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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작업장 혁신의 비전과 전략 및 정부의 역할

1. 서론

가. 왜 지금 작업장 혁신을 이야기하는가?

최근 세계는 1929년 세계공황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금융위기를 맞고 있다. 향후 위기의
파장이 물가, 고용,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 규제완화의 흐름을 타고 국
경없이 세계 주요시장을 넘나들면서 높은 수익을 추구해 왔던 금융자본의 운동에 강력한
제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각종 첨단금융서비스
및 금융파생상품의 개발, 대규모 인수와 합병, 고도의 위험을 내재한 고수익투자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며 세계경제를 좌우했던 세계 금융산업의 센터인 뉴욕 월스트리트와 런던시티
가 천문학적인 부실의 진원지로 부각되고 있다. 결국 부실의 책임은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국민들에게 안겨졌다. 이제 세계 각국은 금융자본이 이룬 것처럼 보였던 막대한 부가 사상
누각이었음을 직시하고 있다. 한편,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공유하면서 새삼 인식하게 되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그간 소홀히 했던 생산 혁신 역량을 다지
고 이를 바탕으로 실체를 가진 산업 밑천을 더욱 공고하게 쌓아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
장의 예측하기 힘든 수요변동과 세계 금융시장의 요동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믿을 수
있는 자산은 기업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혁신적 생산능력이다. 혁신적 생산능력은 안정성과
신뢰, 그리고 축적된 숙련을 기반으로 하는 작업장으로부터 시작된다. 일본과 독일이 1990
년대 장기불황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계시장에서 수출 1, 2위를 자랑하며 높은 경쟁력을 구
가할 수 있었던 데는 시장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혁신적인 생산능력과 고도의 서비스 시
스템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생산기지의 문을 닫고 베트남과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 가운데 다수는 국
내 생산기반을 완전히 철수하고, 독자적인 상표도 없이 소위 OEM 생산을 하는 계약제조
업체(Contract manufacturing firm)들이 많다. 이들 계약제조업체들은 베트남이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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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폭 올리고 중국이 노동법을 강화하고 5대 보험 가입을 강제하여 인건비가 높아지자
다시 짐을 싸서 임금이 저렴한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등지로 생산기지를 옮길 궁
리를 하고 있다. 이런 생산방식이 우리 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이나 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중국이나 동남아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 점차 부상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기술력, 생산능력 없이 저임금에 의존한 한국기업들의 생존
방식이 지속가능할지 의문이다. 이러한 뜨내기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중견기업들 중
생산기지를 외국으로 옮기는 사례 역시 늘고 있다. 축적된 기술은 물론 생산혁신에 요구되
는 핵심 역량의 이전과 상실을 의미할 수도 있는 현상이다. 가격경쟁 중심의 기업 전략에
의존하는 경우 피하기 어려운 역량상실은 또 한편 고도로 다양화, 고급화되고 있는 국내
소비시장에 대하여 적극적이고도 빠른 대응을 무력하게 한다.
한편 이러한 숙련 노동력의 상실은 무분별한 비용중심의 해외 이전은 물론, 단기 수요를
중심으로 싼 노동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국내의 인력운용을 통해서도 확산되어 왔다. 노
무도급, 외주화 등에 의존하는 저비용 전략은 해외이전으로 기대할 수 있는 초저임금 전략
에 비해서도, 국내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능력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없는 근시안적 전
략이 되기 쉽다. 혁신적 생산역량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엔지니어링 능력, 현장
의 생산능력, 숙련과 노하우 등은 진화의 산물일 뿐 아니라 R&D의 고도화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국내 굴지의 제조업체라고 하더라도 외국, 그것도 선진국의 새로운 부지
(green field)에 세운 공장에서, 수년간 호흡을 맞춰온 국내 협력사가 조달해 온 것과 같은
맞춤형의 정교한 부품을 납품받을 수 없어 애로가 클 수밖에 없다. 연구개발(R&D)과 생산
현장의 숙련 및 경험이 높은 수준에서 조화를 이룰 때, 생산의 혁신과 진화가 가능하다.
생산의 혁신과 진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 자
동차 산업의 예는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자동차산업의 빅3(Big three)에 속
하는 GM과 Ford의 주가총액은 37억불, 50억불에 불과하여 미국 정부에 구제금융을 요청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미국내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다. 두 회사의 적자규모는
2007년 현재 각각 380억불, 27억불에 이르렀다. 한때 세계 최고, 최대의 자동차 회사였던
이들 두회사가 미국내에서 책임지고 있는 고용규모는 여전히 상당하지만, 이들은 더 이상
미국 경제에 기여를 하는 회사가 아니라 부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것은 이들이 저임
금 전략에 치중해 지속적인 혁신에 실패하면서 미국에서마저 일본 등 외국의 자동차 회사
에게 시장 주도권을 뺏기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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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독일의 중소기업들은 요즈음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산업경쟁력의 바탕
을 이루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Mittelstand라 불리는 중소기업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높은 숙련, 엔지니어링 능력을 바탕으로 독일 경제의 기초골격이 되고 있다. 그런 점
에서 이들 독일의 중소기업들을 일컬어 숨겨진 챔피언(Hidden Champion)이라고 하기까지
한다. 일본의 많은 중소기업들은, 최근 단카이 세대의 정년에 따라 숙련 전승문제를 우려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랜기간 축적된 다양한 기술력 및 근로자들의 숙련을 바탕으로 세계
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지난 몇 해간 산업자원부나 중소기업청에서는 많은 정책지원기금을 투입하여 혁신적 중
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 왔다. 기술개발, 금융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이 개발, 지원
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정책에는 혁신에 참여하는 당사자인 중소기업 근로자와 작업장 조
직방식 등 노동과 사회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매우 취약하다. 작업장 혁신이 사회적 혁신
과 기술혁신의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을 잘 이해한다면,
결국 인력, 현장 인력이 가진 다양한 능력과 경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작업장 혁신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작업장 혁신은 단순히 산업 혹은 기술 고도화 정책 주도로 일면적으로 추
진되어서는 성취될 수 없다. 국가정책의 시각으로 보면 산업 및 기술 고도화 정책이 고용
관계 및 숙련개발 정책과 궤를 이루며 통합적으로 추진될 때 작업장 혁신의 본래적 목표
가 추구될 수 있다.

나. 작업장 혁신의 맥락과 필요성

주지하듯이 1990년대 이래 한국경제와 기업들을 둘러싼 외부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해
왔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변화들은 1990년대 말 경제위기 후 지난 10여 년간 비교
적 간편하게 추구해 온 비용절감형 노동시장유연화에 기반한 한국 생산시스템에 근본적인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생산시스템을 둘러싼 중요한 변화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시장구조의 빠른 변화다. 글로벌화, 규제완화로 기업의 지배구조가 단기 수익 중심,
비용 중심으로 재편되어 왔다. 또 다른 시장 변화는 고객수요와 취향이 급격하게 변화되면
서 다양하게 계층화된 고객이 상품의 맞춤형 다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시장 구조의 변화는 기업들의 행동패턴 역시 바꾸고 있다. 단기성과 및 수익 위주 경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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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인 흐름을 차지하는 가운데, 어느 때보다 시장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
다. 유연성에 대한 강조는 비단 일본식 생산방식의 적기(JIT)생산을 위해서 뿐 아니라 크
게 다양화되고 있는 고객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고객시장 분
절적 생산 및 영업 전략이 서비스 및 제조업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물론 고객시장
분절 전략은 작업장 및 인사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테
일러주의, 포디즘적 생산방식이 한국의 상대적으로 높아진 소득수준 및 본격적인 소비사회
로의 진입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고객들의 수요와 취향의 급속한 다변화를 반영하기 어
렵다는 생산시스템의 변화와 결부된다. 즉, 기존의 테일러적 작업시스템은 지식노동, 고급
노동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제품이나 고급서비스를 생산하는 유연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이미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생산시스템의 효율화, 고급화, 고객맞춤
화, 유연화를 목표로 하는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지불능력, 시장에서의 불리
함을 지닌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낡은 방식, 관행 그리고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생
산시장은 물론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다.
다음으로 한국경제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된 국제분업 질서 속에서 자기
위상을 끊임없이 높여갈 것을 요구받고 있다. 한국경제의 위상은 동아시아 분업질서 속에
서 독특하지만 불안정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흔히 샌드위치 문제라 불리는 현상이다.

[그림 1-1] 가공단계별 한중일 교역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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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한중일 3국의 가공단계별 무역의 흐름을 보면, 먼저 한국과 중국

과의 관계에서 한국 ⇛ 중국으로는 반제품과 부품의 수출이 82.0%를 차지하고, 중국 ⇛한

국으로 반제품과 부품의 수출은 54.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 ⇛ 중국으로 소비재
수출은 3.3%, 중국 ⇛ 한국으로 소비재 수출은 18.8%를 차지하고 있어 명확하게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 ⇛ 일본으로 반제품과 부품 수출은 66.4%, 일본

⇛ 한국으로 반제품과 부품 수출은 67.9%이었고 한국 ⇛ 일본으로 소비재 수출 13.3%, 일
본 ⇛ 한국으로 소비재 수출은 4.6%에 불과하다. 한국과 일본의 무역에서는 소비재 수출

을 제외하고는 양적인 수치의 유사성에 가려 질적인 격차가 잘 드러나는 않는 특징이 있

다. 일본 ⇛ 중국으로의 반제품과 부품 수출이 68.0%, 중국 ⇛ 이론으로의 반제품과 부품
수출이 35.1%에 이르러 그 차이가 한국과 중국과의 격차 보다 더 큼을 알 수 있다. 반면,
소비재 수출에서도 그 격차 36.6%나 되어 분업구조가 명확한 패턴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Ⅰ-1> 각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
수출국중

2006년

2000년

한국

26.7

13.5

1위

필리핀

25,4

3.7

1위

대만

21.7

2.9

1위

일본

17.7

8.2

2위

홍콩

16.4

15.5

1위

호주

15.4

6.8

2위

타일랜드

13.5

6.0

2위

말레이시아

12.2

4.7

3위

베트남

11.4

6.6

3위

싱가폴

11.0

5.1

2위

브라질

9.4

2.8

2위

인도

9.3

3.0

2위

세계

6.8

3.2

3위

중국의 순위

주: 대(對 중국 수출의존도 = 대 중국 수출액/총수출액 × 100(%)
자료: 독립행정법인 경제산업연구소 「RIETI-TDI2007」, 일본 경제통산성 무역백서 2008년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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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들의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가격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제분업질서가 크
게 재편되어 왔다. 특히 중국의 빠르고 거대한 산업화가 가져온 ‘중국쇼크’는 우리 산업의
구조개편과 새로운 국제분업을 가져왔다. 중국은 국내 산업에 구조조정을 압박하는 위협요
인이자, 동시에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로운 거대한 수출시장의 탄생이라는 기회요
인으로 다가왔다. 일본은 10년의 불황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잃지 않고 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에서 특히 한국과의 무역에서 높은 국제수지흑자를 기록
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경제는 빠른 속도로 산업화되고 발전하는 중국이나 동남아 국
가와는 차별화된 질적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일본, 독일, 미국 등 선진경제를 따라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경제가 선진경제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기업이나 각 현장이
라는 미시적 수준에서 각 생산기술과 설비의 수준에서 근로자들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노동과정지식’ 혹은 ‘제조능력’으로 체계적으로 살려 작업장 혁신을 함으로서 통해 가격,
품질, 납기, 고객맞춤성에서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셋째, 기술혁신의 고도화이다. 기술혁신이 각 부문별로 빠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
다. 자동차산업 등 전통적인 제조업에서는 점진적 기술진보로 시장구조, 제도적 틀이 점진
적인 변화나 적응을 해 왔다면, 이동통신 서비스나 이동전화기를 제조하는 신흥 기술집약
적 업종에서는 기술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업종 내 경쟁구도, 시장구조, 업종을
규율하는 제도적 틀이 크게 변화되기도 했다. 기술혁신은 때로는 기존의 숙련, 노하우를
하루아침에 낡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가 하면, 새로운 기술과 설비는 새로운 숙련, 노하
우,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작업조직은 새로운 기술, 설비, 장치 등에 의해서 때로는 규
정되고 영향을 받지만, 역으로 작업조직이 어떻게 짜여지는가에 따라 신기술, 설비, 장치를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기술, 설비, 장치가 갖는 잠재력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할 수 있다.
신기술이 가진 높은 기술 잠재력을 통해 공정개선, 자동화, 동기화, 고객맞춤 등 다양한
혁신설계가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신기술이 숙련편향적이다. 현장 인력의 숙련수준이 이러
한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있을 때 생산의 효율화, 유연화, 고품질화가 가능하다. 고도 기술
의 채용을 통한 자동화 및 극단적 표준화와 단순화도 가능한 선택지이지만, 이는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근본적인 한계를 안을 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도전에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 오히려 기술혁신에 따라 그동안 사람들의 손 솜씨나
손기술에 의존하던 것에서 점차 분석적인 노하우와 경험, 문제해결능력과 경험, 작업과정
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지식과 노하우 등이 점차 중요하게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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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2008년 미국 비우량주택담보 대출의 부실에서 시작되어 세계를 휩쓸고 있는 금융
위기, 심각한 경제위기이다. 이런 심각한 위기에서는 대기업들도 무너질 수 있으나 재무상
태가 어렵고 위기에서 오래 버티는 힘이 없어 훨씬 더 많이 쓰러지는 것은 중소기업들이
다. 그러나 보통 경제위기나 공황은 부실한 기업이나 조직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경쟁
력있고 어려움 속에 살아남은 기업들만이 새롭게 펼쳐지는 시장에서 다시 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 있다. 따라서 경제위기는 기업들에게는 기업이 망하기 쉬운 매우 위험한 위기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살아남아 경제위기를 넘긴 기업들에게는 기회의 시기이기도 하다.
경제위기의 시기에는 수요가 감소하여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더 일하고 싶어도 일감이
없어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럴 때 기업들이 자칫 인건비 걱정을 우려하여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으로 내보내는데 관심을 쏟을 수 있다. 이때 기업들이 시간적 여유
가 있는 근로자들, 기업들의 생존을 통한 고용보장에 관심을 가진 근로자들을 교육하고 훈
련하고, 작업장에서 다양한 개선, 다기능화, 노동력의 유연한 활용,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
는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다. 고용안전이 최우선 과제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주도하는 숙련향상, 작업장 혁신을 위한 노력에 대해 근로자, 노조가 크게 반대하지 않게
된다. 다만 인건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고용유지를 하면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작업
장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게는 정부가 다양한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고민할 수
있다. 이리하여 경제위기, 공황을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경제가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남은 기업들이 혁신,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준비할 수 있다. 이리하여 경제위기
- 수요감소 - 노동시간 단축 - 생산성, 품질, 작업방식 개선을 다양한 노력, 교육과 훈련,
숙련향상 - 작업장 혁신 - 경제위기 종료 후 새로운 경쟁력 확보로 연결된다. 그런 점에
서 작업장 혁신을 위한 노력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경제위기를 기업 성장
과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적극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다섯째, 노동시장 조건의 변화이다.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인력의 학력이 한층 높아
지고 있으며 무엇 보다 여성인력의 비중이 높아졌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줄어든 반
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고령화에 따라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건강한 중고령층이 많아지면서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신규채용을 극단
적으로 억제해 온 중ㆍ대기업에서 역시 기존 인력들의 근속연수가 길어지면서 중ㆍ고령화
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 중ㆍ대기업의 기존 인력들은 속도감을 요구하는 테일러적
작업방식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하지만 장기간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숙련을 통해 다양성과
품질을 요구하는 생산방식에 적절한 교육이 뒷받침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
다. 기혼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공급과 그 수요가 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도 중요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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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된 조건들은 생산시스템과 작업조직의 혁신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내 대기업과 중기업들은 몸집을 줄이고, 하도급 혹은 하청 혹은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등으로 주변사업이나 업무를 대거 외부화하였다. 좋은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줄거나
정체하고, 국내에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주로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노동시장에 들
어오는 기혼 여성노동력들로 채워졌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는 높은 교육과
훈련을 받은 고급인력들이 차지하고 있으나 점차 그 수가 줄어들어, 증가하는 고학력인력
과 불균형(mismatch)이 커지고 있다. 노동시장은 1차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
자, 중소기업의 노동자들로 구성된 2차 노동시장으로 분화되어 양극화하는 방향으로 발전
해 왔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2차 노동시장에서 특히 중
소기업에서 1차 노동시장과의 갭을 줄일 수 있는 생산과 고용의 upgrading이 필요하다.
효율화, 유연화, 동기화 등 기업이 주도하는 작업조직과 생산시스템의 재편 요구 뿐 아
니라 노동시간의 단축과 작업환경의 개선, 노동시간의 근로자 친화적 유연화 등 노동생활
의 질 향상도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근로자의 협력 및 자발성과 교환되지 않는 작업장 혁
신은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작업장 혁신의 관점에서 꼭 짚어보아야 할 노동시장
변화의 또다른 핵심적 측면은 지난 10년간 확산된 저임 노동력의 고용 유연성이다.
마지막으로 1997-8년 금융위기를 전후한 산업구조조정은 2000년 이후에도 ‘상시 구조조정’
체제로 지속되고 있다. 각 기업들은 조직과 사업의 군살을 제거하고, 과잉투자부문을 걷어내
고,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에서는 손을 뺐다.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
업들이 비싼 인건비와 협소한 내수시장을 이유로 중국과 동남아 등으로 제조업의 기지를 이
전하거나 신규투자를 확대해 왔다. 국내에서도 대기업과 중기업들은 몸집을 줄이고, 하도급,
아웃소싱 혹은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등으로 주변사업이나 업무를 외부화하였다. 좋은 일
자리는 상대적으로 줄거나 정체하고, 국내에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주로 비정규직, 외국
인 노동자,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기혼 여성노동력들로 채워졌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는 상당히 높은 교육과 훈련을 받은 고급인력들이 차지하고 있으나 점차 그 수가 줄어
들어, 늘어나는 고학력인력 공급과 관련 노동시장의 불균형(mismatch)을 증대시키고 있다. 지
난 10여년간의 구조조정은 노동시장을 1차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중소기업의
노동자들로 구성된 2차 노동시장으로 분화하면서 양극화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왔다.
자칫 구조조정이 소수의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핵심인력과 다수의 주변 인력으로 양극화되면서
한국경제과 생산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는 가운데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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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2] 저성과 작업조직에 기반한 생산의 축소균형

또한 산업구조조정이 전진적인 산업고도화(industrial upgrading)의 방향을 갖지 못할 때
새롭게 전개되면서 재구축되는 동북아의 분업구조에서 한국경제가 전략적인 우위를 차지
하는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탈산업화,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이라는 퇴영적인 탈산업화
(negative deindustrialization)를 낳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노동력을 소수의 대기업 및
공공부문의 핵심인력과 그 외 다수의 주변 인력으로 분할하며 진행된 구조조정의 뱡향은
한국의 경제 및 생산시스템의 고도화와 조응하는 확대 균형을 만들어내는데 저해요인이
되어오지 않았나 하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결국 위와 같은 환경 아래에서 대다수 중소
기업들은 여전히 비체계적, 비합리적 작업조직이나 테일러주의적 작업조직에 기반을 두고,
낡은 생산기계와 설비를 갖춘 상태에서 생산성, 품질, 고객수요에 대한 유연한 대응 등에서
저성과 작업조직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위의 그림과 같은 축소균형 생산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경쟁적 시장환경, 국제분업 속 가격경쟁, 선진경제의 지속적 혁신, 기술변화, 고객 수요
와 취향의 다변화, 심각한 세계적인 경제위기, 그리고 노동시장 조건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중소기업들이 위와 같은 축소균형의 악순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요소투입
위주의 성장전략과는 구분되게 하이로드(high road)를 추구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내부
적인 혁신(제품혁신과 생산의 혁신)을 통해 고성과 작업조직으로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 9 -

[그림 1-3] 고성과 작업조직의 선순환

투입되는 요소의 질 개선, 특히 숙련, 지식, 풍부한 경험이 축적된 높은 질의 노동력 투
입, 적절한 가격의 고품질 제품 및 서비스의 적기 생산, 시장수요에 맞춘 유연한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현장에서 작업조직의 업그레이드를 이루어 내야 한다. 작업조직의 업그레이
드를 통해 저성과 축소균형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들의 혁신능력에 따라 국제분업
질서의 능동적 활용, 좋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다.
더구나 정부가 강조해 온 성장 역시 자유시장경제를 보다 확고하게 세우는 것만으로 저
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제성장은 각 나라별로 기업들이 얼마나 혁신적이
며, 혁신적인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 있다(Lazonick 2003). 나라별 성장은 각국 기
업들의 혁신적 능력구축경쟁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그 경쟁의 결과 경쟁에서 승리한 기
업들이 성장을 주도하게 된다(Fujimoto 2004). 여기에서 혁신적 기업들이 갖춘 능력 가운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를 생산해 내는 생산시스템과 작업조직을 혁
신할 수 있는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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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관계와 작업장 혁신의 전략적 중요성
가. 기술혁신과 사회적 혁신을 연계하는 작업장 혁신
혁신의 주요소는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다.
기술혁신

사회적 혁신

과학기술과 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혁신

근로자들의 작업방식, 조직의 관행, 관습, 열성과 정성, 노하우의 축적, 경험, 숙련 등
고용관계와 연계된 혁신, 마케팅 혁신, 노사관계 등 제도적 혁신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학자들의 견해나 사회통념상 ‘혁신’은 주로 ‘기술혁신’만을 의미하
는 것으로 해석되어 고용관계와 연계된 사회적 혁신으로서의 작업장 혁신은 혁신의 주요
한 갈래로서 인정받지 못한 면이 있다. 미국은 군사기술, 과학기술의 어떤 면에서는 세계
에서 가장 앞서 있으나 이를 생산조직, 작업조직에서의 혁신으로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미국의 빅 3(Big Three) 자동차, 제조업의 상당부분은 일본이나 독일에 밀려 경쟁력을 잃
고 자동차 산업은 거의 파산상태에 있다. 이에 비하여 일본에서는 기술적 혁신만이 아니라
사회적 혁신으로서의 생산, 조직, 작업조직 혁신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후자가 가진 가능성
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그 가능성을 개발한 결과 토요타생산, 린생산방식이라는 효율적인
고품질의 생산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신기술이 매우 혁신적일 경우 기존의 부문별 사회경제적 구조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
꿀 수 있을 정도의 혁신적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보완적인 요인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해
기존의 부문별 사회경제적 구조, 제도와 주체들이 적응력을 가질 수 있다. 기술이 가져오
는 압력을 예상하고 흡수할 수 있는 독특한 사회적 유형이 구분된다. 이와 같이 신기술이
갖는 부분적 사회경제적 제도의 혁신 능력과 기존의 사회경제적 제도가 신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두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이 부문별 혁신과 변화의 다양한 양식을 만
들어내고 있다(Dolatas, 2008).

- 11 -

[그림 Ⅰ-4] 사회적 시스템의 구성과 운영원리

자료: Cutcher-Gershenfeld and Kochan.2002. MIT/Sloan Foundation Industry System Study

위의 그림과 같이 사회적 시스템은 그룹, 조직, 제도라는 구조와 다양한 하부시스템을
갖추고, 주체들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역량을 발휘하게 하거나 동기를 부여하
면서 움직이고 운영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주
요한 경영혁신기법으로서 도입된 것이 사회기술작업시스템(1950-80년대), 근로자참여/노동
생활의 질 프로그램(1970년대 후반 - 1990년대),

TQM(1980년대초 - 1990년대),

Reengineering(1990년대), Six 시그마(1990년대- 현재), 린생산(1950년대 - 현재) 등이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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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5] 기술적 시스템의 구성과 작동원리

자료: Cutcher-Gershenfeld and Kochan.2002. MIT/Sloan Foundation Industry System Study

위의 그림과 같이 기술적 시스템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신기술 그리고 설비에 기반하되
재료와 물류망을 구성하고 직무설계, 공정설계를 통해 작업의 흐름과 공정를 조정하고, 가
치위계에 따른 배치를 통해 공정과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한다. 통계적 공정
관리, 시스템최적화 등 다양한 기법을 동원하여 공정이 가장 효율적으로 짜여지고 운영되
고록 하고 있다.

<표 Ⅰ-2> 사회적 시스템과 기술적 시스템 간의 통합
시회적 시스템

기술적 시스템

수공업적 생산체제

분산된 기업, 수공업적숙련 숙달

주문생산, 전용도구

대량생산체제

수직적 위계, 과학적 관리

조립라인, 상호교환가능부품

지식중심의 작업체제

네트워크 연계, 팀중심의 작업시스템

유연적 전문화 정보시스템

자료: Cutcher-Gershenfeld and Kochan.2002. MIT/Sloan Foundation Industry System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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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는 사회적 시스템과 기술적 시스템이 각 생산체제에 따라 어떻게 결합되어 있었
던가를 시기적으로 매우 단순화하여 나타냈다. 각 기술적 시스템에는 그 기술적 수준과 방
식에 적합한 사회적 시스템이 결합되어 독특한 사회적 생산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같은 기술수준과 조건 아래에서 현장의 작업조직, 마켓팅, 인사제도나 노사관계제도가
구성되고 운영되는 방식은 하나가 아니라 매우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다. 거의 같은 기술
적 조건의 부문에서 생산과 작업이 어떻게 짜여지고, 인력이 배치하고, 활용되고, 그 인력
이 협력하고 호응하는가에 따라 생산과 작업의 효율성, 유연성, 품질생산능력, 납기준수 능
력, 고객맞춤 생산능력 즉 생산과 경제성과는 아래 그림과 같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림 Ⅰ-6〕기술혁신과 사회적 혁신과의 관계

물론 생산과 경제적 성과에서 중요한 질적인 도약은 기술혁신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
다. 그러나 같은 기술적 조건과 수준 아래에서도 사회적 혁신의 정도에 따라 생산과 경제
적 성과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또한 기술혁신과 사회적 혁신도 완전히 분리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 받는다. ‘신기술의 발명이 사회적 필요
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어느 기술이 가진 잠재력도 어떤
특정 사회적 제도 아래에서는 부분적으로만 발휘되다가 다른 사회제도나 조건 아래에서는
그 잠재력이 만개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에서 시작된 테일러주의가 새로운 광대한
시장이 있었고,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사회적 제도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미국에서는
이념형적인 형태로 실현되었지만, 영국, 독일, 일본, 한국에서는 시장의 크기, 기존 사회적
제도인 작업관행, 경영진의 비과학적 관리 태도 등으로 변형된 테일러주의 형태로 이식되
었다 (Jürgen 1993, 주무현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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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7〕기술혁신과 사회적 혁신의 성공에 대한 설명틀
(Explanation of success with technological and social innovation)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본적인 기술혁신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경우에 보통 R&D를
통한 신제품개발, 공학적 지식을 이용한 혁신이 전체 혁신에서 기여하는 바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고, 같은 기술 조건과 수준에서는 사회적 혁신이 전체 혁신에 기여하는 바가 3/4
의 비중을 차자한다는 것이다. 에라스무스 대학과 로테르담 경영대학(Erasmus University/
Rotterdam School of Management)의 산업부문에 대한 연구에서는 기술혁신이 혁신 성공
의 25%를 설명하고 작업장 혁신과 같은 사회적 혁신이 나머지 75%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사회적 혁신(현장에서의 작업조직 혁신, 노동과 인사혁신, 경영진의
지식, 교육과 훈련) 등이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이 크다는 말이다.
또한 사회적 혁신 그 가운데에서도 작업장 혁신과 기술혁신 사이에는 상호 밀접할 뿐
아니라 경계가 애매하거나 상호 전환이 가능한 영역까지 존재한다. 기술혁신 가운데 새로
운 엔지니어링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기계장비, 설비, 공구 등을 개발하여 공장에 도입하
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현장의 필요에 의해 새로운 장비, 설비, 공구 등을 만들어 생산의
일부를 자동화, 합리화, 효율화할 수 있다. 현장에서의 다양한 개선과 혁신을 통해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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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전제조건을 만들어 놓고 엔지니어들이 기계나 설비를 자동화하도록 요구하고, 바
로 자동화 기계나 설비가 들어오거나 개발되면, 바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제
품개발이나 혁신에도 현장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혹은 기존의 생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그림 Ⅰ-8〕기술혁신과 작업장 혁신

즉 생산, 조직, 작업조직의 혁신에는 경성혁신(hard 혁신)과 연성혁신(soft 혁신)의 두 가
지 요소가 있다. 경성혁신은 연성혁신과 때로 분리하기 어려우나 작업장에서 혁신이나 개
선이 물리적 설비, 장치, 시설의 개선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공정혁신,
자동화 요소의 도입, 셀생산방식이나 자동차공장에서 AGV(automatic guided vehicle)의
도입 등이 그것이다. 이런 경성혁신(hard혁신)은 연성혁신(soft혁신) 속에서 연성혁신이 누
적되거나 체계화, 종합된 명시지화되면서 탄생하며, 연성혁신(soft혁신)의 도움을 받아 유
지되고 활용될 수 있다. 연성혁신(soft혁신)은 낭비제거 아이디어, 개선아이디어, 작업동작
과 방식의 개선, 품질관리방식의 개선 등으로 물리적 공정, 기계, 장치나 설비의 변화로 구
체화되지 않은 것이다. 근로자들의 개선 마인드와 노력, 노사관계나 인사관리의 개선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말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사회적 개선과 혁신을 통해서 일정한 여건을 만들어 줄 때 사용자
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생산과정에서 쌓은 노하우, 아이디어, 경험, 숙련, 지식 등을 기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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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어 놓을 수 있다. 근로자들이 가진 이런 다양하고 가변적인 유무형의 지적, 경험적 자산
들은 그 소중함과 가치를 아는 경영진에 의해서만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럴 때 사
회적 혁신으로서 여러 가지 생산시스템과 작업조직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나. 국가혁신과 작업장 혁신

〔그림 Ⅰ-9〕국가혁신시스템의 핵심적 요소인 작업장 혁신

자료: NCPP 2005. Working to our Advantage: A National Workplace Strategy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혁신 시스템을 이루는 핵심적 요소들로 기술혁신, 시
장혁신, 제도적 혁신 그리고 작업장 혁신을 들 수 있다. 이들 네 가지 요소의 혁신은 별
개의 요소로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상호 긴밀하게 서로를 규정하거나 다양한 영향을 미
치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혁신이라고 하면 주로 기술과 연구개발능력에 대한 투자
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관심이 쏠렸다. 물론 연구개발과 기술은 넓은 국
가혁신시스템에 매우 중요하지만 중요한 일부일 뿐이다. 위의 혁신 모델은 연구개발능력의
성공적 개발은 국가나 기업 수준에서 다른 중요한 혁신의 원천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즉 우리의 내재적인 기술과 혁신의 기반을 개발하는 것은 연구개발(R&D)
에 의존하는 것만큼이나 작업장의 변화와 혁신능력을 개선하는 것에 달려 있다. 이런 식으
로 혁신을 바로 볼 때 작업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국가의 미래 발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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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조직구조, 과정, 관리능력, 경영진의 가치, 근로형태, 인적자원관리, 고용관계, 작
업장의 모든 측면이 작업장 혁신을 추구하는 것의 일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NCPP 2005).
작업장 혁신과정은 집단적, 누적적이며 불확실한 특징을 갖고 있다. 혁신의 핵심인 학습
과정은 혼자서, 그리고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학습할 필요가 있는 것을 반드시 배운
다는 보장도 없다(Lazonick 2003).

다. 작업장 혁신의 정의와 방향

작업장혁신(Workplace innovation)은 과학자들의 실험실, 엔지니어들의 연구개발사무실
이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작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혁신을 의미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혁신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제품, 기술, 설비, 공법
등과 관련되어 과학적 지식이 매개된 혁신은 작업장 혁신이라고 하지 않는다. 과거에 산업
혁신을 이끄는 지식은 생산과정 외부에서, 즉 대학이나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과학실험
실 등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요즈음 산업의 혁신을 일으키는 이들 지식의
상당 부분이 노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있다(Lammont and
Boreham 2002, 94). 기본스(Gibbons et. al. 1994)는 과학적 지식 혹은 엔지니어들의 공학
지식을 ‘양식 1 지식(mode one knowledge)’이라고 한 반면,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현
장의 실무자(노동자)들이 (기계, 설비)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지식을 '양식 2
지식(mode two knowledge)'이라고 했다.
작업장 혁신은 작업 현장에서 작업조직, 생산과 관련하여 형성되는 경험, 노하우, 지혜,
진단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어떻게 조직화하여, 근로자들로부터 이끌어내
어, 체계화하여 이용하는가에 상당한 정도로 달려 있다. 작업경험만으로 어떤 능력이나 역
량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이 실제로 작업을 어떻게 수행하는 지를 알 때,
노동자들의 역량은 실제적, 합리적, 미적 측면의 복잡한 작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노동자
들은 자기 직업을 친숙하게 경험하고, 기계, 작업, 상황, 현장 사람들에 대해 직접적인 경
험을 했을 때 작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부딪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주로 경험에 의
존하는 중간 숙련 수준의 노동자들도 초보적이기는 하지만 이론적인 지식에 의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 노하우를 관찰하고 모아놓으면. 파편화적이고 부분
적인 지식, 암묵지(tacit knowledge)가 될 수 있고 이들을 바탕으로 체계화하고 일반화하
면서 동시에 근로자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숙련을 높여서 작업과정지식(work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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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제품과 서비스 생산에 관한 능력(제조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다. 작업장 혁신
은 이러한 작업과정 지식을 활용하여 현장의 작업조직을 새로운 방식으로 조직함으로써
효율, 품질, 납기, 유연성 등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그림 Ⅰ-10〕경험에서 지식으로

자료: Fischer, M. 2002.

위에서 '작업과정지식'이라는 개념은 이론적 지식과 실제 경험이 어떻게 함께 숙련노동
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적 설명틀을 제공해 준다(Fischer and Rauner
2002). 과학적 지식, 공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 엔지니어들은 작업조직을 구성하고 설계한
다. 현장의 숙련 노동자들이 익히게 되는 작업과정지식은 아주 일상화된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단순한 절차적 혹은 방법적 지식을 넘어선다. 작업의 다양한 차원들이 전체 회
사의 수준에서 어떻게 상호 연계되어 있는지, 작업조직의 개념적 모델, 그리고, 생산과정에
서 실제로 사용되는 기계의 특이성과 가공물에 대한 일정한 공학적 원리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
가령 어떤 기계나 장치, 설비가 있을 때 대체로 그 기계, 장치, 설비를 움직이는 과학적
원리나 지식이 있다면, 엔지니어들이 과학적 원리나 지식을 갖고 있다고 그런 기계, 장치,
설비를 잘 작동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 기계, 장치, 설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그 기계,
장치, 설비에 익숙해야 하며, 어떤 재료와 부품을 만들거나 가공할 때 어떤 성질과 경향이
있는지를 익혀야 한다. 어떤 경우에 고장이 잘 나고 불량이 날 수 있으며, 고장이 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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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무엇 때문에 어디에 주로 고장이 나는지 그리고 기계, 장치, 설비를 빨리 돌리는데 한
계는 어디까지이며, 그런 경우 발생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등 기계, 장치, 설비의 특징과 성
질들을 알고 있어야 제대로 생산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초보적인 공학적 지식이나 원리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된다면 훨씬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이런 작업장의 구체적인 경험
을 바탕으로 형성된 지식이 ‘작업과정지식’이라면, 공학지식은 일반화된 원리나 지식, 보통
관성화된 지식(inert knowledge)으로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구체적인 노동자들
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그림 Ⅰ-11〕노나카의 지식창조와 활용과정

같은 맥락에서 지식경영을 주장한 노나카의 논의도 작업장 혁신과 관련하여 소개할 필
요가 있다. 노나카는 일본의 작업현장에서 암묵지(tacit knowledge)를 축적하고 명시지화
(explicit knowledge)하는 과정에 대해서 위의 그림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2005 Nonaka).
일본에서는

작업현장에서

숙련,

노하우,

경험으로

축적된

수많은

암묵지(implicit

knowledge)를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하고, 전달하며, 학습하는 과정으로서 현장 훈련
(on-the-job training)이 매우 발달해 있다. 일본에서 현장 개선활동은 위와 같은 암묵지의
명시지화, 암묵지의 발굴과 활용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런 점에서 ‘작업과정지식’을 축적
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서 전체적으로 작업장 혁신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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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작업조직의 변화를 살펴보자. 자영숙련수공업자 중심의
생산조직 － 숙련공들이 생산을 전담하는 선대제도 － 숙련공들의 작업조직에 대한 통제
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미숙련, 반숙련공들에 의한 단순화되고 표준화된 생산을 가져온 테
일러주의 －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하여 테일러주의 작업조직을 더욱 단순화, 표준화하고 작
업방법, 작업순서와 절차, 작업속도를 통제한 포드주의로 발전해 왔다. 테일러주의의 원리
는 단순히 제조업에 한정되지 않고 서비스업, 기타 산업으로 확대되어 갔다.
가령 아담 스미스가 예로 든 핀(pin)생산의 예를 보자. 과거의 수공업적 미분업화된 생
산시스템에서는 장인 한 사람이 원재료로부터 핀의 최종 생산까지 모든 공정을 혼자서 담
당했으나 핀의 생산과정을 공정으로 나누어 분업을 했더니 생산성이 크게 오를 수 있었다.
초보적 분업을 통해 작업조직을 새롭게 한 것이었다. 더 나아가 테일러는 수공업적 숙련공
들의 직무를 분석해 보니 숙련공들마다 작업하는 것이 표준화되어 있지도 않고, 어떤 숙련
공이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효율성이 높은 경우가 있어도 다른 숙련공들은 그 방식을 택
하지 않았다. 숙련공들은 자기들의 방식을 고집하였고 이들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거나 효
율화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어떻게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반대했다. 여기에 대해 테일
러는 숙련공들이 하는 일을 매우 잘게 쪼개고 작업들을 단순화, 표준화하여 굳이 노동자들
의 숙련을 필요로 하지 않고 미숙련, 반숙련 노동자들이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
거 숙련공들이 갖고 있었던 구상(conception)(작업설계, 작업방법과 순서와 작업속도 결정)
을 제거하고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고용한 산업공학 엔지니어가 만들어 놓은 대로 비교적
단순한 동작만을 반복하도록 요구되었다. 이리하여 테일러주의는 과거 숙련공의 숙련에 의
존하던 생산을 반숙련 혹은 미숙련공들의 단순, 반복적인 작업에 의해 가능하도록 작업조
직을 개편함으로써 숙련노동자들의 저항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다.
한편, 포드는 자동차생산에서 동력에 따라 수평으로 이동하는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이 이미 단순화, 표준화된 작업을 일정한 순서와 속도에 따라 수행하도록 했다.
포드주의는 기본적으로 테일러주의에 철저하게 입각해 있으면서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하여
생산의 흐름을 자동화함으로서 노동자들의 작업속도, 작업강도를 통제하면서 생산성을 더
욱 높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테일러주의적 생산은 시장의 변화를 고려하기 어려운 대량생산, 고객들의 수
요와 관계없이 표준화된 제품의 생산, 생산자 중심의 생산, 그리고 ‘머리쓰는 기능’을 거세
당한 채 단순, 반복작업을 하도록 요구받은 노동자들의 소외에 따른 노사갈등의 문제가 등
장했다. 일본의 린생산방식은 근본적으로는 테일러주의적 생산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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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주의 특히 포드주의가 갖는 경직성을 극복하고 노동자들의 참여를 통해서 ‘낭비’를
제거하고, 효율적이고 질적인 경쟁력을 구축했다. 일본의 린생산방식은 시장의 변화에 맞
추어 ‘작은 단위(small batch)’ 생산, 혼류생산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
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품질관리, 다기능화, 적기생산, 개선 등을 통해 생산성, 가격,
품질, 재고관리에서 우위를 유지해 왔다.

라. 고용관계와 작업장 혁신

고용계약은 그 자체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미확정되어 가변적인 것이다. 따
라서 같은 고용계약이라 하더라도 노사 간의 고용관계(개별적, 집단적)를 어떻게 형성하고,
발전시키고, 유지하느냐에 따라 그 고용계약을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과정에서 실현할 수
있는 여지, 범위, 정도에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과거 테일러주의에서는 노동자들의
자율성이나 수동성, 능동성을 작업과정에서 조밀하게 통제하고 줄여나가는 방식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식의 결과를 낳도록 작업과정, 생산시스템을 설계함으로써 고용계약이 갖
고 있는 불완전성(incompletedness), 미확정성(open-endedness), 가변성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갈 수 있었다. 테일러주의가 낳은 포디즘적 대량생산방식이 시장경쟁과 시장변화에 비추
어 갖는 경직성, 고객이나 수요보다는 생산자 중심의 접근이 한계를 드러내었다. 포디즘적
대량생산방식은 점차 보다 유연하고, 고객 중심이며, 차별화된 품질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생산방식으로 변해 왔다. 더구나 일본의 린생산방식의 우수성이 국내외에서 입증되면서 과
거 포디즘적 생산방식과 작업조직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다.
포디즘과 달리 포디즘을 정교한 방식의 개별근로자 참여와 결합시킨 린생산방식, 포스트
포디즘적 생산체제의 혼합형은 기업의 경쟁력이 근로자들의 노하우, 경험, 지식, 고객에 대
한 성의, 아이디어, 문제해결능력, 숙련의 활용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근로자들의 역
량을 생산현장의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작업장 혁신의 정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이처럼 근로
자들의 잠재적, 현재적 능력을 생산에 두루 활용함으로써 재화와 서비스 생산 현장에서 경
쟁력의 원천으로 삼으려는 작업장 혁신은 노사 간의 장기적 계약관계에 기초한 깊은 신뢰
와 노사 간 상호성에 대한 믿음이라는 심리적 계약이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현재 고용유
연화를 중핵으로 하는 한국의 노동시장 변화는 이러한 심리적 계약을 상당히 깨뜨리고 있
다.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화, 자유로운 해고, 아웃소싱 등은 노사 간의 장기적 신뢰관계,
심리적 계약관계를 뒤흔들거나 깰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업장 혁신과 정합적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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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에 대한 강조보다 고용안정과 숙련형성을 바탕으로 한 내
부적(혹은 기능적) 유연성, 근로자들의 자율과 권한 부여를 강조한다.
세계적 제조업 경쟁력을 갖춘 일본에서 기업별 노조, 종신고용, 연공임금이 작업장 혁신
에 정합적인 고용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왔다는 점은 시사적이다. 1990년대 초반 이래
10년간 불황을 겪으면서 외부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이런 고용관계도 일정하게 변화했
으나 여전히 다수의 중ㆍ대기업들은 전통적 고용관계의 핵심적인 관행들을 지켜 나가고
있다. 1990년대 크게 주목을 받은 미국의 고성과 작업장 역시 고용안정을 기본으로 근로자
참여, 팀 작업, 권한 부여 등 작업장 혁신에 정합적인 고용관행을 패키지로 채택해 온 점
이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작업장 혁신은 안정적 고용관계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기 때
문에 작업장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은 이러한 안정성을 확보하거나 진전시킬 수 있는 노사
관계의 개선 혹은 혁신과 더불어 추진되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작업장 혁신을 기술혁신
보다는 사회적 혁신의 하나로 보는 중요한 이유이다.

