도와주는 문 로그

램이다. 이러한 EAP를 통해 구성원 개인은 극 인 문

제 해결이 가능하며, 업무스트 스를 감소, 업무몰입과 

생산성을 증 하고 직장  가정의 양립방안을 찾아 개

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으며 조직은 이직률 감소, 

산업재해 방  극 인 처, 복리후생의 효율성을 

증가시켜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EAP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0년 정도 지났지만, 많은 

기업들에서는 아직까지 스트 스는 개인의 역으로 보

는 경향이 많아 도입이 쉽지는 않다. 최근 들어 기업을 

심으로 구성원들의 스트 스에 극 으로 처하기 

해 EAP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정부도 소기업 

근로자들에게 EAP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확산 

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EAP의 연구들은 

EAP의 필요성, 효과성, 도입방안에 한 연구들만 진행 

될 뿐 실제 기업에서 EAP 서비스가 어떻게 용되는지

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의 심

리  안정을 기반으로 조직의 몰입과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LG하우시스의 EAP 도입  운  사례를 연구하고

자 한다. LG하우시스의 EAP 서비스는 2009년 기업 분할

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LG그룹 내에서도 성공 인 운

과 함께 차별화되고, 모범 인 로그램으로 EAP업계뿐

만 아니라 타사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이에 

LG하우시스의 EAP 도입  운  사례를 통해 향후 

EAP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시사 을 제공하고

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EAP의 이해

2.1.1 EAP의 개념

EAP의 개념은 여러 학자나 기 에 따라 다르게 정의

되어지고 있지만, 그동안에 제시된 개념들을 다음과 같다.

미국 EAP 문가 회에서는 생산성 문제가 제기되는 

조직을 돕고, 건강문제, 부부·가족생활문제, 법·재정문제, 

알코올·약물문제, 정서문제, 스트 스 등 업무성과 반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해 개

발된 사업장 기반 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다. Kurzman 

(1997)은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만한 일신

상, 정서상, 행동상의 문제가 있는 근로자에게 정책지향

, 차지향 , 상담지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개인 인 서비스와는 다르게 차와 정책

을 지향하는 EAP의 특징을 강조했다. Googins등(1987)

은 근로자의 직무에 향을 주거나 향을  수 있는 문

제에 직장이 합당하게 개입하는 일단의 정책과 로그램 

차로 보았다. Ramanatan(1992)은 문제 근로자를 악

하고 일들이 자기문제를 해결하도록 격려하고, 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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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근로자들에게 상담이나 치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할 목 으로 직장조직 내에 운  인 직무 련 로그

램으로 이해하 다.

의 각 개념은 조 씩의 차이는 있으나, EAP가 직장

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근로자를 도와주기 한 서비스, 

로그램, 정책을 의미한다고 정리해 볼 수 있다.

2.1.2 EAP의 운영 현황

1997년 외환 기는 구조조정으로, 소득 감소와 맞벌이

가 강제되는 분 기, 고용시장의 높은 경쟁률과 업무 과

다 등 다양한 스트 스 요인을 가져왔다. 특히 고용 불안

은 근로자들의 스트 스를 크게 증가시켜 일부에서는 외

환 기 보다 2배 이상 수치가 증가했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시  상황을 지나면서 정신  육체  건강 문

제, 직무스트 스, 시간 리, 음주  흡연 등의 문제가 

증하여 기업차원에서 변화에 응하기 한 EAP의 도

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6].

우리나라의 EAP는 1990년 에 들어서면서 임직원들

의 정신건강에 한 심이 높아져. 기업들이 사내상담

실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삼성그룹, 포스코 등이 사내상

담실을 비롯한 복지문화센터를 서울, 양에 규모로 

도입하 고, 삼성 자는 서울, 수원, 구미 등 총 9곳에 열

린상담센터를 설치하 다. LG 자는 MC연구소, R&D캠

퍼스, LG CNS 등 총 3곳에 설치하 다. SK그룹도 직원

상담 로그램을 운 하기 시작하 다.

2004년 이후에는 EAP 문 업체가 출 하 다. GS칼

텍스, KTF, 유한킴벌리, 하이스코, 듀폰코리아, 능률

교육,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문화재

단 등이 문 업체를 통해 EAP를 도입하 다. 재 EAP 

문 업체로 Insight EAP, 나우코칭, 휴먼다이나믹, 다인

C&M, SL컨설 , Cppa HR, 리더스 인싸이트 등이 있고 

사단법인으로 한국EAP 회와 한국산업카운슬러 회가 

있다.