마. 기업 간 수직적 수평적 혁신 네트워크의 구축

심화되는 가격경쟁, 단기이윤 추구의 압력, 기존 정규직 노동시장의 상대적 고임금 구조
와 유연성부족, 고객시장의 분절 및 다변화라는 조건에서 기업들은 다음의 세 가지 상호
연계된 선택지 사이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각 선택지를 다양하게 조합하는 일종의 전략
적 선택을 하고 있다: 1) 국내 핵심 사업장에 대한 작업장 혁신, 2) 고용의 외부화를 핵심
으로 하는 외부유연성 추구 3) 해외 투자를 통한 국제분업구조와 가치사슬의 이용. 여기서
전략적 선택은 세 가지 선택지에 대한 배타적 선택이라기보다는, 상호 연계된 선택지를 어
떤 비율과 구성으로 결합하느냐, 즉, 생산의 전반적 네트워크를 어떤식으로 구축할 것이냐
의 문제로 압축된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추구할 수 있는 생산시스템과 작업조직의 혁신
은 위의 네트워크 그림에서 (가)타원형을 중심에 두고 (나)(다)(라)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며 정책이다. 기업이나 산업 수준에서 보더라도 (가)를 중심으로 하는 작업조직과
생산에서 혁신의 원천이 없는 한, (나)(다)(라)의 선택지는 단순히 비용과 수요변동에 대한
유연성을 쫓는 것으로 귀결된다. 한편 (가)를 중심으로 고도의 혁신이 추구되더라도 부품
및 인력 등 요소 공급에 (나)(다)(라)를 활용할 경우 전략적 사고에 따른 유기적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의 지속적 혁신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 지난 10년간 이루어
진 고용관계의 변화를 염두에 둘 때 국내 (다)와 (라)의 확대가 이러한 네트워크에 끼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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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기 혹은 장기적 영향이 비용절감효과와 더불어 품질과 혁신 저하 등 부정적 효과는
없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그림 Ⅰ-12〕기업간 수직적, 수평적 혁신네트워크

한국의 산업구조 및 기업계열구조의 특성을 감안할 때 대개의 경우 (가)에서 이루어진
혁신 및 생산 방식의 변화가 모기업 경영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연쇄적으로 (나)(다)(라)
에 파급될 수 있다. 모 기업이나 각 산업의 대표 기업들이 지속적인 작업장 혁신, 생산혁
신을 추구하는 동시에 그 혁신내용을 국내외 하청기업들(나)(라)에 전파함으로써 모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적인 경쟁력, 혁신에서 오는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다. 결국은 후지모
토 교수가 주장한 바와 같이, 모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과 작업의 네트워크가 어떤 방식
으로 혁신적인 능력을 구축하는가에 따라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이 결정된다. 물론 중소기
업의 경우 대기업 혁신체제의 무조건적인 모방은 성공하기 어렵다. 인력 및 기술의 차이를
비롯한 상당한 환경의 차이가 전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게 혁신
의 내용을 변용 재창조하여 적용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대기업의 혁신이 의미있게 확산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Best Practices의 탄생 맥락과 배경을 충분
히 이해하지 못한 채 현상적 관행이나 기교를 단순히 모방하는 경우도 실제 혁신과 연계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Best Practices의 창의적 적용과 현지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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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작업장 혁신의 특성

가. 기술혁신과 노동력 대체형 자동화: 현장노동력 배제형 혁신

현장 기능직들이 참여하고 그들의 지식, 경험, 노하우, 지혜를 제품개선, 공정개선, 품질
개선, 비용감축, 고객맞춤형 생산 등에 활용하는 사회적 혁신으로서 작업장 혁신이 상대적
으로 경시되어 온 경향이 있다. 하드웨어 중심의 혁신과 자동화 중심의 혁신 추구 경향은
대다수 중ㆍ대기업의 경영진이 기업별 고용관계에서 생산직, 기능직을 조직적으로 통합하
지 못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상당수 중ㆍ대기업 경영진이 대졸 사무직, 관리직만을
핵심인력으로 보고 생산직, 기능직 인력은 장기적으로 기술에 의해 대체가능한 인력으로
혁신과정에서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참여적 작업조직과 생산시스템의 혁신은 이런 사고
맥락에서 경쟁력제고의 전략적 요소로 활용될 수 없었다. 현장 기능직의 다양한 활용 가능
성을 배제한 노동절약적 신기술과 자동화설비의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 추구 경향은
대립적인 분배교섭 중심의 기업별 노사관계 관행과 더불어, 노동조합이 유연성 관련 의제
를 협의와 타협의 대상으로부터 완벽히 배제함으로써 더욱 강화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혁
신의 주체 역시 엔지니어를 비롯한 R&D 인력에 치중되는 경향이 강했던 반면, 현장 노동
자 및 중간관리자들의 축적된 노하우와 암묵지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점진적인 개선은 평
가절하되었다.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은 1970년대 말 - 1990년대 초 대학을 나온 엔지니어
들에게서 나온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주로 엔지니어들의 기술적 경쟁력, 설계 및 제품개발
등 R&D경쟁력에 의존해 왔다. 이러한 경향으로 말미암아 기업은 엔지니어들과 현장 숙련
기능공 사이의 접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작업 방식 및 생산 혁신의 가능성을 제
대로 개발하지 못했다.

나. 작업장 혁신의 노사관계적 기반 취약

노사관계는 작업장 혁신의 중요한 기반이자 조건이다. 노사관계가 갈등적이거나 신뢰가
깊지 못할 때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참여를 전제로 하는 작업장 혁신의 가능성은 한층 낮
아진다. 작업장 혁신의 기반은 거시적으로는 노사 간의 사회적 계약, 미시적으로는 노사
간의 신뢰와 안정적 거래이다. 중ㆍ대기업에서는 내부노동시장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회
적으로 노사간의 타협, 신뢰, 기회주의 배제를 위한 공공재나 제도가 취약하고 힘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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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관행이 일상화되어 있다. 기업의 현장 기능직 노동자들에 대한 배제, 기능적 유연성
증대 관련 논의에 대한 노동조합의 비타협적 태도, 기능적 유연성의 교환의제에 대한 인식
부재 등 노사 간의 대립과 균열, 전략부재로 작업장 혁신의 노사관계 기반이 매우 취약한
편이다. 더구나 기업별 노사관계의 역기능이 확대되어 임금인상, 근로조건, 구조조정을 둘
러싼 노사갈등이 기업 내부에 응축되어 있다. 현장 장악을 둘러싸고 작업장 수준에서 빚어
지는 노사대결이 늘 잠재하기 때문에 신뢰에 기반한 노사간 작업장 혁신의 타협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현장 기능직들의 협력을 구하기 어려운 이러한 구조로 인해 중ㆍ대기업에
서도 작업장 혁신의 다양한 실험 및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지체 혹은 왜곡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사회적 혁신으로서 작업장 혁신은 중소기업에서는 물론이고 중견
ㆍ대기업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 선진 작업장 혁신과 best practices에 대한 선택적 적용

외국이나 국내의 작업장 혁신 사례 특히 best practices와 관련하여 국내 상당수 기업들
은 이를 통합된 체계나 패키지로서 적용하는데 실패하였다. 개별 관행들을 유행에 따라 선
택적으로 그리고 기술적 요소만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국내외의 작업장 혁신 관련
best practices들이 성공적으로 실험되지 못하였다. 즉, best practices가 담고 있는 작업장
혁신 가능성이 각 기업의 사정에 맞게 재설계되어 충분히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발휘되도
록 하는 현지화 전략이 체계화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현장의 작업조직, 생산체
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인식하여 작업시스템 내부의 구성요인들의 관계와 작동원리를 치
밀하게 분석하고, 작업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화,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시각과
전략을 갖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라. 과학적 관리 전통의 취약

우리의 산업화가 압축성장형이었기 때문에 작업조직도 선진국들이 경험한 경로를 따라
장인적 전통의 수공업 - 테일러주의 - 포드주의 - 린생산방식/유연하고 참여적 생산방식
등으로 시간적으로 일정한 순서에 따라 발전해 온 것이 아니었다. 우리의 작업조직은 미국
의 테일러주의적 대량생산방식,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일본의 린생산방식, 유연하고
참여적 생산방식 등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어느 것도 보다 순수하고 철저한 형태로 실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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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이들의 요소가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혼합형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다.
상당수 대기업들은 엔지니어링 기술에 기반을 두고 대량의 표준 생산방식의 기반이 되
는 직무분석, 직무설계, 직무평가 등 과학적 관리 기법들을 적용하는 노력을 해 왔다. 그러
나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직무와 노동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관리기법을 발전시키거나 작
업조직 설계에 대한 효율화를 실행할 만한 역량을 결여하고 있다. 경험적 노하우에 의존하
는 비체계적 생산관리가 대개의 경향을 설명한다. 중소기업들의 노동력의 활용에 일정한
유연성이 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중소기업 경영진들의 의도적인 유연화 전략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작업에 대한 과학적 관리를 위한 분석과 접근을 하지 않고 대략
경험과 임기응변에 의존하여 접근해 왔기 때문이다. 횡적 (직종별) 노동시장의 미발전, 중
ㆍ대기업 내부노동시장의 발전으로 횡적 노동시장의 기반이 되는 노동자 내부의 숙련 차
이, 숙련형성, 직무별 임금체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노동자들의 직업적 정체성은 기업 정
체성에 비해 크게 미발달 상태이다. 직무평가에 따른 임금수준의 결정, 직무에 따른 임금
과 직무영역 구분 등이 체계화되지 못함에 따라 작업조직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기반 역
시 취약하다.

마. 대기업ㆍ중소기업 간의 심각한 격차

대기업들은 외국의 앞선 기술과 작업조직에 대한 노하우를 학습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하
여 적용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작업조직을 합리화하고 혁신해 왔다. 수출주도
산업화의 국가 기조속에서 성장을 거듭해 온 대기업들은 외국의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
이 벌어지는 해외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이는 작업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혁신 노력과
자연스레 연계되었다. 중소기업들도 국내외에서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으나 현장 작
업조직의 합리화와 혁신의 구체적인 방법을 추구할 정도의 인적, 재정적 역량과 여유를 갖
지 못하여 작업장 혁신이 지체되어 왔다. 중소기업에서는 사용자들이 작업조직 개편을 통
한 작업장 혁신이 가져올 영향력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다.

즉 생산성과 효율 향

상, 품질개선, 납기단축, 유연성 확보, 고객맞춤형 생산에 작업장 혁신이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나 전략이 부재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소기
업의 사용자들은 작업조직의 재조직화와 혁신을 위해 필요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엔지니
어나 숙련된 현장관리자들을 육성하는데 그다지 적극성을 띠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경험
과 능력을 갖춘 엔지니어나 현장관리자를 확보하는 것이 어느정도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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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족하여 이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이들의 잦은 이동을 막지 못함으로써 작업장혁
신을 추진할 인력을 안정화하지 못하는 것도 중소기업 혁신지체의 한 원인이 된다.
무엇보다 수직 계열화에 포섭된 다수 중소기업의 경우 단기 거래에서나 가능한 대기업
의 비용 위주 거래압력으로 인해 저비용 전략을 만성화하게 되고 작업장 혁신의 구체적인
동기를 갖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혁신역량을 축적하지 못하는 일종의 악순환의 고리에 들
어갈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들에서 보이는 작업장 혁신의 지체는 역으로 제도적 지원이나 기업간 공정거래
관련 규제 등이 주어질 경우 작업장 혁신과 그에 따른 경쟁력 강화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바. 작업장 혁신과 노동생활의 질 사이의 불균형

국내기업에서 기술혁신을 포함한 작업장 혁신은 당연히 기업경영진이 주도해 왔다. 기업
들은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그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무엇인가 보다 싸
게 생산할 수 있거나, 혹은 단위 시간당 생산량을 늘리거나, 더 좋은 품질의 상품을 생산
하거나, 고객에게 빨리 상품을 만들어 전달해 주거나, 고객이 원하는 사양에 맞추어 주는
방식 등 새로운 경쟁력 우위를 모색해 왔다.
노동조합들은 임금 등 분배되는 몫을 키우는데 주로 관심이 집중되어 작업장 변화에 참
여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지 못했다. 작업조직 개편을 교섭의제로 채택하지 못하고 경영
진의 주도성을 묵인함으로써 노조는 작업장 변화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노동생활의 질
(quality of working life) 의제를 제기하는 데에도 실패하였다. 즉 기업 경영진 주도의 작
업장 혁신 속에 노동생활의 질이 상대적으로 무시됨으로써 양자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했
다. 중ㆍ대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된 작업조직 혁신은 작업조직과 생산시스템의 효율화를 의
미했고, 근로자들은 그 결과를 임금인상, 기업복지개선 등을 통해 일부 공유하였다. 그러나
노동시간의 단축, 근로자 친화적 근로시간의 유연화, 보건 안전을 비롯한 작업환경의 개선,
인간공학을 이용한 물리적 힘 소요작업의 완화, 중고령 인력을 위한 배려 등 생산시스템의
효율화와 함께 교섭되어야 할 작업장에서의 노동의 질 관련 의제는 대개의 경우 교섭의
수면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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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 작업장 진단과 작업장 혁신의 성과

1. 국내 작업장 진단
가. 설문조사 개요 및 자료의 구성
이 장은 한국노동연구원의 2007년 제2차년도 사업체패널조사의 부가조사로 기획된 “한
국 사업체의 작업장 혁신실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2007년 제2차년도 「사업체패널조
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08년에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2007년 말을 기준으로 조사를 했
기 때문에 2007년 「사업체패널조사」라고 부른다. 「사업체패널조사」 본 조사에 붙여
‘작업장 혁신’이라는 주제로 부가조사를 함께 실시하였다. 「사업체패널조사」는 한국노동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승인번호 33603)로서, 2006년 새로 구성된 조사 표
본에 기초하여 격년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조사는 전국 30인 이상 사업체를
모집단으로 전국의 대표성 있는 1,500개 표본 사업체를 층화ㆍ추출하여 조사한다. 이 조사
는 재무현황과 고용현황에 관련된 기본정보 설문을 포함, 인사담당자 조사, 노무담당자 조
사, 그리고 근로자대표 조사 등으로 상당히 상세한 사업체의 고용, 인사관리, 노무관리, 노
동조합,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에 관해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면접원이 응답대상자를 직
접 방문하여 컴퓨터를 활용한 개별대면 면접방식(CAPI)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고용 및 재
무 현황에 대하여는 우편조사나 웹조사 방식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어 조사된 자료가 다
른 실태조사 자료 보다 훨씬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농림어업 및 광업을 제외한 상용근로자 30인 이상의 전 사업체를 모집단으로 민간부문
1,610개를 추출하고, 1차 년도에 조사했던 공공부문 300개 중에서 134개를 추출하여 총
1,744 개의 사업체를 최종적인 목표 표본크기로 설정하고 조사했다. 본 조사의 데이터는
전체 표본의 70%인 1,221 개 사업체로 이는 전체 데이터를 무작위로 추출한 결과이며, 그
중 작업장혁신부가조사의 대상인 100인 이상의 사업체 800개가 최종 사용되었다.
2007년 작업장 혁신 부가조사의 표본 크기는 800개로 별다른 언급이 없을 경우 표본조
사에 사용된 추출기법에 따라 부여된 가중치를 사용하여 각 변수에 대해 모집단의 성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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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근사한 분포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작업장 혁신조사에 사용된 800
개의 사업체는 100인 이상의 규모에 국한되어 있다. 이는 작업장 혁신 정책의 적용에 있어
그 정책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체계를 갖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체계를 갖춘 사업체를 가름할 요건은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사업체의 고용규모 100인 이상인지의 여부로 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100인 미만의 사업체
를 작업장 혁신 부가조사의 시범조사에 포함시켜 본 결과, 혁신 프로그램 적용 등 작업장
혁신을 추진할만한 자체역량이 부실함이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의 여러 구체적인
질문에 내실있게 응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의 판단을 일정하게 확인하여 주었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신뢰도를 가능한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100인 이상의 사업체만을 부가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다.
<표 Ⅱ-1> 기업규모별 분포 (weighted)
(단위: %)

규모별

산업별

노조유무별

구분

빈도(%)

500인 미만

90.18

500인 이상

9.82

제조업

37.55

비제조업

62.45

무노조

56.97

유노조

43.03

전체

800(100.0)

표본의 간단한 분포는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다. 기업규모 별 분포는 100이상 500인 미
만이 90.18%, 500인 이상이 9.82%로, 조사대상 업체 중 절대다수는 100인 이상 500인 미만
에 속한다. 또,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37.53%로 다수를 차지하고, 100인 이상 표본기업의
43%는 유노조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주요 변수 기초 통계

작업에 대한 연구(work study)는 기본적으로 작업방법 연구와 작업측정으로 구성된다.
작업방법은 재료, 설비, 인력의 가장 효율적 활용방법에 관한 것이고, 작업측정은 작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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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과 내용을 측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작업방법 연구는 비용을 줄이고, 쉽고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수단으로서 기존의 작업방법 혹은 새로운 작업방법을 하는데
따른 요인들과 자원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비판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작업
측정은 자격을 갖춘 노동자가 일정한 수준의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
는데 필요한 시간을 정하기 위해 고안된 테크닉의 적용으로 정의된다(Currie and Faraday
1977). 작업방법 연구는 작업측정의 도움을 받아서 설비와 공장의 가장 효과적인 활용, 인
간 노력의 가장 효과적인 사용을 목표로 한다. 작업측정 테크닉은 인간노동에 대한 평가를
그들의 목적으로 하면서도 작업계획, 일상적인 통제의 효과성을 높이고 사업체의 인력수준
을 정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를 제공하며, 또는 재무적 인센티브를 위해서도 사용된다. 작업
방법 혹은 작업공정연구는 기본적으로 일을 좀 더 잘 하는 방법을 찾아 불필요한 작업을
제거하고 피할 수 있는 지연을 피하며, 다른 형태의 낭비를 제거함으로써 효율을 개선하고
자 한다. 이런 작업공정 혹은 작업방법에서의 효율 개선은 (1) 공장, 공장설비나 작업장의
배치(layout)와 설계, (2) 작업절차, (3) 자재, 설비, 장비, 인력의 사용, (4) 노동환경, (5) 최
종제품의 설계나 세목들을 개선하거나 바꿈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Currie and Faraday
1977, 60).
그리고 구체적으로 작업방법연구를 위해 어떤 환경에서건 이용될 수 있는 기본적 적용
틀이 있다. (1) 연구할 대상의 선택, 현재의 작업방법 혹은 미래의 작업방법에 관한 관련사
실의 기록 (2) 관련 사실들을 비판적이고 차례대로 조사하기 위한 과정흐름도의 작성, 시
간표의 작성 및 움직임의 길 기록을 위한 다이어그램과 모델 (3) 목적, 수단, 장소, 순서,
사람들에 대한 질문을 통해 현재의 사실을 비판적으로 조사해 보고 대안적인 방법, 개선방
업을 찾는 것이다.
<표 Ⅱ-2> 직무의 특성
직무의 단순반복화
․
정도

직무의 표준화 정도
구분

빈도(%)

구분

빈도(%)

매우 높음

18.83

매우 단순 반복적임

7.4

약간 높음

37.58

약간 단순 반복적임

32.17

보통

41.06

보통

51.82

약간 낮음

1.82

별로 단순 반복적이 않음

5.55

매우 낮음

0.72

거의 단순 반복 없음

3.05

전체

100.0

전체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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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2007년 사업체 패널조사 작업장 혁신 부가조사에서는 본격적인 작업방법연
구에 따른 다양한 방식에 따라 설문이 설계되지 않았다. 다만 이런 작업연구와 관련되어
작업에 대한 과학적 관리를 위한 접근, 작업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에 관한 몇 가지 질
문을 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직무표준화, 직무의 단순반복 여부, 작업과정의 자동화, 작업
량과 품질관리 정도, 직무분석과 각종 공정개선프로그램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작업장 혁신 여부를 떠나 작업의 조직방식이 어느 정도 과학적인 관리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테일러주의적 과학적 관리에 의거한 공정합리화의 주된 특징으로서

직무 표준화와 단순화반복화에
․
관한 통계가 위의 <표 I-2>에 정리되어 있다. 직무의 표
준화가 매우 높은 기업의 비율이 18.83%, 약간 높은 기업의 비율이 37.58%로서 작업과정

의 표준화 정도가 높다는 응답이 약 56.4%에 이른다. 직무의 단순화반복화
․
정도가 매우
높다는 기업의 비율이 7.4%, 약간 높다는 기업의 비율이 32.17%로 약 40%에 해당하는 기

업이 작업방식의 특성을 단순 반복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는 한편, 작업이 단순 반복적이지
않다는 응답 역시 매우 낮아 약 8%로 나타나고 있다. 과반수에 이르는 사업체(51.8%)는
작업의 복잡성과 단순성의 스펙트럼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Ⅱ-3> 작업과정의 자동화 정도
(단위: %)

구분

전체

제조업

비제조업

매우 높음

10.79

18.16

6.36

약간 높음

30.29

42.16

23.15

보통

52.49

35.73

62.58

약간 낮음

3.42

2.46

4

매우 낮음

3.01

1.5

3.92

전체

100.0

100.0

100.0

직무의 합리화와 일정한 관련이 있으며 최근 작업조직의 성격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
를 가지고 있는 자동화 정도를 조사하였다. 전체 표본에서는 자동화가 매우 높다는 기업이
10.79%, 다소 높다는 기업이 30.29%로 나타나고 있어서 자동화가 진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연한 결과지만 작업과정의 자동화는 제조업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에서 자동화가 매우 높다는 기업의 비율이 18.16%, 약간 높다는 기업의 비율이 42.16%인
데, 비제조업의 경우에는 각각 6.36%와 23.15%로 나타나고 있다. 작업과정의 자동화 정도
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외국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최신 기계를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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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존 작업공정을 굳이 개선하거나 혁신하지 않고도 몇 단계를 뛰어 넘을 뛰어넘는 작
업과정의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있다. 이것은 최신의 자동화된 설비를 들여옴으
로써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들여온 방식으로서 자동화 설비 도입에 의한 작업
과정 혁신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기존의 작업과정을 합리화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직무의 표준화를 통해 자동화할 수 있는 기초작업을 해 놓고 이를 바탕으로 내부적으로
작업과정을 자동화하는 방식이다.

<표 Ⅱ-4> 작업공정의 관리 정도
(단위: %)
작업량 관리 정도

품질통제 정도

구분

빈도(%)

구분

빈도(%)

매우 철저함

20.39

매우 철저함

24.56

약간 철저함

34.99

약간 철저함

41.92

보통

40.29

보통

31.98

덜 철저함

2.19

다소 느슨함

1.5

외부 주문에 의해 결정

2.14

매우 느슨함

0.04

전체

100.0

전체

100.0

작업방식의 형태와는 별도로 작업과정과 작업결과를 통제하기 위한 작업공정의 관리체
계화 정도가 위의 <표 Ⅱ-4>에 정리되어 있다. 작업량 관리가 매우 철저하다는 기업이
20.39%, 약간 철저하다는 기업이 34.99%이고, 품질통제가 매우 철저하다는 사업체가
24.56%, 약간 철저하다는 사업체가 41.92%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할 수는
없으나 작업량 관리가 철저하다는 사업체가 55.38%에 이르고 품질통제가 철저하다는 사업
체는 66.48%에 달하여 품질관리가 작업량 관리보다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작업량과 품질관리에서 느슨하거나 불철저하다는 비율은 각각 4.33%, 1.54%
로 매우 낮아 대부분의 사업체들이 작업량 관리와 품질에 대한 통제에서 적지 않은 노력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보통이라는 응답도 각각 40.29%, 31.,98%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아직도 많은 사업체들이 충분한 정도로 작업량 관리, 품질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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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직무분석과 용도: 최근 5년간
(단위: %)
A. 직무분석 실시 여부
구분

빈도(%)

직무분석 실시 및 직무기술서 작성

33.7

직무분석 실시 및 직무기술서 작성하지 않음

18.65

직무분석 미실시

47.65

전체

100.0

구분

빈도(%)

B. 직무분석의 주된 용도

소요 인력 산정

15.28

인력 합리화

26.22

공정 및 업무의 합리화

38.18

숙련향상

5.83

새로운 직무정의 및 직무의 전문화

14.5

전

체

100.0

위의 <표 Ⅱ-5>에서 작업공정 합리화의 주요 수단인 직무분석의 실시 정도와 주된 용
도를 보면 최근 5년간 직무분석을 실시한 사업체가 52.35%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공정
및 업무합리화를 위해 직무분석을 실시한 사업체가 38.18%, 새로운 직무정의 및 직무의
전문화를 위해 직무분석을 실시한 사업체가 14.5%이고, 나머지는 인력 산정이나 인력의
합리화, 그리고 숙련향상 등을 위해 직무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직
무분석을 실시했으나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체가 18.65%, 그리고 아예 직무분
석을 실시하지 않은 곳도 46.65%나 되어 공정합리화, 직무의 재정의와 전문화, 소요인력산
정 등을 위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표 Ⅱ-6> 개선 프로그램
항목

평균

제품생산공정/서비스제공방식/업무수행방식의 개선

0.82

고객차별화 서비스 도입

0.7

부품/중간재/제품의 물류체계 개선

0.69

신기술/신기계 도입 등 기술 개선

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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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제품생산공정, 서비스 제공방식, 업무수행방식 개선 프로그램, 고객차별화,
부품ㆍ중간제ㆍ제품의 물류체계 개선, 신기술ㆍ신기계 도입 등 기술개선을 실시한 기업의
비율들을 살펴보자. 제품생산공정, 서비스 제공 방식, 업무수행방식을 개선한 사업체는
82%, 고객차별화 서비스를 도입한 사업체는 70%, 부품ㆍ중간재ㆍ제품의 흐름과 물류체계
를 개선한 사업체는 69%, 신기술ㆍ신기계 도입 등 기술 개선은 81%의 사업체에서 실시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큰 범주에서 작업조직의 개선 혹은
혁신의 내용을 갖고 있는 다양한 개선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데 대한 성과가 어떠했는지
알지 못했다.
라. 작업조직의 기능적 유연성
기능적 유연성은 기업들이 다기능화, 팀작업, 직무디자인이나 작업조직의 변경에 기반해
작업장을 내부적으로 재조직함으로써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수요변동을 조정하는 것을 의
미한다. 기능적 유연성은 주로 비정규직이나 아웃소싱 등에 의존하는 수량적 유연성과는
구분하여 사업체 내부에 고용한 정규직 인력의 사용과 관련되어 있다.
<표 Ⅱ-7> 직무순환의 범위
(단위: %)
구분

전체

비제조업

제조업

직무순환 없음

31.1

37.63

20.24

작업팀(반) 내

12.8

5.83

24.38

작업팀(반) 간

13.23

7.62

22.55

6.29

5.9

6.92

36.59

43.01

25.92

100.0

100.0

100.0

과간
부서 간
전체

기능적 유연성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직무순환의 범위(다수직종1) 대상)가 위의 <표
Ⅱ-7>에 정리되어 있다. 직무순환이 없는 사업체가 31.1%이고, 작업팀(반) 내에서만 직무
순환이 이루어지는 사업체가 12.8%이고, 나머지 56.1%는 작업팀(반)을 넘어선 직무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직무순환은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조
1) 여기서 다수직종은 해당 사업체의 직종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수가 가장 많은 직종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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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비제조업에 비해 작업팀 내 직무순환과 직업팀간 직무순환의 비율이 높고 부서 간
직무순환의 비율은 낮다. 같은 맥락에서 직무순환을 실시하지 않는 업체의 비율은 비제조
업보다 제조업에서 상대적으로 낮다.
<표 Ⅱ-8> 다기능화
(단위: %)
다기능화 추진 여부

다기능화의 주된 방안

예

29

직무순환

62.2

아니오

71

다기능화 교육

31.84

기능맵

1.99

사내외 자격취득 장려

3.97

전체

100.0

전체

100

기능적 유연성 확대의 또 하나의 필수요소인 근로자들의 다기능화 추진 정도가 <표Ⅱ
-8>에 정리되어 있다. 약 29%의 사업체에서 근로자들의 다기능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비율은 앞서의 직무순환 비율보다 낮아서 체계적 다기능화 조치 없이 직무순환을 실시하
는 사업체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다기능화의 주된 방법(62.2%)은 주로
직무순환에 의존하고 있어 다수의 사업체가 직무수행을 통한 비공식적 다기능화를 추진하
고 있었다. 다기능화를 추진하는 사업체의 31.8%에서는 다기능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의도적인 다기능화 노력은 기능맵, 사내외 자격취득 장려를 포함해서 다기능화 추진 사업
체의 37.80%에 이르고 있어 낮은 편이라 할 수 있겠다.
<표 Ⅱ-9> 배치전환 결정방식
(단위: %)
구분

빈도(%)

경영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16.56

해당 근로자와 협의한다

41.96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다

11.51

해당 부서의 근로자대표들과 협의한다

23.65

해당 부서의 근로자대표들과 합의한다

2.44

배치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3.87

전체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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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유연성의 또 다른 지표는 전환배치인데, 여기서는 작업량 불균등으로 인한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배치전환이 결정되는 방식을 <표 Ⅱ-9>에 정리했다. 경영진이 일
방적으로 결정하는 사업체가 16.56%,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는 사업체가 41.96%, 해당 근
로자와 합의하는 사업체가 11.51%를 차지하고 있어 약 53.51%가 해당 근로자와 합의 혹
은 협의를 통해서 일정한 동의나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서 배치전환을 결정하고 있었
다. 개별 근로자의 교섭력이 제한적이어서 근로자대표조직과 논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상 경영진의 의사가 관철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면 전체 조사대상사업체의 70.03%에서는
경영진의 의사에 따라 배치전환이 이루어진다고 간주할 수 있다. 나머지 사업체들은 근로
자대표와 협의(23.65%), 혹은 합의(2.44%)를 해야만 하거나, 배치전환이 사실상 불가능
(3.87%) 정도의 분포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는 경우는 사실상
배치전환이 어려울 수 있으며,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는 경우에는 배치전환이 일정하게 제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에서는 배치전환이 노조나
근로자들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는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 자동차와 같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장에서 노조에 의해 배치전환이 저지된 사례는 위
의 조사결과에 비추어 보면, 배치전환이 불가능하거나 노조와 합의를 거쳐야만 되는 경우
로 전체 사업체의 7.31%에 해당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Ⅱ-10> 일시적 제품서비스
․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방식
항목

평균(표준편차)

가동률 높임

0.40 (0.49)

작업속도 높임

0.25 (0.43)

잔업 특근 증가

0.56 (0.5)

비정규직 추가 활용

0.17 (0.38)

인력재배치

0.26 (0.44)

도급계약 확대

0.04 (0.19)

주: 복수응답 가능

기업들이 일시적 제품·서비스 수요의 증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가
장 흔히 쓰는 방법(56%)이 잔업이나 특근을 늘려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근로자들도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통해 소득을 올리는 우리의 장시간 관행과 연계되어 있다. 노동시
간의 연장은 1일 24시간 가운데 근로자들의 수를 늘릴 필요도 없이 기존 기계, 장비와 설
비를 오랜 시간 가동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적은비용으로 기계와 설비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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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높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된다. 그 다음으로 높은 것(40%)이 사업체의 가동률을
높이는 방법이었다. 그 외에도 인력을 재배치하여 기업 내부에서 덜 나쁜 곳에서 더 바쁜
곳으로 인력을 보내 바쁜 곳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작업속도를 높이는 방법이었
다.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경우나 17.0%나 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결합하여 활용하
는 경우 기업들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일시적 증가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
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Ⅱ-11> 제품서비스
․
수요의 일시적 감소에 대한 대응방식
항목

평균(표준편차)

가동률 낮춤

0.41 (0.49)

작업속도 감소

0.20 (0.40)

잔업축소, 주말특근 축소

0.52 (0.50)

비정규직 활용 축소

0.20 (0.40)

도급 용역 외주계약 해지

0.05 (0.22)

휴가 또는 휴직의 사용

0.13 (0.34)

잉여인력 교육훈련

0.11 (0.31)

일시휴업

0.02 (0.15)

정규직 고용해지

0.01(0..11)

역으로 제품서비스
․
수요의 일시적 감소에 대해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알아보
았다. 마찬가지로 기업들은 잔업과 특근의 조정을 통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활용하는 비
율이 52.0%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가동률 조정(41.0%), 작
업속도 조정(20.0%), 비정규직 활용 축소(20.0%) 등도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 그 외

에 잉여인력을 교육훈련(11.0%)함으로써 나중에 대비하는 중장기 대비형도 있고 휴가휴
․
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비율도 13.0%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제품ㆍ서비스 수요의 증감에 대응하여 가장 주되게 사용하는 수
단은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이며, 그 다음이 기업의 가동률 조정, 작업
속도 조정을 통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장시간 노동관행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한국
에서 기업들이 수요의 증감을 주로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늘림으로서 대응하는 것은 적지
않은 유연성을 주고 있다.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갖는 기능적 유연성을 보다 종합적으로 그리고 분석적으로 살펴
보자. 앞에서 살펴본 기능적 유연성을 직무순환, 배치전환, 다기능화 추진 등 세 가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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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 기능적 유연성을 정의한다고 할 때 한국기업들은 얼마나 기능적으로 유연한
가를 알아보았다.
<표 Ⅱ-12> 기능적 유연성의 유형 구분
구분

빈도(%)

없음

83.05

있음

16.95

전체

100

기업들이 작업팀 이상의 범위에서 직무순환, 배치전환 시 노조와의 협의나 합의를 거치
지 않음, 근로자들의 다기능화 추진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기능적 유연성이 존재하
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 결과 위의 표와 같이 세 가지 조건의 동시 충족이라는 약간 높은
조건에 비추어 사업체들의 기능적 유연성 정도를 측정한 결과 16.95% 정도의 사업체만이
기능적 유연성을 제대로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3.05%의 사업체들은 기능적 유연성
을 충분히 갖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사업체들의 기능적인 유연성 가운데 다기능화
의 비율이 가장 낮은 29%에 머문 반면, 작업팀(반)을 넘어선 직무순환의 비율은 56.1%로
높은 편이며, 배치전환이 자유로운 사업체의 비율은 70.0%로 기능적 유연성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사업체들이 부분적으로는 기능적
인 유연성을 갖고 있으나 보다 전체적으로 기능적 유연성을 가진 사업체의 비중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마. 작업장 수준의 근로자 참여와 자율성
(1) 자주적 품질관리
<표 Ⅱ-13> 품질관리제도의 도입 현황
항목
6-시그마

기타 품질관리
제도

구분

빈도(%)

구분

빈도(%)

미도입

80.52

둘 다 미도입

62.7

도입

19.48

하나만 도입

24.26

전체

100.0

둘 다 도입

13.04

미도입

69.14

전체

100

도입

30.86

전체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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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그마와 기타 품질관리제도를 얼마나 도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6시그마를 도입
한 사업체의 비율이 19.48%, 기타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한 사업체의 비율이 30.86%로 나타
나고 있다. 6시그마와 기타 품질관리제도를 동시에 도입한 사업체의 비율은 13.04%, 그 중
하나만 도입한 사업체의 비율은 24.26%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품
질관리제도를 도입한 사업체의 비율이 37.3%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아직도 62.7%에 이르는 사업체들이 품질관리를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하는 제도를 도입하
지 않고 있다.

<표 Ⅱ-14> 직접생산자의 품질관리 담당 정도
(단위: %)
구분

빈도(%)

품질문제는 전담부서에서 담당하고 직접생산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음

18.23

담당공정에 필요한 부품의 품질만 책임

27.45

자신이 담당하는 공정의 재공품(work in process)에 대한 품질까지 책임짐

38.49

완성품의 품질에 대해서도 책임

13.77

품질관리의 통계자료 수집도 담당

2.06

제조업을 중심으로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근로자들이 품질관리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
는지를 조사했다(<표 Ⅱ-14>). 자기가 담당하는 공정의 제품 품질 이상을 책임지는 담당하
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직접생산자의 품질관리 정도를 측정해보면, 54.32% 정도의 사업체에
서 직접 생산자의 자주적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자신이 담당하는 공정의 재공품
품질까지를 담당하는 사업체의 비율이 38.49%, 완성품의 품질까지 담당하는 사업체의 비율
이 13.77%, 품질통계 자료도 수집하는 사업체의 비율이 2.06%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직접 생산자들이 품질관리를 책임지는 정도가 일본보다는 낮지만, 다른 유럽국가들
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생산자가 품질관리를 부분적으로만 책임
지거나 품질관리 부서에서만 책임을 지는 비율도 45.68%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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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5> 다수직종의 품질관리 담당 정도
(단위: %)
구분

전체

전혀 담당하지 않음

12.9

품질관리팀을 보조

35.86

대부분 담당

45.37

전적으로 담당

5.87

다수 직종 근로자들이 얼마나 품질관리를 담당하는지를 알아보았다(<표 Ⅱ-15>). 다수
직종의 근로자들이 품질관리를 전혀 담당하지 않는 사업체의 비율이 12.9%, 품질관리팀을
보조하는 정도로 품질관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체의 비율이 35.86%에 달했다.
품질관리를 대부분 담당하는 것을 기준으로 자주적 품질관리를 정의할 경우, 약 51.2%의
사업체가 자주적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같은 사업체 패널조
사의 다른 설문에 대한 응답으로부터 나온 앞의 <표 Ⅱ-14>의 결과와 일관되며, 큰 차이
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35.9%의 사업체에서 다수 직종의 근로자들이 품질관리에서
품질관리를 보조하는 정도를 벗어나 좀 더 큰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과제를
남겨주고 있다.
<표 Ⅱ-16> 품질관리의 개선 노력
(단위: %)
품질관리에 대한 충분한

품질관리 DB자료를

교육훈련

체계적으로 활용

전혀 그렇지 않음

3.53

3.75

5.13

그렇지 않은 편

4.96

4.83

7.59

그저 그러함

32.87

38.07

41.8

그런 편

43.63

41.25

35.87

매우 그러함

15.01

12.09

9.62

전체

100.0

100.0

100.0

구분

목표달성에 대한 보상 존재

품질관리의 개선 노력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표 Ⅱ
-16>). 품질관리에 대한 충분한 교육훈련을 하고 있는 사업체가 58.64%에 이르고 있어 비
교적 높은 비율로 품질관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품질관리를 위한 DB자
료를 체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전체의 53.34%, 품질관리의 목표 달성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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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보상 등 인센티브가 있는 경우가 45.49%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품질관리 교육
훈련, 품질관리 DB자료 체계적 활용, 품질관리 목표달성에 대한 보상 등에서 33%～42%에
이르는 사업체들이 ‘그저 그러하다’고 답변해서 대략 제도는 형식적으로 존재하지만, 실제
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표 Ⅱ-17> 품질관리의 핵심 주체
구분

빈도(%)

현장근로자(생산직, 서비스직)

36.36

품질관리팀

31.07

현장감독자

14.82

기술전문직

12.22

기타

5.54

전체

100.0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핵심주체가 누구인가를 알아보았다(<표 Ⅱ-17>). 품질관리의 주체
가 현장근로자라고 응답한 사업체의 비율은 36.36%로 나타나 낮은 비율이라고 할 수는 없
다. 그러나 품질관리를 여전히 품질관리팀의 업무로 인식하는 사업체의 비율이 31.1%, 현
장감독자의 업무로 인식하는 사업체의 비율이 14.8%, 혹은 엔지니어나 전문직들의 업무로
보는 비율이 12.2%가 되어 현장의 생산직이나 서비스직 근로자들이 품질관리에서 보조적
이거나 혹은 별다른 역할을 맡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앞의
<표 Ⅱ-15>에서 다수 직종 근로자들이 자주적 품질관리에서 맡고 있는 사업체 51.2%와
비교하여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현장 근로자들이 품질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품질관리팀이나 현장 감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별도로 표를 만들지는 않았으나 자주적 품질관리제도의 실질적 운영과 관련하
여 6시그마나 다른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고(42.26%), 다수 직종 근로자들이 품질관
리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 자주적 품질관리의 실질적 운영으로 규정
하는 경우 자주적 품질관리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의 비율은 전체 사업체의
15.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면에서 품질관리제도의 도입만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내실있게 품질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면에서 현장 근로자들이
자주적 품질관리의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업체의 비율은 전체의 15.7%에 불과
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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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8> 소집단활동 현황
구분

빈도(%)

도입

74.66

미도입

25.34

전체

100

<표 Ⅱ-19> 소집단활동 참여
참여 범위
구분
주로 고참근로자/
감독자급으로
일반 사원도 비슷한
비중으로

참가 근로자 비중
빈도(%)
9.63

64.73

주로 일반사원으로

25.64

전체

100.0

소집단활동의 기여도

구분

빈도(%)

구분

빈도(%)

20% 미만

48.17

전혀 도움 안됨

4.7

20-40%미만

20.77

도움이 안되는 편

3.59

40-60% 미만

12.61

보통

39.27

60-80%미만

6.64

도움이 되는 편

48.3

80-100%미만

6.35

매우 도움이 됨

4.13

100%

5.47

전체

100.0

전체

100.0

공정개선 소집단활동 - 공정개선 활동에 근로자들이 소집단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참여
하는가가 <표 Ⅱ-18>과 <표 Ⅱ-19>에 나타나 있다. 공정개선을 위해 소집단활동을 실시
하고 있는 사업체의 비율은 74.66%로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정개선 소집단활동
중에서 일부 감독자나 선임근로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체는 9.63%로서 소수이고, 다
수의 사업체에서는 일반 근로자들도 참가하고 있으나 일반 사원 중심으로 소집단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은 25.64%에 머물고 있다. 참가 근로자의 비율이 20% 미만인 사업체가
48.17%로서 가장 높고, 20-40% 미만이 20.77%로서 전체 근로자의 40% 미만이 공정개선
소집단활동에 참가하는 사업체의 비율은 69.94%에 이르고 있고 80% 이상의 근로자가 소
집단활동에 참가하는 사업체의 비율은 11.82%에 머물고 있어 참가 근로자의 범위는 제한
적임을 알 수 있다. 근로자들의 소집단활동을 통한 문제해결이나 개선에 기여한 정도를 보
면, 52.43%의 사업체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소집단활동에 일반 사원들이 참여하는 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근로자들의 일부만 소
집단활동에 참여하며 소집단 활동은 문제해결이나 개선에 도움이 되는 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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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0> 제안제도 도입 여부 및 제안채택건수
․
구분

빈도(%)

항목

평균(표준편차)

도입

61.9

1인당 제안건수

10.91

미도입

38.1

1인당 채택건수

6.32

전체

100.0

제안제도 도입 - 제안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는 전체의 61.9%에 이르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제안제도를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인당 제안건수는
10.91건이었고 이 가운데 채택이 된 제안건수는 6.32건로 나타나 제안제도가 운영되는 곳
에서는 근로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제안건수가 올라오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Ⅱ-21> 실질적 제안제도: 근로자 1인당 1 개 이상의 채택건수
구분

빈도(%)

없음

64.82

있음

35.18

전체

100.0

사업체들의 제안채택건수가 근로자 1인당 1개 이상일 경우에 실질적인 제안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고 보면, 실질적인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비율은 35.18%로 나타나
고 있어 9개 사업체 가운데 5개의 비율로 실질적인 제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
러났다.
<표 Ⅱ-22> 직접부문 생산직의 기계설비 수리 및 보전 업무
구분

빈도(%)

보전파트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직접생산자는 담당하지 않음

13.45

보전파트가 대부분 담당하고 직접생산자는 보조

59.17

보전파트와 직접생산자가 거의 동등하게 책임

15.70

대부분 직접생산자가 보전업무를 담당

8.34

직접생산자가 전적으로 자신의 담당 보전업무를 책임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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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부문 생산직 근로자가 생산 이외에도 기계설비의 수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
는 사업체의 비율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보전팀과 직접 생산직 근로자가 거의
동등하게 책임지는 사업체가 전체의 15.7%, 대부분 또는 전적으로 직접생산자가 보전업무
를 담당하는 경우는 그보다 낮은 11.67%였다. 따라서 직접 생산직 근로자가 기계 설비의
수리나 보전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27.37%였다. 직접 생산직 근로자가 보전업무를 포함
하여 다기능화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전업무는 생산업무 보다 높은 숙년
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교육과 훈련을 전제로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작업 현장
에서는 직접 생산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만이 아니라 기계 설비의 수리와 보전업무
를 수행하기 위한 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Ⅱ-23> 비일상적 문제 발생 시 문제해결 참여 정도: 다수직종
구분

전체

비제조업

제조업

전혀 참여하지 않음

10.26

11.04

8.97

별도의 문제해결팀 보조

29.95

22.26

42.72

상당부분 담당

55.02

61.08

44.93

전적으로 담당

4.77

5.61

3.38

100.0

100.0

100.0

전체

일상적인 문제 이외에 특수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수 직종의 작업자가 그 문제를 해
결하는데 참여하는 정도는 상당부분 참여가 58.5%, 전적으로 담당하는 경우가 4.8%가 되
어 전체적으로는 63.3%의 사업체에서 다수 직종의 작업자가 문제해결에 참여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다수 직종 근로자들의 문제해결 참여 비율이 48.31%, 비제조업의 경우 그
비율이 66.67%로 비제조업에서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산업 부문별로 일정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표 Ⅱ-24> 실질적 소집단활동
구분

빈도(%)

없음

60.85

있음

39.15

전체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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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가 공정개선에 참여하고 공정개선 소집단활동이 문제해결 및 개선에 기여하
는 경우를 실질적 소집단활동으로 규정하는 경우, 약 39.15%의 사업체에서 실질적 소집단
활동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도 보듯이 사업체에서 공정개선이나 소집
단에 의한 문제해결의 제도나 관행의 존재만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들이 실제 역할을 얼마
나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사업체 가운데 일반 근로자들이 공정개선과 문제해결 및 개선
에 실제 역할을 하고 있는 비율은 크게 떨어짐을 알 수 있다.
<표 Ⅱ-25> 작업집단의 재량권
구분

작업방식

작업속도

신입사원 채용

구성원의 훈련 결정

전혀 없음

3.02

4.97

11.85

7.73

없는 편

29.38

27.06

44.78

35.11

있는 편

62.55

62.62

41.29

52.51

많음

5.06

4.45

2.09

4.66

전체

100.0

100.0

100.0

100.0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재량권 - 위의 <표 Ⅱ-25>에는 작업집단이 작업방식, 작업속
도, 신입사원 채용, 구성원의 훈련 결정 등의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지 측정하고 있다. 작업방식에 대한 재량권은 67.61%, 작업속도에 대한 재량권은
67.07%, 신입사원의 채용 및 집단 구성원의 훈련결정에 대한 자율성은 각각 43.38%,
57.17%의 사업체에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집단들이 각각의 항목에 대한 자율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26> 자율성이 높은 항목의 개수
구분

빈도(%)

0개

90.37

1개

5.37

2개

2.67

3개

0.83

4개

0.76

전체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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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가 통상 작업집단이 자율적 작업집단인가를 규정할 때 자율성의 수준이 상당
히 높은 경우를 자율적 작업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재량권이 상당히 보장된다는 것을 기준
으로 자율적 작업집단 여부를 규정하고 판단하는 경우, 우리나라 사업체들의 작업집단 중
자율적 작업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 사업체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즉, 자
율성이 높은 항목이 1개인 사업체의 비율은 5.3%, 2개인 사업체의 비율은 3.0%, 3개인 사
업체의 비율은 1.3%, 4 개인 사업체의 비율은 0.9%에 머물고 있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
다. 사업체들의 작업집단 가운데 자율성이 높은 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를 실질적인 자율
작업집단이라고 규정하면, 약 4.26%만이 자율 작업집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국내 작업조직의 유형과 작업장 혁신의 성과

가. 작업조직의 유형 구분

이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작업장 조직의 특성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국
내 작업조직의 유형화를 시도한다. 기존 미국, 서유럽 및 일본 등에서 작업조직 논쟁을 거
치면서 유형화된 작업조직은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이념형으로 나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작업조직 변화 혹은 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에 함의를 주는 작업장 조직
유형을 파악해 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작업조직의 유형에 따라 사업체의 특성과 요
구되는 지원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자율적 학습조직(유형1)이나 린생산방식(유
형2)에 속하는 사업체는 주로 체계적인 혁신사업체나 혁신선도사업체로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이들의 작업장 혁신경험이 조사, 발굴하고 분
석되도록 함으로써 작업장 혁신의 방법론 및 구체적인 적용 수단을 찾아 확산 방법을 모
색하는 것이다. 보다 집중적인 혁신노력과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경우는 테일
러주의 작업조직(유형3)과 비체계적이고 단순한 작업조직(유형4)을 지닌 사업장이다. 물론
이들 중에서도 혁신의 의지와 역량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조직과(비혁신 사업체), 자원 및
인적자원의 미비 등 여러 현실적 조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혁신을 시도했으나 지속적인 혁
신의 실패를 경험한 작업장, 혹은 혁신의 의지가 있으나 방법과 자원이 부족한 작업장을
선별하여 지원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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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7> 작업조직의 이념형적 유형구분

1) 자율형 학습조직(the discretionry learning forms of work organization): 작업과정의 근로자 재
량 권 인정, 학습과 문제해결 능력, 작업의 복잡도, 근로의 질에 대한 자가 진단, 자율팀
등을 근간으로 하는 조직. 즉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과 “자율팀조직
(discretionary team organization)”등을 내용으로 하는 socio-technical model에 기반. 독일
의 폭스바겐이나 한국의 경우 Y사등이 이 모델에 상당히 근접한 모델로 인식될 수 있음.
2) 린생산 작업조직: 팀워크웍, 다기능에 기반한 직무 순환, quality management, JIT;
강한 학습 의지와 작업자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강조 등 작업조직의 구성요소는 자율학
습 조직과 매우 유사. 그러나 계량적 방식에 의한 작업 통제에 대한 강력한 규범 설정과
작업의 집단적 성격과 작업 속도에 대한 강조가 맞물리는 생산방식으로 전반적으로 일에
대한 “통제적 자율성”의 메카니즘이 존재. 통제와 근로자의 창의성 고취 간 균형을 잡으려
는 사용자의 요구가 매우 강한 시스템. 이 경우 노조는 사용자의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인
정하고 약간의 견제를 하는데 그 역할을 제한하는 경우가 다수. 일본의 도요타 및 적기생
산방식을 취하는 대다수의 기업들과 한국이 L전자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음.
3) 테일러적 생산방식에 기반한 작업조직: 기계적 관료화에 기반한 작업조직. 자율성에 기
반한 학습조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 근로자의 작업과정상, 특히 작업방식에 대한 자
율성이 매우 낮고 작업의 단순성, 반복성, 개별성, 속도에 대한 통제 등을 그 특징으로
함. 최근의 테일러적 조직은 대개 이러한 테일러적 요소와 위의 두 생산방식의 특성을 선
별적으로 가미한 혼합형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음. 특히 팀워크나 직무 순환이 가미되는
방식으로 “유연한 테일러리즘(Flexible Taylorism)으로 지칭되기도 함. 그러나 팀워크는
의사결정상 자율조직을 가정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며, 직무 순환 역시 작업자의 자율적
학습에 기반하기 보다는 단순히 복수직무(멀티태스킹)의 수행 등으로 단순화되는 경향이
강함.
４）비체계적이고 단순한 유형의 작업조직: 여기에 속하는 조직은 대개 매뉴얼화되지 직무의
비공식적 작업 조직 방식으로 특징지워질 가능성이 큼. 작업 및 사업체 조직 역시 매우
단순하고 임기응변적인(ad-hoc) 성격을 띨 가능성이 높음.

위에서와 같은 4가지 유형의 작업조직은 다음과 같은 네 요소를 조합함으로써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작업장 합리화 수준

∘기능적 유연성의 활용 정도

∘작업팀 등 직무수행에 있어 재량권 자발적 팀웤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팀의 활용
∘노조 등 근로자대표에 의한 파트너십에 근거한 참여의 활성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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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국의 작업조직은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구상(conception)과 분리되는 실
행(execution)기능의 극대화를 위해 철저한 직무분석과 그에 맞는 작업공정의 합리화를 유
도하는 테일러적인 작업장을 구축하는 데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합리적ㆍ비체계적 작업장
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네 요소를 조합하여 작업조직 유
형 도출에 있어 가장 우선적인 작업은 비합리적인 체계성이 매우 떨어지는 작업조직을 우
선 구분해 내는 것이다.

(1) 합리성과 비합리성 혹은 체계성과 비체계성

이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개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이는 직무분석에 기반한 작
업표준화와 필요 생산량 및 품질을 얻기 위한 공정합리화 조치를 포함한다.
<표 Ⅱ-28> 작업조직의 합리성과 체계성에 관한 변수
0개 항목

1개 항목

2개 항목

3개 항목

4개 항목

5개 항목

%

30.16

28.87

17.96

8.80

9.22

5.00

누적 %

30.16

59.02

76.98

85.78

95.00

100.0

5개의 변수는 공정개선/ 실질적 직무분석 실시/ 작업표준화/ 작업량에 대한 통제/ 품질
에 대한 통제로, 5개의 변수를 모두 더해 보았을 때, 모든 항목을 다 시행한 작업장은 5점
을, 어떠한 조치도 시행하지 않은 작업장은 0점을 얻게 된다. 여기에서는 이들 중 어느 하
나의 항목도 실질화하지 못한 (즉 0점을 얻은 경우를) 합리적·비체계적 작업장으로 정의하
였다. 이렇게 매우 관대한 조건을 적용했을 경우에도 체계성을 결여한 작업장은 위의 표가
제시하듯이 전체사업체의 30.16%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정개선, 실질적 직무분석
실시, 작업표준화, 작업량에 대한 통제, 품질에 대한 통제의 항목 등 가운데 어느 한 항목
도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가 전체의 30.16%를 차지한 것이다. 작업조직의 개선을 위해서
사실상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비합리적, 비체계적인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의 30.1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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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적 유연성

합리화된 작업장 중 실질적인 수준에서 기능적 유연화를 획득한 사업체와 그렇지 않은
사업체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능적 유연화의 수준이 낮고 표준화와 직무 간 경직적
분리 관행을 갖고 있는 작업장은 테일러적인 작업장이라 할 수 있고 시장의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작업장과 구분될 수 있다. 앞에서 소개했듯이 이 절에서
기능적 유연성은 직무순환/ 다기능/ 배치전환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존재하는 것으
로 측정한다. 즉, 작업팀 이상의 범위에서 직무순환이 이루어지고, 배치전환 시 노조와의
협의나 합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근로자들의 다기능화를 추진하는 경우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기능적 유연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구분할 경우 기능
적 유연성이 높은 경우는 전체의 16.9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자율팀

한편, 고도의 작업조직이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
과 팀이 가진 역량과 창의력, 지식 등을 자율적으로 풀어내 조직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기계적인 기능적 유연성을 보완할 중요한 요소 역시 작업조직 내에서 근로자들의 자율성
을 얼마나, 어떻게 끌어내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가 조직 내에 자율
팀과 품질관리팀(QC)이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자율팀의 존
재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작업자들이 품질개선,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고객불만해결 등의
문제해결이나 개선활동을 위한 소집단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관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단순한 제도의 존재나 실행여부를 넘어 실질화 정도를 알아내기 위해, 실시한다고 대답한
사업체 중 소집단 활동이 문제해결 및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우를 분리하였다. 소집단의
참여자가 주로 고참근로자나 감독자급, 일선관리자급으로 구성된다는 경우(다시 말해 일반
사원의 참여가 없는 경우)와 한해 평균 근로자 중 소집단 활동에 참가한 근로자의 비중이
20%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여, 실질적인 소집단 활동 여부를 측정하였다. 이런 기준을 적
용했을 때 자율팀을 활용하는 경우는 전체 사업체의 39.16%인 것으로 드러났다.
품질관리팀 존재여부는 사업체내에 Quality Circle(QC)가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토착화되
었다고 있다고 대답한 사업체 가운데, QC를 통해 공식적으로 개선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경
우와 QC가 월 1회 이상 모임이 없을 경우를 제외하여 변수화하였다. 이를 품질관리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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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화된 경우로 보았을때 그 비중은 14.42%로 나타났다.
팀의 존재 여부는 실질적인 자율팀과 품질관리팀 중 어느 하나라도 작업장 내에 이식
되어 활동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그 결과 43.72%의 작업장이 이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도
출된다. 이러한 팀은 근로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경영조직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팀의 활용이 반드시
노사간의 파트너십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종종 경영진의 영향력이 클 때 근로자의
자발성과 협력을 비균형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노동강도를 강화한다거나 장기적으로 자발성
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본식 린생산방식이 그 대표적 예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사간의 균형에 기반한 하이로드(high-road)적 접근방식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고 장기적으로 노사가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마지막 요소는 팀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 중 노동자 대표기제를 통한 노동자 참
여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고려한 것이다. 즉, 참여가 높은 경우는 “경영
계획 참여”, “신기계, 설비도입 참여”, “공정 및 작업조직 개편 참여”, “근로자훈련참여
(alpha = 0.84)” 중 3개 이상의 이슈에 참여하는 경우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
나 혹은 공동결정을 이끌어 내는 경우로, 이때 참여 이슈로 “공정 및 작업조직개편”을 반
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정의할 때 참여적 파트너십이 활성화된 작업장은 전체의
17.0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도출된 요
인을 상호 교차시켜 네 가지 작업장 유형을 분류해 본 것이 아래의 작업조직 유형구분이
다.
<표 Ⅱ-29> 작업조직의 다섯가지 유형
체계적

비체계적

기능적 유연화정도 낮음
2) 테일러적 작업장

* 사용자 주도의 개별화되었거
나 혹은 위계가 강하게 남아있
는 작업조직

참여
낮음

3) 혼합형 테일러적 작업장

4) 린방식 작업장

참여
높음

*노조의 개입으로 기능적 유연
성 확보가 어려운 작업조직

5) 자율적 학습 작업장

작업팀
비(미)활용
1) 비합리적·
비체계적 작업장

작업팀
실질적
활용

기능적 유연화 정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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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비체계적인 사업장을 파악해 별도로 구분해 두고, 비교적 체계를 갖춘 작업장들을
기능적 유연화의 정도를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이들 두 그룹을 다시 작업팀 활용여부를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눈다. 마지막으로 작업팀을 활용하는 경우 참여적 파트너십이 존
재하는지를 기준으로 다시 2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한다. 즉, 세로축은 작업팀 미비, 작업팀
실질 활용 중 참여적 파트너십 미비, 참여적 파트너십 구축 작업장 등 3개의 그룹으로 구
성되며, 이들을 기능적 유연화의 정도로 구분된 2개의 그룹과 교차시킨다.
이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5개의 서로 다른 작업장 조직유형을 얻게 되는데, 우선 기능적
유연화정도가 낮은 작업장 중 작업팀이 부재한 경우는 테일러적 작업장, 작업팀이 사용되
고 있는 경우는 혼합형 작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팀과 노조 보이스(Voice)가
있지만 기능적 유연화정도가 낮은 경우는 사용자가 추구하는 기능적 유연화 전략을 부정
적으로 인식하는 노조의 개입으로 인해 기능적 유연화가 지연된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
다.

한편, 기능적 유연화 정도가 높은 경우는 대개 작업팀의 실질적 활용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중 노동자 대변기구의 파트너십이 부재한 경우는 린방식
작업장으로, 파트너십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자율형 학습작업장으로 분류할 수 있
다. 예외적으로 유연화정도는 높지만 작업팀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데, 이 경우는 사용자 주도의 개별화된 작업조직이 이식된 경우이거나 혹은 전통적인 위계
조직이 유지되면서 기능적 유연성을 추구하는 또 하나의 혼합형으로 인식할 수 있다.

나. 작업조직의 다섯 가지 유형
(1) 작업조직의 유형화에 따른 한국 기업체의 작업조직 특성별 분포
<표 Ⅱ-30> 우리 작업장의 작업조직 유형에 따른 분포
합리적

비체계적
작업팀 비(미)활용
1) 31.7%
비합리적,
전통적 작업장

작업팀
실질적
활용

참여적 파트너십 부재

기능적 유연화정도 낮음

기능적 유연화 정도 높음

2) 29.2% 테일러주의

6.0% 혼합형린생산방식

3) 23.4% 혼합형
테일러주의

4) 6.9%
린생산방식
5) 2.8% 자율형

참여적 파트너십 활용

학습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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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조직의 유형화에 데이터를 대입시켜 보면, 위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나
라의 경우 비체계적, 비합리적 작업장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기능적
유연화정도가 낮고 참여적 파트너십에 기반한 팀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를 비현실적으로
파악해 제외한 후 조정된 샘플의 31.7%가 이에 해당된다. 한편 작업과정 및 조직에 체계
성을 어느 정도 갖추었지만, 기능적 유연화 정도가 낮은 전통적인 사업장 역시 그 비중이
상당히 높아 50%를 상회하고 있다. 전형적인 테일러형 작업장은 전체의 29.2%, 그리고 약
간의 팀색채를 가미한 혼합형 형은 전체의 23.4%를 차지한다. 따라서 비체계적, 전통형 작
업장으로써 변화하는 시장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작업조
직 유형이 우리나라 100인 이상 작업장의 80% 이상을 점하고 있다.
한편 기능적 유연화 정도가 높고, 팀이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로 사용자 주도성이 강
한 린방식이 노사 균형을 갖춘 참여적 자율팀 조직에 비해 조금 더 빈번하게 활용되는 것
을 볼 수 있다. 전자는 전체의 6.9%, 후자는 매우 희소하여 전체의 2.8%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5가지 전형적 분류에 속하지 않는, 노조의 개입으로 기능적 유연성 확보가
어려운 작업조직과 사용자 주도의 개별화된 작업조직이 각기 5～6% 정도를 차지하고 있
다.
<표 Ⅱ-31> 유형별 EU국가의 작업조직 유형 비교
자율형학습조직

린생산방식

테일러주의조직

전통/단순조직

독일

43.3

19.8

18.3

19.6

프랑스

46.7

24.8

17.6

10.9

이탈리아

38.2

24.4

21.4

16.0

네덜란드

52.8

22.7

11.9

12.6

스웨덴

67.2

14.9

7.1

10.8

핀란드

44.9

30.9

11.3

12.9

영국

30.3

33.3

16,7

19.7

아일랜드

42.3

26.8

10.9

20.1

유럽연합국가 전체2)

38.2

25.7

19.0

17.1

자료: Holm,

Jacob, E. Lorenx, B. Lundvall, and A Valeyre. 2008. 원 출처는 Fourth Working Conditions

Survey in EU

2) 유럽연합 국가 전체는 28개국을 대상으로 한 통계이며, 위에서 유럽의 다른 여러나라는 생략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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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는 유럽국가들의 작업조직 유형별로 각 나라들이 어떤 분포를 보이고 있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설문조사 내용과 분류기준이 젼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대략적인 분포의 정도를 살펴보면 거칠게나마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여 주요 차이
와 특징들을 알아보는 일정한 근거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와 유럽국가
들의 작업조직을 분류하는 기준, 조사내용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우
리의 사업체들이 비체계적/단순하며 전통적인 작업조직 유형과 테일러주의적 작업조직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임이 나타난다. 역으로 린생산방식이나 자율적 학습조직의 비중은 매
우 낮은 것이 드러난다. 즉 우리나라 사업체들의 작업조직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훨씬 후
진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Ⅱ-32 > 유럽국가과 한국의 작업조직 유형별 분포
작업조직 유형

해당 유럽 국가

자율형 학습조직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

린생산방식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핀란드, 영국

-

테일러주의 조직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한국

비체계적 단순조직

독일,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영국

한국

자료: Mako, Illessy, and Csizmadia. 2008. Table 2.3 원출처는 EWCS. 2006를 약간 수정한 것임.

그 결과 각 나라별로 어떤 작업조직 유형이 주된 형태를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차
이가 있는지를 위의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다섯 개의 대조직인 국가군으로 나뉘어지
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스웨덴, 핀란드,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는 자율형 학습조직
이 지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국, 아일랜드, 핀란드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린생산방
식이 발전하고 있다. 포르투갈, 프세인, 이탈리아 등은 테일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잇
다.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에서는 비체계적 단순 작업조직이 지배적인 작업
조직 유형은 아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런 서유럽 국가들에 비추어 한국은 테일러주의 국가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고 상당
한 비율로 비체계적 단순 작업조직에도 일정하게 소속된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작업조
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사업체들은 뒤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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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체 특성별 작업조직 특성의 분포

<표 Ⅱ-33> 사업체 규모별 작업조직 특성의 분포
비체계적

테일러리즘

혼합형테일러리즘

혼합형린생산

린생산방식

참여적 팀

0: <500,

32.65

29.61

22.21

6.06

6.59

2.88

1:=>500

22.34

24.81

35.19

4.98

10.42

2.26

사업체 규모 별로는 대개 작은 조직에서 시스템의 부재가 높은 것으로,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시스템화 및 기능적 유연성의 활용정도가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
체계적 사업장의 경우 500인 이하의 사업체 중 32.7%가 이에 속하는 반면, 5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이보다 한층 적은 22.3%이 여기에 해당한다. 체계를 갖추었으나 유연성이
크게 떨어지는 테일러주의적 작업장의 경우도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500인 미만에서 보다
높은 점유율을 보임. 한편, 혼합형 테일러나 린생산 방식은 5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 상대
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Ⅱ-34> 노조유무별 사업체 규모별 작업조직특성의 분포
비체계적
500인이하

500인이상

테일러리즘 혼합형테일러리즘 혼합형린생산 린생산방식

참여적 팀

무노조

32.53

30.31

23.33

6.02

3.93

3.87

유노조

32.82

28.57

20.56

6.12

10.51

1.42

무노조

26.64

23.19

30.32

7.49

12.24

0.12

유노조

19.4

25.92

38.52

3.27

9.17

3.72

노조 유무별로 볼 때, 노조가 있는 경우 시스템을 갖추거나 기능적 유연성의 정도가 다
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 유노조 기업이 대개 대기업에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사업체규모효과와 다소 중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노조의 효과는 500인 이상과 이하의 기업에서 약간 다르
게 나타나고 있다. 500인 미만의 경우 비체계적 작업조직의 분포는 노조유무에 따라 별 차
이가 없으나 500인 이상의 경우 무노조기업에서 그 분포가 높다. 반면 체계성이 높은 테일
러리즘이나 혼합형테일러리즘은 유노조 기업에서 사용자의 주도성이 강한 린생산(혹은 하
혼합형 린생산)의 경우 무노조 기업의 분포가 약간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500인 이상
의 사업체에서 유노조일 경우 자율팀이 나타날 개연성이 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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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5> 산업별 작업조직특성의 분포
비체계적

테일러리즘

혼합형테일러리즘 혼합형린생산

비제조업

42.1

28

13.8

제조업

14.07

31.18

39.55

린생산방식

참여적 팀

7.28

6.26

2.48

3.73

8.08

3.41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분포를 대비한 아래의 표는 양자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비제조업의 경우 비체계적 작업장의 분포가 크게 높은 반면, 제조업은 해당 작업
장의 분포가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체계성을 갖추
었으나 기능적 유연성은 떨어지는 (혼합형) 테일러리즘의 분포가 대종을 이루는 것으로 보
인다. 대안적 작업조직의 경우 제조업과 비제조업간의 차이는 크게 뚜렷하지 않디. 이들 대
안적 작업조직의 분포가 두 부문 모두에서 상당히 희소한 편이라는 점이 그 부분적 이유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비제조업의 경우 당면 개선 과제는 작업조직에 체계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에는 테일러리즘에 근거한 경직적 작업조직을 완화하여
시장의 흐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근로자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작업조직으로의 개편을 추구하는 것이 현단계의 목표라 할 수 있다.

다. 작업조직 유형의 특성

(1) 작업조직의 유형과 자율성 및 사업전략

<표 Ⅱ-36> 작업조직의 유형에 따른 작업단위의 자율성
전체

작업단위의 자율성 정도

제조업

(4점 매우 높음)

작업방법

작업속도

팀원훈련

작업방법

작업속도

팀원훈련

비체계적

2.643

2.550

2.257

2.523

2.523

2.291

테일러리즘

2.588

2.606

2.345

2.553

2.566

2.419

혼합테일러

2.705

2.692

2.303

2.652

2.583

2.260

위계적유연생산

2.792

2.814

2.285

2.454

2.518

2.435

린생산

3.004

2.878

2.470

2.673

2.684

2.239

참여적 팀생산

3.077

3.077

2.734

2.872

2.872

2.423

Total

2.687

2.653

2.323

2.605

2.58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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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는 업무 수행방식, 업무수행 속도, 팀원훈련의 결정 등에 대한 작업단위(팀이나
조, 반 등)의 자율성의 정도를 위에서 구분해 낸 작업조직 유형에 따라 측정해 본 것이다.
유형별 정의에 이미 드러나 있듯이, 팀의 활용이 활성화된 곳에서 근로자의 업무 관련 자
율성 역시 증대될 수 있다. 즉 린생산이나 참여적 팀생산의 경우 평균에 비해 높은 정도의
자율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율성의 정도는 작업 표준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제조업의
경우 약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참여적 팀생산의 경우에도 자율성이 있는 편이라고
보는 3점에 약간 못 미치는 점수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작업조직 유형에
비해서는 여전히 자율성의 정도가 높다. 반면, 비체계적이거나 테일러리즘에 의해 조직된
작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의 자율성이 전반적으로 평균에 못 미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 비체계적 혹은 테일러주의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자발성이나 창의성을 기대하기는 어
렵다.
<표 Ⅱ-37> 사업전략과 작업조직의 유형
품질위주

비용위주

무전략

총

혁신선도

비체계적

39.0

14.6

46.4

100.0

21.9

테일러리즘

50.5

16.4

33.1

100.0

36.7

혼합테일러

66.1

12.6

21.4

100.0

47.5

위계적유연생산

42.3

17.8

39.9

100.0

50.8

린생산

53.2

17.1

29.8

100.0

51.8

참여적 팀생산

77.0

13.3

9.7

100.0

67.5

Total

51.3

14.9

33.8

100.0

37.3

한편, 위의 표는 각각의 생산방식이 어떠한 사업전략과 경향적으로 부합하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여기서 사업전략은 비용추구 전략과 품질추구 전략으로 대별된다. 사업체에 따라
서는 이러한 전략이 뚜렷하지 않거나 실패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품질과 비용이
모두 동종업체에 비해 유사하거나 비용은 비싼 편이면서도 품질은 우월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 무전략으로 정의한다.
표에서 보듯이 한국의 사업체들은 전반적으로 품질위주의 사업전략을 추구한다고 응답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조직 유형에 따른 다소간의 편
차를 보여주고 있다. 즉, 비체계적이거나 전통적 조직 방식(테일러리즘, 위계적 유연생산)
에 입각한 사업체들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전략적 실패 혹은 사업의 실패로 연결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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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높은 무전략의 범주에 속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
테일러리즘에 팀제를 가미한 혼합 테일러주의적 작업조직이나 대안적 작업조직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품질 위주 전략이 우세하고 무전략의 비중이 낮은 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참여적 팀생산의 경우 품질위주 전략을 추구하는 비중이 단연 높으며, 무전략의 범주
에 속하는 사업체가 현저하게 낮다.

(2) 작업조직의 유형과 혁신 프로그램

한편, 혁신을 선도하는 사업체의 비중을 작업조직의 유형과 교차시켜 보아도 비슷한 결
과를 얻을 수 있다. 예상한 바와 같이 린생산이나 참여적 팀생산 등 대안적 작업조직을 추
구하는 사업체들 중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들의 비중은 평균(37.3%)보다 훨씬 높아 대개
50%를 상회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그간 주목을 받았던 각종 조직 혁신 프로그램을 조직내에 실질적으로 실행
해 본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를 위에서 구분해 낸 작업조직 유형별로 살펴본 것이다. 이를
제조ㆍ비제조 전반을 아우르는 전체 샘플과 제조업 샘플에 각각 적용한다. 제조업에 대한
별도 JIT 등 이들 프로그램이 많은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확산과정을 겪는 경우가 많다
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결과를 보면, 전체와 제조업 간에는 상당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전
체적으로는 혼합테일러주의와 린방식, 참여적 팀생산 간의 차이가 별로 들어나지 않는데
반해, 제조업에 국한해 보면, 삼자간에 상당한 차이가 드러난다.
제조업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참여적 자율팀을 지녔을 경우 각종 프로그
램의 실질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뒤를 혼합형테일러주의나 린 생산방
식이 잇고 있다. 단 린생산방식을 채택한 경우 참여적 팀 조직을 운영하는 사업체보다
SQC나 QC 등을 더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능적 유연성보다는 생산
단위에 팀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의 토착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혼합형
린방식과 혼합형 테일러주의의 차이가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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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8> 작업조직 유형과 각종 혁신프로그램의 실행
BPR

전체

제조업

1

JIT

2

TQM

3

SPC

4

6-Sigma

5

QC

6

비체계적

4.4%

4.7%

5.7%

6.6%

1.9%

6.5%

테일러리즘

13.9%

13.4%

14.0%

8.1%

9.2%

11.9%

혼합테일러

32.5%

32.1%

35.9%

31.3%

34.0%

49.9%

위계적유연생산

19.2%

20.6%

15.6%

5.3%

15.7%

4.5%

린생산

39.1%

29.9%

30.9%

27.8%

33.0%

40.4%

참여적 팀생산

37.0%

27.4%

29.5%

20.1%

38.6%

33.1%

Total

18.0%

17.0%

18.2%

14.6%

15.5%

21.2%

비체계적

9.1%

12.4%

12.4%

18.6%

4.1%

24.1%

테일러리즘

20.4%

26.4%

24.5%

14.7%

15.3%

24.4%

혼합테일러

35.6%

42.6%

45.5%

39.7%

45.4%

71.8%

위계적유연생산

22.9%

32.9%

46.5%

5.0%

16.9%

19.4%

린생산

19.4%

45.2%

49.2%

49.0%

56.8%

72.5%

참여적 팀생산

49.6%

52.4%

52.4%

37.3%

79.5%

68.6%

Total

25.8%

33.5%

34.9%

28.3%

31.2%

48.3%

주: 1.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현재의 업무 수행, 기준, 절차, 도구, 지식 기술 등을 중심으로
현재의 공정을 혁신적으로 재설계하여 시간, 비용 등에서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 고객들의 만족을 높이
는 것이다.
2. JIT(Just-in-time) : 적기생산, 적기서비스 제공으로 재고나 군더더기를 최소화하여 제품생산이나 서비스
제공과정이 시장의 수요에 맞게 제때에 제공될 수 있으며 자재나 완제품에서 재고가 남지 않도록 효율
화하는 것이다.
3. TQM(Total Quality Management) : 총(전사적)품질관리로 품질관리팀을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제품
생산과정,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함께 함으로써 별도의 품질관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4. SPC(Statistical Process Control) : 통계적 공정관리는 통계기법의 도움을 받아서 원하는 품질규격과 공
정의 능력상태를 파악하여 우리가 원하는 규격과 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법이다.
5. 6σ (6 Sigma) : 통계척도를 사용하여 모든 품질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문제해결 과정과 전문가 양
성 등의 효율적인 품질문화를 조성하며, 품질혁신과 고객만족을 달성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실행하는 품
질경영 기법이다.
6. Quality Circle: 작업장 개선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근로자
그룹으로 경영진에게 조직의 성과제고, 근로자 동기부여 및 직무확충 등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의 증진, 생산방식 설계 및 제조과정의 개선 등이 QC의 전형적인 토픽이다. 대개
8～10인으로 구성된다.

한편 비체계적 생산방식과 테일러주의적 생산방식에 기초한 사업장들의 경우 이러한 혁
신 프로그램의 실질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때 일종의 유행현
상을 보인 6-시그마의 경우 비체계적 사업장의 약 4%, 테일러적 사업장 중 15% 정도만이
이들 프로그램을 토착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혼합형 린
- 59 -

생산방식으로 규정된 작업장이다. 기능적 유연성의 정도가 높지만 팀 등의 참여적 조직 시
스템을 갖추지 못한 이들 작업장의 경우 혁신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 비율이 비체계
적 혹은 테일러적 작업장과 버금갈 정도로 낮다. 기능적 유연화로 혁신의 성과는 높은 편
으로 드러나지만, 혁신프로그램을 활발하게 활용할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사업장일 가
능성을 암시하는 결과이다. 실제로 이들 사업장은 비체계적 사업장에 비해서는 체계화의
정도가 높지만, 체계성을 갖추기 보다는 숙련인력의 활용을 때에 따라 유연화함으로써 시
장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일 가능성이 높다.

(3) 작업조직 유형과 수량적 유연화 전략

기업이 추구하는 기능적 유연화 전략과 수량적 유연화 전략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
수의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수량적 유연성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 역시 논란
이 많은 영역이다. 다수의 연구는 기능적 유연화 전략과 수량적 유연화 전략의 동시 추구
가 조직의 성과와 근로자의 기업에 대한 결속력을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고
하고 있다. 이는 수량적 유연성의 추구가 기업의 혁신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보는 다수의
견해와 연계되어 있다. 중요한 논리적 근거 중 하나는 혁신활동 즉 변화를 추구함에 있어
서 조직의 구성원들은 자발적인 노력을 약속함과 동시에 변화가 수반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이 때 이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탱하는 근간은 고용안전성에
대한 암묵적 약속인데 수량적으로 유연한 고용관계는 고용안전에 대한 노사간 상호 약속
을 전제하지 않는 계약관계라는 점이 상호보완성을 가정하기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한편,
수량적 유연화가 혁신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는 주장 역시 존재하는데, 그 논리적 근거는
다양한 수량적으로 유연한 계약관계는 조직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다양한 계약관계는 조직에 안주하여 순응하거나 혹은 경직된 사고가 관
행화된 조직에 일종의 도전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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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9> 작업조직 유형별 수량적 유연성 추구 전략의 비중
전체

제조업

임시직

파견직

사내하청

비체계적

46.3%

19.9%

11.8%

테일러리즘

56.2%

24.3%

혼합테일러

37.0%

위계적유연생산

다운사이징

임시직

파견직

사내하청

다운사이징

11.5%

32.6%

27.8%

21.0%

24.6%

15.6%

23.3%

33.2%

37.6%

19.7%

28.1%

25.7%

26.2%

15.4%

35.9%

29.6%

22.2%

18.7%

59.5%

16.2%

21.3%

5.4%

32.6%

13.5%

2.2%

1.7%

린생산

66.2%

43.5%

28.5%

8.6%

43.4%

37.4%

35.0%

12.0%

참여적 팀생산

52.0%

26.8%

28.3%

7.0%

44.4%

51.1%

46.9%

15.6%

Total

49.3%

24.1%

18.5%

15.1%

35.4%

32.6%

22.4%

21.2%

수량적 유연성의 추구가 광범위하게 확산된 한국의 경우 수량적 유연성이 보조적인 유
연화 기제로 사용되는 서구의 경험과는 다소 다른 양자 간의 조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위의 표가 보여주고 있듯이, 대안적인 유연조직(린생산, 참여적 팀생
산)일수록 임시, 파견, 사내 하청 등 외부적 수량적 유연화를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
다. 임시직, 파견직, 사내하청을 활용하는 비중이(incidence) 대안적 유연조직일수록 더 높
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체와 제조업 샘플이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이다. 단, 수량적 유연성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는 다운사이징의 경우 대안조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운사이징 정책을 활용한 경험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기업들이 조직의 유연성을 추구하는 경우 다양한 수량적으로 유
연한 고용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핵심 정규 노동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전을 보
장하는 이중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분절노동시장 전
략과 핵심역량의 보호를 통한 내부 유연성의 추구라는 두 가지 정책이 동시에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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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조직의 유형과 임금유연성 및 초과근로
<표 Ⅱ-40> 작업조직 유형과 임금 유연성 실시 정도
(기본임금 중 직능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 전직원 성과배분)
전체

제조업

직능급

성과배분

직능급

성과배분

비체계적

23.6%

23.2%

34.9%

42.4%

테일러리즘

21.7%

42.0%

25.7%

35.2%

혼합테일러

22.9%

42.3%

18.6%

49.6%

위계적유연생산

18.9%

35.1%

18.5%

48.0%

린생산

36.0%

61.9%

36.0%

43.5%

참여적 팀생산

45.7%

70.4%

34.7%

90.6%

Total

24.1%

37.8%

25.1%

45.0%

한편, 임금의 유연성은 유연한 작업조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중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위의 표가 제시하고 있다. 다른 작업조직 유형에 비해 린생산과 참여적 팀생
산 등 기능적 유연성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 능력에 따른 임금 결정 방식을 기본급에 (부
분적으로)적용한 직능급과 성과배분제를 도입한 사업체의 비중이 한층 높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전체 평균 25%에 비해 각기 12%, 21%가 더 높다. 그룹, 기업, 사업체, 팀 등을
모두 포괄하여 산출된 성과에 대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익배분제도가 실행되고
있는가하는 물음에 대해 이들 유연한 작업조직의 60%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
는 전체 평균 37.8%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제조업의 경우는 이와 약간 달라, 린생산
과 참여적 팀조직의 직능급 활용 비율은 여전히 다소 높은 편이지만, 성과배분제의 경우는
참여적 팀생산의 경우에만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유연
한 작업조직은 유연한 임금제도 및 성과보상제도와 상호보완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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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1> 작업조직 유형별 초과근로 활용 정도 및 산업별 작업장 유형별 초과근로 활용 이유
초과근로시간: 전산업

초과근로시간: 제조업

비체계적

8.07

8.90

테일러리즘

8.20

10.51

혼합테일러

8.61

8.64

위계적유연생산

6.03

6.69

린생산

8.63

11.09

참여적 팀생산

7.27

9.84

Total

8.14

9.44

초과노동활용이유

전체

비체계

테일러리즘

혼합

위계적

테일러

유연생산

린생산

참여적
팀생산

일시적 수요 발생

37.3%

27.6%

33.8%

44.0%

48.9%

51.1%

55.7%

전

제품서비스
,
수요의 계절적 변동

16.4%

11.9%

16.5%

19.4%

13.7%

33.6%

1.3%

산

기계/장비 등 고정비용 비중

3.0%

0.8%

3.0%

5.8%

0.6%

5.6%

0.0%

업

영업/가동시간이 길어서

58.2%

69.6%

57.2%

55.1%

44.8%

40.8%

41.4%

초과근로수당을 통한 임금보전

6.3%

4.9%

8.6%

4.0%

7.3%

11.9%

6.7%

일시적 수요 발생

47.3%

50.2%

41.6%

48.3%

52.3%

62.3%

37.0%

제품서비스
,
수요의 계절적 변동

25.3%

21.8%

24.0%

25.1%

13.7%

52.7%

0.0%

기계/장비 등 고정비용 비중

6.1%

4.2%

5.7%

7.8%

0.0%

8.6%

0.0%

영업/가동시간이 길어서

48.2%

46.1%

50.9%

51.4%

41.2%

28.2%

51.4%

초과근로수당을 통한 임금보전

8.1%

6.9%

9.5%

5.7%

0.0%

17.8%

11.6%

제
조업

작업조직 유형별 초과근로시간의 패턴을 들여다보면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단, 테일러리즘과 린생산방식을 적용한 작업조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초과근
로시간을 활용하고 있다. 초과노동을 활용하는 이유로 일시적 수요 발생이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어서 초과노동이 중요한 내부적인 수량적 유연화기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많은 기업이 초과근로를 시장의 변동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
량적 유연화 정책 중의 하나로 사용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체에서는 초과근로수당으로 초과근로시간이 고정근로시간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되어 왔다. 실제로 초과노동이 시장변동에 가변적, 탄력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기 보다는 가
동시간이 길어서 발생하는 고정화된 초과노동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
인할 수 있다. 즉, 초과노동이 유연화의 기제로만 활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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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크게 높지는 않지만, 초과근로수당을 통한 임금보전의 경우 제조업의 8%의 사업체
가 여기에 응답하고 있어서(제조업 린작업조직의 경우 17.8%) 유연화와는 관계없는 이유
로 초과근로가 사용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러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5) 작업조직의 유형과 경영혁신 정책
<표 Ⅱ-42> 작업조직 유형별 경영혁신정책으로 활용한 수단 비교
전체
total

비체계

테일러
리즘

혼합
테일러

위계적
유연생산

린생산

참여적
팀생산

경영혁신으로 활용한 수단 (5점 척도: 1 전혀 활용 안함 -- 5 적극 활용)
인력절감

2.50

2.32

2.63

2.44

2.74

2.60

2.79

비정규직 고용확대

1.98

1.89

2.07

1.83

2.27

2.20

2.15

비핵심공정,서비스부문 외주화

2.17

1.80

2.38

2.31

2.56

2.05

2.49

생산 및 서비스 고부가가치화

2.96

2.29

3.16

3.36

3.37

3.18

3.76

현장 생산, 서비스 인력 기능향상

3.18

2.54

3.40

3.59

3.51

3.22

3.79

엔지니어/상품개발 인력 역량향상

2.98

2.24

3.10

3.53

3.42

3.46

3.46

제조업
인력절감

2.62

2.43

2.98

2.44

2.95

2.25

2.91

비정규직 고용확대

1.89

1.92

2.01

1.74

1.88

1.86

2.44

비핵심공정,서비스부문 외주화

2.38

2.07

2.69

2.24

2.29

2.17

2.94

생산 및 서비스 고부가가치화

3.49

3.21

3.44

3.61

3.55

3.48

3.74

현장 생산,서비스 인력 기능향상

3.70

3.34

3.70

3.83

3.75

3.74

3.71

엔지니어/상품개발 인력 역량향상

3.54

3.25

3.34

3.75

3.98

3.51

3.71

위의 표는 작업조직 유형 별로 각종 경영혁신 수단의 활용 정도를 일람한 것이다. 유연
적 대안조직 특히 참여적 팀생산의 경우 비핵심공정ㆍ서비스 부문의 외부화와 생산 및 서
비스의 고부가가치화, 현장서비스인력ㆍ엔지니어의 역량 향상이 동시에 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참여적 팀생산과 가장 유사한 것이 혼합테일러주의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제조업에서 생산 및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 현장 인력의 기능향상, 엔지니어ㆍ상
품개발인력의 역량 향상이 전체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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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업조직의 유형과 결과
우선 작업조직 유형별로 조직성과에 특별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의 결
과와 일관되게, 비체계적 혹은 테일러주의적 작업장의 경우 조직성과는 상대적으로 낮다.
재무성과, 생산성, 품질, 이직률, 생산혁신 등 모든 조직 성과 부문에 걸쳐 이들 작업조직
의 평균값은 전체 평균에 일관되게 못 미치고 있다. 이는 전산업과 제조업에서 공히 드러
나는 결과이다. 따라서 비체계적 혹은 테일러주의적 작업조직의 경우 작업장 혁신에서 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업조직의 혁신을 통해 성과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Ⅱ-43> 작업장 유형별 혁신의 성과정도

전체

제조업

재무성과

생산성

품질

비체계적

2.990

3.027

3.522

테일러리즘

3.064

3.229

혼합테일러

3.350

위계적유연생산

작업자

이직율

생산혁신

3.144

2.733

3.282

3.604

3.210

2.668

3.450

3.256

3.830

3.437

2.558

3.563

3.386

3.423

3.575

3.421

2.565

3.330

린생산

3.216

3.315

3.781

3.579

2.334

3.715

참여적 팀생산

3.378

3.581

4.066

3.879

2.625

4.016

Total

3.149

3.201

3.660

3.309

2.631

3.456

비체계적

3.207

3.052

3.793

3.033

2.734

3.367

테일러리즘

3.155

3.133

3.687

3.190

2.578

3.483

혼합테일러

3.243

3.224

3.846

3.391

2.603

3.524

위계적유연생산

3.585

3.353

3.799

3.549

2.339

3.375

린생산

3.131

3.308

3.859

3.451

2.265

3.512

참여적 팀생산

3.488

3.171

3.881

3.381

2.398

3.881

Total

3.223

3.182

3.790

3.288

2.569

3.494

주도혁신

한편, 혼합테일러나 위계적 유연생산 등 변화를 추구하지만 일관성이 떨어지는 혼합형
작업조직들의 경우 성과지표들은 대체로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성과항목별
로 일관성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제조업에만 국한해 보면 개별화 혹은 위계적
조직을 통해 유연생산을 추구하는 혼합형의 경우 생산혁신을 제외하면, 여타 작업조직에
비해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한두 가지의 예외는 있지만, 린생산이나 참여적 팀
생산은 비교적 일관되게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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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 제시된 성과는 변화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일반적인 조직성과로서 여타의 요소
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통제되지 않으면, 작업조직 유형의 영향에 의한 성과로 해석되
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혁신의 직접적인 성과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
식을 별도로 질문하여 위의 응답을 보완하고자 한다.