2007년부터는 정부의 EAP 정책이 시행되었다. 고용

노동부가 사회  일자리 사업으로 ‘근로자 심리상담 지

원 로그램’을 도입하여 시행하기 해 서울, 안산, 인천 

등 국 주요 산업 리공단 11곳에 센터를 개소하 고, 

서울시는 직원 상 스트 스 리 로그램  자녀의 

정서 리 로그램을 운 하 다. 한, 보건복지부의 지

역사회서비스 신 사업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향상

과 가족문제 방을 한 근로자 지원 로그램’이 채택

되어 부산, 구, 주 역시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

로자를 상으로 시행되었다[7].

2.1.3 EAP의 유형

EAP의 유형은 기업의 규모와 사업, 근로자 구성에 따

라 다양하지만, 일반 으로 내부 모형, 외부 모형, 컨소시

엄 모형, 회 모형, 노동조합 모형의 5가지 유형으로 분

류될 수 있으며[8],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고용노동

부 지원을 받아 운 되는 정부지원 모형을 추가하 다

[6]. 유형별 특성과 장단 은 다음과 같다.

내부형의 경우 삼성, LG,  등 기업을 심으로 

30개사 이상 운 되고 있지만 소사업장의 내부형 도입

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악되고 있다[9]. 외부

형은 국내 도입 기업  약 60%이며 혼합형은 약 30% 

정도이다[6]. 재 공기업 20개사, 기업 80개사, 소기

업 550개사 내외로 유료 EAP 혹은 이와 유사한 서비스

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1/1,000, 일본의 1/10에 불

과한 수 이다[10]. 외국계 기업과 기업은 유료, 즉 시

장형 EAP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으며, 소기업은 주로 

정부의 간  지원을 받아 사단법인 한국EAP 회로부

터 무료 EAP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각 모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내부모형

EAP의 통 인 형태로써 조직 내 한 부서 는 담당

자를 두는 형태로 1970년데 EAP는 기업에서 이와 같

은 내부 모형을 채택하여 부분 이루어졌다. 내부모형

은 근로자에 한 근성이 좋고 고유한 욕구에 부응하

는 서비스 설계가 가능하나, 운 에 있어서 기업이 부담

하는 비용이 크고 상담내용이 유출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존한다.

2) 외부모형

외부모형은 조직과 계약을 맺은 외부기 이 서비스의 

일체를 수행하는 형태로, 기업내부(조직)에서 이루어지

지 않아 비 보장측면에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문 인 외부기 을 이용함으로써 더 다양하고 문

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외부기 과의 력을 원

치 않는 리자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이 기될 때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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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스러운 서비스의 종결이 수반될 수 있다.

3) 컨소시엄 모형

컨소시엄 모형은 기업주 여럿이 지역사회 자원 등에 

한 집단 보상의 형태로 공유하는 모형으로 상호 연합 

 제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조직 간에 합하다. 이 

모형은 컨소시엄을 이룬 기업들 간의 비용 감이 가능하

고 독자 인 EAP운 이 어려운 소기업에 도입하는 경

우가 많다. 그러나 각 기업의 이념이나 특성, 직무구조가 

상이하여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내담자

에 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게 만들기도 한다.

4) 회모형

국내에서는 도입된 사례가 없는 본 모형은 멤버십(

회)으로 집단화될 수 있는 곳에 알맞은 유형으로 회구

성원들에 한 근성과 구성원의 고유한 문성에 해 

이해를 높일 수 있으나 개별기업체의 특징과 욕구보다는 

회 체의 욕구에만 맞춰진 로그램으로 운 될 수 

있으며 각 조직 간의 극 인 도움 없이는 원만한 운

이 어렵다.

5) 노동조합 모형

본 모형은 노동조합이 운 의 주체가 되며 조합원을 

상으로 EAP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방법은 기업주로서

는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EAP를 운 한 효과

를 얻을 수 있고 노동조합에서도 조합원을 꾸 히 확보

하고 유지하며, 동료애를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로그램 성격상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

떠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단 이 있다.

6) 정부지원모델

본 모형은 민간의 문 인력과 정부의 재원이 결합한 

공공 EAP공 모델로 우리나라에서 세계최 로 시행하

고 있다. 본 모델은 소, 세사업장을 으로 지원

하고 있으며 구직자, 여성근로자 등 사회 취약계층까지 

서비스 상을 확 하고 있다[6].