<표 Ⅱ-44> 작업장 유형별 혁신 프로그램시행의 성과, 분배, 공정성 등에 미친 영향 분석
전체
전체

비체계

테일러리즘

혼합

위계적

테일러

유연생산

린생산

참여적
팀생산

혁신프로그램시행의 성과(5점 척도: 1 상당히 부정적 -- 5 매우 긍정적)
노동생산성제고

3.43

2.97

3.54

3.76

3.33

3.89

3.89

납품기한 단축

3.35

2.98

3.35

3.71

3.45

3.52

3.92

생산/서비스 품질제고

3.50

2.99

3.58

3.90

3.52

3.77

4.35

개선활동이 근로자에게 미친 영향(5점 척도: 1 매우 부정적 -- 5 매우 긍정적)
고용안정

3.61

3.31

3.68

3.74

3.75

4.01

3.93

숙련 등 능력향상

3.72

3.35

3.78

3.97

3.79

4.09

4.02

노사간 성과공유

3.56

3.29

3.59

3.68

3.68

3.98

4.07

개선활동이 공정성에 미친 영향 (5점 척도: 1 매우증가 -- 5

매우 감소)

노동강도

3.18

3.06

3.15

3.31

3.11

3.33

3.59

노동자내 소득격차

3.13

3.04

3.10

3.17

3.20

3.17

3.74

제조업
혁신프로그램 시행의 성과 (5점 척도: 1 상당히 부정적 -- 5 매우 긍정적)
노동생산성제고

3.79

3.35

3.82

3.89

3.49

4.03

4.01

납품기한 단축

3.71

3.48

3.64

3.89

3.76

3.53

3.84

생산/서비스 품질제고

3.90

3.50

3.82

4.03

3.76

4.08

4.35

개선활동이 근로자에게 미친 영향(5점 척도: 1 매우 부정적 -- 5 매우 긍정적)
고용안정

3.73

3.54

3.71

3.72

3.77

4.14

3.73

숙련 등 능력향상

3.92

3.66

3.88

4.01

4.06

4.00

4.02

노사간 성과공유

3.74

3.51

3.68

3.74

3.99

4.04

4.18

(5점 척도: 1 매우증가 -- 5

매우 감소)

노동강도

3.32

3.05

3.28

3.47

3.02

3.35

3.38

노동자내 소득격차

3.21

3.15

3.15

3.23

3.19

3.23

3.65

조사는 혁신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질문한 8개의 질문을 통해 요인분석기법(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요인을 도출한 후, factor loadings를 사용하여
세 개의 요인값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생산관련 결과(F1: 노동생산성 제고, 납품
기한 단축, 생산/서비스 품질제고), 두 번째 요인은 분배관련 결과(F2: 고용안정, 숙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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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향상, 노사간 성과공유), 세 번째 요인은 기타 공정성 요인(F3: 노동강도, 근로자내 소
득격차)로 정의했다.

<표 Ⅱ-45> 작업조직 유형별 다양한 혁신 성과 인식의 차이
F1: 경영성과

F2: 분배

F3: 공정성

비체계적

-0.559

-0.361

-0.061

테일러리즘

0.058

0.062

-0.094

혼합테일러

0.452

0.139

0.054

위계적유연생산

-0.061

0.162

0.028

린생산

0.259

0.556

0.064

참여적 팀생산

0.705

0.288

0.762

Total

-0.021

-0.008

-0.006

위의 표는 각 작업조직 유형별로 혁신성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다. 비체계적 작업조직의 경우, 모든 요인의 값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
은 비체계적 작업장의 경우보다는 다소 높지만 테일러주의 작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
로 나타난다. 이렇듯 조직의 혁신 성과를 떨어뜨리는 작업조직의 형태는 특별히 개선이 필
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 린생산이나 참여적 자율팀의 경우는 대개의 경우 혁신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좋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중간에 위치한 절충한 혼합형의 경우 성과
역시 중간적 위치에 놓여 있다. 단 린생산의 경우 분배관련 결과에 대해서는 성과가 높게
나타나 노동자의 자발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노동강도 및 노동자내 격차에 대한 낮은 성
과를 보완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F3 요인의 낮은 성과를 보충하기 위해 노사간 협의가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구분해낸 유형과는 무관하게 한 가
지 탐색적 분석을 덧붙여 보았다.
아래의 표는 이들 작업장 혁신의 결과를 사업체규모에 따라 노조ㆍ근로자대표체의 의사
결정 참여도에 따라 그 평균값의 차이를 보여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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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6> 규모별 근로자의 작업장 참여수준별 혁신성과의 차이
500인이하

500인이하

500인이상

500인이상

낮은 참여

높은 참여

낮은 참여

높은 참여

f1: 경영성과

415

-0.0485

99

0.1259

213

f2: 분배

415

-0.0159

99

0.0734

213

f3: 공정성

415

-0.0251

99

0.1771

213

0.1429

59

0.3013

-0.068

59

0.2858

-0.123

59

0.0729

이 표의 결과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준다. 같은 규모에서도 노조 및 근로자 대표체의
의사결정 참여도의 높낮이에 따라 혁신의 성과가 달리 나타난다는 점이다. 500인 이하에
서도 참여가 높은 곳이 혁신의 성과가 높게 나타난다. 500인 이하라도 파트너십 기제가 있
는 곳은 500인 이상의 낮은 참여가 실행되고 있는 곳에 비해 혁신의 성과가 높다. 혁신의
성과가 가장 높은 곳은 500인 이상의 높은 참여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단 이 경우에도 공
정성에 대한 인식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장기적 처방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할 필요를 보
여주고 있다.

라. 유연작업조직 추구 및 혁신의 촉진 기제

(1) 교육 및 훈련

<표 Ⅱ -47> 작업조직 유형별 연간교육훈련시간
전산업

제조업

비체계적

32.44

16.57

테일러리즘

29.75

20.90

혼합테일러

28.77

24.84

위계적 유연생산

61.57

110.58

린생산

54.74

34.45

참여적 팀생산

34.32

51.93

Total

34.17

27.10

유연한 작업조직의 근간은 숙련에 기반한 팀작업과 개별 근로자의 업무확대에 있다. 위
의 표는 작업조직 유형별 연간 교육훈련시간을 살펴본 것이다. 전산업과 제조업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위계적 유연생산을 포함한 기능적 유연성을 추구하는 조직일수록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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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시간이 타 조직에 비해 단연 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유연작업조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질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위계적 유연생산의 경우 제조업에서 다른 작업조직에 비해 훈련시간이 지나치게
길게 나오는 것은 잘 설명되지 않는다.

<표 Ⅱ-48> 작업조직 유형별 지난 2년간 교육훈련의 증감
지난 2년간 교육훈련의 증감

혼합

위계적

테일러

유연생산

0.16

0.19

-0.14

0.18

0.86

-0.41

-0.19

0.56

0.02

0.53

0.89

고객서비스훈련

-0.42

-0.07

-0.24

0.30

0.17

0.89

다능화 훈련

-0.33

0.06

0.14

0.67

0.07

0.89

팀워크/문제해결훈련

0.20

0.14

0.31

0.38

0.22

0.80

품질관리훈련

-0.20

-0.25

0.55

0.73

-0.75

0.96

대인관계훈련

0.43

0.04

0.05

0.35

0.20

0.80

비체계

테일러리즘

일선감독능력훈련

-0.35

새 생산설비나 공정 적응 훈련

(-2: 미실시 -1; 감소 0; 불변 1; 증가)

린생산

참여적
팀생산

제조업

비슷한 맥락에서 이번에는 지난 2년간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교육훈련의 양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예 해당 항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는 경우
는 -2점을 부여하고, 감소한 경우는 -1점, 불변인 경우 0점, 증가한 경우 1점을 부여했다.
그 결과 체계를 결여한 작업장의 경우 거의 전항목이 약간의 감소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
러났다. 다능화 훈련이나 팀워크, 품질관리 훈련 등 기능적 유연성과 혁신을 제고할 수 있
는 훈련의 여건이 매우 나빠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테일러주의적 작업장의 경우에
도 약간 완화된 모습이기는 하지만, 대개 감소 혹은 변화없음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
어서, 표준화된 작업에 익숙한 근로자들의 역량을 더 이상 끌어내기 위한 어떤 노력도 전
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혼합형 작업장의 경우 대개 0점과 1점 사이 약간의 증가를 보인다는 데 다수의 응답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 중 특히 품질관리 훈련에 대한 교육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린작업장의 경우는 오히려 혼합형 작업장에 비해 교육훈련이 부진하다. 품질
관리훈련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은 의외였다. 이는 좀더 자세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새 생산설비나 공정적응 훈련이 상당히 늘고 있어서, 자동화가 더욱 진전되고 있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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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높거나 혹은 조직의 여유가 극도로 제한되어 근로자 훈련의 여지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암시한다. 참여적 팀생산은 거의 전 항목에서 교육이 상당히 증가하
고(모두 0.9에 접근)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변화에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훈련에 적
극적인 투자가 활발함을 알 수 있다. 특히 0.96을 기록하고 있는 품질관리훈련은 이 카테
고리에 속한 거의 모든 작업장에서 품질관리 훈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

<표 Ⅱ-49> 작업조직 유형별 근로자들의 업무 지식 공유노력
근로자들의 업무지식

혼합

위계적

테일러

유연생산

3.43

3.75

3.73

3.85

4.51

3.33

3.60

3.19

3.73

4.61

total

비체계

테일러

전 체

3.58

3.42

제조업

3.52

3.40

공유노력(5점)

린생산

참여적
팀생산

근로자들의 숙련 형성과 관련, 이미 다년간에 걸쳐 축적된 숙련을 조직수준에서 공유되
도록 전파하는 것 역시 중요한 혁신 방법이다. 역시 숙련을 중시하는 대안적 유연생산 모
델로서 린생산과 참여적 팀생산 조직의 업무지식 공유노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업무지식의 조직전반의 확산을 위해 조직의 유연화가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함
의를 끌어낼 수 있다.

<표 Ⅱ-50> 작업조직 유형별 활용되고 있는 교육방식
테일러

혼합

위계적

리즘

테일러

유연생산

66.7%

61.4%

83.9%

87.8%

57.1%

93.7%

64.0%

50.4%

53.2%

66.7%

48.0%

87.8%

80.6%

45.8%

58.1%

23.0%

43.5%

63.7%

63.4%

76.5%

64.3%

27.6%

26.5%

16.8%

21.1%

41.1%

42.8%

43.7%

31.7%

17.3%

21.4%

16.3%

12.9%

23.7%

13.1%

16.9%

27.0%

교육훈련휴가제

12.4%

16.5%

6.8%

10.2%

18.4%

3.1%

25.0%

34.0%

훈련기관 수강료지원

55.0%

51.2%

49.6%

52.7%

61.6%

57.4%

61.2%

63.3%

학자금 지원,대부

21.8%

16.6%

12.2%

19.1%

28.9%

42.1%

23.9%

51.3%

38.5%

41.9%

26.5%

31.9%

52.6%

62.9%

49.7%

46.1%

total

제조업

비체계

집단사내교육

70.5%

71.1%

집단사외교육

58.5%

인터넷 교육
사내직무관련 학습모임 지원
대 협력업체 기술지도 /
근로자 연수

근로시간 중
교육훈련수강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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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생산

참여적
팀생산

위의 표는 작업조직유형 별 다양한 교육방법의 활용 현황에 관련된 것이다. 전반적으로
기업내부의 근로자에 대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중 가장 빈번
하게 활용되고 있는 교육방식은 집단 사내교육으로 70%의 사업체들이 이러한 교육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집단 사내교육은 비체계적 사업체나 테일러주의적 작업방식, 린생산방식을
지닌 사업체를 제외하면 모든 그룹에서 평균이상 수의 사업체들이 활용하고 있다. 전반적
으로 참여적 팀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체들이 다양한 매체의 교육훈련을 활용하고 숙
련형성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협력업체대상 기술지도 및 근로자 연수 역시
이들 사업체에서 가장 적극적이다.

<표 Ⅱ-51> 작업조직 유형별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시한 교육훈련의 내용
지난 2년간 아래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훈련 실시

total

비체계

테일러

혼합

위계적

리즘

테일러

유연생산

린생산

참여적
팀생산

전체
제품/서비스 변화

80.3%

66.1%

77.5%

86.0%

85.5%

91.1%

98.7%

새로운 설비도입/기술변동

74.6%

48.0%

74.7%

85.2%

73.0%

89.9%

98.5%

제품/서비스 품질향상 필요

85.5%

73.4%

84.3%

88.5%

97.6%

98.5%

98.3%

노동생산성 향상필요

76.7%

65.0%

78.9%

77.2%

82.3%

89.7%

93.5%

다기능화등 기능적유연화 필요

55.4%

36.9%

53.6%

57.9%

55.2%

78.5%

92.9%

배치전환 필요

51.0%

38.3%

44.3%

51.9%

78.9%

64.4%

86.2%

제품/서비스 변화

75.3%

29.6%

69.0%

82.5%

92.3%

91.8%

97.0%

새로운 설비도입 및 기술변동

79.5%

39.7%

70.5%

90.1%

84.4%

90.0%

97.2%

제품/서비스 품질향상 필요

86.7%

68.1%

81.2%

91.5%

94.0%

100%

100%

근로자 노동생산성 향상 필요

74.3%

52.5%

79.0%

73.2%

84.4%

80.8%

93.8%

다기능화 등 기능적유연화 필요

57.8%

40.9%

61.1%

58.3%

46.8%

56.1%

90.9%

배치전환 필요

49.3%

33.6%

41.0%

51.7%

62.4%

63.1%

92.5%

제조업

위의 표는 지난 2년간 조직내외에 일어난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훈련 실시여부
가 작업조직유형별로 어떻게 달리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교육훈련과 관련 일관된 발견
은 린생산방식과 참여적 팀생산방식을 토대로 한 사업체에서 환경변화와 관련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다기능화 등 기능적 유연화의 필요에 따른 교
육훈련의 경우 비체계적 작업조직의 경우 36.9%의 사업체만이 이러한 교육훈련을 실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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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데 반해, 참여적 팀생산을 표방한 사업체의 93%가 해당교육을 실시해 양자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여준다. 테일러리즘은 비교적 평균에 가장 가까운 분포를 보여주는데, 여타 혼합
형 및 유연작업조직에 비해서는 상황변화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
라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제조업의 경우 전체에 비해서는 상황변화에 따른 교육훈련에 보
다 적극적이지만, 전반적인 패턴은 전체와 크게 다르지 않다.

(2) 근로자 역량과 작업장 혁신의 성공 요인
<표 Ⅱ-52> 작업조직 유형별 근로자 역량의 수준
테일러

혼합

위계적

리즘

테일러

유연생산

2.375

2.610

2.661

2.864

2.477

2.847

2.713

2.305

2.782

2.764

2.864

2.629

3.028

직무수행능력

3.141

3.124

3.085

3.177

2.994

3.265

3.144

대인관계능력

3.106

3.121

3.065

3.144

2.763

3.207

3.115

문제해결능력

2.994

2.750

3.099

2.979

2.983

3.068

2.987

정보통신기술능력

2.633

2.344

2.593

2.714

2.994

2.589

2.831

관리능력

2.862

2.703

2.894

2.857

3.153

2.890

2.872

근로자역량의수준

total

비체계

기획및 창의력

2.605

신지식, 기술습득능력

(5점척도: 1매우부족)

린생산

참여적
팀생산

제조업

이러한 교육훈련의 결과, 작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근로자의 역량에 대한 인식이 작
업유형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아래의 표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이 표는 제조업만을 대상
으로 한 것이다. 업무수행능력의 경우 린생산방식을 토대로 한 사업체의 경우 역량의 수준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나지만, 전반적으로 큰 차이없이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
나 기획 및 창의력은 공히 보통 이하이며, 신지식과 기술습득 능력 역시 참여적 팀생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통이하이다. 공히 비체계적 작업조직을 지닌 경우 신지식 및 기술습득
능력, 문제해결능력, 보통신기술능력 등에서 역량의 수준이 보통에 못 미칠 뿐 아니라 다
른 조직유형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편이다. 문제해결능력은 린생산방식과 참여적 팀생산을
필두로 유연생산방식을 채택한 경우 전통적인 조직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다음으로는 작업장 혁신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중요도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응답패턴을 살펴보았다. 최고 경영진의 의지 및 전략적 사고, 변화필요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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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와 참여, 현장근로자들의 숙련도가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각 응답의 집단간 차
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훈련의 빈도와 투자가 높지 않은 비체계적 작업장에서 숙련에 대
한 중요도를 가장 높게 꼽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 밖에 노조의 이해와 참여의
경우도 비체계적 작업장에서 높은 점수를 주었다.

<표 Ⅱ-53> 작업조직 유형별 경영 및 작업장 혁신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인에 대한 인식
전체
전체

비체계

테일러

혼합

위계적

리즘

테일러

유연생산

린생산

참여적
팀생산

경영/작업장 혁신의 성공에 미치는 중요성 (5점척도: 1 전혀 중요하지 않음 -- 5 매우 중요함)
최고경영진의 의지 및 전략적 사고

3.75

3.43

3.26

3.20

3.01

3.23

3.23

변화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참여

3.56

3.76

3.55

3.45

3.11

3.54

3.56

노조(근로자대표)의 이해와 참여

3.44

4.06

3.88

3.63

3.40

3.73

3.83

성과분배의 형평제고 및 차별방지

3.20

3.38

3.20

3.14

3.07

3.18

3.25

고용안정

3.50

4.20

4.06

3.91

3.54

3.86

4.05

현장 근로자들의 숙련도

3.55

4.38

4.11

3.92

3.85

4.12

4.11

제조업
최고경영진의 의지 및 전략적 사고

3.97

3.57

3.91

4.12

4.02

4.02

4.35

변화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참여

3.80

3.42

3.74

3.95

3.65

3.89

3.99

노조(근로자대표)의 이해와 참여

3.64

3.07

3.63

3.83

3.53

3.71

3.96

성과분배의 형평제고 및 차별방지

3.33

2.85

3.34

3.46

3.55

3.23

3.81

고용안정

3.67

3.31

3.71

3.72

3.50

3.86

3.90

현장 근로자들의 숙련도

3.82

3.41

3.74

3.99

3.65

4.02

4.02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고경영진의 의지 및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을 가장 크게 고려하였
는데, 이는 특히 유연작업조직에서 두드러진다. 참여적 팀생산을 토대로 하는 사업장에서
는 5점 만점에 4.35점을 주는 등 경영진의 의지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작업장
혁신의 추진에는 반드시 최고 경영진의 이니셔티브와 지원이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을 고안
할 필요가 있다.

- 73 -

(3) 작업장 혁신에 대한 노조의 입장

마지막으로 작업장 혁신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작업장 혁신을 추진하는데
노조는 주요한 저해요인으로 빈번하게 거론되어 왔다. 아마도 대표적이고 언론에 자주 언
급되는 소수 사업장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런 사례 일반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표 Ⅱ-54> 작업조직 유형별 작업장 혁신에 대한 노조의 입장 (사용자측 응답)
작업장혁신에 대한 노조의 입장
1 적극 반대
3 소극 찬성

Total

비체
계적

테일러
리즘

2 소극 반대
4 적극 찬성

혼합테
일러

위계적유
연생산

린생산

참여적
팀생산

전체

품질개선

3.42

3.27

3.45

3.48

3.81

3.24

3.43

공정/업무합리화 개선

3.44

3.26

3.41

3.50

3.81

3.45

3.43

배치전환

3.21

3.06

3.18

3.14

3.64

3.39

3.23

작업속도/작업효율 개선

3.36

3.20

3.39

3.33

3.79

3.37

3.43

신기술도입

3.41

3.29

3.39

3.38

3.80

3.41

3.64

새인사제도도입

3.06

3.11

3.13

3.10

2.69

2.79

2.86

성과급제도입

3.20

3.04

3.27

3.20

3.51

3.09

3.22

노동시간 유연성

3.20

3.23

3.34

3.08

2.83

3.08

3.35

직업훈련교육
,

3.45

3.26

3.50

3.51

3.57

3.55

3.56

납기개선노력

3.34

3.23

3.27

3.40

3.73

3.27

3.36

제조업
품질개선

3.52

3.20

3.55

3.57

3.80

3.29

3.26

공정/업무합리화 개선

3.44

3.28

3.37

3.51

3.80

3.23

3.26

배치전환

3.14

3.28

2.87

3.21

3.74

3.11

2.96

작업속도/작업효율 개선

3.38

3.52

3.36

3.35

3.87

3.16

3.26

신기술도입

3.47

3.55

3.44

3.46

3.80

3.28

3.48

새인사제도도입

3.14

3.02

3.29

3.13

3.59

2.86

2.60

성과급제도입

3.37

3.25

3.56

3.34

3.80

3.04

3.07

노동시간 유연성

3.18

3.21

3.37

3.09

3.61

2.87

3.26

직업훈련교육
,

3.49

3.40

3.51

3.48

3.87

3.30

3.36

납기개선노력

3.41

3.40

3.28

3.44

3.80

3.42

3.18

언론에서 자주 거론된 노조의 작업장 혁신 저해 사례과는 달리, 기업의 인사ㆍ노사관리
자가 바라보는 한국의 노조들은 전반적으로 작업장혁신에 적극적, 협조적이다. 유노조 사
업장들만을 대상으로 작업장 혁신에 대한 찬성여부를 4점 척도로 계산해 보았을 때, 대개
는 3.5점 전후의 높은 동의수준을 보이고 있다. 비체계적인 작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찬
- 74 -

성도가 다소 떨어지는 한편, 참여적 팀생산의 경우 인사제도 변경ㆍ도입에 대한 견해를 제
외하면 대체로 높은 동의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린생산이나 기타 유연생산조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마. 국내 작업장 혁신의 성과 사례

(1) 기존 best practices의 토착화(localisation)와 조직 내부 체화 노력

1960년대～70년대 포디즘의 대량생산방식, 1970년대 품질관리 소그룹(quality circles), 6
시그마,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일본의 린생산방식, TQM(전사적 품질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다양한 best practices이 국내에 도입되어 왔다. 일
본식 작업시스템의 국제적 이식을 시도했던 많은 시도와 논쟁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국제
적 best practices를 맥락이 전혀 다른 곳에 이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만 best
practices의 일부가 이식될 수 있거나 혹은 우리 토양에 맞는 식으로 약간 변화되어 도입
된 것도 매우 의미있는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있다(Elger, Tony and Chris Smith
1994; Morris and Wilkinson. 1995). 해외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한 대기업일수록 best
practices의 탄생배경과 그 기본 정신을 이해하면서 이들을 현지화시키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나 조직이 스스로 혁신을 선도하는 혁신형기업
(innovators)이 아니라면, 혁신에서 다른 앞선 기업들의 혁신내용이나 관행들을 적극 흡수
하여 자기 토양이나 조건에 맞게 응용하는 능력(absorptive capability)도 학습능력
(learning capatibility)와 더불어 작업장 혁신에서 중요한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선택적 적
용, 기술 편향적 이행 등의 문제가 보이지만 여러 대기업들은 그간 best practices의 현지
화를 통해 작업조직의 합리화와 혁신을 추구해 왔다.

(2) 기업 내부적으로 진행된 다양한 작업장 혁신 노력

각 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업장혁신 추진 현황에 대한 심층 연구가 축적되지 않아
가늠하기 어렵지만, 많은 중ㆍ대기업들이 현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작업조직의 합리
화, 효율화, 유연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들어 제조
업 중ㆍ대기업들의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제품개발을 통한 제품경쟁력만이 아니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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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조직과 생산시스템의 효율성을 입증하는 제조경쟁력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혁신의 전반적인 지체, 그리고 기술 및 자동화중심의 혁신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중견 및
대규모 제조업체들은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품질혁신, 비용절감, 유연성 확
보, 납기준수, 고객맞춤형 생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 이런 노력이 한편으로
는 다양한 형태의 작업조직 개편, 효율화로,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분업관계, 하청회사와의
관계, 그리고 사내용역과 하청 및 비정규직의 활용이라는 선택지들과 결합하며 진행되어
왔다.

(3) 선도적인 작업장 혁신의 사례

수출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작업장 혁신의 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다. LG
전자가 진행해 온 일본 린생산방식의 도입 및 현지화 사례를 비롯, 포스코가 이루어온 다
양한 기술혁신과 현장혁신, 삼성이 발빠르게 실험해 온 해외의 혁신적 관행의 도입과 적
용, 현대중공업 등이 보여주고 있는 경쟁력은 제품개발만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제조기술
및 혁신적인 작업조직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온 이들 대기업
의 작업장혁신은, 제한되기는 하지만 이들 대기업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부품하
청업체 및 중소기업들을 포함한 여러 기업에 자연스러운 확산의 효과를 가져 왔다. 이들
수출 중심의 대기업들은 한편으로는 경비절감을 위해서 협력 하청업체들로 하여금 거의
연례적으로 납품단가 인하를 하도록 상당한 압력을 기해 오면서 작업장 혁신 보다는 원가
절감에 치중하도록 했다. 다른 한편 이들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수출제품에 부품을 공급하
는 협력 하청업체들의 제품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기술전수와 기술지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몇몇 대기업에서는 하청계열사의 혁신을 촉진하는 보다 적극적 정책을 채택하
고 있다. 포스코 협력회사들이 포스코의 지원 아래 교대조 개편을 통해 작업장 혁신의 성
과를 낸 것이나 LG전자가 협력회사들을 상대로 경험이 풍부한 공장혁신담당자들을 훈련
하여 협력회사에 파견함으로써 협력회사에 LG전자가 이룬 다양한 작업장 혁신의 성과를
확산시키려는 특별한 시도로 주목된다.
유한킴벌리 역시 그동안 널리 소개된 교대조 개편을 통한 학습조직화가 일종의 인프라
가 되어 다양하고도 참여적인 작업장 혁신의 진화로 진행되고 있다. 임금과 직무의 혁신,
유연화, 협력업체와의 관계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작업조직의 혁신이 지속적으로 시도
되고 있다. 유한킴벌리의 작업장 혁신의 성과는 ‘교대조 개편을 통한 학습조직화’ 모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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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되고 패키지화되어 뉴패러다임센터를 통한 컨설팅의 지원을 받아 여러 기업과 공공부
문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맞았다.
그 이외에도 강한 중소기업, 혹은 강(强) 소기업들에서 혁신적인 기술개발, 혁신적인 생
산방식과 작업조직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들이 다양한 유형의 작업장 혁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례연구를 통해 심층분석되지 않아 작업장 혁신의 blackbox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다(중앙일보 파워 중견기업 시리즈).

3. 정부의 기존 작업장 혁신 관련 사업에 대한 비판적 평가
가. 노동부의 작업장 혁신 사업 소개와 문제점
<표 Ⅱ-55> 노동부와 중기청의 작업장 혁신 관련사업 개요
부처

수행기관

사업

목적

노동부

노동행정종합
컨설팅

노동분야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담 지원

방문컨설팅,
설팅

뉴패러다임
컨설팅 지원
(직접 실시)

뉴패러다임확산을 통한 기
업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

교대제, 평생학습 관
련 컨설팅

여성고용확대
컨설팅

여성고용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고령자고용촉
진 컨설팅

고령자
고용촉진확대를
통한 일자리창출

퇴직연금컨설팅

퇴직연금 제도 설계

임금직무혁신센터
(노동연구원)

임금직무체계
혁신지원사업

임금직무체계 개선을 통한
기업경쟁력제고

연구, 모델개발, 정
보시스템 운영 등
교육/컨설팅

7.6억원

노동교육원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

노사관계발전프로그램지
원으로 경쟁력 및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노사관계 발전 프로
그램(컨설팅, 교육훈
련 등)

35억원

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학습
조직화

중소기업의 다양한 직업
능력개발활동의 지원

각종 정책 모듈별 사
업에 대한 재정지원

90억원

한국경영기
술컨설턴트협
회 등 5개기관

쿠폰제경영
컨설팅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환경 변화 대응을 통한
경영혁신 및 수익성제고

경영·기술·창업 관련
컨설팅 비용지원(70%)

250억원

직접수행

중소기업
협업지원사업

중소기업간 상호협력으로
수익성제고

협업준비에 필요한
관련비용지원

3.9억원

CSR
경영혁신아카데미

중소기업CSR
구축지원사업

중소기업의 윤리ㆍ투명,
환경경영 촉진으로 회사
가치 제고

교육 (CSR 경영혁신
아카데미)지원

4억원

뉴패러다임센터
(노동연구원)
노
동
부

중
소
기
업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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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단체컨

’08년 예산
8.9억원

17.3억원

3억원
기업에 컨설팅 비용
지원

13.3억원
2.7억원

노동부에서는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작업장 혁신과 관련하여 위의 5개 가업에 1년에
158억8천만원을 사용해 왔고 중소기업청도 3개 사업에 경영혁신 관련비용으로 257.9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출해 왔다. 그동안 이들 정부의 작업장 혁신 관련 사업 예산이 얼마나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있었지만, 사업진행의 중
간과정을 추적하면서 실제로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엄정한 평가는 거의 없었다.
노동부의 기존 작업 작업장 혁신 지원 프로그램의 전반(노사파트너십 재정 지원사업, 중
소기업 학습조직화사업, 뉴패러다임센터 사업과 임금직무혁신사업 등)에 나타나는 공통된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작업장 혁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뚜렷한 개념이 없었을 뿐 아니라 통합적이고 전략
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작업장 혁신 지원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성공적
인 작업장 혁신 사례와 모델을 분석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실제
작업장 혁신의 성공적 사례에서 나오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업장 혁신 지원 프로그
램이 설계될 때 현장에서 제대로 유익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뉴패러다임센터
사업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성공적 작업장 혁신 사례와 모델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아,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내용의 디
자인에서 무엇을 중점적인 사업으로 할 것인지의 초점이 불분명했다. 따라서 작업장 혁신
관련 사업의 일관된 방향성이 없을 수 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작업장 혁신 관련 사업들을 보면, 노동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지
속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의 나열적·분산적으로 사업을 배치하고 늘려오면서 각 작업장 혁
신 관련 사업의 특성과 목표를 고려한 사업 간 전략적 배치 및 연계가 없었다. 작업장 혁
신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정책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걸맞는 전반적인 정책의 기본틀
(policy framework)을 구축한 가운데 작업장 혁신 지원 관련 사업들을 그 정책틀에 맞게
배치하는 식으로 정책이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간의 상호 연계나 방
향성이 애매해 졌다.
셋째, 정부의 정책입안자와 정부의 정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관리자 사이에 의사소
통과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업의 내용진전과 사업실적에 대
해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은 정부 정책을 위탁받아 사업을 관리하는 사업관리기관이 어떤 식으로 사업
의 목표를 세우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과 내용을 어떻게 설계하였는지 그
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받고 점검하는데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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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면이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을 가진 사업들이 여러 해에 걸쳐 지속사업이 되는
동안에 사업목표, 내용이 재정의, 재설계되어 보완되지 못하고 지속된 면이 있었다.
넷째, 사업관리자는 실제 작업장 혁신 관련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자가 실제로 프로그
램에 따라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다 정기적이고 밀착된 현장 실사를 했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서류심사, 절차 심사에 그쳐 사업내용, 사업진행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도출에 소홀하는 등 사업관리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뉴패러다임
센터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 상 뉴패러다임센터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기 때문
에 위와 같은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없거나 적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작업장 혁신 관련 사업 평가에서도 사업관리자의 주문을 일정하게 수
용한 듯한 ‘주례사’식의 평가로 사업의 설계, 사업의 초점, 사업선정방식, 사업의 모니터링
등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문제점이 제대로 제기되거나 재검토되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중소
기업 학습조직화사업의 경우 1명의 전문연구자가 평가자로 선정되어 현장 실사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평가함으로써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사업관리기관이 평가자의
평가의견을 그 다음연도 사업에서 어느 정도 반영하여 개선하였는지는 의문이다.
(1)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
정부가 한국노동교육원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했던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은
노사파트너십 증진, 작업장 혁신 및 경쟁력 제고, 노사 공동의 관심사 및 문제해결 등을
고무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Ⅱ-56>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
신청건수

지원건수

재정지원예산액

2003년

317

66

20억원

2004년

256

62

20억원

2005년

284

106

40억원

2006년

407

118

40억원

2007년

477

106

35억원

2008년

422

64

35억원

2,163

542

190억원

합계
자료: 노동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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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보듯이 2003～2004년까지는 2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고 2005년부터는 40
억원으로 증액되었다가 2007년부터는 운영경비 5억원을 제외하고 재정지원예산은 35억원
이 되어 총 190억원이 지출되었다.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은 총 2,163건이 신청되어
542건(25.1%)이 채택되어 재정지원을 받아 약 4:1의 경쟁이 있었다.

<표 Ⅱ-57> 지원을 받은 단체 유형별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
총 계

사업장

지역단체

업종단체

비영리법인

신청

지원

신청

지원

신청

지원

신청

지원

신청

지원

2003년

317

66

291

53

9

6

15

6

2

1

2004년

256

62

224

44

11

5

14

10

7

3

2005년

284

106

228

86

18

9

21

6

17

5

2006년

407

118

352

96

21

10

13

6

21

6

2007년

477

106

418

92

45

12

14

3

-

-

2008년

422

64

369

68

34

10

19

6

-

-

합계

2,163

542

1,882

438

138

52

96

37

47

15

자료: 노동교육원

이 사업은 6년간 542개 지원사업 가운데 사업장 지원이 438개로 80.8%를 차지했고 지역
단체가 52개로 9.6%, 업종단체는 37개로 6.8%를 차지했다. 사업 성과로는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여러 사업장에서는 노사가 기업이나 업종이 당면한 과제, 근로자들의
곤란과 우려 등을 상호 이해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노사 간에 정서적 교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하여 노사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의 경우에
는 이런 식으로 노사 대표들이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가 아닌 다른 기회에 만나 이런 식
의 상호 이해와 의견교환 그리고 노사간의 정서적 교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거의 없거나
노조가 피하고 있어 의미가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의 경우 신청건수가 매우
적다.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사업 자체가 너무 느슨하고 포괄적으로 설
계되어 이 사업을 통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가 초점이 불분명했다. 노사파트너십 재정지
원사업을 신청한 기업이나 업종의 상당수 노사 당사자가 체육행사, 단합대회, 등산대회 등
친목과 이벤트성 행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명목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도 실제
로는 위와 같은 이벤트성 행사를 한 경우가 많았다.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 사업은 초기에
는 이런 기본적인 활동도 의미가 없지 않았지만, 이런 식의 행사가 지속되고 또 그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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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높은 것은 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문제가 된다. 노동교육원에서는 신청서류심사, 비용사
용근거, 사업결과와 실적서류 접수 등 절차적인 관리에 집중하여 사업이 어떻게, 어떤 내
용으로 전개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의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외부의 평가보고서도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사업신청
자들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을 수행했는가를 평가해야 함에도 현장 실사를 형식적으로
하는데 그쳤다. 오히려 이 사업관리기관이자 평가사업 발주자인 노동교육원이 노사파트너
십 재정지원사업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허술
하였다.
앞으로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의 주체였던 노동교육원이 다른 조직에 통합됨에 따
라 정부는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 사업을 다른 기관(예 -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에 맡겨
서 그 원래의 사업취지를 부분적으로 살리되 사업의 명칭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초점
을 크게 좁혀서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을 수행한 각 기업
의 노사들이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 현장확인 작업과 사업수행 실적
을 현장실사를 통해서 엄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사업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사업도 정부의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학습
조직화를 성공적으로 이행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했으나 오히려 국내외 대기
업을 기반으로 한 학습조직 이론에 근거하여 설계되었던 점에서 사업 목표와 사업내용 설
계에서 구체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시작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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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8> 중소기업학습조직화 사업
유형

지원조건

지원내용

- 경영성과 개선 및 직무와 연계된 근로자의 학습활동 ▶ 기업당 1,500만원 한도
학습조 활동지원

에 한하여 지원

- 기업의 학습리더 활동 수당의

- 다경력자를 학습리더로 지정, 학습조 활동 주도

70% 지원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 기업당 2,000만원 한도
학습공간구축

학습공간 구축시 소요되는 기자재 등 일정 구입비용

- 소요비용의 100분의 70 지원

지원

- PC, 빔프로젝트, 가구류 등

학습활동 결과를 평가하여 보상지급(지식제안우수자, ▶ 학습활동 지원금 1,600만원
우수 학습활동지원 지식마일리지 우수자 및 각종 경진대회시 등 포상)을

한도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
학습네트워크기반 참여 기업들이 학습 노하우.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해 ▶ 기업당 100만원 한도
지원
학습조직화 컨설팅
후견인 제도 도입
현장훈련(OJT)
프로그램 도입
근로자 학습휴가제

학습네트워크 구성.운영 지원
학습조직화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을 전문가 방문 학습
활동 자문과 구체적체계적인
․
지원

▶ 기업당 2,000만원 한도

신입직원의 지식습득이나 학습촉진 유도를 위한 멘토 ▶ 기업당 1,000만원 한도
링 구성· 운영에 지원

- 운영기간 : 3개월, 6개월

OJT 프로그램 수립을 위해 외부전문가와 함께 OJT
프로그램 설계시 이를 지원

▶ 기업당 800만원 한도

단협이나 취업규칙상 7일 이상의 학습휴가제 도입/실 ▶ 제도도입장려금 300만원 한도
시 경우 지원 - 교육훈련, 국내외 우수기업 연수 등

- 7일～20일(50만원～100만원/명)

인력개발(HRD)

HRD 분야전공자로서 1년 이상의 경력자를 HRD 전 ▶ HRD전담자 인건비

전담자채용 장려

담자로서 신규 채용하는 경우 지원

지식공유 시스템

학습조직

활동실적

등록관리하여
․

확산을 위해 시스템을 도입운영
․
지원

지식공유축적
․
․

- 연간 2,040만원(170만원×12개월)
▶ 4,000만원 한도

자료: 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사업의 성과로는 원래 이 사업에서 의도하지 않았으나 작업장 안
전에 대한 학습의 증가로 산재의 감소, 다능공화와 이직률의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현장
근로자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직무, 기계, 설비의 동작원리를 제대로 학습하여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이후 개선과 학습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 중소기업에서 회의, 학습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 현장에 학습공간을 구축한 것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확보를 넘
어서서 중소기업들에게 회의, 학습, 문서작업과 훈련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사업이 모듈화되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명기됨으로써 학습조직화 사업을 하도록 선정된 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사업내
용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용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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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학습조직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사업목표와 설계내용 사이에 상당한 괴
리가 있고 사업내용이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화되지 못해 초기 사업목표 설정과
사업내용 설계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점은 노사파트너십 공동훈련과 유사하다.
초기에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사업에 대한 명확한 아이디어 없이 사업이 설계되어 상당한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일정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초기의
학습조직화가 분임조, 자주관리조와 혼동이 되어 학습능력 향상보다는 단기적인 성과향상
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학습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소
기업들의 성공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컨설팅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들도 학습조직화에 대
한 관심 보다는 재정이 지원되는 공간 구축 및 지식관리지시스템의 도입에만 주로 관심을
가져 정부가 기업들의 인프라구축만을 도와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측면이 발견되었다.
본래 이 사업의 목적이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에 있는 만큼 공간구축, 시스템설치 비용을
대주는 식 보다는 조직 내부의 software 혁신으로서 중소기업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학
습의 체계, 학습내용을 성공적으로 갖추어 갈 것인가 그리고 그런 학습체계와 학습내용을
중소기업의 성과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어야 했
다. 외부컨설턴트들의 컨설팅을 받은 경우 상당수의 기업들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컨설턴트들의 전문성 부재, 컨설턴트들에
게 제공되는 작은 서비스 비용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아직 국내에는 기업들의 학습조직
화 사업을 컨설팅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컨설턴트의 층이 앏고, 그런 능력과 경험
을 가진 컨설턴트들은 주로 대기업을 상대로 높은 컨설팅 비용을 받고 컨설팅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이용하기 어렵다. 또한 컨설턴트가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사업을
지원하더라도 학습조직화는 바쁜 업무 가운데 별도의 시간을 내어 수행해야 하는 일이 적
지 않다. 그런 만큼 중소기업 경영진이 중장기적인 시각과 여유를 갖고 학습조직화에 필요
한 지원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인력부족, 비용의 압박 때문에 그러기 쉽
지 않다. 또한 컨설턴트들의 지원으로 중소기업을 학습조직화를 하는 데는 경영진이 학습
동기 부여, 학습과정의 지원, 학습결과의 적극적인 활용이라는 면에서 중소기업의 인적자
원개발전략에서 접근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그런 인적자원개발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은 소수의 앞선 중소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학습조직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선정된 중소기업에 중간관리자, 현장관리자 들을
중심으로 얼마나 자율적인 학습역량이 구축되어 지속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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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이 된 바가 없고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도. 이런 점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뉴패러다임센터 사업 평가

○ 개요
정부가 추진해 온 다른 사업과 달랐던 점이 유한킴벌리라는 성공적인 학습과 훈련 및
작업장 혁신 모델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뉴패러다임센터의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계획을 갖추고

보다 체계

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컨설팅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특히 뉴패러다임센터 사업 초기
에 유한킴벌리에서 경험이 풍부한 관리자들이 뉴패러다임센터에 컨설턴트로 파견되어 뉴
패러다임센터 사업을 신청한 기업에 나가서 컨설팅을 하는 시범을 보임으로써 뉴패러다임
센터에 고용되어 있었으나 경험이 없었거나 부족한 다른 컨설턴트들을 교육과 훈련할 수
있었다.
뉴패러다임센터는 2004년 3월 개설 이후 2008년 10월까지 1년 17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합쳐서 256개 회사/기관을 대상으로 근무체계관련 제도를 개편해
주어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왔다. 뉴패러다임센터는 근무제도
개선(4조 3교대나 또는 4조 2교대 제도의 도입)로 근무시간이 줄고 휴일수가 늘어나면서,
근로자들의 학습과 훈련을 강조하여 다기능화, 숙련의 향상, 공정개선 등 다양한 작업장
혁신 등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뉴패러다임센터 사업은 중소기업들의
교육, 훈련과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컨설턴트들을 키워내고 유한킴벌리의 혁신적 경험의
모델화와 모델의 성공적인 적용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공공부문 조직들 내부에서 뉴패
러다임센터가 제공하는 컨섩팅 사업에 대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었다.

○ 성과
사업 시행 초기의 일정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컨설팅을 통해 교육과 훈련을 위한 여유
시간의 확보, 교육과 훈련, 다양한 개선과 작업장 혁신을 지원하고 확산시키는 하나의 중
요한 계기와 모델을 마련했다. 4조 3교대나 4조 2교대 등 근무교대조 개편은 컨설팅을 통
해 기존 작업관행을 개선하고 학습이나 교육과 결합될 때 작업장을 혁신하는 내용으로 기
존의 노력을 통해 적지않은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미래경영개발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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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2008, 기타 다양한 혁신 사례집, 이장원, 이영호 2008).
뉴패러다임센터 사업은 컨설팅을 통해 교대조 개편, 교육과 훈련, 직원들의 능력향상, 작
업장의 개선과 혁신이라는 여러개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지역이나 업종 내부
에서 다양한 홍보효과를 내면서 민간 중소기업, 중소 공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컨설팅을
받겠다며 찾아오고 있다. 뉴패러다임센터는 그동안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적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보다 업종의 특성과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형태
로 전문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분화하고 발전시켜 왔다. 최근에 평생학습클럽 제도를 이용
하여 컨설팅을 받은 기업이나 기관들이 함께 모여 사후관리와 상호 경험과 정보교환을 통
해 작업장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사업을 신청한 해당
기업들에게 현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없고 뉴패러다임센터에서 컨설턴트가 직접
파견되어 컨설팅을 해 주는 식이기 때문에 재정지원과 관련되어 불거질 수 있는 불필요한
기대나 도덕적 해이도 없었다.

○ 업종별 성과와 확산 - 거점 전략의 중요성
뉴패러다임센터의 컨설팅 사업이 초기에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 가릴 것 없이 분산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뉴패러다임센터의 컨설팅은 점차 몇 개의 주된 업종 중심 그리고
다양한 산업과 업종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전개되었다. 컨설팅 사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뉴
패러다임센터가 추구해 온 교대조 개편 - 교육과 훈련 강화 - 근로자들의 역량과 숙련 제
고 - 각종 개선과 혁신이라는 혁신모델이 잘 적용되고, 경영진의 혁신 의지가 분명하며,
업종 가운데 중요한 거점이 되는 사업장에서 성공적인 적용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업종에
서는 뉴패러다임 컨설팅이 크게 확산되었다. 뉴패러다임센터의 컨설팅 사업은 중소병원,
철강업종, 복지관 등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이들 업종에 컨설팅이 크게 확산되었고,
업종별 성공사례가 나올 정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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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59> 뉴패러다임센터에 의한 3개 업종의 컨설팅
병원
2004

2005

복지관

UIC시카고치과병원,

철강산업
*동양강철

굿모닝병원, (2)
모아치과, 진주의료원, 엠마오사

양천사회복지회소망재활원, 노틀

랑병원,안세치과의원,JC빛소망안

담수녀회노틀담복지관, 태화기독

과,유리의료재단, 대우병원, 동진

교사회복지관, 익선원, 삼일육아

한의원,웰빙치과,샘치과,강릉동인

원(5)

포스코(1)

병원,동해동인병원, 황세영산부인
과의원 (13)

2006

참사랑병원, 자생한방병원, 천안

파주시노인복지회관,교남소망의

삼정피엔에이, 동화기업( 주),

충무병원, 청심의료재단, 서울베

집,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김해시

(주)유일,(주)피에스씨,(주)만

스트치과,마음사랑병원, 서울시광

종합사회복지관,은평종합사회복

서기업,영남산업(주),포철산기

역정신보건센터, 미엔미의원, 코

지관,월계종합사회복지관, 오산종

( 주),( 주) 세명기업, 동일기업

스비오창선한의원 (9)

합사회복지관 (7)

( 주), 포우산업( 주), 신립공업
(주) (11)
*동부제강

2007

경희의료원, 고창종합병원, 프라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녹번종합사회

이덴치과의원, 안농민한의원, 안

복지관,신림종합사회복지관,인천기

성농민의원, 충북청주의료원 (6)

독교종합사회복지관,군포시장애인종
합복지관, 안양시율목종합사회복지

(주)대연, 부국산업(주) (2)

*대한제강

관,부천오정구노인종합복지관,부천
혜림원,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9)
사랑의복지관,양지노인마을, 제주
케어하우스,제주장애인요양원,사
2008

경기도립의료원이천병원,영월의

상구종합사회복지관, 시립서대문

료원, 목초시의료원 (3)

노인종합복지관, 바다의별,사회법

*휴스틸, 동부제철

인효행복한집, 광양시장애인종합
복지관 (9)
합계

33개

30개

18개

자료: 뉴패러다임센터 (2008 10월말 현재)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 업종에 걸쳐서 2004년～2008년 10월까지 뉴패러다임센
터는 중소병원 33개, 복지관 30개, 철강업종 18개 등 총 81개 사업체에 대해 컨설팅을 통
해 교대조 개편, 학습조직 구축, 다른 작업장 혁신 등을 추진해 왔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
는 것처럼 같은 업종에서 이와 같이 뉴패러다임 컨설팅이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다음 세
가지 요인 때문이다. 하나는 뉴패러다임센터에서 제시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모델이 그
업종의 특성에 잘 맞는 점이 있다는 점과 그 업종에서 거점이 되는 사업장에서의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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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과 그 내부 주체들이 근무제도개편과 평생학습체계 구축에 대한 공감이 같은 업종 다
른 조직이나 기업들에 확산되게 한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뉴패러다임 컨설
턴트들이 해당 업종의 특성에 대해 보다 깊이있게 이해하고 그 업종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감으로써 그 업종에 알맞은 방식의 컨설팅 내용을 개발하고 보완할 수 있었던 점에
있다.

① 철강업종 사례
철강업종에서는 뉴패러다임센터가 포스코 최고경영진과 수차례 접촉을 통해 유한킴벌리
의 경험에 기초한 뉴패러다임 모델에 대해 설명을 한 뒤 포소크의 고위 경영진과 관리자
들이 유한킴벌리를 수차례 찾아 벤치마킹과 면담을 통해 뉴패러다임의 교대조 개편을 통
한 학습조직화 모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미 포스코에서는 내부의 교육과 훈련시스템
을 발전시키고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 혁신적 교육 방식들에 대한 지속적인 벤치마킹 등을
통해 학습체제를 진화시켜 오고 있었다. 포스코는 유한킴벌리 등의 벤치마킹을 통해 ;리더
의 솔선수범을 통한 현장 중심의 조직학습이나 토론, 연구’ 등 교육 방식의 효율성이 떨어
지는 기존 학습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05년부터 유한킴벌리 방식의 평생학습조직
모델을 적극 수용했다(박준식, 2007). 포스코는 포스코의 인력조정을 하면서 포스코 인력을
협력회사로 신분전환 하는 과정에서 05년 무렵부터 외주 파트너 기업들에 대한 4조 3교대
체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외주 파트너 기업의 내에서 인건비 상승 등 때문에 중단했다. 상
당 규모의 현장 인력을 외주 파트너 기업들로 신분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해 지면서 포스
코는 원활한 인력조정을 위해 06년 1월부터 외주 파트너 기업들로 이직하는 직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4조 3교대 근무제도 적용을 약속했다. 주 40시간 근무제의 도입도 하나의 중
요한 계기가 되었다.
포스코 외주 협력사 가운데 삼성 P&A가 3교대제에서 인원 증가 없이 4교대제로 전환하
면서 학습조직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실험을 했다. 삼정 P&A가 4조3교대제로 바꾸면서
산재가 줄어들고 생산성이 높아졌다. 삼성 P&A 이후에 포철산기에서도 같은 교대조 개편
과 학습체계 구축을 통해 근로자들은 연간 86시간에서 102시간에 달하는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과거처럼 의무적,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방식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자기개발 동기를 중시하는 자발적 학습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P&A와 포

철산기의 근무제도 개편과 뉴패러다임 도입은 포스코 계열사 전체 차원에서 볼 때에도 주
요 외주 협력사에 뉴패러다임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전환점을 제공한 것이다. 포스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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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협력회사 13개가 추가로 뉴패러다임센터의 컨설팅을 받아 4조3교대제로 바꾸면서 학습
체계를 구축하거나 다른 혁신을 하기도 했다. 13개 포스코 외주협력업체 가운데 동화산업,
유일기업 등이 상당한 혁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포스코 계열사들에서 뉴패러다임
의 도입과 확산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데에는 본사 차원의 직간접적
․
지
원 역시 결정적인 배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포스코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근무제
도, 체계적인 인재육성 시스템, 평생학습 체계 등은 여타 계열사들이 곧바로 참조하고 현
장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었다. 포스코 계열사들은 뉴패러다임 모델의 적용을 계기로
본사 수준에서 이미 확립되고 제도화된 혁신적인 고용관계를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점진
적 개선과 재구성 작업을 거쳐 적용함으로써 내부혁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포스코의 핵
심 계열사들과 외주 파트너 업체들이 포스코의 정규직 근로자들만 적용받아 오던 4조 3교
대 근무제도를 관련 기업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면서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학습조직 구축
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대기업의 혁신을 중소기업에 확산하여
격차를 줄일 수 있었다(박준식, 2007).
대기업을 중심으로 외주, 하청협력업체가 갖는 긴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대기업이 지원하
는 가운데 외주 협력업체들이 교대조 개편, 학습조직 구축, 작업장 혁신을 해 나갈 때 매
우 효과적이고 빠르게 확산되면서 그 성공적 결과를 대기업과 외주 협력업체들이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기업, 중소하청기업의 상생 모델이자 공동 혁신 모델로서 의미
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② 복지관 사례
외부 경제환경의 급속한 변화, 특히 저출산, 인구의 고령화, 경제의 양극화에 따라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 세분화되면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의 필요
성이 커지고 있다. 뉴패러다임 센터는 2005년 9월 (복)양친사회복지회 소망재활원을 시작
으로 2006년 12월까지 총 9개 사회복지기관의 컨설팅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그 중에 복지
관의 중심적인 기관으로서 복지사들에 대한 교육을 동시에 담당하는 태화기독교사회복지
관에 대해 교대조 개편과 학습조직을 구축한 것이 복지관에 뉴패러다임의 모델과 컨설팅
이 크게 확대된 계기가 되었다. 이후 뉴패러다임 컨설팅을 통한 학습조직 구축은 2008년
10월말까지 30개 복지관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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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0> 2005년 - 2006년 8월말까지 복지관 중 뉴패러다임 컨설팅을 받은 기관 예
기관명

구분

컨설팅 기간

주요컨설팅 내용

소망재활원

장애인생활시설

05.4,29-9.30

교대제/평생학습

노틀담복지관

장애인이용시설

05.6.29-10.31

근무제도/평생학습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05.9.13-12.31

평생학습

익선원

아동생활시설

05.11.29-06.3.31

근무제도/평생학습

삼일육아원

아동생활시설

05.11.29-06.3.31

근무제도/평생학습

파주시노인복지회관

노인이용시설

06.4.28-06.7.31

직무제도 개편

교남소망의집

장애인생활시설

06.5.4-8.31

근무제도/평생학습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06.5.25-8.31

근무제도/평생학습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06.5.26-8.31

평생학습

뉴패러다임 컨설팅은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관에 따라 약간 씩 다르지만, 컨설
팅의 초점은 근무제도와 평생학습체계 구축에 놓여져 있다. 뉴패러다임 컨설팅을 통해 복
지관들은 기존의 관성화된 조직문화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었다. 복지관 내
부에서도 뉴패러다임 컨설팅을 계기로 다양한 변화 노력을 기울였고 기관별로 차이가 있
으나 직원들이 이러한 변화 노력에 다양하게 참여하였다. 복지관 내부에서는 조직진단과
학습진단 과정에서 부서간 업무구조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의 기회를 높일 수 있었다. 컨
설팅 과정에서 복지관 내부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내부적인 변화를 주도했던 디자인팀에
참여했던 직원들이 참여경험을 통해 개인의 역량강화, 의사소통능력 향상 등을 통해복지관
내부에서 변화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복지관의 근무제도 개선은 근무환경이 열
악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기대가 컸으나 현실적으로 인력과 재정적인 지원이 없는 상태에
서 이루기 어려웠다. 일부 근무제도가 개선된 곳도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이 없이 업무량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루어져서 근무시간이 단축된 만큼 다른 날 그만큼 업무량을 수행해
야 했다.
복지관의 뉴패러다임 컨설팅에서 가시적인 성과는 학습체계 구축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
래 표에 8개 기관의 경우를 정리한데서 알 수 있듯이 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정하게
평생학습체계가 구축되었고, 다양한 방법론이 개발되었다(최수찬 2007). 컨설팅의 결과 복
지관에서는 학습계획의 공유여부, 충분한 학습기회의 제공, 공평한 학습기회의 제공, 학습
기회의 활용가능성, 금전적비금전적
․
지원 등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학습체계
구축을 통한 업무 성과로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데 일정하게 도움이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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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받는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되었으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수찬 2007). 학습체계 정착의 장애요인으로는 이용시설
의 경우에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학습시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표 Ⅱ-61> 학습체계의 변화
생활시설
A기관

C기관

D기관

E기관

교육예산 증대

×

○

+3000만원*

○

교육전담부서

×

교육추진팀

기획연구팀

교육담당자

장단기계획수립

×

○

○

○

학습동아리

×

3개 운영

×

사내강사 제도

×

○

○

○

교육평가제도

×

성과관리

-

연말 사례발표 및 ,
업무적용사례 시상

인센티브
기타
실시여부

대학원수업시간 배려, CoP 연 40만원 지원, 도서학습 지원(도서실
외부교육출장비 지원 근무중 외부학습 인정
및 도서 지원)

학습조직 지원

사이버교육 지원,
자격증 취득 교육지원

월 1회 외부강사 초청,
공개강의네트워크구축

IDP, 개별교육관리,
직무분석내용 반영

도서관시설구비,
해외연수기회 확대

○

○

2007년 실시예정

○

이용시설
교육예산 증대
교육전담부서
장단기계획수립
학습동아리
사내강사 제도
교육평가제도

F기관
TF팀
○
4개 운영
○

G기관
+1,000만원
기획개발팀
○
13개 운영
○
연말 CoP 평가 및 시상

H기관
교육담당자
○

I기관
+1,200만원**
교육담당자
○
6개 운영
○
학점이수제, OJT 반영

인센티브

CoP에 1인당 연5만원

CoP당 연간 60만원

기타

평생학습 선언식, 캔
미팅, IDP, 온라인 교육

일본견학
프로그램, IDP

실시여부

2007년부터 실시

○

2007년 시행예정

2007년부터 실시

* 2007년도 공동모금회에서 복지QC 부분에서 지원받음.
** 2007년도 1년간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음.

컨설팅을 받은 복지관들의 뉴패러다임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고 그리고
다른 복지관에 추천여부에서도 높은 비율로 추천을 하겠다고 한 점에 비추어 뉴패러다임
센터의 학습체계 구축을 비롯한 주요한 조직진단, 조직변화에 관한 컨설팅은 각 복지관에
서 적지 않은 성과를 내면서 좋은 평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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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와 과제
근무체계의 변화, 학습조직화, 작업장 혁신은 직무수행 방식의 변화를 낳기 때문에, 아울
러 보상제도 등 전반적인 HRM 변화와 맞물려야 완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미래경영개
발연구원, 2007). 근무교대조 개편만으로도 작업조직의 변화와 연계되나 그동안 뉴패러다
임 모델이 보다 다양한 방식의 작업장 혁신 가능성에 비추어 근무교대조 개편이라는 방식
에 국한된 면이 있고 인적자원관리, 노사관계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접근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한계와 문제점은 유한킴벌리의 혁신모델을 기초로 하였고 더구나 그 모델을 근
무교대조 개편과 학습조직이라는 내용으로 단순화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풍부하게 유한
킴벌리의 경험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축소해 버린 점도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 이룩
된 더욱 풍부한 작업장 혁신 경험이 다양한 유형이나 모델로 발전시키지 못하여 벤치마킹
의 모범으로 활용되지 못한 우리의 작업장 혁신 연구, 이론과 정책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
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정한 기간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작업장혁신을 고무하고 촉진하는

효과

가 있으나 혁신이 정착되지 않은 적지 않은 경우에는 컨설팅이 끝나고 컨설팅팀이 떠난
뒤 일부에서는 원래 대로 돌아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사업체의 규모, 생산물의 성격 등
을 반영하여 작업장 혁신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컨설팅 메뉴가 없다. 이것은 뉴패러
다임센터의 한계일 뿐이고 오히려 뉴패러다임센터가 제대로 다양하게 컨설팅을 할 수 있
도록 연구, 인프라,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했던 점을 탓해야 할 것이다. 작업장 혁신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컨설팅 사업지원과 컨설팅 내용과 경험을 이론화하고 연구하
는 작업장 혁신 연구간의 체계적인 결합이 부족했던 점도 향후 작업장 혁신사업의 활성화
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점이다. 경험과 역량이 높은 컨설턴트들의 풀이 없고서
컨설턴트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노력이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다.

(5)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3)

노동부가 지난 96년부터 실시해 온 사업으로서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함. 노
사문화우수기업 및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을 낳은 신노사문화 정책의 기본틀은 상호신뢰와 존중의 문화, 참여와 협력의 문화,
자율과 책임의 문화 구축을 목표로 심사기준은 노사관계, 열린경영, 인적자원개발, 지식 정
3) 주로 이정현 교수(2008)의 ‘한국의 작업장 혁신’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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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공유, 생산성 향상노력, 경영상태 및 성장성, 종업원 만족(복지), 고객만족 등의 8가지 항
목이다. 작업조직 관련 개선 노력은 2000년대 초반에는 고려되다가 2007년 - 08년에는 작
업장 혁신의 기초단계인 경영정보 공유로 대체되었다.

<표 Ⅱ-62>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과 선정 현황(2000-2005)
구분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신청

792

90

120

144

149

109

180

선정

388

57

65

71

65

48

82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2005)

2001년 조사에서는 신노사문화 정책이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전체
의 20%에 머물렀고, 기여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52.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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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외국의 작업장 혁신 정책 사례

1. 핀란드의 작업장 혁신과 개발 - 과거, 현재와 향후 과제

가. 머리말

(1) 핀란드의 성공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북유럽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핀란드는 면적 338,145평방킬로미터, 인구 530만 명의 인
구 밀도가 낮은 국가이다. 핀란드는 오랫동안 주로 핀란드 사우나로 잘 알려져 있었으며
가장 유명한 핀란드인으로는 핀란디아찬가의 작곡가 얀 시벨리우스(Jean Sibelius)와 1920
년대 올림픽 3회 연속 9개의 금메달을 수상한 장거리 육상 선수 파보 누르미(Paavo
Nurmi)를 꼽을 수 있었다. 전후 시대 이전까지 핀란드 경제는 제재소, 펄프, 종이 등 목재
가공품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았다.
최근 몇 년 동안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우수한 국가라는 국제적 명성을 얻
고 있다. 또한 첨단기술의 정보사회와 사회적 책임의 복지국가를 성공적으로 통합시킨 대
표적인사례로 평가 받는다. 이러한 ‘핀란드 모델’은 특히 카스텔(Castells)과 히마넨
(Himanen, 2002)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베너(Benner, 2003)는 핀란드를 전체 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단기간 안에 원자재 중심의 성장 패턴에서 지식집약 패턴으로 이
동한 동시에 복지국가로서의 기존 체제를 유지한 모범 사례로 꼽는다.
핀란드의 국제적 명성은 특히 각국 기업의 혁신환경에 관한 조사를 통해 잘 드러난다.
한 예로, 유럽혁신지수(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에 따르면 핀란드는 2007 종합혁
신지수(Summary Innovation Index)에서 스웨덴, 스위스와 더불어 최상위를 기록했다. 그
러나 초점을 혁신환경에서 국가 성과를 나타내는 실질 기준으로 옮겨보면, 핀란드의 입지
는 타 국가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핀란드는 혁신환경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해진 모든 노력에 비해 국가 성과와 삶의 질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지적과 더불어, 향후 핀란드의 인구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인구 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데다가 생산 투자 감소, 공장 폐쇄, 생산 감축, 낮은 인건비의 국가로 생산
이전 등의 소식이 맞물리면서 핀란드 사회에 새로운 논쟁을 촉발시켰다. 이러한 논쟁에 있
어 핀란드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 정책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관점
을 도입하고 기술발전과 사회혁신간 균형과 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
다(예, Hämäläinen & Heiskala 2007; Schienstock 2004). 일례로 핀란드 기술개발청(Tekes,
Finnish Funding Agency for Technology and Innovation)은 점차 비기술 부문 내 기업,
서비스, 관리 및 조직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새로운 Tekes 전략안에 따르면, 정보, 통신,
생명기술, 소재 등과 같은 기술 관련 역량뿐만 아니라 기업 역량, 서비스 역량 및 사회적
역량도 국제적 우수성을 필요로 하는 부문으로 지목되었다(Tekes 2008). 핀란드 혁신 정책
논의의 새로운 원칙인 ‘포괄적 혁신 정책(broad-based innovation policy)’ 개념은 체계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개인과 공동체의 잠재력을 실현하고강력한 수요와 사용자 지
향성을 갖고 있으며 국제적인 특징을 지닌다. 2008년 6월 한 고위실무그룹은 이러한 전제
에 입각한 국가혁신전략안(National Innovation Strategy)을 고용경제부에 제출하였고 핀란
드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혁신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기업들의 작업, 조직 및 관리
관행은 핀란드가 국제 경쟁에서 성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전형적인
대량생산 방식의 제품과 서비스는 주로 가격과 낮은 비용에 의해 경쟁력이 결정되기 때문
에 핀란드 기업들은 갈수록 경쟁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전통적인 대량
생산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설계 부문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최근 각
종 사례를 살펴보면, 핀란드 기업들이 양질의 제품이나 서비스, 신뢰가능한 제공과 이에
필요한 전문성만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난다. 국제 경쟁에서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은 핀란드 기업들은 속도와 유연성을 보유하고, 고객 요구를 충족하
기 위해 고도의 맞춤화가 가능하며, 고객에게 통합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고, 제품,
운영 및 공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기업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추세는 핀란드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생산비용이 높은 다른 선진국에도
해당한다. 선진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경우, 주요 경쟁력 원천이 효율성과 품질에서 유
연성, 더 나아가 혁신으로 이동하고 있다. 혁신성을 통해 경쟁하는 기업들은 효율성이나
품질로 경쟁하는 기업들보다 더욱 다양한 전문성을 보유해야 한다. 새로운 유형의 전문성
은 기업의 새로운 작업, 조직 및 관리 관행을 통해 실현된다(e.g. Miles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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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iro 2002; Van Amelsvoort 2000; Victor & Boynton 1998).
핀란드는 향후 몇 년 내로 고령화라는 또 다른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인구 고
령화로 인해 인력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상황은 절대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상당수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도 핀란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고령화는 핀란
드의 경제성장 전망을 위협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발전 잠재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핀란드의 국제 경쟁력도 약화시킨다.

(2) 지속가능한 생산성의 질적 향상과 확장형 삼중나선(Expanded Triple Helix) 모델

앞서 지적한 이유로, 핀란드가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복지국가의 전제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생산성 향상은 갈수록 미래 혁신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그러나 혁신 주도의 생산성 향상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최
적의 방법은 아니다. 대신, 혁신 주도의 생산성 향상은 이와 동시에 사람들이 오래 일하도
록 장려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또 다른 핵심요인인 노동력 규모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지
속되어야 한다. 향후 정책 과제는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광범위한 부문에서 노동생활
의 질적 개선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지속가능
한 생산성의 질적 향상 과제’라 명명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핀란드는 기술적 혁신과 사
회적 혁신에 동일한 역점을 두는 포괄적인 정책 접근법을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법의 핵심에는 이른바 ‘확장형 삼중나선 모델’이 있다. 이 모델은 새로운 혁
신적 솔루션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기업, 대학 및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지식의 학습과 고양이라는 시각의 전통적 삼중나선 모델을 응용한 것이다. 그러나 확장형
삼중나선 모델에는 더 많은 당사자와 더 많은 상호관계가 관여한다. 각 당사자별로 다른
역량을 보유하지만 새로운 지식을 창출한다는 관점에서 이들은 모두 ‘혁신 클러스터’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확장형 삼중나선 협력의 당사자들은 기업외에도 공공 작업장과 비정부단체(NGO)로 구
성된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다. 한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핀란
드 내 지속가능한 생산성의 질적 향상이라는 과제는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 제
공에도 적용된다. 특히 공공 보건과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에게 더욱 어려운 과제이다. 협
력 당사자들에 대학과 연구기관 외에도 교육단체, 자문기관 등 개발에 주력하는 조직들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다. 비교적 단순한 기업 경영 기법을 일부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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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작업장 혁신은 각 상황 별로 다르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명확하고 통일된 형태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물론, 제품과 공정 기술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각 지역별 여건에 맞게 맞춤화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세부사항은 조직 및 관리 관행과
관련된 솔루션보다 훨씬 명확하게 결정될 수 있다. 작업장 혁신 도모는 컨설턴트, 지방 교
육단체 등 외부 전문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림 Ⅲ-1〕확장형 삼중나선 모델 (출처:Alasoini et al. 2005b, 5)

Public authorities
Social partners

C om panies
Public bodies
T hird sector
organizations

R esearch &
developm ent
units

주: 정부당국/사회적 동반자/기업/공공 기관/3자 단체/연구개발 조직

이들 외부 전문가는 기업과의 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암묵적 지식 공유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경영진 및 인력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협력
당사자들에 정부당국과 더불어 사회적 동반자들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의미를 지
닌다. 핀란드와 같이 노사관계가 고도로 제도화된 국가의 경우 노사단체가 체결한 단체협
약과 일반 협약들은 적용범위와 구속력 측면에서 국가 법률에 준한다. 이 경우, 사회적 동
반자들은 정부와 대등한 정책입안자들로 정당하게 간주될 수 있다. 작업장 혁신은 종종 단
체협약 관련 분야와 연결되어 있다. 적대적 노사관계와 제도적 절차의 부족은 작업장 혁신
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Ⅲ-1〕은 확장형 삼중나선 모델의 주요 당사
자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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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과거 및 현재 동향과 향후 도전과제를 조명해봄으로써 핀란드의 작업장 혁
신을 도모하기 위한 작업장 개발과 활동을 조사했다. 작업장 혁신의 주요 발전 과정을 살
펴본 후, 핀란드 작업장 개발 프로그램(Workplace Development Programme, 1996-2009)의
배경, 정책적 당위성 및 내용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였다. 그런 후 현재까지 달성한 프로그
램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광범위한 비교 연구를 실시하였고 작업장 혁신과 개
발에 대한 핀란드식 접근법의 특성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나. 핀란드의 작업장 혁신과 개발에 대한 역사적 회고

핀란드에서 작업장 혁신과 개발이 하나의 정책 의제로 채택된 것은 1980년대와 1990년
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북유럽 국가의 경우 이미 1960년대와 1970년대부터 정부와
사회적 동반자들이 작업장 혁신 활동에 돌입했던 것에 비해 상당히 뒤늦은 출발이었던 것
이다. 이처럼 핀란드가 지체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했고 이에 대해 본 장 후반부
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본 장은 세 개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핀란드의 작업조직 논의의 주요 발전 과정에 대한
개략을 설명한 후, 이어 전후 시대 작업장 혁신과 개발을 위한 국가 인프라의 구축을 조사
하였다. 마지막 부분은 핀란드의 작업장 혁신 프로그램의 도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1) 핀란드 내 작업조직 논의의 주요 발전 과정

테일러리즘(Taylorism)은 1910년대부터 핀란드에서 잘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2차 대전과
초기 전후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기업과 정부당국이 ‘과학적 관리법’의 원칙과 구시대적인
관리 체제, 조직 구조 및 작업 방식을 현대화할 필요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핀란드는 테일러리즘 원칙의 광범위한 도입에 적합한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 핀란드 기업
들의 대량생산 기회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전후 시대 핀란드의 기간산업은 기계와 목
재 및 종이 산업이었다. 핀란드의 기계 산업은 단일 제품 혹은 소량 생산 중심이었고 반면
목재 및 종이 산업은 대량 생산 중심이었지만 생산성 향상의 주된 방식이 구체적인 작업
연구와 측정을 통한 개인별 작업의 분업화는 아니었다. 후에 노키아가 통신 시장의 글로벌
선두주자로 성장함에 따라 전자산업은 1990년대 핀란드의 3대 수출 산업으로 부상했다. 전
자 산업의 경우에도 노키아 등 주요 핀란드 제조업체들은 비교적 협소한 양질의 제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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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위해 국내 생산시설을 전문화하였고 이들의 핵심 경쟁력은 낮은 생산 비용이 아닌
속도, 유연성과 참신한 제품이었다.
핀란드 산업에 테일러리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제한적이었다면 인간관
계학, 사회기술 시스템 설계법 등 관리 및 조직적 사고에 관한 다른 ‘전통적’ 접근법도 마
찬가지로 기회가 제한적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핀란드에서 단 한번도 본격적으로 자리잡지
못했다. 핀란드 기업들은 1960년대, 70년대 및 80년대 스웨덴과 노르웨이 기업들처럼 직무
재설계, 셀 생산 방식, 공장 설계, 반자동 작업그룹 등 새로운 작업 조직 형태에 대한 혁신
적인 실험으로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이 기간 동안 핀란드에서는 작업장 혁신이 ‘노동생활의 질’, ‘노동의 인간화’나 ‘작업장
민주주의’ 등 어떠한 형태로든 정책 의제로 부각되지 못했다. 그 배경에는 다양한 원인이
작용했다. 첫째, 핀란드 산업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지 않았으며 근로 여건은 다른 서방 산
업 사회만큼이나 근로자들의 주요 불만 대상이 아니었다. 1970년대에는 많은 핀란드 근로
자들이 농업 사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들은 농업이나 벌목작업 등 강도높은 노동을 경
험했었다. 실제로 핀란드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근로자 불만의 주된 대상이기도 한, 고도
로 세분화되고 고속 생산 방식의 대량 생산 산업이 다른 국가들만큼이나 발달되어 있지
않았다. 둘째, 핀란드의 경영방식은 기술 편향적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작업 조직이
아닌 유연한 생산기술의 도입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추진했다. 기술자 훈련에 있어 사회기
술과 리더십 역량은 제한적 역할을 차지했고 노조는 임금, 근로시간 등 주로 전통적 분배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셋째, 1970년대 핀란드의 노사관계는 기술 중심의 권위적 경영방식
과 노동조합의 세력 강화와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교섭 입지 개선 간 마찰로 인해 갈등으
로 점철되었다. 이 같은 불신의 환경은 노조의 내부적인 세력다툼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
다. 노사관계의 신뢰 부족에다가 1970년대 주요 작업장에서 높은 수준의 비공식 파업이 맞
물리면서 작업장 개발을 위해 노사 협력을 장려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한 예로, 1976
년 핀란드에서는 최대 3,282건의 노사 분쟁(대부분 돌발파업)이 발생한 것으로 공식 집계
되었다. 넷째로, 당시 핀란드에서 사회학 중심의 강력한 노동생활 연구 전통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작업장 발전 문제를 둘러싼 일반적인 논의가 전개되지 않았다. 1970년대 핀란드
의 노동생활의 질에 대한 논의는 주로 전통적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국한되어 있었다.
1990년대 초 핀란드의 극심한 경기침체가 작업장 혁신과 개발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으
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구 소련 해체로 인한 소련 시장의 붕괴와 유럽시장의
불황은 핀란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많은 기업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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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했고 실업률은 1990년 3.2%에서 1994년 16.6%로 치솟았다. 전후 시대 최악의 경제 상
황을 맞은데다가 기업 및 공장별 교섭의 범위를 확대하는 단체교섭 제도의 개혁으로 작업
장 혁신을 확대하기 위한 밑거름이 마련되었고 이번에는 프로세스 관리의 원칙에 입각하
여 진행되었다. 프로세스 관리(또는 린 생산) 원칙의 도입을 주도한 것은 금속 산업이었다.
수십 년 동안 금속 산업의 사용자 연맹은 새로운 생산 제조 관행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
지해왔다. 핀란드의 프로세스 관리는 작업과 생산 조직에 있어 3대 주요 개혁을 포함했다.
첫째, 부가가치 사슬의 핵심 기업들은 점차 자사의 핵심역량에 집중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
과 실시간 정보교류뿐만 아니라 고객, 외주활동, 부가가치 사슬의 공급업체, 하청업체 등과
의 첨단 정보 네트워크 중심의 견고한 협력관계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다. 둘째, 기업들은
직무 구분의 전통적 경계선과 직능 기반의 분업을 완화함으로써 내부 운영 체계를 개선하
고 내부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많은 경우 이는 더욱 능률적인 조직 구조로 이어졌다.
셋째, 기업들은 신속한 대응 능력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근로자들이 일일 계획,
품질관리, 팀내 분업 등 각종 운영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영향력과 책임감을 발휘할 수 있
도록 팀 기반의 작업 조직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표 Ⅲ-1> EU 27개국 작업조직 유형의 차이점, %
테일러리즘

전통 혹은 단순 유형

합계

자율적 학습조직

린생산

덴마크

55.2

27.1

8.5

9.2

100.0

핀란드

44.9

29.9

12.6

12.7

100.0

독일

44.3

19.9

18.4

17.4

100.0

스웨덴

67.5

16.0

6.9

9.6

100.0

영국

31.7

32.4

17.7

18.2

100.0

EU 27개국

38.4

25.7

19.5

16.4

100.0

자료: Valeyre et al. 2007

과거를 돌아보면, 핀란드 기업들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사이 단기간 내에 작업과 생
산 현대화를 위한 대도약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2005년 유럽근로조건 설문조사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자료를 토대로 한 비교연구(1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비농업 작업장의 임금 근로자 중 9,240명의 응답자 대상)에 따르면, 핀란드의 전
체 작업조직 가운데 ‘자율적 학습’과 ‘린’ 유형의 작업조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EU 27개국
평균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연구의 저자(Valeyre et al. 2007)가 개발한 ‘혁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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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조직의 유형’ 종합 지수의 경우 핀란드는 스웨덴과 덴마크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흥
미롭게도 유럽 각국 비교 분석에 따르면, 작업방식, 지시, 속도 또는 작업률 측면에서 자율
성이 강조되는 자율적 학습조직 유형의 작업조직 확산에 있어, 핀란드는 스웨덴과 덴마크
보다 순위에서 밀려났다. 반면, 직장에서의 인지 능력에 대한 요구가 높은 동시에 자율적
학습 유형의 작업조직보다 근로자 자율성에 많은 제약을 가하는 린 유형의 작업조직에 있
어, 핀란드는 스웨덴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
점의 원인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핀란드 내 작업설계에 대한 사회기술적(혹은 ‘인간
중심형’) 접근법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2) 핀란드의 작업장 혁신과 개발을 위한 국가 인프라 구축

확장형 삼중나선 당사자들 간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한 지원 구조가 없었더라면 핀란드
기업들의 관리 및 조직 원칙과 관행 개혁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상단 참고). 최근 몇
년 동안 핀란드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 중 하나가 자문기관과 더불어 많은 대학조직, 연구
소와 교육단체들이 다양한 전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과 작업장의 개발 사업에 적극적
으로 동참해왔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핀란드의 작업장 혁신과 개발 위한 국가 인프라 구
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1945년에 설립된 핀란드 산업보건 연구소(Finnish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는
국내 연구기관 가운데 최초로 핀란드 생산가능인구의 노동과 보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
였다. 초반에는 주로 의학, 공학 및 심리학 전문지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또 하나
의 중요한 개혁은 1947년 헬싱키 공대(Helsinki University of Technology)가 산업심리학
을 교과 과목으로 채택한 것이었다. 4년 후, 헬싱키 공대는 핀란드에서 처음으로 산업심리
학과 작업감독 연구 교수진을 구성하였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다양한 노동생활 특성에 대한 연구조사가 더욱 활발해졌지
만 이때까지만 해도 대학의 역할은 여전히 전통적 학술 연구에 국한되어 있었다. 노동생활
의 연구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은 교육이나 산업정책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지나치게 긴밀한 협력은 조사의 객관성을 위협하는 잠재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노조운동의 재편으로 인해 핀란드의 노사관계 체제는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급속
한 변화를 겪었으며 그 결과 노조 조직률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1965년부터 1975년까지 10
년 만에, 노조 가입률은 40%에서 70%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급등했다. 여기에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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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기구의 운영에 대한 우려까지 확산되자 이른바 ‘소득정책 협약 시대’라 불리우는
새로운 노사 관계 시대가 열렸고 이는 약 40년 동안 지속되었다. 최초로 중앙화된 소득정
책 협약은 1968년 정부와 모든 중앙 노사 단체에 의해 체결되었다. 노조운동이 강화되고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할 준비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1970년대에 들어서 산업보건안전,
산업보건과 근로자들의 기업경영 참여에 관한 주요 법률 개혁들이 단행되었다. 이러한 법
률 개혁의 조항이 중앙 노사 단체 간 체결된 보다 구체적인 일반 협약으로 보완되는 경우
가 많았다. 근로자들을 위한 직장 훈련 기회와 직장위원들의 입지를 향상시키는 일반 협약
들도 사회적 동반자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1970년대에 추진된 일련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국가 작업장 개발 프로그램
을 통한 작업장 혁신 제고는 정책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 상
황은 급속히 변하기 시작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인력난은 작업장 혁신과 개발
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그 결과 낮은 직업 만족도로 인한 문제들이
늘어났으며 1980년대에는 여론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사회 교육 과학에 기초한 노동생활 연구의 역할이 증대되었고 다각적 접근법과 행동 중심
의 연구가 더욱 일반화되었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일부 대학들은 노동생활에 대
한 연구개발 전담 조직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가 University of Tampere의 노
동연구소(Work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Jyväskylä의

노동연구부서(Work

Research Unit), University of Oulu의 노동학 부서(Unit of Work Sciences)와 University
of Helsinki의 행동이론과 발전적 노동 연구센터(Center for Activity Theory and
Developmental Work Research)이다. 핀란드 산업보건 연구소(Finnish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 노동 심리학 연구소(Laboratory of Work Psychology), 헬싱키 공대
리더쉽(Leadership at Helsinki University of Technology), 핀란드 기술 연구 센터
(Technical Research Centre of Finland, VTT) 등 기존 조직들도 사회 교육 과학으로 연
구를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다.
1979년에 설립된 핀란드의 근로환경기금(Work Environment Fund)은 핀란드 노동생활
의 연구 개발을 위한 최대 자금지원 단체가 되었다. 초반에는 산업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연구, 훈련 및 정보 제공만을 지원했지만 1988년에 이르러 지원대상이 노사관계로 확대되
었고 1995년에는 생산성 이슈도 포함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핀란드 학술원(Academy
of Finland)과 산업보건 연구소(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도 연구 지원을 확대했고
작업 환경과 산업안전보건 관련 문제를 다루기 위해 1989년에 설립된 노동부는 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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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사에 있어 중요한 조정자이자 자금 지원자로 거듭났다.
1990년대 초에 이르러, 핀란드의 노동생활에 대한 연구개발은 비교적 강력한 제도적 자
금지원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금지원 기반은 지난 15년여 간, 대학과 컨설턴
트와의 R&D 협력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 제고, 과학 및 교육 정책 개혁, 1995년 핀란드의
EU 가입, 노사정 작업장 개발 프로그램 등에 힘입어 더욱 견고해졌다. 다음으로는 작업장
혁신과 개발을 위한 제도적 환경의 최근 주요 변화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핀란드 작업
장 발전 프로그램의 시작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핀란드 기업들의 운영 환경은 1990년대 초 극심한 경기침체와 그 이후
높은 경제 성장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경제가 세계화의 물결을 타면서 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하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의 핵심 역량에 집중해왔고 이
는 연구, 개발 및 교육에 있어 외부 협력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제고하는 데 일조했다. 혁
신의 사회적 특성과 협력체제의 중요성에 역점을 둔 새로운 학습과 혁신의 개념 또한 기
업과 연구소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1990년대 초부터 핀란드의 과학 기술 정책은 ‘국가 혁신 시스템’ 의 접근법을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이는 보다 광범위한 혁신 정책 개념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Miettinen
(2002, 12)에 따르면, “핀란드는 국가혁신시스템(NIS) 개념을 과학 기술 정책의 기본 범주
에 도입한 최초의 국가이다”. 이 같은 논의는 정부 고위급이 총리 주재의 막강한 기구인
과학 정책 위원회(Science and Policy Council)의 전략안을 통해 주도했다. 오늘날에는 앞
서 언급했듯이, Tekes와 정부의 새로운 전략안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러한 변화는 대학의 ‘제3의 과제’, 즉 대학 운영의 사회적 효과와 근로 및 기업 생활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개념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제 3의 과제’는 2005년에 시행된 법률
개정을 통해 대학 업무에 도입되었다. 그 결과, 실제로 많은 대학과 교육기관들이 협력을
강화했고 기업 부문과의 협력을 전담하는 특별 서비스 조직이 구성되었다. 이외에도 지역
기술 대학의 도입이 1990년대에 시작되어 2000년에 완료되었다(오늘날 대부분의 기술대학
들은 ‘응용과학대학’이라 자칭한다). 이들 기술대학의 R&D 활동은 핀란드의 EU 가입을
계기로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과 다른 EU 구조기금으로부터 간접적인 자금
지원을 받게 되었다. 2003년부터 시행된 새 법률에 따라 기술대학들은 교습, 노동생활 및
지역 발전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003년 노동생활 연구개발자들을
위한 새로운 학계와 과학 저널의 탄생을 계기로 노동생활 연구에 있어 한 단계 발전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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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와 1980년대,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등지에서 작업장혁신을 제고하기 위한 주
요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었다. 이들 국가의 경험은 극소수의 학계와 정부 관계자들을 제외
하고 핀란드 사회에서 진지한 논의를 촉발시키지 못했다. 1989년, 홀케리(Holkeri) 정부가
추진한 노동생활 개혁의 일환으로 새로운 노동부가 설립되었고 핀란드 노동생활과 노동환
경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해 근로 조건 위원회(Working Conditions
Committee)가 구성되었다. 1991년 11월 위원회는 다양한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였
고 그 중 하나가 바로 노동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고안하기 위해 노사정 실무그룹이 구성되었고 이들은
1993년 1월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노동부는 프로그램 방안과 관련하여 새로운 활동들을 추진했지만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노동부가 기존에 제공해왔던 연구개발 보조금도 받는데 실패했다. 1990년대 초 핀란드의
경기침체로 정부지출이 삭감되고 부처 정책의 초점이 노동생활의 질적 향상 대신 실업률
상승 대처와 생산성 증진 방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
은 학계나 노사 단체로부터 무조건적인 지원을 언지 못했다. 이와 동시에, 급격한 경기하
강속에서 사회적 동반자들 간 갈등이 증폭됨에 따라 부분적으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
회적 동반자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준비했고 그 결과 1993년 경제 협의
회(Economic Council)가 국가 생산성 프로그램(National Productivity Programme)을 출범
시켰다. 노사정 삼자가 참여하는 이 프로그램은 노동부가 조정자 역할을 담당했고 노동생
활의 질에 관한 문제들을 포함해 작업장 개발을 위한 포괄적 협력의 필요성과 기회에 대
한 사회적 파트너들과 정책입안자들의 믿음을 강화시켰다.