2.1.4 EAP서비스의 범위

1) 생활지원 서비스

생활지원 서비스란 직장과 가정 두 곳 모두에서 성공

인 삶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의 정책, 로

그램을 말한다. 부부 계, 자녀 양육, 노부모 부양과 같은 

가정 내의 문제와 이성 계나 결혼 문제, 정서  문제, 

우울, 분노 등 개인의 사  역까지 포함되는 서비스이

다[11]. 이 서비스는 일상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문

제에 해 문 이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돕는다. EAP 서비스  이용률이 세계 으로 가

장 높은 분야인 생활지원 서비스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 인구의 요구를 기반으로 발 하 다[12].

2) 건강증진 / 웰니스

건강증진/웰니스 서비스란 근로자의 질병 방을 

해 바람직한 건강의식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원

하여 신체 , 정신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것이다. 산

업구조의 변화로 업무 련성 질환과 함께 스트 스 등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된 분야

이다[6].

취업인구의 고령화, 속한 기술 신, 좌식근무, 식생

활 등의 변화는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질병을 야기하 다. 

이에 건강한 사업장 환경을 만들고자 건강증진/웰니스 

서비스가 1980년  이후 확산되었고, 재 건강 련 교

육, 상담, 치료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12].

3) 험 리

험 리는 물리  험요인에 비해 잘 나타나지 않

는 인간의 행동  험요인에 처하기 한 것으로, 개

인  문제에 의한 업무수행능력 하, 업무 련 정신질환, 

업무상 사고 등 근로자와 련된 여러 가지 험 요인에 

한 안이다[11]. 지진과 같은 형 사고부터 직원 간 

갈등까지 크고 작은 험요인이 모두 다루어진다. 그리

고 기 상황이 발생할 시 긴  지원 서비스를 통해 근로

자들의 외상을 치유하고 상황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돕

는다.

2.1.5 EAP활성화 요인

EAP가 활성화되기 해서는 다양한 제반 여건이 갖

춰지고 조직 내 구성원들도 EAP에 해 정확하게 인식

이 되어있을 때 비로소 활성화가 된다. 이러한 EAP활성

화를 한 요인으로 기존의 연구를 정리하면 7가지의 요

인이 있다. 첫째는 건 한 기업재무상태이다. EAP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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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수반하는 서비스임으로 기업 재정사정에 의해 자의

으로 시행되고 있다. 기업 내부에 건 한 재무상태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EAP서비스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둘째, EAP에 한 경 자의 극 인 지원과 의지이다. 

EAP도입 뿐 만 아니라, 운 리에 있어도 극 이고 

지속 인 심과 투자가 필요하며, 경 진의 의지는 건

한 재무 상태와 함께 EAP의 성공의 제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13]. 셋째는 근로자 욕구에 기 한 로그램

을 개발해야 한다. 실제 서비스를 받을 구성원들이 욕구

를 반 하고 신속하고 유연한 로그램의 개발은 EAP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조직구성원들의 연

령, 성, 직종, 근속 등에 따라 EAP에 한 욕구는 다르게 

발생하며 산업 장에서는 이러한 인구통계학 인 차이

에 의한 갈등이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근로 의 특성을 

고려한 EAP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EAP가 활성

화되기 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담하는 부서가 신설, 

당면한 문제를 보다 주도 이고 문가  입장에서 악

하고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EAP

가 보다 조직 , 체계  그리고 장기  안목으로 시행되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14].

2.2 선행연구

EAP에 한 선행연구는 EAP 필요성에 한 연구, 효

과성에 한 연구, 도입방안에 한 연구로 구분 될 수 

있다. EAP의 필요성에 한 연구는 많은 연구들이 있는

데, 먼  박해웅(2002)의 연구를 보면 조사 상 근로자의 

80.3%가 문상담 로그램을 이용하기를 원했으며, 비

용을 지불하더라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72.8%로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내어 국내 상담 로그램의 정착 가능성

을 보여주었다. 박해웅·최수찬(2005)의 연구에 의하면 스

트 스로 인해 우울증상을 경험할수록 EAP 서비스에 

한 욕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트 스

로 인해 훼손된 자아존 감은 오히려 EAP에 한 근

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나, 자발 인 EAP 의뢰를 

한 동료나 상사의 역할이 강조된다고 하 다. 우룡

(2005)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이 직무 련 

스트 스나 근로자 자신  그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한 정신건강진단  상담치료에 련된 서비스를 원하는 

욕구가 비교  높게 나타나 향후 우리나라 기업복지가 

이를 해결하기 한 정신건강진단  가족생활 지원 서

비스개발이 필요함을 시사 하 다. 김 성 외(2006)의 연

구에서도 직무 련 스트 스 방 리와 정신건강 일상

련 스트 스 리에 한 서비스 욕구가 나란히 1, 2

를 차지하 다. 이러한 서비스 욕구는 웰빙이나 삶의 질

을 추구하는 최근의 사회  변화를 그 로 반 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조사 상자들이 기 생활 보조

 성격의 통  기업복지보다 서구의 EAP와 같은 사

회 심리  서비스에 보다 큰 심과 욕구를 가지고 있다

는 에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홍·이민경·

장용언(2010)은 직무 스트 스가 높은 근로자일수록 우

울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고, 직무 스트 스

를 극 으로 리하기 해 근로자 개인의 환경까지도 

통합 으로 고려된 생태체계학 인 에서의 EAP의 

필요성을 말하 다.

그리고 EAP의 효과성의 연구로도 많은 연구들이 있

다. 유 섭(1998)은 공업 회사의 생산직 사원을 상으

로 개인 상담과 집단상담 로그램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 

구성원 개인에 한 효과로 직무만족, 회사에 한 신뢰, 

집단 응집성 증진 등 직장생활의 질이 증진되는 결과를 

얻었고, 기업에 한 효과로는 조기출근자 증가, 회사에 

한 신뢰, 연월차 미 사용자 증가, 기 시수의 달성도 향

상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상희

(2006)는 S사의 임직원을 상으로 웹 기반 상담 로그

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  스트 스, 스트 스 반

응수 , 스트 스 응능력 등 모든 역에서 정 인 

변화를 나타내었다. 김 성 외(2006)는 한 사업장에서 스

트 스 이기 로그램을 용한 결과 로그램에 4회 

이상 참여한 참가자 5명의 스트 스 지수가 모두 낮아지

고 행복감 지수는 높아졌음이 나타났으나, 2회 이하 횟수

로 로그램에 참여한 5명  3명은 스트 스 지수가 오

히려 높아졌고 행복지수도 부분 감소 추세를 보여 꾸

한 참여가 로그램의 효과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하 다. 김태윤(2007)은  하이스코 직원과 가족

을 상으로 EAP에 한 자체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

시하여 반 으로 90% 수 의 높은 만족도의 결과를 

얻었다. 왕은자·김계 (2007)의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EAP 경제  효과에 한 연구  내담자를 상으로 한 

효과성 평가에 한 연구가 37.5%로 제일 많았으며 인사

자료를 통한 업무행동 측정 연구가 25% 정도라고 보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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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EAP 도입방안에 한 연구들이 이루어지

고 있는데, 최수찬(2005)의 연구에서는 제조업체 근로자

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부분이 

EAP와 같은 담기구의 필요성에 일치된 견해를 보 으

며, 그 유형에 있어서 사내보다 지역사회나 문서비스

기  등을 통한 외부 개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서구의 통  사내모형을 답습하기보다 

지역사회 자원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외부 EAP 제공자를 

활성화시켜 이들을 통한 문 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 고, 상담의 형태에서도 인터넷 상담이나 

화 상담을 선호하는 층도 존재하는 바, EAP 담당자와

의 약속이나 수 단계의 간단한 정보 교류 등은 인터넷

이나 화 매체를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하 다.

김 성 외(2006)는 한국형 근로자지원 로그램의 방

향으로 새롭게 두되는 근로자의 사회심리 인 욕구에 

기 한 EAP의 개발, 개인 근로자의 욕구가 충분히 반

되어 실제  혜택을 극 화시키고 사측에게는 소속 근로

자의 업무동기와 경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WIN-WIN

 로그램의 개발, 상담  련 정보 제공과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는 EAP 담기구의 활성화, 제도권 자원

과 연계되는 EAP를 제시하 다.