(3) 핀란드 작업장 개발 프로그램의 도입

1996년 초, 경제 협의회는 리포넨(Lipponen) 정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업장 개발 프
로그램(TYKE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노동부와 노사단체가 공동으로 준비한 이 프로그램
은 본래 4년간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2000년 초에 이르러 리포넨 2기 정부 프로그램의 일
환으로 4년 더 연장되었다. 양 기간 동안 TYKE 프로그램의 3대 주요 활동은 핀란드 작업
장 내 생산성과 노동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작업 방식 변화 추진, 작업장 개발에 관한
정보 확산 및 작업장 개발에 대한 전문성 강화였다.
이 프로그램은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약 670개의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했고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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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00명과 약 1,600개의 작업장이 사업에 참여했다. 대부분의 사업이 각 작업장의 요구사
항에 기초한 개발 사업이었으며 사업기간은 1년에서 3년 사이였다.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작업 공정, 노동 공동체의 기능, 인력관리, 팀 기반의 작업조직, 외부 네트워킹, 개
발 전문지식, 직무능력과 일터에서의 안위 등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업 외에도
프로그램은 단기간의 소규모 기초 분석(몇 달간 진행되는 개발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지
원을 제공했으며 서너 개의 기업으로 구성되고 조직적 혁신 창출과 장기적 고용 증가를
목표로 하는 광범위한 네트워크 사업도 지원했다.
프로그램의 지원은 사업에 투입된 전문가들의 전문 지식 활용에 역점을 두었다. 전체 지
원금 가운데 약 45%가 컨설턴트 비용에 들어갔으며 대학, 국가 연구소, 기술대학 등의 전
문가는 전체 지원금의 35%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다른 교육 기관과 작업장에서 온 개발자
들도 전문가로서 사업에 참여했다. 작업장도 사업에 기여했는데 주로 근로자들이 직접 의
견을 제공하거나 전문가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지역과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핀란드 작업장과 사실상 모든 업종이 TYKE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산업과 건설 부문의 작업장은 1차 기간(1996-1999)과 2차 기간(2000-2003) 각각
52%와 39%로 전체 지원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민간 서비스 부문이 전체 지원
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에서 20%로 증가했다. 자치단체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
2차 양 기간 동안 30%를 약간 밑돌았다. 이외에도 중앙정부, 농업, 임업과 제3의 부문 작
업장들도 모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1,2차 기간 동안, 금속 산업과 사회복지 및 의료보건
부문이 가장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서비스 산업 비중의 증가 외에도 1차와 2차
기간 사이에 나타난 눈에 띄는 변화는 2차 기간 동안 기업 개발 사업에게 제공된 총 지원
금 가운데 중소기업(직원수가 250명 미만인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6%에서 68%로 뚜
렷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2004년 초, 노동부는 TYKE, 국가 생산성 프로그램(National Productivity Programme,
1993～2003)과 작업장에서의 복리프로그램(Wellbeing at Work Programme, 2000～2003)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TYKES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TYKES는 반하넨(Vanhanen) 정부
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두었으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될 계획이다. 노동부와 노사
단체들은 이를 위한 총 예산을 8천7백만 유로로 추산했으며 모두 정부가 부담할 것을 제
안했다. 제안에 따르면 프로그램을 통해 25만 명의 근로자들(핀란드 취업 인구의 약 10%)
이 참여하는 약 1천여 개의 사업을 지원할 것이다. TYKES의 내용은 정부 프로그램과 상
기 언급된 프로그램의 과거 경험뿐만 아니라 2002년과 2003년에 실시된 TYKE 프로그램
의 평가 결과(Arnkil et al. 2003)와 사회적 혁신의 국가 경쟁력과 사회적 혁신과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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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간 상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혁신 정책 기조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다음
두 장에서는TYKES 프로그램의 정책적 당위성, 내용 및 발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다. TYKES 작업장 개발 프로그램의 정책적 당위성과 내용
(1) TYKES의 정책적 당위성
핀란드인들은 공공 혹은 정부 지원의 교육, 사회복지, 의료보건 등 광범위한 서비스를
평생 합리적인 비용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강력히 지지한다. 이와 같은 복지국가는 지
속적인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한다. 작업장 혁신과 개발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복지국가
의 기반과 관련되어 있다. 일인당 소득 증가는 노동 생산성과 노동 집약도의 변화에 따른
결과이다. 노동 생산성의 증가는 인적 자본 투자, 새로운 기계장비와 인프라에 대한 투자
와 새로운 제품과 작업방식과 같은 기술발전에서 비롯된다. 향후 노동 생산성 증가에 있어
기술발전의 역할은 핀란드와 같은 선진국에서 확대될 것이다.
노동 집약도의 변화는 반대로 총 인구 대비 고용률의 변화와 취업 인구 일인당 근로 시
간의 변화에 따른 결과이다. 미래에 핀란드와 같이 일과 잉여 소득 보다 여가시간과 가정
생활을 중시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국가에서, 취업 인구 일인당 근로 시간을 늘리기보다 총
인구 대비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더 나아가, 핀란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
입을 가속화시키기보다 사람들이 일에 적응하고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총 인
구 대비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작용한다. 첫째,
청년층 보다 장년층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노동시장 내 장년층의 행동을 변화시킴으로
써 경제 성장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더 쉽다. 둘째, 경제의 지식집약도
가 높아짐에 따라 청년층의 학업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을 단축시키기보다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압박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층의 노동 시장 진입을 앞당기는 것은 결국 비
현실적인 노력이다. 핀란드에서 실시된 각종 연구조사를 통해 사람들이 일에 적응하고 오
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가장 핵심은 노동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
난다. 예를 들어, 핀란드 연금국(Finnish Centre for Pensions)의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58세에서 63세 사이 경영진과 근로자들은 작업 분위기, 작업 환경, 리더십, 직장에서 영향
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63세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4대 전제조
건으로 지목했다. 추가 훈련, 재활, 보상과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 가능성을 중요한 전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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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 꼽은 응답자의 비중은 현저히 낮았다(Tuominen et al. 2005). 핀란드 연금 연맹
(Finnish Pension Alliance)이 의뢰한 2007년 설문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TNS Gallup Oy 2007).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2대 요인인 노동생산성(새로운 작업 방식 등 주로 기술 개발을 통
해 실현)과 노동강도(주로 노동생활의 질적 향상을 통해 실현)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정책적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 설정은 TYKES 프로그램의
출발점으로 작용한다. TYKES는 작업장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기업의 작
업,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관행을 공동 협력을 통해 변화시켜 작업과 인력의 성과를 개
선하고 다른 유형의 혁신을 지원함으로써 작업장 혁신을 달성하려 한다. 특히 다른 유형의
혁신 지원은 기업별로 다양한 유형의 혁신이 일반적으로 상호연계 되어있기 때문에 중요
한 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한다는 시각을 바탕으로 한다(Breshnahan et al. 2002 Laursen &
Foss 2003; Roberts 2004l Whittington et al. 1999). TYKES 프로그램의 경우 노동 생산성
과 노동생활의 질적 향상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지 않는다. 반대로 노동 생산성과 노동생활
의 질적 향상에 관한 문제들은 작업장의 현대 작업 방식의 결점으로서 비슷한 개발 방식
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발전의 초점이 협소한 의미의 개별적 문제가 아닌 작
업장의 작업 방식에 포괄적으로 맞춰줘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표 Ⅲ-2>).
<표 Ⅲ-2> 작업장 혁신 사례1

Bromma Conquip Tampere는 스웨덴과 말레이시아에 생산지를 둔 한 거대 다국적 기업의
크레인 스프레더 제조공장이다. Tampere 공장은 115명의 직원을 고용한다. 수익성이 악화되자
품질비용이 회전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기 시작해 생산과 고용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회사는 2년 단위의 작업장혁신 사업에 착수했다. 혁신사업에는 6개의
개발 그룹이 참여식 접근법과 외부 컨설턴트와 연구원의 도움을 통해 200여개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이 중 150개가 사업기간 내에 수행되었고 그 결과 운송정확성(90% 이하에서 96%로
증가)과 재고 회전율의 속도(15% 증가)가 향상되었고 생산성이 대폭 개선되었다(30%). 이로
인해 핀란드 내 생산과 고용이 지속될 수 있었고, 작업과 근로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관행이 구축되었으며 높은 신뢰의 조직문화가 조성되었다. 작업장 발전을 위한 노사간 협동심
은 사업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 106 -

<표 Ⅲ-3> 작업장 혁신 사례 2.

50명의 직원을 둔 Satamaito Dairy는 경쟁력 제고, 참여 중심의 관리 문화 조성, 패키징 부서
에 대한 신규 투자의 성공 확보를 위해 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18개월간 지속된 사업은 근로
조건, 역량, 근로자 안위, 관리자와 팀장 훈련뿐만 아니라 다양한 팀과 작업 그룹을 통해 모든
직원이 참여한 작업장 회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행되었다. 외부 컨설턴트 산업보건 전문가도
사업에 투입되었다. 다양한 개발과제를 수행한 결과, 운송 시간 단축, 소매 손실, 운송 에러 및
고객 불만 감소, 결근 감소(6%에서 2.7%), 산업사고와 근골격 문제 감소, 근로자 안위와 작업
분위기 개선 등을 달성했다. 회사는 이제 팀 방식으로 운영되고 직원들은 더 많은 자율성을 누
리며 팀원들의 다기능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Ⅲ-4> 작업장 혁신 사례 3.

핀란드 남부 지방에 위치한 Hyvinkää 경찰청은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업 만족도와
직원 안위를 개선하기 위해 2년짜리 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경찰 일인당 담당 사건 수가 많아
지면서 직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의 효율성과 직업 만족도 문제는 서
로 연계되어 있었다. 외부 연구자의 도움을 받아 프로세스 흐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분석을 바탕으로 범죄수사 프로세스를 수사 특
성에 따라 각 전담 팀으로 재조정되었으며 사무실 설계도 이에 따라 변경되었다. 개선 결과, 범
죄수사 평균시간은 55일에서 12일로 80% 단축되었으며 경찰 인력이 80명에서 75명으로 감축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질은 개선되었다. 업무 흐름의 주요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경찰 일
인당 업무량을 줄여 직업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었다. 후에 이 ‘Hyvinkää 모델’은 핀란드 내 여
러 경찰청들에 의해 도입된다.

<표 Ⅲ-5> 작업장 혁신 사례 4.

헬싱키 공공사업 부서(Public Works Department, PWD)의 기술국(Technical Division, TD)은 민
간업체들과 경쟁하며 공공기관에게 건설, 차량대여,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싱키 시 소유의
기관이다. PWD-TD는 약 500여명을 고용하는 데 이 중 60%가 45세 이상이고 25%는 56세 이상
이다. 대부분의 작업은 육체적 강도가 높으며 고령화 인력의 열악한 건강과 업무 능력까지 맞
물리면서 병가나 부분 근로연금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PWD-TD는 정년 퇴
직까지 근무 지속, 일하는 동안 건강과 생산성 보호, 직무 능력의 유지 및 개선, 고령 직원이
보유한 지식의 보관 및 전수, 조직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종합 연령 관리 프로그램을 시작
했다. 프로그램에는 모든 주요 이해당사자(관리직, 감독직, 노조 대표, 산업보건 전문가, 현장 근
로자)들이 참여했고 많은 외부 전문가들도 새로운 연령 관리 모델의 계획수립과 이행에 참여했
다. 연령에 관한 발전적 논의, 보건 감독, 직무 재설계, 부분 근로연금의 대안으로서 연령 관련
휴직 제도 등 고령화 직원들의 입지를 지원하는 주요 변화들을 도출해냈다. 이 새로운 모델은
기술국의 수익성 증대, 병가 절반 축소, 직업 만족도 개선, 신규 부분 근로연금의 수 감소 등에
기여했다. 새로운 연령 관리 모델은 핀란드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진보적
인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라는 평가를 받으며 많은 이목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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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핀란드가 지속가능한 생산성의 질적 향상 과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핀란드의 인력 규모를 높은 신뢰도와 정확성을 갖고 추측해볼 수 있다. 노동력 추이에
관한 장기 분석에 따르면, 2000년과 2015년 사이에 약 백만 명의 인구가 노동 시장을 이탈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2000년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Ministry of Labor 2003).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 노동 시장을 이탈하는 연령층의 규모
가 노동 시장을 진입하는 연령층의 규모 보다 많아지기 시작했다. 두 연령층 간 연간 규모
의 차이는 2020년대 말까지 약 1만 명과 1만5천명 사이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노
동 시장에 투입 가능한 노동력의 규모는 단순히 노동 시장을 진입하고 이탈하는 연령층의
규모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률,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동기여부, 퇴직 시기, 학
업에 보내는 시간, 이주와 이민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향후 30년간 핀란드의 노동력이 결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그림은 1940년대부터
현재 2000년대까지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각 연령층별 규모가 시장에 이탈하는 규모보다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그림 Ⅲ-2〕).
〔그림 Ⅲ-2〕인구 변화 전망치에 입각한 1945년-2030년 핀란드의 잠재 인력 공급 변화
(출처: Ministry of Labor 200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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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내용: 노동시장 진입 인구 (20세), 노동시장 이탈 인구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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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선진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인구 변화 추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핀란
드의 인력 공급의 감소폭은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클 것이다. 현재 핀란드의 부양률(유소
년과 노년 인구 대비 15세～64세 인구의 비중)은 EU 평균치에 가깝지만 향후 20여년동안
EU국가 평균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OECD(2004, 22～23)에 따르면, 연령층별,
성별 노동 참여율이 2050년까지 2000년 수준을 유지한다면, 일인당 실질 GDP 증가율은
1950년부터 2000년 사이 증가율보다 연평균 0.46%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핀란드가 지금의 평균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싶다면, 노동 생산성 증가를 통해
감소폭을 보완해야만 한다.
<표 Ⅲ-6> 주요 국가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1987-2005)
(단위: %)
근로 시간당 GDP
핀란드

1987-95

1995-2005

2000-05

독일

3.2

2.0

1.5

아일랜드

3.2

1.9

1.2

EU 15개국

4.0

4.3

3.0

미국

2.3

1.4

1.0

일본

1.1

2.4

2.6

2.8

2.0

1.9

출처: Van Ark 2006년 9월

생산성 증가의 가속화는 인력 공급 감소에 따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중반 핀란드의 연간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미국, 일본과 EU 국가
평균치보다도 높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둔화하기 시작한 노동 생산성 증가
율은 2000년대 초에 이르러 급속하게 둔화되었으며 미국과 일본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
졌다. 핀란드는 둔화세가 더욱 심각한 독일과 비슷한 상황을 연출했다. 핀란드의 증가율은
지난 20년 동안 EU 15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던 아일랜드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표 Ⅲ-6>).
핀란드 통계청의 공식 수치에 입각한 보다 정밀한 조사에 따르면, 생산성 증가율은 각
경제 부문별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업계(1995년 -1999년
12.2%, 2000년-2004년 13.2%)와 통신업계(1995년-1999년 13.8%, 2000년-2004년 10.2%)가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부터 나타난 전반적인 노동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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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의 하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같은 기간, 기계, 건설업 등 많은 전통적인 업
종들은 저조한 노동 생산성 증가율을 기록했다. 핀란드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장기
연구를 통해 1970년대부터 주요 경제 부문에서 뚜렷한 감소세가 이어왔다는 점이 드러난
다(Forsman & Jalava 2006년). 1990년대 하반기와 2000년대 초반 핀란드의 생산성 증가의
동력으로 작용해온 이들 업종들이 미래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생산성 증가에 기여할 지는
불투명하다. 장기적 지속가능한 발전은 광범위한 부문에서의 높은 생산성 증가와 이를 위
한 신동력 발굴을 요구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광범위한 부문에서의 높은 생산성 증가를
달성하는 것만으로 핀란드 복지국가의 여건을 확보하고 이에 필요한 지속적인 경제 성장
을 실현할 수 없다. 생산성 증가는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질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한다.

<표 Ⅲ-7> 지난 몇 년 간 핀란드 노동생활의 질에 대한 발전 특성 요약
1977년-2003년 긍정적 변화

일터에서의 개발 및 훈련 기회

2003년 이후로 뚜렷한 변화 없음
1977년-1997년 긍정적 변화

일터에서의 영향력 행사 기회 (작업 속도 제외)

1997년-2007년 뚜렷한 변화는 없으나 다소 부정적 추
세의 징후가 나타남.

일터에서의 영향력 행사 기회 (작업 속도)
작업의 육체적 부담
작업의 심리적 부담
노사의 내부 협력과 신뢰

1977년-1990년 긍정적 변화
1990년-2007년 부정적 변화
1977년-2003년 변화 없음
1977년-1990년 부정적 변화
1990년-2007년 변화 없음
1984년-1997년 부정적 변화
1997년-2007년 변화 없음

최근 몇 년 동안 핀란드 노동생활의 질에 대한 발전 과정을 다룬 연구조사를 보면, 핀란
드의 상황이 EU 국가들과 극명한 차이를 이룬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근로자들에게 학습과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작업 조직들은 EU 평균치보다 높은 반면 일터에서의 복리를 위협
하는 작업 조직들의 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hondt et al. 2002와 Valeyre et al. 2007
참조). 그러나 핀란드의 상황이 우려되는 이유는 인구의 고령화와 점차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제 부양률 때문이다(국제 비교에 있어 절대적, 상대적 측면). 양질의 노동
생활을 제공하고 근로자들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핀란드의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는 인구 변화 요인을 만회하려면, 이와 동시에 학습과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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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들도 향후 국제적인 수준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나 각종 연구조사 결과들은 최근 몇
년 동안의 추세가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핀란드 통
계청의 노동생활의 질에 관한 설문조사(Quality of Work Life Survey, Lehto & Sutela
2005)와 노동부의 노동생활 기준(Working Life Barometers, Ylöstalo & Jukka 2008) 결과
를 바탕으로 지난 몇 년 간 핀란드 노동생활의 질에 관한 일반적인 발전 특성에 대한 결
론을 <표 Ⅲ-7>과 같이 정리하였다.
지속가능한 생산성의 질적 향상 과제는 핀란드 기업들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에도 절대
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주로 지자체들에 의해 제공되는 보건과 사회복지 서비스에 있어 도
전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이들 공공 부문의 인력 필요성은 향후 10여년 내로 매우 시급해
질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한 인력 확보에 있어 경쟁력이 떨어지며 관리
및 작업 조직 관행에 대한 주요 개혁 없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력도 제한적이다.
과제 극복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각종 연구조사가 시사하듯, 특히 공공 보건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부문에서 노동생활의 질에 있어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예를 들어 높은 업무 부담, 작업 내용이나 속도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

(3) TYKES 프로그램의 목표

TYKES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측면으로 분류될 수 있다. 아래 <표 Ⅲ
-8>은 이러한 4가지 측면과 더불어 각 측면 별로 프로그램에 사용된 주요 인풋 목표, 성
과 목표와 측정지표를 보여준다.

○ 공공 정책 측면에서의 목표는 핀란드 내 지속가능한 생산성의 질적 향상이다. 목표의
성공 여부는 작업장 혁신 환경의 발전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 혁신 환경의 발전 수준
은 특히 ‘혁신 센터’(R&D 연구소, 컨설턴트, 노사 단체, 공공기관, 작업장 등)가 보유
한 전문성과 협력의 다양성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향후 비전은 “핀란드
가 2009년까지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성의 질적 향상을 효과적으
로 제고하기 위해 작업 조직 개발을 위한 전문성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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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 TYKES 프로그램의 목표
공공정책 측면 - 핀란드의 지속가능한 생산성의 질적 향상
 노동 생산성 향상 (감시지표)
 노동생활의 질에 대한 변화 (감시지표)
 작업장 R&D 연구소의 전문지식 깊이 (감시지표)
 작업장 R&D 연구소의 R&D 분야 협력 밀도 (감시지표)
프로그램 측면 - TYKES 프로그램과 그 방안들이 핀란드의 지속가능한 생산성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지원하는 혁신 환경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사업의 수 (인풋목표)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수 (인풋목표)
 사업 참여자 중 45세 이상 근로자의 비중 (인풋목표)
 사업 참여자 중 여성의 비중 (인풋목표)
 사업 참여자 중 중소기업 인력의 비중 (인풋목표)
 지속가능한 생산성의 질적 향상을 보인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의 수 (성과목표)
 총 사업 지원금 중 대학, 국립 연구소, 직업학교 등 전문가에 대한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
(인풋목표)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대학의 수 (인풋목표)
 사업 참여를 통해 전문지식 향상을 달성한 R&D 조직의 수 (성과목표)
 사업과 관련된 박사 논문과 공식 논문의 수 (성과목표)
 사업 참여를 통해 R&D 협력 강화를 달성한 작업장 R&D 단체의 수 (성과목표)
생성적 측면 - 사업 성과가 다른 작업장과 다양한 이해당사자 그룹에게 어떻게 학습과
영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해당사자 그룹별 경험에 입각한 프로그램 정보 경로의 범위 (성과목표)
 이해당사자 그룹별 경험에 입각한 프로그램 정보 경로의 효과 (성과목표)
 사업 참여자(작업장 경영진 및 근로자, 전문가)별 경험에 입각한 프로그램 정보 경로의 효과
(성과목표)
 사업 참여자별 경험에 입각한 사업간 정보 교류의 효과 (성과목표)
작업장 측면 - 사업이 참여 작업장들의 지속가능한 생산성의 질적 향상을 지원하는 작업
방식을 강화하는데 어떻게 일조할 수 있을 것인가?
 각 노사 대표 별 경험에 입각한 작업 방식의 6대 문제에 나타난 변화 (성과목표)
 각 노사 대표 별 경험에 입각한 5대 성과 문제와 5대 노동생활의 질 문제를 개선한 사업의
비중(성과목표)

○ 프로그램 측면에서의 목표는 공공 정책의 목표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프
로그램 방안을 통해 TYKES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과 연관되어 있다. 프로그
램 사업과 다른 운영 방안들이 지속가능한 생산성의 질적 향상을 달성하고 작업장
혁신 환경을 제고하는 정도와도 관련되어 있다. 사업 활동은 (ⅰ 개발 사업, (ⅱ
TYKE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작업장 기초 분석,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사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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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ⅲ 방법론 개발 사업 (ⅳ 학습 네트워크 사업의 형태로 진행된다(아래에 자
세히 설명되어 있다). 작업장 혁신 환경 제고에 관한 목표 중 하나가 사업 활동을 통
해 완성된 박사 논문과 공식 논문의 수를 늘리는 것이다.

○ 생성적인 측면에서의 목표는 기존 사업을 통해 이미 입증된 새로운 작업, 조직 및 관
리 관행과 개발 방법, 모델 및 도구를 다른 작업장과 이해당사자들에게 학습과 영감
(생성적 아이디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를 확산하는 것이다. 다른 작업장들이 반드
시 이를 그대로 도입한다기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개발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해법을 생성적 아이디어로 성공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외부로 전파해야 하고 새로운 해법은 혁신적 가치와 개연성을
갖고 있거나 외부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 작업장 측면에서의 목표는 작업장들이 개발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성의 질적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작업 방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
해 작업장의 개발 전문지식 강화, 긴밀한 노사 협력, 전문가 네트워크의 활용 능력
등이 요구된다. 본 보고서의 후반부에 가서 작업장 별 성과 목표에 대한 자료 수집을
활용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4) 프로그램 활동의 주요 유형

프로그램 활동은 크게 작업장 개발 사업, 방법 개발 사업, 학습 네트워크 사업을 지원하
고 작업장 개발에 대한 정보를 확산시키고 작업장 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활동으
로 이루어진다. 각각의 활동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작업장 혁신 사업
TYKES는 노동생활의 성과와 질을 동시에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작업장의 작업 방
식을 혁신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성과 향상은 예를 들어 업무 생산성의 개선,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 작업 및 고객 서비스의 품질 향상, 작업의 원활화 등이 있을 수 있다.
노동생활의 질적 향상의 예로는 근로자의 자기계발 기회 개선, 업무에 대한 영향력 발휘,
일터에서의 안위, 노동 공동체 내에서의 협력과 신뢰 등을 들 수 있다. 작업장의 관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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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들은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 사업을 함께 이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프로그램 내의 대부분의 사업은 작업장혁신 관련 사업이다. 프로그램은 또한 혁신사업의
준비 과정으로 시행되는 기본 분석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한다. 작업장의 일원들이 자발
적으로 혁신사업과 기본 분석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프로그램에 주어지는 지원금은
사업에 연구자, 컨설턴트 등 전문가들을 투입하는데 집중된다. 혁신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경영진과 종업원 대표 그리고 사업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한
다. 이는 사업의 성과, 성공적인 결과, 사업의 이행 방법, 사업 이행을 위해 프로그램을 통
해 받은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반영한다. 프로그램은 자체 평가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경영진과 종업원 대표는 또한 사업 전후 단계에 사업이 작업장의 작
업 방식에 미친 영향을 설문지를 통해 평가한다. 프로그램은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실
시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한다.

○ 작업장혁신 방법개발 사업
작업장 혁신 방법개발 사업의 목적은 새로운 작업, 조직 및 관리 관행, 신규개발 방법을
고안하여 핀란드 작업장의 지속가능한 생산성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작업장 혁
신 방법개발에서 중요시 되는 부분은 점점 노동집약적이고 긴밀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속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고 확산에 적합한 실질적인 방법, 관행 및 솔루션을
도출하는 것이다. 사업 참여자들은 작업장, 교육기관 및 컨설턴트들이 어떻게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도 제시해야 한다. 작업장 혁신 방법 개발 사업 신청자들은
대개 대학, 연구기관, 기술대학 및 기타 교육 기관들로 사업결과를 제출할 때 매뉴얼 형태
로 바로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받고 있다.

○ 학습 네트워크 사업
프로그램의 학습 네트워크는 새로운 실험적 형태의 사업 활동으로 프로그램이 보다 일
반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의 학습 네트워크는
R&D와 작업장 간의 공동 학습 포럼이다.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진 연구원들이 몇 군데의
작업장과 함께 학습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협력을 통해 작업 방식을 개발한다. 네트워크에
는 컨설턴트나 개발 에이전시, 노사단체 또는 지역 당사자 등 다른 이들이 참여하기도 한
다.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사업 초기에 대략적으로 정의된다.
학습 네트워크의 목적은 참여자들의 개발 관련 전문성을 높이고 새로운 형태의 발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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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만들고 이를 실험하여 핀란드의 노동생활에 보다 새롭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
는 것이다. 가장 가시적인 네트워크로는 작업장의 혁신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전문성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네트워크, 여러 다른 차원의 학습을 목표로 하는 네트워크, 많은
전문가 집단과 다양한 종류의 작업 조직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구조와 작업
방식과 관련하여 발전의 가능성이 분명한 네트워크가 있다. 참여자들은 활발하게 네트워크
를 활용하고 범위를 확장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지원 대상 기능으로는 네트워크 형성 및
조율,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교환, 소규모 개발 사업, 국제 협력, 개발 방법의 향상, 연구,
출간물 및 석사 연구 등이 있다.

○ 작업장 혁신에 대한 정보의 확산
TYKES는 지원 사업에서 도출한 정보의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의 일차적인
목표 집단은 작업장, R&D 기관, 컨설턴트, 노사단체, 정부 기관 중에서도 특히 지역 고용
및 경제 발전 센터(Employ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Centres, TE 센터)와 산업안
전 보건 감독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spectorates) 이다. 정보 확산은 주로 간
행물 발간, 세미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네트워크
가 형성된 주요 개발 사업과 학습 네트워크 사업도 정보 확산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

○ 작업장혁신의 전문성 함양
프로그램의 목표 중 하나는 특히 작업 조직 개발의 전문성에 있어 TYKES의 비전에 맞
게 작업장의 혁신적인 분위기를 강화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작업장과 R&D 기관의 협력
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사업 활동을 다룬 박사 논문과 공식 논문에 대해
지원을 제공한다. 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제 3의 과제’, 즉 새로운 지식과 전문
성의 활용은 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TYKES는 특히 EU 회원국 및 북유럽 국가들과 함께 국제적인 협력을 펼쳐나가고 있다.
TYKES 프로그램은 핀란드 근로 환경 기금과 고용 경제부와 함께 ERA-NET 계획의 일
환인

WORK-IN-NET

(2004～2009)

사업에

핀란드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WORK-IN-NET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6차
프레임워크(Sixth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WORK-IN-NET에는 유럽 7 개국과 두 지역의 작업장 혁신에
관한 연구 개발을 재정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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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NET 사업은 준회원들과도 일정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TYKES 프로그램
의 회원들은 WORK-IN-NET 사업 내에서 모범사례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5) 프로그램 조직

14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의 관리 그룹(management group)은 고용 경제부 대표
(의장과 부의장), 노사단체 및 기업 조직 대표(Central Organization of Finnish Trade
Unions SAK, Commission for Local Authority Employers KT, Confederation of Finnish
Industries EK, Confederation of Unions for Professionals and Managerial Staff AKAVA,
Finnish Confederation of Salaried Employees STTK, State Employers’ Office VTML
and Federation of Finnish Enterprises SY),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사회보건부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핀란드 학술원(Academy of Finland), 핀란드 근
로 환경 기금(Finnish Work Environment Fund), 산업안전 센터(Centre for Occupational
Safety) 대표들로 이루어진다. 관리 그룹은 프로그램 전체 기간의 목표를 설정한다. 또한
연간 목표와 실행 계획을 결정하고 프로그램 평가를 담당한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관
리 그룹의 요청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외부 중간 평가가 실시되었다(주요 결과에 대한 영
어 요약본은 Arnkil 2008 참조). 관리 그룹은 또한 프로그램 기간이 종료된 후 실시되는
최종 평가를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프로그램의 성과를 노동 교육 경제 삼자 위원회
(Council for Labour, Education and Economic Affairs)에 보고한다.
프로그램의 전문가 그룹(expert group)은 관리 그룹을 위한 준비 기관의 기능을 수행한
다. 전문가 조직은 핀란드 기술개발청, 노사단체 및 기업 조직, 고용 경제부, 사회보건부,
산업안전센터 및 지역 TE센터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프로그램에 접수된 사업 신청
서를 처리한다. 이들 전문가 조직은 방법 개발 사업의 이행을 측정하고 성과 활용을 촉진
하는 독립부서의 지원을 받는다.
프로그램은 또한 R&D 부서 내 3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과학 포럼(scientific
forumof experts)이라는 자문 부서를 두고 있다. 포럼은 프로그램의 이행 측정, 프로그램의
의사 결정에 대한 자문 제공, 프로그램 개발 제안, 작업장 개발과 관련해 연구 지원을 받
는 전문가들의 전국적인 네트워크 등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프로그램은 지역 TE 센터와 산업안전보건 감독청에 각각 연락책의 네트워크(network
of contact persons)를 두고 있다. 프로그램의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이들 연락책은 해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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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접수 받은 사업 신청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며 프로그램과 그 성과에 대한 정보
를 확산시키고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한 TYKES 프로그램의 사업팀과 함께 TYKES 프로
그램과 TE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을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프로그램의
조율은 핀란드 기술개발청의 사업팀(project team)이 담당한다(2007년 12월까지 노동부 산
하). 사업팀은 상근직 11명을 두고 있다. 팀원들은 모든 사업 신청서 검토 및 처리, 진행중
인 사업 관리 및 지원, 정보 공유를 위한 세미나 등 포럼 개최, TYKES 프로그램 웹사이
트 업데이트 및 관리, 프로그램의 간행물 발간 업무 조율, TYKES 프로그램과 사업 평가
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을 담당한다.

○ TYKES 작업장 개발 프로그램의 발전
본 장에서는 TYKES 프로그램의 발전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세 가지 주요 사업 활동
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사업 활동의 규모를 살펴본 후, 개발 사업의 결과를 프로
그램에서 실시된 두 차례의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본다. 본 장의 마지막 두 부분은 방법 개
발 사업과 학습 네트워크 사업 관련 경험을 다루었다.

○ 사업 활동 규모
TYKES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서 접수는 2004년 2월부터 시작되었다. 2008년 7월 현재
TYKES 프로그램은 1,375 건의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대부분은 개발 사업이었다(1,066건).
승인된 신청서를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보면 개발 사업이 735건(참여자 12만9천명), 기본
분석 118건, 방법 개발 사업 24건, 학습 네트워크 사업이 17건이었다. 2008년 7월 현재 승
인 받은 사업은 전체 894건으로 사업 전체 기간의 당초 목표인 1,000건과 크게 차이가 나
지 않는다. 전문가에 사용된 사업 지원금은 5천 7백만 유로로 전체 프로그램 지원금의
90% 가까이를 차지한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작업장 자체에서 이루어진 재정적인 기여는
프로그램이 제공한 전문가 지원의 약 2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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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 각 프로그램 기간 동안 부문별 전문가 지원금의 비중 (%)
1996-1999
농업 및 임업 부문

2000-2003

2004-2008. 7

0.5

0.9

1.6

산업재 부문

52.0

39.1

35.4

금속 및 엔지니어링 및 전자

33.2

19.7

15.8

목재 가공

7.6

7.2

3.5

화학

4.2

3.8

2.5

건설 설치 및 유지

4.1

2.3

3.8

민간 서비스 부문

12.6

19.8

27.7

호텔 및 식당

0.8

1.5

1.4

무역

3.2

3.7

5.4

교통 및 통신

3.5

4.0

4.0

금융 및 보험

1.6

1.9

1.1

지자체 부문

27.7

28.7

25.3

복지 및 보건 서비스

14.6

15.7

11.5

교육 및 문화

3.9

3.7

5.0

기술적 서비스

1.7

2.3

1.4

중앙 정부 부문

4.3

5.4

2.7

제 3 부문

2.9

6.2

7.2

100.0

100.0

100.0

합계

위의 표는 TYKE 프로그램의 양 기간과 TYKES 기간 중 부문 별로 사업에 할당된 전
문가 지원금의 상황을 보여준다. 프로그램 기간별 비교는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은 기간 마다 상이한 수단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약간씩 다른 분류 기준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 1차 프로그램 기간 동안 부문별로는 산업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였다. 금속 및 엔지니어링 산업이 받은 지원금만 해도 전체의 33%를 차지한다. 표에서 나
타난 가장 명백한 경향은 산업 부문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민간 서비스 부문의 비중은 증
가했다는 점이다. 분류 기준의 변경으로 민간 서비스 부문의 주요 트렌드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릴 수 없다. 지난 프로그램 기간 동안 민간 서비스의 하위 부문 가운데 비중이
늘어난 분야는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 (6.6%), 복지 및 보건 분야 (5.3%), 사회 및 개인 서
비스 분야 (2.7%)이다. 민간 서비스 부문 비중의 증가와 함께 전체 사업의 지원금에서 중
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다. TYKES 개발 사업과 기본 분석을 위해 민간 기업에
주어진 전체 지원금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5%로 지난 두 번의 사업 기간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TYKES 프로그램 기간 중 개발 사업에 참여한 모든 민간 기업(전체
1,800 개) 중 90%가 중소기업이다. 대부분의 소규모 기업들은 네트워크의 형태를 통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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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참여하고 있다. 즉 컨설팅 에이전시나 지역 교육 기관, 산별 연맹 등 외부 전문가가
조율하는 공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소규모 기업의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지역 또는 산
업 차원에서 형성된다.
지자체 부문은 각 프로그램 기간 동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핀란드에서는 시 정부 및
시 정부 공동 위원회가 기초보건, 복지 및 교육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하며 이러한 분야에
서도 근로의 질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TYKES 프로그램이 첫 2년 동안
특히 역점을 두었던 분야는 중소기업 등 성장 중심 기업 부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와 보
건 부문에서도 지속가능한 생산성의 질적 향상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핀란드의 전체 416개
시 정부 가운데 약 절반의 작업 조직들이 TYKES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표 Ⅲ-10> 세 가지 TYKES 사업 활동 내 전문가 유형별 지원
개발 사업 및 기본
분석작업
대학

방법 개발 사업

학습 네트워크 사업

합계

10.9

46.4

53.9

19.3

기술대학

7.1

6.7

10.9

7.5

주립 연구 기관

3.5

22.4

8.2

6.0

컨설팅 에이전시

61.0

14.3

19.0

51.6

기타 연구 또는 교육 기관

15.3

9.7

6.6

12.8

3.2

0.5

1.4

2.8

100.0

100.0

100.0

100.0

내부 개발자
합계

사업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유형별로는, 전체 사업 지원금 중 52%가 컨설팅 에이전시의
전문가 고용에 할당되었다. 대학, 국가 연구 기관 및 기술대학의 전문가들이 차지하는 비
중은 33%에 이른다. 개발 사업과 기본 분석의 경우, 컨설팅 에이전시의 비중은 무려 61%
에 달한다. 방법 개발 사업이나 학습 네트워크 사업과 같이, 보다 연구 중심의 사업 활동
에 있어 대학 전문가의 비중이 높았다 (<표 Ⅲ-9> 참조). 전문가로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
분의 컨설턴트들은 독립 컨설턴트이거나 작업장 개발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핀란
드 컨설팅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핀란드에서는 컨설턴트와 연구
자 사이의 업무 분담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같은 사업 안에서 컨설턴트들이 연
구자들과의 긴밀히 협력 하에 일하는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 TYKES 사업에 참여한 많
은 컨설턴트들은 교육수준이 높고 대학 연구원들과 유사한 개발 방법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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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가장 일반적인 TYKES 개발 사업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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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각 개발 사업을 사업 목표에 따라 분류한다. 대부분의 경우 사업은 한 개 이
상의 목표를 갖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사업 목표는 작업공정, 인력 관리와 팀 중심 내부
협력의 개발이다. 〔그림 Ⅲ-3〕은 TYKES 개발 사업의 가장 일반적인 8대 목표를 보여
준다. 프로그램은 또한 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접근 방식, 방법 및
도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대부분의 경우 분석 및 매핑 작업은 사업 기간 중 시작 단
계에 실시되거나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전체 사업의 절반 정도가
특정 분야에 개발 활동을 실행할 목적으로 개발 그룹을 구성한다. 전체 사업 가운데 적어
도 20%가 인터뷰, 코칭, 프로세스 컨설팅, 팀별 교육, 프로세스 기술 및 흐름 분석 등의
개발 방법을 활용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개발 사업의 활용 방법은 사업의 목표, 해당
작업장의 요구사항, 사업에 참여한 컨설턴트와 연구원의 전문 지식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
다.

(6) 개발 사업의 성과

TYKES 개발 사업의 성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된다. 사업의 1차성과란 사업에 참
여한 작업장에서 사업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일어난 변화이다. 일반적인 1차성과로는 노동
생산성, 고객 서비스, 작업 환경, 직무 만족도의 향상 등이 있다. 사업의 2차성과란 이러한
개선 사항이 얼마나 지속력이 있는가를 나타낸다. 그러나 2차성과는 사업을 통해 이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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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성 변화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2차성과는 대개 사업에 참여한 작업장의 개발 능력과 학
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변화가 뒷받침 되어야 달성할 수 있다. 1차성과는 자체 평가 설문조
사로, 2차성과는 별도의 고관여 혁신 설문조사(High-Involvement Innovation Survey)를
통해 평가한다.

○ 1차성과
자체 평가 설문조사에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며 경영진 대표, 5명의 종업원 대표, 사업
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들은 사업이 완료된 후 맞춤 제작된 질문지를 통해
개발 사업에 대해 평가한다. 2008년 5월 현재, 204 건의 완료된 개발 사업에서 443명이 설문
조사에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특히 경영진과 종업원 대표의 의견을 심도 깊게 분석한다.

<표 Ⅲ-11> 개발 사업이 성과 및 노동생활의 질에 미친 영향
"매우 개선" 또는 "다소 개선"되었다고 답한

경영진

종업원 대표

응답자의 비율 (%)

(N=124)

(N=200)

작업 생산성

76

52

제품 및 서비스 품질

70

52

공정의 품질

70

47

고객 서비스

67

51

작업의 원활함

64

42

팀 단위 작업

92

68

노사간 협력

90

49

사회적 관계

76

53

전문 기술 개발의 기회

72

52

정신적 복리

74

37

위의 <표 Ⅲ-11>은 10가지 항목 모두에서 종업원 보다는 경영진이 보다 긍정적인 견해
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경영진 대표 10명 중 9명이 사업의 실행이 팀 단위
작업이나 노사 협력 증진에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10개 항목 중 6개에 대해 적어도 절반의
종업원 대표들이 사업을 통해 매우 또는 다소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 TYKES 개발 사업
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초기 프로그램 기간 보
다 낮았다. 이는 특히 종업원 대표들의 응답을 통해 드러난다(Ramstad 2007 참조). 이러한
차이점은 기간별 정보 수집 방법 간 차이에서 일부 기인한다. 즉 초반 데이터는 사업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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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종업원 대표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반면 최근 조사에서는 완료한 사업 당 5명의 종
업원 대표가 참여하였다.

○ 2차성과
고참여혁신관행 설문조사(High-Invovlement Innovation Practice Survey)는 사업 시작
(시작단계 조사)과 종료 단계 (종료단계 조사)에 실시되며 TYKES 개발 사업에 참여한 작
업장 중 선별된 그룹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설문조사는 경영진 대표와 가장 큰 종업원
그룹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진행된다. 결과 분석은 사업이 해당 작업장 내 팀의 역할에
미친 영향, 작업장에서의 정보 공유, 근로자 능력 개발, 근로자들에 대한 감독관의 지원 역
할, 개발을 위한 노사 간 협력에 중점을 둔다.
비교분석은 시작단계 조사와 종료단계 조사 모두에 응답한 작업장만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며 응답자의 수는 전체 107개 사업 중 189명, 117개 작업장 중 162명이다. 현재까지 전
체 시작단계 조사에서는 723개의 답변이 제출되었고(응답률 74%) 종료단계 조사에서는
225개의 답변이 접수되었다(응답률 59%). 경영진 측과 종업원 대표 측의 응답 비율은 각
자료마다 차이가 있으며 전체 자료를 통해 이루어지는 분석 단계에서 있을 수 있는 선입
견(즉 경영진 측과 종업원 대표 측의 응답을 동시에 검토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적절한 가중치 계수를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표 Ⅲ-12> 작업 팀의 특성 (응답자는 팀단위 작업이 있는 작업장만을 대상으로 함)
척도 (1= 작업 팀에 대한 설명과 전혀 맞지 않는다. 4= 작업 팀에 대해 잘

시작단계

종료단계

설명하고 있다.)

조사평균

조사평균

자체적으로 일일 및 주간 과제를 결정한다

3.07

3.17

자체적으로 작업의 질에 대한 책임을 진다

3.49

3.64

팀 내에서 팀원들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3.43

3.49

팀원을 스스로 선택한다

1.99

1.94

팀장을 스스로 선택한다

1.91

2.07

작업장의 다른 팀과 직접적인 연계를 맺고 있다

3.07

3.28

작업장 외부 이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한다

2.57

2.88

계속적으로작업 방식을 개발한다

2.92

3.09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한다

2.65

2.81

N

16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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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47

팀 작업(teamwork)은 근래 핀란드 작업장에서 널리 활용되는 방식이다. 시작단계 조사
응답자 중 11% 만이 자신의 작업장에서 팀, 셀 등 소규모 조직 단위로 일하는 이들이 전
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팀의 역할과 책임은 작업장마다 크게 달랐다. 설문조사에서는
팀을 아홉 가지 특성으로 설명한다. 응답자들은 이러한 묘사가 자신의 작업장 내 팀의 성
격과 얼마나 잘 맞는지에 대해 평가했다. 보기는 ‘1 점 전혀 맞지 않다, 2점 잘 맞지 않는
다, 3점 어느 정도 맞는다, 4점 잘 맞는다’의 네 가지가 주어졌다. <표 Ⅲ-12>에는 시작단
계 조사와 종료단계 조사 응답의 통계적 평균치가 나타나있다. 경영진과 종업원의 응답 사
이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9개 항목 중 8개의 경우 종료단계 조사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팀에 보다 다양한
역할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작업장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항목
은 작업장 다른 팀들과의 교류와 작업장 외부인(즉 고객, 하청업체, 공급업체 등)과의 교류
부분으로, 두 항목 모두 종료단계 조사에서 평균이 크게 상승하였다. 일반적인 경향에서
눈에 띄는 예외 사항은 팀 내 보다 융통성 있는 업무 분장과 관련된 항목이었으며 긍정적
인 개선의 정도가 크지 않았다. 또한 팀원 선택과 관련된 항목의 경우 부정적인 방향으로
소폭 변화하였다.