우종민 외(2009)의 연구에서는 EAP의 국내 정착 방안

으로 가장 먼  EAP 도입에 한 이 복리후생이 아

닌 인사 리의 일부로 발 해야 함을 주장하 다. 다음

으로는 EAP 서비스 항목을 목록화 하고 체계 으로 정

리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 코칭, 교육, 

컨설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방식에도 불구하고 상담

기법에 기반을 둘 수 없었던 기존 서비스에 사회복지, 심

리, 경 , 의료, 보건 등 련 학문의 서비스 방식을 체계

으로 결합시켜야 함을 주장하 다.

3. 사례분석 : LG하우시스 EAP 도입 사례

3.1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해 사 으로 LG하우시스의 EAP도입

과 련된 신문기사나 자료를 수집, 검토하 으나, 보다 

정확하고 연구의 목 에 부합한 자료를 찾기 해 LG하

우시스 EAP를 주 하는 인사 과의 미 을 실시하 다. 

LG하우스에 본 연구의 목 과 방법, 그리고 의의에 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 조를 요청하 다. 이후 LG하우

시스에서 작성된 EAP 도입  활성화에 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LG하우시스의 EAP도입을 주도했

던 임원  담당과 미 을 통해 LG하우시스의 EAP도입

배경에 하여 들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용은 기본 으로 LG화학의 내부

자료와 방문 결과, 그리고 인터뷰를 토 로 작성되었다.

3.2 LG하우시스 개요

LG화학과 LG하우시스는 선택과 집 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해 석유화학과 정보 자 부문은 LG

화학으로, 산업재 부분은 LG하우시스로 사업을 구분하

여 2009년 4월1일 공식으로 법인을 분할하 다. LG하우

시스는 1948년 이래 국내의 건축자재  소재시장을 리

드해온 회사로 창호, 바닥재, 고 택시트, 인조 리석등

에서 부동의 1 를 하고 있는 회사이다. 그러나 2000년  

이르러 LG화학의 략  방향이 석유화학과 정보 자부

문으로 집 되면서 산업재 부문은 부동의 국내1 의 기

업이지만, 더 이상 투자를 받지도 못하고, 성장도 둔화된 

상태 다. 따라서 LG하우시스의 분할은 새로운 성장과 

생존을 한 략  의사결정이었다. LG하우시스는 분

할이후 화학기업의 색체에서 벋어나 시장을 선도하는 1

등 제품과 진보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름답고 쾌 한 

공간을 설계하고 다양한 친환경 신소재와 고감성 제품들

을 개발하고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극 인 지화 

략을 펼쳐, 미국, 국, 러시아,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는 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3.3 LG하우시스 EAP상담서비스 도입 배경

LG하우시스는 2008년 12월 LG화학으로부터 분할을 

선언한 후 구성원들의 반발과 이직, 그리고 심리  동요

가 극심하 다. 이는 LG하우시스라는 새로운 회사에 

한 구성원들의 믿음이나 비 에 해 구성원들에게 심리

으로 동의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LG하

우시스는 분할 이후에도 부동의 국내1 의 건축자재 

문기업으로써의 자리를 지키고 지속성장하는 기업을 만

들고자 노력하 다. 이러한 노력의 근간은 바로 조직 구

성원들의 심리  안정에서 오는 것이라고 단하 다. 

이러한 단 하에 LG하우시스는 개인의 강 이 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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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율이 실 되는 조직을 만들기 해 개인의 심리  

안정을 추구하는 EAP활동을 도입하 고 새로운 조직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고자 노력하 다. 이러

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해 LG하우시스는 외부기

(당시 한국 EAP 회)가 연계하여 심리상담실을 본사와 

각 공장, 연구소등 총 4곳의 사업장에 단계 으로 설치하

여 구성원들의 심리안정을 도모하 다. 이러한 외부기

과의 연계 뿐 만 아니라, 내부 으로도 내부고충처리  

조직생활 응, Mental care를 한 내부 산업카운슬러를 

체계 으로 육성하 다. 다음 [Fig. 1]은 LG하우시스가 

EAP를 도입이후 개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Fig. 1] Stage Process[23]

3.4 EAP 상담운영

LG하우시스는 조직구성원들의 특징과 욕구의 다양성

을 반 하여 EAP상담을 건강상담, 심리상담, 문상담

(재정 & 법률)세분화하여 진행하 다. 건강상담은 고연

령, 고근속층이 많은 울산공장과 청주공장을 심으로 

간호사와 양사를 매일 상주하게 하고 일주일에 하루씩 

산업 보건의를 빙하 으며 일주일에 이틀씩 운동 처방

사를 배치하여 구성원들의 니즈를 충족시켰다. 본사와 

연구소에도 간호사를 상주시킴으로써 구성원의 건강 상

담을 실시하 다. 심리상담의 경우, 심리 상담실을 본사

와 각 공장, 연구소에 개소하고 심리상담사를 일주일에 

하루 이상 상주하 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성원들

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정기 으로 구성원 가

족과의 상담을 기획하고, 가족을 방문하는 상담을 실시,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하 다. 문상담의 경우 구성원

이 원하는 경우, 외부 문상담사와 연계하여 구성원들

의 상담니즈를 충족시켰다. 다음 [Fig. 2]는 LG하우시스

의 상담운 의 범 를 보여주고 있다.

[Fig. 2] LGHausys EAP Service Area[23]

그러나 이러한 EAP상담은 구성원 입장에서는 매우 

낯선 것으로 기에 많은 구성원들이 상담을 이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LG하우시스에서는 온라인과 오 라인 

홍보포스터와 이용법 알림, 상담이용 황 공유 등을 통

해 구성원들과 극 으로 EAP상담에 해 알리는 활동

을 하 으며 회사에서 진행하는 각종 교육에서도 심리상

담 기법을 이용한 교육 로그램을 활용하고 해당 지역의 

상담사를 강사로 활용하여 심리 상담을 친숙하게 하고 

이에 한 높이를 맞추는 활동을 하 다. 한 가족 상

담을 해 사보나 사택 등에 EAP상담을 안내하 다. 이

러한 노력으로 EAP상담운 은 활성화가 되었다.

3.5 내부 산업카운슬러 제도 운영

LG하우시스의 EAP의 특징은 다른 LG계열사나 기

업들과는 다르게 내부 산업카운슬러를 육성하는데 있다. 

외부상담과는 별도로 조직내부에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

고 자격을 취득한 산업카운슬러를 육성하여 내부 으로 

구성원들의 심리안정을 도모하 다. 2009년 1기를 시작

으로 2013년 재 총 5기에 걸쳐 사 으로 약 60여명의 

산업카운슬러가 자격을 취득하 으며 이들 산업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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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들은 본인이 속한 조직에 담당자로 지정, 활동을 하고 

있다. 2012년 6월 기 으로 산업카운슬러 1인당 약 21명

을 맡고 있으며 분기별로 진행된 횟수는 산업카운슬러 1

인당 약 7.7건을 수행하 다.

산업카운슬러는 연간 총 12회 상담실시를 목표로 하

고 있으며, 면담내용은 기록하고(이름 제외), 필요시에는 

외부심리상담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이

들의 문성과 활동 역량을 제고하기 해 연1회 산업카

운슬러를 상으로 1:1코칭을 통한 상담스킬제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카운슬러를 상으로 반기2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기존의 양성된 산업카운슬러의 문분

야별 육성을 통해 체계 이고 효과 인 상담을 지원하기 

한 재교육을 실시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산업카운슬

러 육성체계를 구축하 다. 이러한 재교육과 문분야별 

상담역량의 강화로 산업카운슬러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

를 바탕으로 상담의 양과 질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다음 

[Fig. 3]은 LG하우시스의 산업카운슬러 육성체계도이다.

[Fig. 3] LG Hausys Inner Industrial Counselor 
Growth System[23]

내부에서 육성된 산업카운슬러는 상담활동 이외에도 

많은 활동에 활용된다. 신규입사자(신입, 경력)나 Job 

Rotation자, 복직자들에 한 조직생활 응  Mental 

Care활동을 추진하 다.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의 경우 조기에 회사  조직

에 응을 지원하기 해 약 8주간의 멘토링 기간을 두었

는데, 이 기간 동안 산업카운슬러와 해당부문의 선배사

원(멘토)와 함께 진행,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의 Soft 

Landing을 지원하 다. 한 Job Rotation을 실시한 조직 

구성원들 상으로 분기 1회 산업카운슬러와의 주기 인 

면담활동을 통해 성공 인 Job Rotation을 지원하 다. 