<표 Ⅲ-13> 작업장에서의 정보 공유
척도 (1= 매우 좋지 않다 4= 매우 좋다)

시작단계 조사 종료단계 조사
평균

평균

전체 작업장의 주요 결과 목표에 대해 종업원들이 잘 알고 있다

2.46

2.79

자신의 작업 단위의 주요 결과 목표에 대해 종업원들이 잘 알고 있다

2.77

3.04

N

187

159

작업장에서의 정보 공유(information sharing)의 경우 시작단계와 종료단계 조사에서 통
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드러났다. 이는 작업장에서의 주요 목표 결과에 대해 종업원이
잘 알고 있는가를 묻는 두 개의 질문에서 나타났다(<표 Ⅲ-13> 참조). 여기에서도 두 가
지 조사 모두 경영진과 종업원의 응답에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종료단계에서 주요 목표
결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은 모든 개발 사업이 그 자체로 개방적이고 투명해야 성공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일부 기인한다. 사업 기간 중 일어난 변화가 사업에 참여한 작업장에
서 보다 지속적인 정보 공유의 변화로 이어질 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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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4> 개별 교육 참여 경험 및 계발 계획이 있는 종업원의 비율
종료단계 조사, %

시작단계 조사, %
경영진

종업원

전체

경영진

종업원

전체

전원

12

9

10

19

13

16

절반 이상

12

6

9

18

11

14

절반 이하

36

34

35

40

44

42

없다

41

51

46

23

32

28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95

88

183

79

78

157

N

근로자 역량 개발(personnel competence)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첫 번째 항목은 작업장의 근로자 중 개별 교육이나 계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비율
에 대한 질문이다. 시작단계 조사 결과 5곳 중 1곳 이하 (19%)의 작업장에서 종업원의 과
반수이상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표 Ⅲ-14>참조). 종료단계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30%
로 상승하였다. 동시에 종업원들이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않은 작업장의 비율은 대폭 감소
하였다. 시작단계 조사와 종료단계 조사에서 경영진과 종업원 간 응답 차이가 나타났다. 전
체적으로 보면 두 조사의 결과 간에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p<.01)가 드러났다.
<표 Ⅲ-15>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한 교육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종업원의 비율
시작단계 조사, %
경영진

종업원

종료단계 조사, %
전체

경영진

종업원

전체

전원

31

24

27

39

25

32

절반 이상

30

21

25

29

27

28

절반 이하

34

45

39

29

43

36

없다

5

11

8

3

5

4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94

92

186

79

79

158

N

두 번째 항목은 지난 12개월 간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교육에 대한 참여 여부를 조
사하였다. 시작단계와 종료단계의 조사를 보면 이러한 교육의 참여율이 증가 하였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정도는 아니었다(<표 Ⅲ-15>참조). 근로자의 과반수이상이
교육에 참여한 작업장의 비율은 명백히 증가하였다. 시작단계 조사에서는 절반을 약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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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업장 (52%)이 지난 1년 간 근로자의 과반수에게 교육을 제공하였다. 이 수치는 종료
단계 조사에서 60%로 상승하였다. 첫 번째 질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작단계 조사에서 드
러난 경영진과 종업원 간 응답 차이는 종료단계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표 Ⅲ-16> 현장감독자의 종업원 지원 역할
척도

시작단계 조사/평균

종료단계 조사/평균

(1=전혀 그렇지 않다. 4= 전적으로 그렇다)

경영진

종업원

전체

경영진

종업원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을 돕고 격려한다

3.21

2.83

3.02

3.33

2.88

3.11

3.31

2.84

3.08

3.38

2.93

3.16

3.28

2.82

3.05

3.28

2.92

3.10

93

92

185

79

76-78

155-157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의 학습과 자기계발
을 독려한다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새로운
절차 개발노력 격려
N

전체

현장관리 구조(supervisory structure)는 작업장에서의 근로자 성과에 강제적인 또는 고
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Adler & Borys 1996). 본 조사의 초점은 현장감독자의 고무적
인 역할에만 맞추어졌다. 경영진과 종업원 대표가 생각하는 감독관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
기 위해 세 가지 항목을 통해 현장감독자이 종업원을 지원하고 있는가, 종업원의 학습을
격려하는가, 적극적으로 자기계발에 힘쓰도록 기회를 부여하는가 등을 질문하였다. 보기는
1번 전혀 그렇지 않다, 2번 부분적으로 그렇지 않다, 3번 부분적으로 그렇다, 4번 전적으로
그렇다 네 가지가 주어졌다.
현장감독자의 지원 역할에 대해 묻는 항목에서 시작단계 조사와 종료단계 조사 간의 결
과를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정도는 아니었다(<표 Ⅲ-16>참조).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시작단계 조사와 종료단계 조사 모두 경영진과 종업원 대표
간 응답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범위에서 나타났다는 점이다. 차이점의 요인으로는
경영진과 종업원 대표가 작업장의 관리 관행을 평가 시 다른 기준을 사용하거나 ‘좋은 경
영’에 대한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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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7> 노사관계의 발전과 협력
척도

시작단계 조사/평균

(1=전혀 그렇지 않다. 4= 전적으로 그렇다)

종료단계 조사/평균

경영진

종업원

전체

경영진

종업원

전체

노사관계는 열려있고 서로 신뢰한다.

3.06

2.68

2.87

3.25

2.67

2.96

노사간에 진정으로 발전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

3.13

2.72

2.93

3.18

2.85

3.01

경영진은 종업원의 건의에 건설적인 방향
으로 접근한다

3.40

2.87

3.14

3.51

2.90

3.20

종업원은 경영진의 건의에 건설적인 방향
으로 접근한다

3.00

2.81

2.91

3.10

2.90

3.00

94

91-92

185-186

78-79

76

154-155

N

개발과 관련해 경영진과 종업원간 협력(Cooperation between management

and

personnel in development)에 관한 사항은 네 개의 항목으로 조사했다. 응답자에게 주어진
보기는 앞부분과 동일하다. 경영진과 종업원간 관계가 다소 협력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지
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은 아니었다(<표 Ⅲ-17> 참조). 또한 여기에서도 경영진과
종업원들이 제출한 답변에서는 일관적인 차이점이 드러났다.

(7) 작업장 혁신 방법개발 사업

TYKES 프로그램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방법 개발 사업을 위해 네 차례의 공개 청
문회를 실시하였다. 이들 공개 청문회는 매번 다른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되었다. 특
히 경영 관행과 새로운 유형의 작업 조직을 개발하는데 있어 신기술 도입의 가능성, 변화
하는 기업의 사업 모델, 생산자와 고객이 참여하는 협력적인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을 위
한 작업 모델, 가치 사슬 상의 여러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본 생산 협력관계, 서비스 생산
시 부문간(민간 분야-공공 분야-제3의 분야) 협력 등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에 제출된 신청서 109건 중 총 24건이 지원금을 승인받았다. TYKES는 워크샵을
개최하여 방법 개발 사업간, 방법 개발 사업과 학습 네트워크 사업 간의 정보 공유와 학습
을 도모한다. 또한 프로그램은 사업을 통해 개발된 몇 가지 방법론을 위한 맞춤식 정보 확
산 계획을 수립하였다. 방법론 확산의 핵심 파트너는 주로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경영
기술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준 공공 기관인 중소기업재단(SME Foundation)이다. <표 Ⅲ
-17>에는 맞춤식 확산 방법이 적용된 사업에 대한 정보가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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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8> 선별된 방법 개발 사업
제목 (조정자) 기간

목표

IC 툴박스 –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목적의 지적 자본(탬피어 기술 대 지적 자본 관리를 위한 툴박스 의 개발
학 산업 경영학과) 2004-2007
VITAL – 확산된 작업그룹 을 위 웹 기반의 툴박스를 활용하여 확산된
한 평가 및 개발 사업 (헬싱키 기 작업 그룹 또는 사업의 원활한 정보 공
술대학 BIT연구 센터) 2004-2007

유와 실행, 개발 및 종료를 지원

VERKA– 네트워크의 성장 및 발 네트워크 주기의 설명 분석방 법과 네트
전 양상 (핀란드 VTT 기술 연구 워크 개발 방법에 초 점을 맞추어 기업
센터 ‘제품 생산’ 부서) 2004-2007

네트워크의 성장과 발전 양상을 관찰
지속적인 혁신과 생산성의 발 전을 목

JTK – 작업의 지속적인 향상
(민간 컨설팅 에이전시) 2005 -2008

적으로 하는 중소기업 을 위한 모델화
된 개발프로그 램 계획 및 설계

방법 또는 도구
기업이나 컨설턴트 서비스 패키지를
위한 실용적인 교육 자료를 담은 책
VITAL은 인터넷상에서 사용 가능한
웹툴로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쉽게 사
용할 수 있으며 연구를 기반으로 한
모듈 기반의 툴박스이다.
네트워크의 전략적인 개발을 위한 방
법 패키지 (책 및 전자 파일 형태)
현상태, 사용 중인 툴, 생산성 향상의
모범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툴을 포
함한 생산성 향 상 안내서 및 직무서
(인터넷 상에서도 제공됨)

HEKSA – 종업원에 의한 기업성 성과 측정의 목표, 내용 및 중요성에 대한 성과 관리에 대한 두 권의 안내서(경
과 분석법 (래핀란타 기술대학 라 경영진과 종업 원 모두의 이해를 높이기 영진용과 종업원 용) 와 매핑툴인 인
티 부서) 2004- 2008

위한 관리자용 관리 방법 및 툴 개발

VUOROMET – 기업의 쌍방향 발 전략개발과연계된 기업의 쌍방 향발전을
전을 위한 모델과 방법(핀란드 VTT 위한 모델, 방법, 툴 구축 및 개발 (목표:
기술연구센터 ‘제품 생산’

부서) 개발활동의 평가모델정의. 기업대화 모델

2006- 2009

의 이론적 측정. 지원 방법 개발)

PARHA – 신 경제 조직의 생산 새로운 업무 문화 상에서 적절 하고 성

터넷 상의 설문지
쌍방향 개발에 관한 안내서, 기업 개
발 시스템과 관련 방 법의 정의를 위
한 기본 모델
‘신 생산성’ 요소를 포함한 생산성

성 향상 (핀란드 기업 경영 개발 공적인 경영방법을 연 구. 생산성을 향 지표. (신 생산성: 자원, 사회적 자본,
기구 JTO) 2004-2007

상하고 생산성 향상을 근로조직 내에서 인적 자본 요소의 상호 연관성에 기
매일 의활동으로 뿌리내리도록 유도.

DESIM – 제품 개발을 위한 시뮬
레이션 게임 (터쿠 응용 과학 대학)
2006-2008

반을 둔 생산성)

제품 개발을 위한 시뮬레이션 게임 형 제품 개발 사업을 위한 시뮬 레이션
태의 시뮬레이션 방법 을 개발

방법

(8) 학습 네트워크 사업

TYKES 프로그램의 평가 연구에서 제기된 비판적인 시각(Arnkil et al. 2003)에 대응하
기 위해 TYKES는 사업성과에 대한 정보 확산을 위한 야심 찬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개발을 위한 보다 큰 조직을 개설하고 TYKES 프로그램의 사업 운영에 있어 연구 기능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새로운 형태의 사업 활동인 학습 네트워크 사업이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진 연구 기관과 작업장에서 장기적인 공동 포럼의 형태로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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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9> 학습 네트워크 사업 (출처: Lahtonen et al. 2008)
이름 (기간)

조율자

활동의 목적과 이와 연관된 연구 과제

작업 개념의 참여 개발을 위한 학 University of Helsinki, Center 작업 개념의 개발에 사용되는 ‘변화의 실험실 (Change Laboratory)’ 방
for Activity Theory and
습 네트워크 – 체인지 메이커
법의 활용: 개발자들 이 사용할 수 있는 공유 툴박스의 다양화 및 각
Develop-mental Work
(2004-2008)
부문에 맞는 방법과 툴 적용.
Research
보상에 대한 학습 네트워크 –
POPPI (2004-2009)

전략 관행을 위한 학습 네트워크
– STRADA (2004-2006)

지식 경영을 위한 학습 네트워크
– TOIVO (2004-2007)

COBTEC- 협력적인 사업 네트워
크와 기술 기반 (2004-2007)

히시 지역 클러스터 (2004-2009)

퍼칸마 지역에서의 노동생활의 전
문성의 함양(2004-2009)

Helsinki University of
Technology, The Laboratory
of Work Psychology and
Leadership

생산성과 근무 환경의 질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응용 개발을 위한 보

Helsinki University of
Technology, The Laboratory
of Work Psychology and
Leadership

전략 관행 및 이에 대한 전문성과 관련된 쌍방향 전략 프로세스의 개

University of Helsinki,
Palmenia Centre for
Continuing Education

지식 경영의 개선을 위해 일일 작업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과 방법의

상 시스템의 개선.

발. ‘진단’ 워크샵 참가자들이 정보 공유를 위해 사용한 쌍방향 방법의
관찰.

개발. 작업 조직의 지식 커뮤니티로의 이행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한 정
보의 제공.

Technical Research Centre of 산업 경영의 다양한 부문을 아우르는 새로운 모델과 작업 방식을 뒷받
Finland VTT
침함으로써 복잡한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기술 집약적인 기업 네트워
크와 동태의 관리 개선
University of Helsinki,
Palmenia Centre for
Continuing Education

환경 경영 및 작업장에서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 지식의 개선. 신뢰와

Pirkanmaa University of
AppliedSciences

노동생활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지역 조율 센터 개발. 경험 기반의 지

협력관계 구축 방법과 네트워크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방법 그리고 네
트워크 형성 모델이 새로운 분야로 확산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

식, 지속적인 기술 개발, 노동생활의 변화에 대한 기대, 안전 관리 및
직무 능력 관련 학습법 전달에 역점을 둠.

OVE- 동부 우시마 지역의 관광

정체성 강화,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 기업 서비스 품질 향상, 응용과학
HAAGA – HELIA University
산업을 위한 학습 네트워크
대학의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도 강화를 통해 동부 우시마 지역을 ‘학
of Applied Sciences
(2004-2008)
습 지역으로
’
개발.
시 정부에서의 전략적 경영과 작
업 평가를 위한 학습 네트워크– Innotiimi Consulting Company
SAKEA (2004-2009)

SHRM 및 BSC 기반의 전략과 업그레이드 된 보상 시스템의 뒷받침
하에 시 정부의 효율성 및 성과 개선

COMBINNO – 혁신적 개발 결 University of Tampere, Work
작업장 개발과 성인 교육에 대한 지식을 결합하여 기업의 활용도를 높
합을 위한 학습 네트워크
Research Centre
인 통합 개발 개념을 맞춤식 툴로 개발하고 제공.
(2005-2009)
북부오스트로보스니 아 지역의 종

University of Oulu,
상호 학습, 근로자 복지, 근로 환경 관리의 개선을 위한 사업의 결과를
Department of Industrial
한 학습 네트워크 – TYHJÖ
다양한 지역 당사자들과 공유.
Engineering and Management
(2005-2009)
업원 복지 및 작업환경 관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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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기간)
남부 세이보 지역의 근로생활
개선을 위한 학습네트워크
(2005-2009)

조율자

활동의 목적과 이와 연관된 연구 과제

Anttolanhovi Rehabilitation and 협력적인 근로자 위주의 발전을 지역의 작업장 에서 도모하고 노동생
활의 개발에서 지역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과 역량을 개발.

Research Centre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구축 –
제품과 사업개 발의 협력을 위한
학습 네트워크 - Tuoteväylä

Foundation of Finnish

공공 당국과 회사 연구 인력 간의 제품 및 사업 개발 측면의 협력 강화.

Inventions

(2007-2009)
작업 문화의 강화 (2007 -2009)
오픈 이노 – 열린 혁신을 위한
학습 네트워크 (2007-2009)
이퀄스 – 시 정부 모범사례 확산
을 위한 학습 네트워크
(2007-2009)
위윌-위워크 & 이노버 티브 리빙
랩 (2007-2009)

작업 조직에서 능력 강화를 가능케 하는 활동, 문화, 경영을 촉진하기

Empowerment Finland

위한 이론과 툴 개발.

Technical Research Centre of
Finland VTT

혁신 활동에서의 새로운 ‘오픈 소스’ 기반의 접근 방식과 제품 개발, 노
동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

The Association of Finnish

다양한 쌍방향 툴을 통해 지방 자치 조직의 모범 사례를 전파하기 위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해 영구적인 인프라를 개발
Helsinki Schoolof Economics,
Center for Knowledge and
Innovation Research CKIR

전자 학습 및 전자 근무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을 활
용한 방법,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을 도모하고 확산.

학습 네트워크는 전통적인 ‘사업 논리’를 기반으로 ‘선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그 논
리 하에 ‘이행’ 계획을 두고 정확한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모임
형태의 포럼이다. 학습 네트워크는 대신 ‘개발’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네트워크의 장단기 개발 계획을 명시한다. 네트워크는 다양한 실행 사업을 이행하기
도 하지만 그 핵심 목적은 네트워크 내외 적극적 참여자들의 교류와 발전을 위한 협력을
돕는 새로운 형태를 모색하는 것이다(Alasoini 2008).
학습 네트워크는 다양한 종류의 활동을 펼치며 이를 조율하는 일은 쉽지 않다. 개발 관
련 업무뿐 아니라 과학적인 연구가 거의 모든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습 네트
워크 사업은 동시에 여러 작업장 개발 사업을 포함하면서 내부 연구가 박사 연구의 차원
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네트워크의 핵심 활동은 학습과 공동 개발 프로세스를 위한 다양
한 종류의 포럼이다. 이러한 포럼은 가상공간뿐만 아니라 쌍방향의 일대일 워크숍과 세미
나 등의 형태를 띤다. 학습 네트워크는 개발 계획과 TYKES 사업팀에 참여할 의지와 준
비가 된 연구 기관과 작업장 간의 공동 준비 작업을 바탕으로 구축된다. 이는 네트워크 구
축의 초기 단계가 참여자 간 그리고 참여자와 프로그램의 대표들 간의 협력적인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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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하기 위함이다. 참여자와 프로그램 대표간의 협력은 보통 TYKES 사업팀과 네트워
크의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는 연구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각 학습 네트워크 사업의 예산은 평균 50만 유로이며 사업기간은 약 4년 정도이다. 프로
그램을 통해 다양한 성격과 종류의 학습 네트워크가 주제별 방법별, 비즈니스 분야별, 부
문별로 형성되었다. 많은 네트워크가 과거 작업 조직 개발 프로그램의 재정지원을 받았던
사업을 기반으로 구축되었고 처음부터 시작한 경우는 드물다. 스칸디나비아 연구 프로그램
의 과거 경험에서 확실히 알 수 있듯이(Mikkelsen 1997; Naschold 1993), 완전히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보다 이미 상호 작용의 연계를 가지는 이들 사이의 협력을 더욱 발전
시키는 일이 훨씬 쉽다. 그러나 TYKES 프로그램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를 지원
하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그런 이유에서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자
원을 할당하고 있다. <표 Ⅲ-19>는 네트워크의 명칭, 네트워크 조정자, 활동의 목적과 관
련 연구 과제를 연결하여 네트워크의 주요 성격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네트워크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라. 비교의 관점에서 본 작업장 혁신 및 발전의 핀란드 식 접근 방식
본 장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작업장 혁신과 개발에 대한 핀란드 식 접근 방식을
주로 유럽과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관점에서 비교한다. 그런 후 핀란드에서의 작업장 혁신
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과 작업장 개발을 위한 향후 도전 과제들을 특히 본 글의 머릿글에
서 다룬 새로운 혁신 정책의 관점에 비추어 간략히 살펴본다.
(1) ‘북유럽 예외주의’는 근거가 있는가
작업장 혁신은 산업화 이래 경제 성장에 지속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프리맨
(Freeman)과 루카(Louçã , 2001)는 지난 200년 동안 경제의 ‘장기적 흐름’이 여러 기술 혁
신과 이에 수반된 경영과 조직의 개혁과 서로 얽혀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분석을 보면
산업화된 국가에서 기술의 약진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일은 항상 자동적으로 일어
나지 않았으며 몇 가지의 보완적인 혁신이 있은 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새니다스
(Sanidas, 2005)는 역사와 통계적 분석을 통해 19세기 후반 이후 미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
서 조직의 혁신이 경제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들 국가의
경제 성장의 역사는 자본과 노동의 양과 질, 인적 자본과 경제적 혁신뿐 아니라 조직적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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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통해서도 잘 설명된다고 새니다스는 주장하였다. 그는 분석을 통해 조직의 혁신이 기
술적 발전과는 별개로 생산성 성장과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조직의 혁신이 국가
혁신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유럽 국가의 혁신 정책에서 조직적 혁신이나 기타 작업장의 혁신은 이제
껏 큰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다. 코리앗(Coriat, 1995)은 조직의 혁신이 ‘유럽 경쟁력 강화의
허점’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의
의뢰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2000년대 초 회원국의 절반만이 국가적 차원의 작업 조직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Brödner & Latniak 2003; Business
Decisions Limited 2000). 유럽 국가 중 가장 의미있는 예외를 보여준 것은 북유럽 국가들
과 독일로 이들 국가에서는 중앙 정부와 사회적 동반자들이 이러한 종류의 다양한 프로그
램을 이행 중에 있다. 그 후 아일랜드가 2005년 국가 작업장 전략을 시작하고 2007년 작업
장 혁신을 위한 특수 기금을 마련하였다.
북유럽 국가들은 대개 새로운 유형의 작업 조직이나 노동생활 향상의 확산을 주제로 하
여 실시된 유럽 국가 간 비교 연구에서 상위를 기록한다. 이러한 ‘북유럽 예외주의(Nordic
exceptionalism)’는 노동 조합의 높은 비율, 합의 기반의 광범위하게 조직화된 노사 관계,
노동생활 혁신을 위한 활발한 정책 등으로 대변된다(e.g. Dobbin & Boychuk 1999; Gallie
2003; Green 2006; Lorenz & Valeyre 2006). 하지만 구스타프슨(Gustavsen, 2007)은 ‘북유
럽 예외주의’는 단순히 이들 국가의 거시 정치적 성격의 한 기능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거
시 정치적 상황과 작업장 개발 과정을 조율하는 중간 단계의 구조 또한 중요함을 보여주
었다. 이러한 구조의 예로는 작업장 개발 프로그램이 있다.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생겨나
는 법이 없으며 아무리 기본적으로 우호적인 거시 정치적 환경이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
한 프로그램은 참여가 필요한 다양한 당사자들을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이들을 항상 필요로 한다. 실제로 작업장 혁신을 혁신 정책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
로 삼중 나선의 당사자들이 기꺼이 참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기반이 필요하다.
구스타프슨의 주장은 북유럽 국가들의 거시 경제적 상황이 전반적으로 비슷함에도 불구
하고 작업장 개발 활동의 역사에서는 이들 국가간 눈에 띄는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제부터는 세 북유럽 국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핀란드의 전반적인 상황과의 비교가 이어진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에 대한 묘사는 알라소
이니의 과거 연구를 대부분 인용하였다(2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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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1960년대 초부터 직무 재설계를 위한 실험과 작업장에서의 민주주의를 강화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온 역사를 가진 유럽의 선두 국가 중 하나이다. 지난 40여 년간
사회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개발 활
동에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한 사건은 1982년 중앙 노사단체가 체결한 기업 발전에 대한
협약이다. 협약에는 사회적 동반자들이 중앙집중적으로 양자간 지역 방안을 지지하여 새로
운 유형의 협력관계와 작업 조직을 구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를 계기로 관련 사업, 회
의, 연구 활동에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82년 협약과 이를 기반으로 하여 구
축 개발된 협력적 구조는 또한 가치 창출 (Value Creation, VC) 2010 프로그램
(2001-2010)과

이

후의

기업

발전

2000

프로그램(Enterprise

Development

2000

programme) (1994～2001)의 기본틀 역할을 하였다. 사회적 동반자 관계라는 개념은 노르
웨이에서 노동 시장의 변화나 정치상황과는 무관하게 강한 지속력을 보여주었다.
VC 2010의 주요 목표는 가치 창출 과정의 주요 당사자 간 새로운 유형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각 기업과 기업 네트워크상에서 조직 개발과 혁신을 장려하고 이에 기여하는 것
이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중앙 노사단체가 프로그램의 주요 이해관계자이지만 실제적인 프
로그램 활동은 지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VC 2010 내에 12개의 주요 지역 프로그램
이 있으며 각 사업의 성격은 참여자의 수, 즉 관련 기업들의 구성이나 참여자간 협력의 역
사 면에서 매우 상이하다. 사업은 경제 정책과 지역 발전 정책의 주요 당사자들을 대변하
는 지역적 운영 그룹의 감독 하에 이행된다. 지역의 대학교, 대학, 연구 기관이 주요 사업
을 조율하며 프로그램의 예산은 이들 사업의 연구원들의 작업에 초점이 맞추어 편성된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내에서는 연구원이 기업과 기업 네트워크의 개발의 주체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 발전 정책을 뒷받침하는 구조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
다. 프로그램의 재정 지원을 받는 사업에서 컨설턴트는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지
만 어떤 경우에는 컨설턴트들이 VC 2010에 참여하는 기업의 기타 사업에 외부 전문가로
참여하기도 한다.
VC 2010은 급진적인 공정 중심의 성격이 뚜렷하며 매우 건설적인 시작점을 가진다는
면에서 기타 유럽의 작업장 개발 프로그램과는 차이를 보인다. VC 2010은 경영 또는 작업
조직 등의 측면에서 명확한 계획이나 설계 조건을 세우지 않는다. 그보다는 개발 활동의
핵심과 목표가 ‘지역적’으로 설정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시작한다. 즉 기업과 기업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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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의 연구원들이 지원하는 대화의 도움을 받아 핵심과 목표가 구체화 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연구원들은 엄격히 미리 결정된 설계 조건을 세우는 대신 지역의 주요 사업에 새로운
기업 사업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지역 운영 조직에 해당 기업 사업이 근로자들의 폭넓은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사업의 주제에 있어 매우 광범
위한 문제를 다루게 된다.

<표 Ⅲ-20>. 노르웨이 작업장 혁산 사례

호달랜드와 로갈랜드의 지역 사업은 노르웨이의 서부 해안의 베르겐 시와 스타벤저 시에서
진행된 VC2010 내에 최대 규모의 개발 연합으로 2006년 말 현재 10개의 산업 네트워크로 구성
된다. 이들 연합의 주요 목표는 기업 차원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떻게 근로자
의 참여와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가, 네트워크가 지역적 차원에서 어떻게 기업간 모범사례의
확산과 학습을 도모하고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지역적 차원에서 혁신을 거듭하
기 위해 삼중 나선의 당사자들을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가 이다. 이러한 세 가지 과제를 달성하
기 위해 체계적이고 잘 통제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고안되고 활용되었다. 또한
근로자의 참여와 학습의 기회를 증진할 수 있는 참여론적 방법이 마련되어 적용되었다. 실행
연구원들은 세 가지 과제 모두에 대한 지원활동을 펼치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축
티탄 철광 제조업체인 타이타니아의 경우 연간 생산량을 현재 65만 톤 수준에서 1백만 톤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작 단계인 토론 회의에서 22개의 조직이 672개의 개발 관련 제
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전체 7개의 대규모 전사적 사업과 여러 소규모 및 부서 차원의 사
업으로 구성되는 장기적인 프로세스의 시작점에 불과했으며 사업의 여러 단계 별로 많은 토론
회의가 개최되었다.

VC 2010은 연구가 뒷받침된 개발 프로그램이자 그 자체로 교육적인 프로그램 역할을
한다. 많은 지역적 국가적 연구 기관의 여러 연구원들이 주요 지역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
며 이들은 전국을 아우른다. 연구원들은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명확한 문제에 조언을
하거나 토론 회의를 소집하거나 개발 프로세스와 그 성과를 평가하고 문서화하는 등의 다
양한 방법이나 도구를 사용하게 된다. 초기의 노동생활에 대한 노르웨이 연구 프로그램과
비해 새로운 요소인 VC 2010은 사회(노동생활) 연구를 공부하는 박사 과정의 학생들의 연
구 과정에 다루어지기도 한다.‘

- 133 -

(3) 스웨덴

스웨덴 또한 1960년대 후반부터 직무 재설계, 공동 작업, 공장 라인 구성, 작업장에서의
민주주의 등을 주제로 혁신적인 실험을 시행한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가장 잘 알려
진 실험으로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진행된 칼마와 우데발라에 위치한 볼보 자동차 조립
공장 사업과 1990년대 초에 진행된 ABB(아세아 브라운 보베리) 스웨덴의 T50 프로그램
등이 있다. 대표적인 공공 분야의 프로그램으로는 논쟁의 여지없이 작업장의 개발이 민주
적인 대화의 주제가 된 LMO 프로그램(1985-1990)과 막대한 예산을 통해 무려 2만 5천 건
의 사업을 진행한 노동생활 기금(Work Life Fund) 프로그램(1990-1995)을 들 수 있다. 하
지만 최근 스웨덴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생활에 관한 연구에 다양한 재편 작업이 이루어졌
고 노사정 협력에 대한 고용주 연합의 중앙적 차원의 참여 의지가 약화되었다. 노동생활
기금의 기능은 예를 들어 이제는 유럽 사회 기금(European Social Fund)으로 일부 이전되
었다. 새로운 대규모 국가적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에서 스웨덴의 노동생활에 대한 연구는
이제 더욱 다양화하고 지역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즉 작업장 개발이 점점 더 클러스터,
산업 단지 또는 기술 블록 같은 지역적 구성단위의 개발과 통합되고 있다. 노동생활에 관
련된 연구의 두 핵심 재정 기관인 스웨덴 혁신 시스템 에이전시(Swedish Agency for
Innovation Systems, VINNOVA)와 스웨덴 노동생활 및 사회적 연구 위원회(Swedish
Council for Working Life and Social Research, FAS)는 2001년 기관 차원의 재조정의 일
환으로 설립되었다.
VINNOVA 활동은 작업장 개발에 대한 연구와 산업 정책 사이의 긴밀한 연계의 좋은
예이다. VINNOVA 전략의 경우, 노동생활에서의 학습과 보건은 VINNOVA의 네 가지 지
식 기반 중 하나이다. 즉 18개로 정의된 성장 부문을 뒷받침하고 이에 기여하기 위한 일반
적인 지식 분야이다. 성장 분야(통신 시스템, 의약 및 진단, 목재 가공, 재생가능 자원을
이용한 환경 친화적 제품)는 그 성장이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문별 혁신 체계이
다. 노동생활부는 연구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당사자로 VINNOVA의 조직 내 역량 분야 본
부 하의 6개부서 중 하나이다. 1990년 이후 국가적 차원의 연구 개발 활동에 중앙 고용주
협회의 참여를 지양하면서부터 노사단체의 전략적 당사자로서의 역할은 약화되었다. 이러
한 ‘전략적 진공상태’는 학교 공동체와 민간 부문이 그 역할을 강화하여 채워지고 있다. 이
러한 변화는 또한 VINNOVA의 활동의 주요 지침 원칙이 된 삼중 나선 개념을 도입하면
서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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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NOVA와 FAS는 노동생활에 관한 연구 개발 활동에서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띤다.
VINNOVA는 보다 성장, 혁신, 지역적 역동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FAS는 노동생활에
관한 포괄적인 학계의 연구에 보다 역점을 둔다. 작업장 혁신에 관한 한 FAS는 근로 보
건, 근로 조직 및 노사단체 세 주요 부문으로 구성되며 각 부문은 주요 주제를 가진다. 연
구 기금을 받는 또 다른 주요 분야는 공공 보건, 복지 및 사회적 정책, 사회적 서비스와
사회적 관계이다. VINNOVA의 주요 목표 부문은 스웨덴에 대한 투자 수익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성장 부문에서 스웨덴이 세계 1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상당한 연구개발
투자와 스웨덴 연구 개발 시스템이 도출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장기적인 성장 지
수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이는 ‘스웨덴의 역설’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현상이다.)
FAS와 VINNOVA의 활동을 보면 스웨덴에서의 작업장 혁신에 대한 연구 개발은 보다
외부 지향적인 성격을 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업장 개발 노력은 VINNOVA의 관할 하
에 전반적인 혁신 및 지역적 정책의 맥락에 보다 잘 통합되었다.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자
면 과거의 많은 스웨덴 노동생활 프로그램의 실험적 성격이 근래에 와서 약화되었다. 스웨
덴이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노동생활 발전에 투자한
막대한 금액은 여전히 유럽 전체에서 보면 높은 수치이다. 스웨덴은 전체적으로 보면 자율
적인 팀워크와 학습 위주의 근로 조직의 형태의 확산에서 EU-27 국가들을 앞서고 있다.

(4) 덴마크

노르웨이와 스웨덴과 비교해보면 덴마크의 국가적 차원의 작업장 개발 사업은 미약하다.
이와 관련하여 구스타프슨(Gustavsen, 2007)은 덴마크의 주요 공동 이니셔티브를 ‘프로그
램’ 대신 ‘캠페인’으로 규정지었다. 1990년대 초의 덴마크의 핵심 활동은 ‘발전적 작업’이라
는 제목 하에 중앙 노동조합 조직에 의해 진행되었다. 애초에는 노동조합이 내놓은 제안이
었지만 그 후 노사정 기금이 마련되었고 약 200개의 사업에 기금이 승인되었다. 기금 지원
의 일반적인 목표는 근로자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광범
위하게는 성장을 달성하는 데에 있다.
1993년과 2000년대 초 사이에 시행된 기타 주요 활동으로는 ‘단조로운 작업 근절을 위한
실행 계획’이었다. 사회적 동반자들과 공공 당국의 지원을 받은 이 캠페인은 ‘단조롭고’ ‘반
복적’인 것으로 규정된 30만 개 작업을 50%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캠페인은
연구 활동이나 개발 사업 (172개) 같은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작업 조직의 개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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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과 단체협약의 제공 등을 통해 이행되었다. 2003년에 수행된 평가의 결과를 보면 단
조롭고 반복적인 업무를 절반으로 줄이는 야심 찬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하지만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고 단조롭고 반복적인 업무는 4분의 1 가량 감소하였다. 이는 주로 신기술
의 도입, 인체공학적인 개선, 업무 교대, 자율적인 학습조직 같은 작업 조직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졌다(Brödner & Latniak 2003).
구스타프슨에 따르면 (2007) 덴마크의 노동시장 주체 간의 지역적 단체 협약은 다른 북
유럽 세 국가에 비해 보다 광범위하게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다른 북유럽 국
가에 비해 덴마크의 경우 중소기업의 중요한 역할을 하며 노사 관계는 덜 중앙집중적이다.
이는 새로운 유형의 작업 조직과 다양한 작업장 혁신의 확산에 두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
다. 우선, 보다 단체 위주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교섭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작업
조직과 작업장 혁신이 보다 융통성 있게 신속하게 확산되었다. 특히 중소기업이 압도적인
산업과 외부 기금이나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확산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
졌다. 둘째, 덴마크 경제에서 혁신의 과정은 연구나 과학이 동력이 되기보다는 다른 북유
럽 국가에 비해 아래에서부터 위로 전개되어 이루어졌다. 즉 구스타프슨에 따르면 덴마크
의 혁신의 과정은 ‘개별적인’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고도 학습 위주의 형태
의 작업 조직이 보다 원활하게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5) 핀란드와의 비교

위에 나타난 간략한 설명을 보면, 네 북유럽 국가에서도 작업장 혁신을 도모하는 방식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핀란드에서는 작업장 혁신과 개발이라는 주제가 정부
와 사회적 동반자들의 정책 과제로 기타 북유럽 국가에 비해 훨씬 늦은 시기에 채택되었
다. 노사 민주주의와 작업 조직의 사회 기술적 형태에 있어 선두자로 인정받고 있는 국가
는 노르웨이다. 그러나 북유럽 국가 중 새로운 형태의 작업 조직을 적용한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스웨덴이 언급된다. 그 정반대에 핀란드가 있다. 핀란드는 1970년대에 이루어진 새
로운 작업 조직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에서도 빠졌으며 1980년대에도 마찬가지였다. 1990년
대 중반 이래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여 작업장 개발이 점차 일반적인 혁신 정책 기반에 통
합되고 있다.
구스타프슨의 주장(2007)처럼 정책과 프로그램은 스스로 생겨나지 않는다. 늘 공동으로
행동해야 하는 다양한 당사자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이들을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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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작업장 개발의 내용과 유형은 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느냐와 그들의 상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북유럽 국가의 노동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체계는 중요한 측면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핀란드의 경우 중앙정부가 다른 북유럽 국
가에 비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덴마크의 경우는 정부가 가장 미약한 역할을 한다
고 볼 수 있으며 노르웨이에서도 또한 정부의 역할이 크지 않다. 그러므로 핀란드의 노사
단체들은 다른 북유럽 국가에 비해(사회적 동반자 간 일반적 협약 및 단체 협약이 아닌)
노동 법률과 작업장 개발에 있어 정부 지원 프로그램(양자간 프로그램, 캠페인 또는 사회
적 동반자에 의해 출범한 기타 활동 대신)의 형태로 중앙 정부를 ‘통해’ 노동생활을 발전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작업장 혁신과 개발의 접근 방식에 있어 핀란드 방식의 또 다른 특징은 중앙정부가 커
다란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에 있다. 즉 중앙정부는 민간 기업과 함께 공공 작업장에서의
개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공공 부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현상은 특히 지자체
부문(시 정부 및 공동 시 정부 위원회)에서도 두드러진다. 핀란드에서 잘 알려진 여러 가
지 실행 연구 사업은 지자체 부문에서 진행되었다(e.g. Kalliola & Nakari 1999; Lehtonen
& Kalliola forthcoming). 핀란드의 단체교섭 체계는 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중앙집중적이
며 지자체 고용주들은 지난 40년간 핀란드에서 이루어진 중앙 집중식 임금 정책 협약의
주요 동반자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지자체 내 작업의 운영과 조직 방식은 최근 활발한
혁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배경을 보면 시 정부는 인구 고령화로 재정적인 어려움, 거
주자의 수 감소, 세수 감소, 복지 및 보건 부문의 비용 증가 등의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핀란드 작업장 개발 프로그램에서 지자체가 보다 활발히 참여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고용주
연합과 가장 큰 규모의 노동조합들이 시 정부에 만연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
면서 경영진이 주도한 비용 절감 방법만을 의존하기 보다는 노사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혁
신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실행) 연구를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북유럽 국가 전반의 작업장 개발 프로그램의 두드러진 특징은 기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연구자들과 업체들의 협력이 훨씬 더 긴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실행 연구 그리
고 보다 폭넓게는 연구가 뒷받침된 개발 활동이 북유럽 국가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
이다(Aagaard Nielsen & Svensson 2006; Gustavsen 2007 참조). 다른 유럽 국가들은 작
업장 개발의 차원에서 연구와 개발 간 관계가 긴밀하지 않으며 적어도 지금까지는 연구와
개발이 별개의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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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향후 과제

지속 가능한 생산성의 질적 향상 과제로 인해 TYKES 프로그램의 기본 정책의 필요성
이 더욱 명확해진다. 이러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활
동이 필요하다. 고용 경제부, 사회보건부(직원 복지, 산업보건, 산업보건안전 담당), 교육부
(연구 체계의 개발 및 고등 교육 기관을 포함한 교육 체계 담당), 내무부(지차체 부문의
개발 담당), 경제부(중앙정부 부문의 개발 및 예산 편성의 일반적인 사항 담당) 등이 여기
에 해당한다.
노동 생산성 향상의 측면에 있어 주요 정책적 도전과제는 오랫동안 감소해온 생산성 증
가율을 어떻게 가속화할 수 있는가, 높은 생산성 증가를 어떻게 보다 폭넓은 부문에 적용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생산성 향상의 신동력 개발을 어떻게 촉진시킬 수 있는가 등이다.
한편 노동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정책 과제는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게끔
노동생활의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차원
에서 보면 핀란드는 학습 기회를 늘리면서 동시에 근로자 안위를 향상시키는 작업장의 비
율에 있어 세계 상위권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핀란드 작업 환경에 대한 조사에 사용된
전통적인 지표를 보면 최근에 핀란드가 상위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표 3> 참조). 또한 핀란드 산업안전 기구가 수행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핀란드 국민
들은 핀란드에서의 노동생활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Kasvio et al. 2008). 대다수의 핀란드인들이 노동생활의 승자와 패자 사이의 격차가 벌어
지고 노동의 강도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책임감
이 약화되고 고용 안정이 저해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 초 노동부와 무역 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의 통합으로 고용 경
제부가 출범하면서 핀란드 작업장 개발 프로그램 TYKES의 담당 기관이 노동부에서
Tekes로 이전되었다. 이러한 조직 개편과 Tekes의 역할 변화로 인해 작업장 혁신과 개발
이 Tekes내에서 보다 영구적인 연구 기술 분야가 되었으며 Tekes의 전반적인 목표 중 하
나로 노동생활의 질적 향상이 선정되었다. 2008년 가을 핀란드 정부는 전 아호 총리가 주
재한 고위 실무 조직이 고용 경제부에 제출한 제안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혁신 정책’에 대
한 지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제안서에 따르면, 작업장 개발은 향후 혁신 정책 수립과
이행에 보다 잘 통합되어야 하며 작업장 혁신과 개발의 재정적인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
야 고 작업장 혁신을 확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보다 광범위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새로운 정책적 접근방식은 노동생활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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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강화하는 견고한 기반이 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생산성의 질적 향상의 과제를 해결하
는데 새로운 접근방식이 성공할 수 있을지 그 여부는 확장형 삼중나선 협력의 전반적인
발전에 달려있다. 성공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보다 작업장 혁신과 개발에 있어 지금까지 형
성된 강력한 국가적 공감대가 계속 유지되어야하며 삼중 나선의 당사자들 간 새로운 형태
의 공동 실천이 가능해야 한다.

2. 아일랜드의 국가작업장전략
- 아일랜드의 작업장 혁신을 지원하는데 있어 최근 성과에 관한 시각

가. 소개

지난 5년 동안 아일랜드는 기업의 작업장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 차원의 전략적 계획을
준비하고 이행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해 왔다. 자국의 국가작업장전략(National
Workplace Strategy)을 개발하기 위해 아일랜드는 작업장 개발과 혁신을 지원하는 다양한
국제 모델을 살펴보고 다른 국가들이 얻은 소중한 경험을 통해 학습하려고 노력하였다. 중
요한 것은 이러한 아일랜드의 모델이 정부, 노조, 고용주가 공유하고 있는 시각에 기반하
며 모든 주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광범위한 컨설팅, 연구, 분석, 대화를 통해 만들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변화를 위한 현재의 역량뿐 아니라 근로자, 노조원, 관리자가 직면한 향후 과
제에 있어 작업장 혁신, 변화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려면 공공 정책이 어떻게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회사를 지원할 때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특히, 본 연구는 아
일랜드의 작업장 혁신에 대한 전략적 접근법의 출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여러 주요 발전
상황에 초점을 둔다.
이처럼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들 덕분에 올바른 상황에서 작업장 혁신 의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일련의 경제개발 주기에서 아일랜드 경제의 기반 구조와 고용의 성격 및 질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아일랜드 경제가 전세계 시장의 힘에 보다 노출되고 동시에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변화 관리에 점점 복잡한 과제를 안겨줌으로써 공공정책에 대한 관
심 분야와 기업 경영진과 노조에 있어 전략적 관심 분야로서 작업장 개발과 작업장 혁신
에 대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는 EU와 OECD 전반에서 보다 광범위한 시각으로 작업장 혁신에 대한 아일랜드의 현
- 139 -

재의 접근법, 즉 국가 혁신 제도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작업장 혁신이 가장 잘 이해되는
접근법의 배경을 설명한다. 아일랜드의 국가 혁신 체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아일랜드의 사
회와 경제 개발 의제를 구성하는데 있어 사회적 협력관계(Social Partnership)의 역할을 이
해해야 한다.
아일랜드의 국가작업장전략(National Workplace Strategy)에 관해 주지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전략이 아직 걸음마 단계이며 만약 적절하고 효능을 가지려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기업의 운영 환경에서 계속적으로 그리고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과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동적이고 활기찬 국가작업장전략을 찾는 과정에서 중
요한 과제는 정부, 정부 기관 내, 사회적 파트너(Social Partners)의 주요 이해관계자를 계
속 참여시키는 것이다.