그리고 장기휴직자(육아휴직 포함)들이 업 복귀 시에

도 산업카운슬러의 정기 인 면담이나 심리 상담을 지속

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산업카운슬러의 육성과 활용은 EAP상담을 

으로 외부에 맡기지 않은 과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

는 사건에 해 구성원의 내부시각으로 구성원들과 상담

하기 때문에 공감도를 높이는 결과를 보 으며, 이는 조

직구성원들의 심리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

었다. 한 화와 소통을 통해 서로 도와주고, 아껴주는 

배려의 문화가 구축되어 개인의 강 이 존 되고 자율이 

실 되는 조직을 만드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건 한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었다.

3.6 성과

EAP가 도입되고 기에는 이용률이 매우 조하 으

나 이용률이 지속 으로 상승하여 본사에서는 주1회 심

리 상담을 2012년 하반기부터 주2회 상담으로 확 , 운

하 다. 실례로, 2013년 7월 본사기  심리상담은 총 32

건 진행되었으며 이  직장문제 10건, 개인, 가족문제 19

건, 기타 2건이 진행되었다. 울산공장, 청주공장, 안양 연

구소의 심리상담실도 1달 평균 10명이상의 인원이 상담

에 참여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간호사와 양사의 건

강 상담, 산업보건의의 의료상담, 운동처방사의 운동 상

담 등도 꾸 히 이용되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이용만족도

는 매우 높다. 산업카운슬러도 5기에 걸쳐 60명이 양성되

어 각 부문에서 극 인 활동으로 조직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 개인의 심리  안정을 기반으로 한 조직몰입도를 

측정한 결과(울산공장 기 ) 2009년 4.01 (5.0기 )에서 

2012년 4.23 (5.0 )을 기록하 으며 회사 내부에서 측정

하는 조직만족도 서베이, 조직만족도서베이, LGWAY 서

베이 등에서도 조직 구성원들의 정 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무  성과도 세계 인 경기하강과 건축경



A Study on EAP Introduction & Activation -Focused on the Case of LG Hausys-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339

기의 불황 속에서도 Dart기 으로, 2010년 IFRS연결기

으로 매출 2조2421억 원, 업이익 635억 원, 2011년 매

출 2조4453억, 업이익 712억, 2012년 매출 2조4511억, 

업이익 566억, 2013년 상매출 2조5699억, 상 업이

익 1,124억 원으로 기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EAP활성화  도입방안을 탐색하기 해 

실시하 다. 이를 해 LG하우시스 사례를 심으로 살

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도입  활성화 방안을 도입방안

을 모색하 다.

본 연구를 통해 나온 주요 이론 , 실무  시사 과 결

과는 다음과 같다.

먼  이론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EAP의 연구들은 부분 EAP의 필요성

과 효과성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최근 들어 도

입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기업에서 

EAP를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사례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

보기 힘들다. 따라서 EAP 도입에 한 연구의 폭을 확

하 다.

둘째, 기존의 EAP도입에 한 이론  연구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 으로써, 기존 연구의 가설들을 실증

으로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음은 실무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EAP가 성공 으로 도입되고 활성화되기 해

서는 최고경 자가 구성원의 심리  안정이 곧 사업의 

성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EAP에 한 인식과 심이 

보여야 한다. 둘째, 구성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노력을 해

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상담은 매우 낯선 일이다. 특히 고

연령, 고근속 계층들에게 상담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LG

하우시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계층별로 심이 있

을 만한 주제로 문가를 선정하여 EAP를 운 하 으

며, 한 구성원에게 극 으로 홍보하기 해 포스터, 

교육참여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EAP를 친숙하게 만

들었다. 한 내부의 산업카운슬러를 육성하여 조직 내

부의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하 으며, 지속

인 화와 상담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도와주는 문화를 

정착할 수 있었다. 셋째, EAP의 문성 강화를 한 노

력을 지속해야 한다. LG하우시스는 각 분야의 문가들

로 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하여 문성을 높일 수 있었

으며, 상담사와 내부산업카운슬러도 문성 강화를 한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 다. 넷째, 회사의 꾸 한 

심과 인내심이다. 기 EAP가 구성원들로부터 외면 

받을 때 이를 철수하지 않고 더욱 강화하고 주 부서를 

두고 홍보함으로써 성공 인 운 을 하는 LG하우시스의 

사례처럼 회사에서 EAP에 한 꾸 한 심은 구성원들

로 하여  EAP를 활성화 할 수 있다.

결론 으로 EAP가 활성화되기 해서는 경 진과 회

사, 그리고 근로자 모두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도입

이후 인내심을 갖고 제도가 정착화 되고 활성화 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질 때, 

EAP는 본래의 목 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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