(1) 간략한 배경 - 2000년 이전 아일랜드의 작업장 혁신

작업장 혁신에 관한 정의와 측정 방법을 이해하는데 있어 의견은 최근까지도 거의 수렴
되지 않았다. 이 사안이 OECD와 EU의 정책 의제에서 보다 중요성을 갖게 되면서 일관적
인 정의, 신뢰할 수 있는 측정 방법과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 과거를 돌아보면, 아일랜드에
서 작업장 혁신을 주도하는 요인과 그 특징을 추론할 수 있다. 19세기 산업혁명이 진행되
면서 유럽 기타 지역의 경제 활동과 기업 발전의 성격을 바꾸는 동안 아일랜드는 상대적
으로 뒤늦게 산업화에 합류했다. 19세기 중반 심각한 기근, 이후 인구 감소, 탈산업화와 같
은 요소들과 20세기 중반까지의 보호주의 산업정책 등이 결합하면서 아일랜드 경제의 근
간은 주로 농업 분야에 의존하게 되었다.
1960년대 이후 아일랜드는 수많은 경제 성장과 개발을 통해 혜택을 얻고 있다. 이는 제
약, 소프트웨어, 하이테크와 로우테크 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유럽과 특히 미국 다국적 기
업들의 상당한 해외직접투자 형태로 나타났다. 종종 켈트의 호랑이(Celtic Tiger) 시대라고
부르는 가장 최근의 경제 발전 단계에서는 토착 산업의 성장과 발전이 보다 강조된 반면
최근 몇 년간 국내로의 투자정책은 의료보건, 바이오제약, 의료 장비, 금융 서비스와 같은
산업으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이 있을 때마다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구조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고용 창출이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4) 최근 몇
4) 농업 부문 고용은 절대적인 숫자가 계속 감소하여 2005년 113,000명 이상에서 2020년 73,000명에 불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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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서비스업과 비교하여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고 있지만 아일랜드에서 제조업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경제에서 서비스 부문의 고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 서비
스와 제조 부문 간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제조업의 증가하는 인력은 과학 전문가, 관리자,
행정직 등 사실상 ‘서비스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경제 호황과 관련된 고용의 거대한
확대는 서비스 활동에서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이 1996년부터 2002년까지의 고
용 성장에서 15%를 차지했으며 이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23%를 차지했다.
그 밖에도 주로 ‘부동산, 임대와 업무 활동’, ‘도소매 무역’, ‘건강과 사회사업’을 중심으로
서비스 활동에서 모두 증가했다.
400만의 작은 국내 시장에서 아일랜드의 경제 성장은 외부와 접하는 개방 경제에 의존
한다. 현재 서비스 수출이 아일랜드 경제 성장에서 점점 증가하는 특징이며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아일랜드의 총 재화와 용역 수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2%에서
35%로 증가했다. 컴퓨터, 재무와 보험 서비스는 아일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 수출
부문으로 모두 합쳐 총 서비스 수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각 고용 증가의 물결마다 기업의 개발과 혁신에 대해 관련 과제를 제시해 왔다. 전통적
으로 아일랜드는 교육 수준이 매우 높고 유연하다고 알려진 노동 인구의 질 등을 내세워
자국을 해외직접투자 대상지로 홍보해 왔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 개발 단계는 정책과 기업
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간단히 수치로 볼 때 아일랜드 경제는 2006년부터 2020
년까지 신규 추가 인력 95만 명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수요에 대한 공급은 젊은
졸업생(64만 명)과 지속적인 국내로의 이민자 유입과 참여 증가(31만 명)로 이루어질 것이
다. 절대적으로 보면, 레벨 6-10의 기술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정책
적 변화가 없다면 아일랜드 인력의 상당 부분은 2020년에도 저숙련 상태일 것이며 가장
높은 교육 성취 수준이 중등 교육 수준 이하로 나타날 것이다. 그 결과, 높은 수준의 기술
인력은 공급이 부족하고 낮은 수준의 기술 인력은 공급 과잉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는
2010년이 되면 두드러져 2020년이 되면 크게 악화될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거주자들의 기
술을 다시 교육하여 수준을 높이고 매우 숙련된 이민자를 끌어들임으로써(그리고 적절한
직종에서 이들을 고용하여) 해결될 것이다.

것으로 예상된다.
- 141 -

(2) 최근 경제 성과

2007년까지 아일랜드 경제는 2000년과 2007년 사이 GNP 성장이 평균 4.6%(EU 15개국
중 가장 빠른 성장률)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성과를 보였다. 경제 규모뿐 아니
라 내연적 성장, 즉 평균 생활수준의 성장도 강력한 성장이 계속되었다. 1인당 GNP는 다
른 EU(15) 국가들보다 계속 높았고 (EU 국가들에 대한 1인당 GDP로 비교할 때) 2006년
아일랜드의 1인당 GNP 수준은 EU 평균보다 10% 높았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경제는 지난 10년 동안 비용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임금과 물가
상승은 아일랜드의 거래 국가들의 증가분을 넘어서고 있다. 아일랜드의 소비자 물가 수준
은 EU(15) 평균보다 훨씬 높다(2006년 19%만큼). 전기, 쓰레기, 상업용 임대를 포함하여
많은 비임금(non-wage) 비용이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높다. 증가하는 교통 혼잡도 경
쟁력에 대한 또 다른 우려사항이다. 아일랜드의 급여비용 수준은 영국과 다른 일부 유럽
선진국의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 1/4분기 이후, 중앙은행의 실제 조화된

경쟁력지수(Harmonised Index of Competitiveness)(아일랜드의 평균 무역가중치 적용 환
율과 상대적 소비자 물가에 있어 변화를 반영한 측정법)는 36%가 평가 절상되었다. 유로
에 대한 달러의 평가절하는 국내로의 투자 유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파운드에 대한 유
로의 최근 강세는 특히 토착 산업에 추가 경쟁력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아일랜드 경제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EU 국가들 중 처음
으로 2007년 6월 경기 후퇴에 들어섰다. 상당한 실업 증가와 이민 증가가 건설업에서 일자
리 손실에 초래하면서 건설 관련 활동에 크게 감소하고 있다. 최근 수치에 따르면 아일랜
드의 실업률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4.5%에서 2008년 7.3%, 2009년
8%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예상에 따르면 GNP는 2008년 1.5% 이상의 감소에
추가하여 2009년 약 1%가 감소할 것이다.

(3) 혁신 정책과 작업장 혁신에 대한 영향

켈트의 호랑이 시대의 최근 경제 호황 중에도 분명한 사실은 다른 EU 국가들과 발맞추
어 아일랜드의 기업발전전략은 보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서비스 지향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만드는 것은 공공정책 결정
자, 사회적 파트너, 기업의 관리자, 노조, 근로자 등 모든 관련자들에게 과제를 제시했다.
- 142 -

이러한 변화를 만드는데 있어 핵심은 혁신적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며 혁신이란 단순한 기
술적 혁신이 아닌 이보다 광범위한 혁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조직과 이러한 조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혁신에 대한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혁
신을 뒷받침하는 조직의 분위기와 관행이 필요하다.
2008년 말 아일랜드가 직면하고 있는 변화하는 경제적 현실은 공공과 민간 분야 조직에
당장 가장 심각하고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다시 한번, 각 관리자, 노조원, 근로자
는 일반적으로는 경제,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작업장, 궁극적으로는 거주하는 사회의 개선
을 위한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나. 혁신 성과

EU와 각 회원국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정책 결정자들이 EU 전반의 혁신 수
준을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게 해 주는 광범위한 데이터이다. EU 전체에서 그리고 회원국
내에서 혁신을 측정하는 체계적 방식이 지난 10년간 크게 발전했다. EU에서 기업의 혁신
관련 활동을 측정하는 주요 기구는 유럽커뮤니티혁신조사(Community Innovation Survey:
CIS)이다. Eurostat5)가 EU에서 CIS를 조율하고 각 회원국이 CIS를 관리한다. 아일랜드의
CIS는 Forfas6)와 중앙통계청7)이 공동 관리한다.

(1) 유럽커뮤니티 혁신조사

과거 10년 동안 EU CIS는 모든 EU 회원국에 대해 혁신 수행을 측정하고 광범위한 데
이터를 제공해 왔다. CIS는 R&D에 대한 투자 수준, 새롭거나 크게 개선된 제품(재화/용
역)과 프로세스 도입, 조직 혁신에 있어 기업의 혁신 활동을 측정한다. 2006년 이후 회원
국들은 CIS의 주요 부분을 처음으로 개정하기 위해 EuroStat와 공조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08년 조직혁신에 관한 새로운 모듈을 소개했다. 이 새로운 모듈은 EU 집행위원회와 회
원국에게 작업장 혁신의 특성과 작업장 혁신이 기업의 전반적인 혁신 능력에 어떻게 영향
을 줄 것인지에 관해 보다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CIS에서 확보한 데이터의 주

5) http://ec.europa.eu/eurostat/
6) http://www.forfas.ie
7) http://www.cso.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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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용도 중 하나는 EU의 연간 혁신지수(Innovation Scoreboard)에서 사용하는 혁신 지수
를 구성하는 국제 벤치마킹 데이터의 상당 부분을 제공하는 것이다.

(2) 유럽혁신지수
<표 Ⅲ-21> 유럽혁신지수에 대한 주요 매트릭스
1. 혁신 주도 요인 (혁신 가능성에 잠재력에 필요한 구조적 조건)
1.1 S&E 졸업생
1.2 제3차 교육 인구
1.3 광대역 보급률
1.4 평생 교육 참여
1.5 청년층 교육성취 수준
2. 지식 창출 (R&D 활동에 대한 투자)
2.1 공공 R&D 지출
2.2 기업 R&D 지출
2.3 미디엄-하이/하이테크 R&D가 차지하는 부분
2.4 혁신에 대해 공공 기금을 지원받는 기업
3. 혁신 & 기업 (기업 차원의 혁신)
3.1 사내에서 혁신을 하는 중소기업 (출처: CIS)
3.2 외부와 협력하는 혁신적 중소기업 (출처: CIS)
3.3 혁신 지출 (출처: CIS)
3.4 초기 단계 벤처 자본
3.5 정보통신 지출
3.6 조직적 혁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
4. 적용 (노동과 사업 활동에서의 성과와 혁신 부문에서의 부가가치)
4.1 하이테크 서비스에서 고용
4.2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
4.3 시장의 혁신 제품 판매
4.4 회사의 혁신 제품 판매
4.5 미디엄-하이/하이테크 제조에서의 고용
5. 지적재산권 (성공적인 노하우에 있어 얻은 결과)
5.1 인구 100만 명당 EPO 특허
5.2 인구 100만 명당 USPTO 특허
5.3 인구 100만 명당 삼대륙적용(유럽, 미국, 일본) 특허
5.4 인구 100만 명당 공동체 상표
5.5 인구 100만 명당 공동체 산업 디자인

매년 발표되는 유럽혁신지수(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는 EU 회원국들의 혁신
성과에 대한 비교 분석을 제공하고 EU의 주요 경쟁 상대국들과 미국, 일본과 비교하는 매
트릭스를 포함하고 있다. 2007 혁신지수에서 사용한 기준들을 요약하면 <표 Ⅲ-21>과 같
다. 중요한 것은 조직 혁신의 성과 이해라는 관점에서 볼 때, CIS에 추가된 새로운 모듈은
- 144 -

조직적 역량과 작업장 혁신이 회원국의 혁신 수행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보다 잘 이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비교 매트릭스를 통해 개별 회원국은 자국의 혁신 성
과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관련 제안을 확인할 수 있다.
각 국가에 대한 요약혁신지수(summary innovation index)를 기반으로 혁신지수
(Innovation Scorecard)는 혁신성과에 있어 4개의 집단을 구분하고 있다. 2007년 결과는 다
음과 같다.

* 혁신 주도국: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이스라엘, 덴마크, 일본, 독일, 영국, 미국은
혁신 주도국으로서 SII 점수가 EU27와 다른 대부분의 국가를 훨씬 상회한다.
* 혁신 추격국: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벨
기에, 캐나다는 혁신 추격국으로서 SII 점수는 혁신 주도국에 비해 낮지만 EU27
과 동일하거나 높다.
* 중간 혁신국: 에스토니아, 호주, 노르웨이, 체코공화국,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키프
로스, 스페인은 중간 혁신국으로 이들의 SII 점수는 EU27보다 낮다.
* 후발국: 몰타, 리투아니아, 헝가리, 그리스,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폴란드, 크로아
티아, 불가리아, 라트비아, 루마니아는 후발국이다. 이들의 SII 점수는 EU 평균보
다 크게 낮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크로아티아와 그리스를 제외하고 EU 평균에 가
깝게 점점 증가하고 있다. 터키는 현재 EIS에 포함된 다른 국가들보다 성과가 낮
다.

(3) 최근 결과

<표 Ⅲ-22> 혁신의 유형과 분야별 조직적 혁신, 200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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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CIS의 초기 결과는 흥미로운 내용을 제공한다. 이 결과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아일랜드에서 종업원 1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의 47% 이상이 자사가 적극적
인 혁신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제조 기업의 약 57%가 혁신에 적극적이라고 분류된 반면 서
비스 기업의 41%가 혁신에 적극적이었다. 대형 제조 기업의 혁신율은 84%인 반면 유사한
규모의 서비스 기업은 63%였다. 이 기간 동안 중소 제조 기업의 67% 이상이 혁신 활동에
참여한 반면 서비스 기업의 58%가 혁신에 적극적이었다.

<표 Ⅲ-23> 혁신의 유형과 기업의 규모별 조직적 혁신, 2004 - 2006

소규모 제조 기업(종업원 10~49명)의 혁신 활동률은 51%인 반면, 소규모 서비스 기업은
38%였다. 이 발표에서의 숫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3% 이상의 기업이 제품 혁신에 참여하고 30%는 프로세스 혁신에 참여하고 있다.
* 2006년 제조와 서비스 부문의 총 매출액의 약 13%가 2004년과 2006년 사이의 제
품 혁신의 결과로 추정되었다.
* 혁신 관련 활동에 대한 총 지출은 2006년 약 46억 유로를 기록했다.
* 혁신에 적극적인 기업 중 27%가 혁신 협업에 참여했다.
* 이 기간 동안 혁신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에게 있어 혁신에 대한 주요 장벽
은 자금 부족과 높은 혁신 비용이었다.
* 1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 중 약 42%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
안 조직 혁신을 도입했다. 조직 혁신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새로운 업무 관행
의 도입으로 전체 기업의 38%가 이러한 활동에 참여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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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럽과 아일랜드 혁신에 대한 접근

(1) 국제적 배경

현재 EU와 OECD 회원국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비용이 더 높은 선진국의 향후 경제
성장은 기업들이 보다 높은 부가가치 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달려있다는 생각을
중심으로 한다. 또한 기업 발전과 혁신을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공공 정책을 통해 이러
한 경제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OECD의 경향과 추세에 따르는 EU의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은 경제와 고용 성장을 위한 것으로 목표 투자 수준을 GDP 대비
고정 퍼센티지로 표현하고 있다. 원래 리스본 전략은 회원국들에게 R&D 투자를 늘려야
하는 당위성에 초점을 두려고 했다. 과학과 기술 투자에 대한 일련의 국가적 전략에 대해
초기에는 낙관론이 우세했으나 국가 경제 또는 기업 차원에서 R&D 투자와 결과 간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R&D 능력에 대한 투자가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혁신 활동과 경제적 결과에 대해 상응하는 성과가 없었다.
〔그림 Ⅲ-4〕유럽혁신지수(2007)

EU 국가들이 계속 미국과 일본의 뒤를 쫓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공공 정책의 심각한
결함을 의미한다. EU와 EU의 경쟁국가(미국과 일본) 사이의 혁신의 격차가 줄어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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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다. 미국은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15개의 지표 중 11개
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러한 지표 14개 중 12개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
다. 시간에 따른 비교를 살펴보면, EU는 S&E 졸업생, 미디엄-하이와 하이테크 제조업에
서의 고용, 공동체 상표에서 미국에 대한 선두를 늘려가고 있으며 공동체 디자인에서는 안
정적인 선두를 보이고 있다. EU는 광대역 보급률, 초기 단계 벤처 자본, 정보통신기술 지
출, 삼극(유럽, 미국, 일본에 적용되는) 특허에 있어 미국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
나 공공 R&D 지출과 하이테크 수출에 있어 미국과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
OECD8), UNECE, EU 집행위원회가 실시한 포괄적 분석은 국가 경제에서 공통적인 체
계적 장벽을 확인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EU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들이 고용 성장과 혁
신 활동에 대해 야심을 갖고 세운 목표9)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R&D 역량에 대한 투자
미흡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오히려, 많은 회원국들이 혁신에 대한 이해가 기본
적으로 부족하였으며 이로 인해 적절한 혁신 정책을 개발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부족하
다고 결론지었다.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과제는 회원국들이 보다 큰 틀에서 혁신 정책
을 다시 개념화하고 작업장 혁신과 같은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은 고용, 사회 정책, 교육과 훈련, 경쟁력, 기업, 혁신 정책 등 명백한 정책
영역간 경계에 있어 EU라는 제도뿐 아니라 각 회원국에게도 상당한 과제를 안겨준다. 그
러나 이것은 리스본 의제(Lisbon Agenda)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된 장벽을 제거하
는데 있어 주요 방식으로 여겨진다.

8) OECD (2005), Governance of Innovation Systems. ISBN-92-64-011021
9) 리스본 전략에서 이러한 목표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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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4> 혁신 정책에 대한 EU 접근방식
혁신 정책에 대한 EU 접근방식에 대한
현재의 관점

EU와 회원국 대응 방안

 혁신의 강화는 리스본전략의 근간이다. 경제
전반에 혁신 보급의 속도와 효율성은 생산성
과 경제 성장에 중요하다.
 전세계 시장에서 EU와 적극적으로 경쟁하는
많은 국가들이 리스본 전략과 크게 유사한 혁신
장려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EU는 지금의 관련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노력 해야
할 것이다. 경쟁력을 그게 높이겠다는 리스본 목
표를 달성하려면 우리는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
 EU 회원국의 경우, 보다 혁신적인 기업(중소
기업 포함)을 지원하는 공공정책 설계가 현재
혁신에 대해 다소 협소한 인식에 기반하고 있
으며 R&D 역량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기술개발의 리더가 반드시 기술 수용의 리더인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경제적 기여를 항상
‘초기 행동자’(early adopter)’가 하는 것은 아니
며 국제 시장을 사로잡는 혁신적 디자인을 수
용하는 ‘빠른 추종자(fast follower)’가 이러한
기여를 하기도 한다.
 조직, 발표, 부가가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취약성은 확연하게 낮은 R&D 지출과 리스본
목표를 향한 느린 진행 속도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U 회원국들이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는 R&D
에 대한 선형 모델을 체계적 모델에 대한 시작
점으로 삼아 혁신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혁신은 개인, 조직, 이들의 운영 환경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다. 현재
는 이것이 정책 논의의 주요 대상을 차지하는
체계적 모델이지만 혁신을 장려하려는 의도로
실행 중인 많은 조치들이 여전히 선형적인 관
점에 크게 의존하는 듯하다.
 우리는 기업이 혁신 프로세스의 중심에 있으며
혁신 정책이 기업의 행동, 능력, 운영 환경에
궁극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
야 한다.
 인력 관리(업무 조직이 혁신에 대한 집단적 자
원이 되도록 전 직원을 참여시키는 긍정적 조
치 등), 유통, 재무, 제조 등과 같은 영역에서
업무를 구성하는 새로운 방식이 경쟁력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조직 혁신
을 포함하도록 혁신의 분류를 확대해야 한다.

 EU COM (2000) 567은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회원국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우선순
위를 파악했다. 1) 혁신 정책의 일관성, 2) 혁
신에 도움이 되는 규제의 틀, 3) 혁신적 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장려, 4) 혁신 제도에서 주요 공
통 영역을 개선, 5) 혁신에 대해 개방적인 사회
를 개발
 혁신은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
으며 이로 인해 효과적인 혁신 정책을 마련하
기가 어렵다. 즉, 혁신은 도처에 존재하기 때문
에 부서 기능 수행에 관한 정통적 정의 내에
잘 정의된 ‘영역’ 없이 이 정책 사안을 다룬다
면 행정 역량에서 혁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회
원국들은 자국의 혁신 전략을 구축하고 강화하
며 혁신에 대한 조건과 관련된 책임을 갖고 있
는 모든 정부 부서간 잘 조율된 접근방식을 수
용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조율
이 이루어져야 하며 ‘가벼운’ 중앙 조직의 행정
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통계와 분석의 개선을 통해 혁신에 대한 지식,
혁신 제도, 혁신 성과를 개선하여 회원국의 노
력을 뒷받침해야 한다. 통계청이 혁신에 대해
비교 가능한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공하도
록 장려해야 한다.
 R&D에 추가하여 국가 혁신 제도를 장려하는
재정 정책의 활용을 더욱 살펴보아야 한다. (목
표, 조건 등에 따라) 세금을 완화하거나 직접적
인 금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에 혁신을
장려한다.
 노동 시장의 경직성은 EU에서의 혁신에 계속
중요한 장벽이 되고 있다. 원활하게 작동하는
노동 시장은 회사와 직원 모두가 혁신에 대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와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다. 신기술이 제공하는
생산성 혜택을 전부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높
은 신뢰, 높은 성과의 작업장’을 목표로 하는
조직과 작업 현장 혁신은 기존의 좋은 관행이
나 새로운 방법 개발을 기반으로 노사 대화를
필요로 한다.

주: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에서 채택, COM (2003) 112: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on Updating the Union’s approach to Innovation Policy in the context of
the Lisb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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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일랜드의 대응

아일랜드의 경우, 2006 NESC 전략10)은 아일랜드의 취약한 국가 혁신 제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예전부터 아일랜드의 국가 혁신 제도는 혁신에 대한 협소하고 선형
적인 개념적 해석에 기반했다. 이는 현재 EU가 이 사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중요도를
반영한다. NESC 전략 후 2년 동안,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보다 넓고 보다 연관된 혁신 제
도를 명확히 하려는 분위기가 조성 중이라는 증거가 분명하다. 2008년 5월 새로 구성된 정
부는 현재의 국가 혁신 제도를 명확히 하는데 있어 기업통상고용부와 기타 관련 당사자인
Forfas(기업과 과학을 위한 국가정책자문기구), Enterprise Ireland(아일랜드의 기업지원기
구), IDA, NCPP(National Center for Partnership and Performance)등을 이끄는 혁신정책
장관(Minister of Stage for Innovation Policy)을 임명했다.
혁신에 대한 정책 선언문(Policy Statement on Innovation)11)은 협력관계와 작업장 혁신
(Partnership and Workplace Innovation) 등 국가 혁신 제도의 10가지 주요 요소를 파악하
고 있다. 혁신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체계적 접근이라는 이러한 새로운 배경에서 볼 때,
국가작업장전략은 기업 차원에서 변화와 혁신의 역할에 대해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또
한 노동생활의 질에 대한 영향과 높은 생산성과 혁신을 통해 성공적으로 경쟁하도록 조직
의 역량에 대한 영향에 있어 노동력/인적자원 개발, 노사관계, 육아 등과 같은 다양한 정
책 영역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이해하기 위한 틀을 제공한다.

라. 사회적 협력관계-아일랜드 사회와 경제 발전의 주도 요인

(1) 소개

1987년부터 사용자와 노조(그리고 보다 최근에는 농업과 지역 사회와 자발적 부문)를 대
표하는 주요 이해당사자 단체와 더불어 아일랜드 정부는 견고한 사회적 협력관계(Social
Partnership) 틀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지금의 사회적 협력관계의 합의인 Towards
2016은 향후 몇 년간 사회와 경제 정책 개발을 위해 매우 포괄적인 기틀을 제공한다. 정부
가 민간 부문의 경쟁력을 지원하고 보다 통합되고 비용 효과적인 공공 부문을 제공해야
10) NESC Strategy 2006: People, Productivity and Purpos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ouncil
11) 기업통상고용부(2008) www.entemp.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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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일랜드 경제가 장기적인 경기 후퇴에 들어서게 되면
서 이러한 견고함은 계속 시험에 들게 될 것이다.
사회적 협력관계가 작업장에 하는 주요한 기여 중 하나는 노사관계에 대한 효과적인 제
도적 틀을 제공하고 임금을 조정하는 역할이다. 21년 전 사회적 협력관계라는 제도가 나타
난 이후 아일랜드의 노사관계는 매우 놀라운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다. 2006년과 2007년 노
사관계의 안정에 있어 새로운 기록이 수립되었다. 1985년부터 상세한 분기별 기록을 정리한
이래 처음으로 2007년 3/4 분기까지 노사분쟁으로 인한 근무일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림 Ⅲ-5] 노사분규로 인한 연간 근로손실일수

아일랜드 정부는 총리실(Department of the Taoiseach)12)을 통해 사회적 협력관계를 조
율한다. 아일랜드는 지난 21년간 사회적 협력관계가 존재해 왔으며 전국적인 사회적 협력
관계의 합의를 만들고 실천할 때 총리실과 사회적 파트너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기
관들이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정부는 아일랜드의 사회적 협력관계 모델이 얼마나
깊이 자리잡고 있는지를 반영하면서 국가경제사회개발처법 2006(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fice Act 2006)를 통과시켰고 2007년 1월 2일에는 NESDO(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fice)13)를 설립하였다. 현재 NESDO는 아일랜드의

12) www.taoiseach.gov.ie
13) www.nesdo.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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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력관계와 관련된 다음의 3개의 주요 단체를 위한 제도적 틀을 제공한다.

* NESC(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ouncil)14)
* NESF(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orum)15)
* NCPP(National Centre for Partnership and Performance)16)

NESDO이 수행하는 기능으로는 NESC, NESF, NCPP의 연구, 분석, 토론에 대한 보완적
프로그램을 촉진/장려하고 관련 보고, 제안, 결론을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와
사회 발전에 관한 모든 전략적 사안에 관해 총리(Taoiseach)에게 조언하는 것도 포함한다.
NESDO, NESC, NESF, NCPP의 가장 독특한 업무는 아마도 정부, 고용주, 노조간 관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제도적 지원이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은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상세 분석과 토론을 촉진시켜 아일랜드의 사회, 경제 개발 의제에 영향을 주고 정부에 대
한 정책 의제를 설정하는데도 크게 영향을 준다.

(2) 전국 노사파트너십과 성과센터

사회적 협력관계(Social Partnership)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틀의 일부로 설립된
NCPP(National Centre for Partnership and Performance: 전국 노사파트너십과 성과센터)
는 아일랜드 정부 기관이다. NCPP는 기업에서 경영진, 노조, 근로자간의 협력관계를 기반
으로 조직의 변화와 작업장 혁신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NCPP는 국가 혁
신 제도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많은 단체 중 하나로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
고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더 높은 생활수준, 삶의 질, 미래의 작업장을 개발한
다. NCPP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작업장 협력관계 심화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총리
에게 조언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NCPP는 아일랜드의 사회적 협력관계(Social Partnership) 협약에 따라 2001년 처음 설
립되었다. 2007년 1월 NCPP는 입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갖고 설립된 NESDO(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fice: 국가경제사회발전처)로 통합되었다.17) 정부 주
14)
15)
16)
17)

www.nesc.ie
www.nesf.ie
www.ncpp.ie
국가경제사회발전처 법안,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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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부서를 대표하는 고위 공무원18), 사회적 협력관계(Social Partners)의 원로 대표19), 수
많은 독립 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NCPP를 관리한다. NCPP는 아일랜드에서 사회
적 협력관계를 조율하는 정부 부서인 총리실(Department of the Taoiseach)과 주요 전략
적 관계를 유지한다.
NCPP의 현재 전략(2007～2010)은 ‘협력관계를 아일랜드의 작업장 변형과 변화를 관리하
고 주도하는 과제에 대응하는 주요 요소로서 뿌리내리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작업장 변화
를 주도하고 지원하고 있는 NCPP의 주요 과제를 기술하고 있다. NCPP 전략 계획
2007-2010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전략적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있다.

* 작업장을 포함하는 혁신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의 개발 등 혁신을
지원한다.
* 변화에 대한 역량, 특히 경제의 모든 부분에서 실질적인 대응으로서의 협력관계 역
할에서 기술 향상을 촉진시켜 변화에 대한 역량을 개선한다.
* 노동생활과 고용의 질, 협력관계의 주요 역할, 직원 참여, 작업장에서 직원들의 경
험 개선에 대한 학습을 다룸으로써 노동생활의 질을 개선한다.

2001년 설립 후 몇 년간 NCPP는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의 변화와 혁신에 대해 협력관
계 기반의 진보적 접근법의 보급과 영향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 부서, 기관,
사회적 파트너와 협력했다. 2003년 정부는 아일랜드의 작업장 개발에 관한 이해와 시각을
개발하는데 있어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킨다는 야심찬 계획을 시작했다. 미래 작
업장에 관한 포럼(Forum on the Workplace of the Future)을 통해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컨설팅, 연구, 분석, 전략적 기획을 수행했다. 아일랜드의 장점을 찾아서: 국가작업장전략
(Working to our Advantage: A National Workplace Strategy)이라고 명명한 포럼의 최종
보고서는 18개월에 걸친 검토 결과이며 작업장 개발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있어 새로운 패
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18) 총리실, 재무부, 기업통상고용부
19) 고용주의 경우 아일랜드 경제인연합회와 건설산업연맹, 노조의 경우 아일랜드 연합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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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작업장전략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작업장 혁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NCPP
(National Centre for Partnership and Performance: 국가협력성과센터)와 주요 부서20) 및 사회
적 파트너(Social Partner)의 협력에 있어 전략적 기틀을 제공하고 있다.
마. 국가 작업장 혁신전략
(1) 미래의 작업장에 대한 비전
국가작업장전략은 아일랜드의 작업장에 대한 야심찬 비전을 갖고 설립되었다. 이 비전은
서로 간에 연관된 9개의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다.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높이기
위해 아일랜드 작업장은
* 민첩하고
* 고객 중심이며
* 지식 집약적이고
* 네트워크를 갖추며
* 생산성이 높아야 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매우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지식 기반 작업장은 직원들의 니즈에
대해 늘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나아가 비전은 작업장이

* 직원들의 니즈에 반응하고
* 참여적이며
*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여 다양성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국가 작업장혁신 전략 소개
국가작업장혁신전략(National Workplace Strategy)21)은 2005년 3월 버티 아헌(Bertie
20) 기업통상고용부, 총리실, 재무부
21) Forum on the Workplace of the Future (2005), Working to Our Advantage: A National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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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ern) 당시 총리에 의해 만들어졌다. 아일랜드의 새로운 지식 경제에서 나타나는 과제를
다루기 위해 아일랜드 작업장의 준비 수준을 평가하는 미래 작업장에 관한 포럼(Forum
on the Workplace of the Future)에서 국가작업장전략이 나타났다. 또한 이 전략은 정부,
고용주 단체, 노조의 지지를 받아 만들어졌다. 지식 기반 경제로서 아일랜드의 경쟁력은
혁신적 작업 관행을 통해 변형적 변화를 달성하는 조직의 능력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이
국가작업장전략의 중심 명제이다. 또한 작업장 혁신이 아일랜드의 국가 혁신 제도의 주요
기반이며 정책 결정자들이 전략적 우선순위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왜 작업장에 변화가 필요한가
국가작업장전략은 작업장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주도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강조
한다.

* 아일랜드는 10년간 기록적인 경제 성장을 했지만 계속하여 경쟁력을 잃고 있다. 경
영 관행, 업무 조직, 직원들의 참여와 포함은 모두 회사/기업 내에서 노동 생산성
과 혁신 역량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지식 집약적 업무의 증가는 향후 몇 년간 업무와 작업장을 구성하며 가장 크게 영
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아일랜드도 빠르
게 지식 기반 사회로 이전하고 있다.
* 아일랜드의 인력은 보다 다양해지고 업무 형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근로자의 연
령 증가, 고용 시장에 유입되는 젊은이들의 비율 감소, 여성 노동력(workforce) 참
여 증가, 고용 패턴의 다양화, 인력의 인종 다양화에서 볼 수 있듯이 아일랜드 인
력의 인구적 구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업무와 공공 서비스의 세계에서 가장 성공하는 조직은 변화를 기대
하고 자신의 장점으로 바꾸면서 적응하는 조직이다. 아일랜드 경제에 대해 앞서 살펴본 과
제로 볼 때 작업장 변화와 혁신은 역동적이며 포괄적인 지식 기반 경제와 사회로서 아일
랜드의 미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향후 몇 년간 작업장 발전에 관한 아일랜드
의 선택은 개인, 가족, 기업, 경제의 지속적인 성공에 오랫동안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어
려운 부분은 현재 아일랜드의 작업장에 영향을 주는 변화의 규모와 빠른 속도이다. 경쟁과
Strategy ISBN 07076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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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결합, 지식 사회로의 이전, 사람들의 변화하는 니즈, 공공 서비스 제공 개선에 대한
요구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작업장 모델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 혁신 추구
작업장의 혁신은 국가적으로 혁신을 위한 전반적인 추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혁신
과 기술 기반 개발은 R&D와 마찬가지로 변화와 혁신에 대한 작업장 역량 개선에 달려있
다. 그러나 아일랜드는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아일랜드는 지난 몇 십
년간 외국 소유의 지식 집약적 산업을 끌어들이는데 크게 성공했지만 국내 혁신 기반은
취약한 상태이다. 아일랜드 경제를 활기를 불어 넣고 있는 기술의 상당 부분이 해외에서
만들어졌으며 예전부터 아일랜드는 ‘기술생산국(technology maker)’ 보다는 ‘기술도입국
(technology taker)’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다루려면 과학과 기술에서 R&D
와 대학 연계에 대한 투자가 작업장의 혁신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조기 행동자의 이점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국가 중 일부는 경쟁에 대처하는데 있어 작업
장 혁신의 중요성을 오랫동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국가적인 작업장 전략을 개발하
고 조율하는 국가는 드물다. 국가작업장전략은 아일랜드는 이 부분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아일랜드 작업장이 직면한 과제
국가작업장전략은 아일랜드 경제에서 고용주, 관리자, 노조, 직원이 직면한 여러 과제를
보여준다.
* 높은 성과와 혁신에 관련된 포괄적이고 ‘많은’ 업무 관행을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22)
* 작업장에서 직원들의 개입과 참여가 부족하고 작업장 교육과 평생 학습에 대해 고
르지 않은 투자로 인해 인력 활용이 낮다.
* 공공 서비스의 경우, 경영진에 대한 직업 이동성 제한, 금융 자원과 인적 자원 관

22) 예를 들면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근로자의 재정 참여, 팀워크와 일/삶의 균형을 위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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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과다한 중앙집중화, 전략적이고 분산된 HRM의 활용 부족, 지식 관리와 성과
관리제도의 활용 부족, 제도적 경계의 통합 부족과 관련하여 과제가 있다.
*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과 효과적인 논의 실패, 직원들의 참여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작업장이 변화에 대한 역량 개선 기회를 놓치고 있다.
* 읽고 쓰는 능력, 수학적 사고 능력, 외국어에 있어 기본적인 기술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작은 조직을 중심으로 경영과 리더십, 교육 제공에 있어 차이가 존
재한다. 상당한 비율의 직원들이 정기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있으며 특히 여성, 기
술 수준이 낮은 직원, 노령 근로자에 대한 작업장 교육이 불규칙하다.
* 점점 많은 아일랜드 작업장이 노동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유연한 관행을 마련
하고 있다23). 그러나 관행의 보급에 있어 매우 제한적이다.
* 아일랜드 노동력이 직면한 접근의 문제가 있다. 특히 장애인, 노령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은 그룹에 속한 근로자는 노동력에 참여하는데 어려
움을 느끼고 있다. 최근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는 육아 제공에 있어 OECD
기준과 비교해 계속하여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4) 국가작업장전략: 주요 조치
작업장 혁신과 변화의 속도를 높이고 미래 작업장에 관한 포럼(Forum on the
Workplace of the Future)에서 파악한 과제를 다루기 위해 국가작업장전략은 작업장 부서
에 대해 조율한 접근법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조율된 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전략
적 우선 순위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
* 작업장 혁신에 대한 의지
* 변화에 대한 역량
* 미래를 위한 기술을 육성
* 기회에 대한 접근
* 노동생활의 질

23) 자율권을 포함하며 직원들에게 자신의 노동생활에 대해 보다 많은 통제권을 제공; 협의와 의미 있는 참
여; 훈련과 학습에 대한 기회; 가족 친화적인 정책; 유연한 근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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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5가지 전략적 우선 순위는 국가작업장전략에 대해 초기에 합의한 권장사항과
실천 의제에 대한 틀을 마련하고 있다.
바. 작업장 혁신의 이행
(1) 작업장 혁신에 대한 의지 구축
○ 개요
국가작업장전략의 첫 전략적 우선순위 분야인 작업장 혁신에 대한 의지 구축
(Commitment to Workplace Innovation)은 기업 차원에서 작업장 혁신의 수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과 개입을 제안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의지’란 작업장 혁신의 수용을 촉
진하고 지지하는데 있어 이해관계자의 침묵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음을 통해 혁신
에 대한 접근법을 강화해야 하는 EU, 국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기업의 보다 근본적인
과제를 강조한다.
* 혁신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접근법을 보다 잘 이해하고
* 혁신의 체계에 있어 작업장 혁신의 역할을 인정하며
* 작업장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책과 관행을 이행한다.
지식 기반 경제에서 요구하는 변화를 위해 국가작업장전략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조직들이 조직적 개발과 적절한 작업장 태도와 관행의 수용에 있어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
을 제안한다. ‘작업장 혁신’이란 이러한 관행을 전사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포괄적 용어이다. 크기와 분야에 상관없이 모든 조직에서 작업장 혁신을 필요로 하지만 국
가작업장전략은 중소기업과 공공 서비스 부문에 대한 과제를 강조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공공 기업들과 민간 기업들은 작업장 혁신을 회사와 직원 모두에 있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작업장 혁신의 관행이 아일랜드 경제 전반에서 충분히 확산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경험적 증거가 있다. 분명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좋
은 관행의 예가 있지만 이는 혁신의 문화가 존재하는 조직과 재정자원과 인적자원 모두가
조직 발전의 과제에 투자되는 조직으로 제한되곤 한다. 국가작업장전략은 작업장 혁신에
대한 의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10가지 권장사항을 강조한다(<표 Ⅲ-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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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5> 전략적 행동 영역1: 작업장 혁신에 대한 의지 구축
본 보고서에서 파악한 작업장 혁신과 다양한 관행– 경영과 리더십 능력, 직원 참여, 훈련과 평
생 교육, 평등과 다양성, 노동생활의 질 –을 아일랜드가 직면한 경제와 사회 과제에 대한 주요

1.

전략적 대응으로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에서 널리 장려하고 보급해야 한다.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 조직 변화, 평생 학습에 대한 혁신과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NCPP 위원
회 후원 아래 3년 전용 기금을 설립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에 대한 공공 지원은 다른 조직들, 정

2.

책 사회와 공유하고 있는 업무에서 얻은 학습과 경험을 조건으로 할 것이다.
과학, 기술, 마케팅에 대한 R&D를 위해 정부 기금을 제공할 경우 작업장 혁신을 보다 분명하게

3.

인식해야 한다.
작업장 혁신을 뒷받침하고 주요 흐름으로 이끌고 가려면 본 보고서에서 파악한 다양한 관행에
대해 국제적인 선진 사례와 더불어 아일랜드 조직의 성과를 비교 예시하는 지표와 기준을 만들

4.

어야 한다.
지속적 발전(Sustaining Progress)에 대한 후속 합의 및 추가 벤치마킹 절차와 관련하여 공공 분
야의 성과 관련, 지식 관리, 돈에 대한 가치, 고객 서비스 개선, 인적자원관리 기능의 추이에 보

5.

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일랜드의 통계시스템을 개발하려는 국가통계위원회 전략은 작업장 관련 정보에 있어 통합되고
조율된 틀을 제공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작업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 및 기관과

6.

연계하여) CSO는 통합된 작업장 데이터 수집과 발표에 대한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
포럼을 위해 실시한 것과 유사한 작업장 조사를 4년마다 수행해야 한다.

7.

기업 주도의 네트워크와 공공 서비스 네트워크가 작업장 혁신에 대한 초점을 늘리도록 장려해야
한다. 효과적인 도구나 인력향상프로그램(Excellence Through People)과 같은 표준의 장려는 작

8.

업장에서 혁신 초점을 만드는 데 있어 실질적인 방법을 의미한다.
41.
42.

포럼은 국가작업장전략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고위실행그룹을 구성할 것을 권장한다. 이 그룹
은 관련 정부 부서, 관련 기관, 사회적 파트너의 고위 대표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고위실행그룹은 포럼의 보고서에 대한 포괄적 보급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지금까지의 성과
작업장 혁신에 대한 의지 구축에 있어 지금까지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주요 진행 상황
은 다음과 같다.

* 국가작업장전략을 위한 고위실행그룹(High Level Implementation Group for the
National Workplace Strategy) 설립
* 작업장혁신기금(Workplace Innovation Fund) 구성
* 국가작업장전략 대중인식캠페인 수립
* 작업장 혁신을 측정하고 기준을 정하기 위한 일관적인 전국 데이터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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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가적 협약인 Towards 2016에 국가작업장전략 강화
* 정부가 최근 발표한 혁신에 대한 정책 선언문(Policy Statement on Innovation)에
작업장 혁신을 국가 혁신 제도의 주요 요소로서 강화24)

(2) 고위실행그룹

2005년 3월 31일 국가작업장전략이 출범할 당시 총리는 노동부 산하에 고위실행그룹
(High Level Implementation Group)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적 정책과 지원 제도가
국가작업장전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본 미래 작업장에
관한 포럼(Forum on the Workplace of the Future)이 고위실행그룹의 설립을 제안했다.
다양한 대표 집단으로 구성된 고위 그룹을 설립하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전반에서 작
업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영역의 사안을 관리하고 필요한 자원을 배치하는 정부와
정부 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이 포럼은 주장했다.
고위실행그룹은 가능하면 국가작업장전략의 실행을 위한 협력관계 기반의 응집된 접근
법을 만들도록 구성되어 있다. 고위실행그룹은 기업통상고용부(Department of Enterprise,
Trade and Employment)의 후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첫 2년 동안 노동부 장관이 고위
실행그룹의 의장은 담당했다. 고위실행그룹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 2008년에 도입되었으며
노조와 노동 문제를 담당하는 기업통상고용부 고위 공무원이 현재 의장을 맡고 있다. 고위
실행그룹은 정부 부서, 국영 기관, 사회적 파트너의 고위급 대표자로 구성되며(〔그림 Ⅲ
-6〕 참조) 이들 각각은 다양한 작업장 개발 사안을 담당하고 있다.
고위실행그룹은 작업장 발전과 혁신에 관한 사안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와 기관의 업무
를 모니터링 및 보고함으로써 국가작업장전략의 실행을 감독한다. 또한 국가작업장전략을
기반으로 42개의 실행 계획에 관한 진행상황을 감독한다.
나아가, 고위실행그룹은 정부 부서, 기관, 사회적 파트너가 작업장 변화와 혁신에 관한
정책의 설계와 실천에 관해 보다 공동 방식을 마련할 수 있는 포럼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다. 이러한 방식은 혁신 정책과 관련된 빈번한 관리적 어려움을 다루는 국제적인 선진 사
례와 일치한다.25) 2005년 이후 발전 덕분에 고위실행그룹(HLIG)은 중요한 기점에 도달할
24) http://www.entemp.ie 참조
25) 예를 들어, EU 집행위원회는 모든 EU 회원국에 대해 관리적 어려움을 인정한다. 즉, 혁신 정책은 중앙
부서가 잘 정의하는 정책 영역이 아닌 도처에 존재한다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이 사안을 효과적으로 다
루는데 있어 정부 역량이 훼손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에게 혁신에 대한 책임 영역에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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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즉, 현재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조직들이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가 국가적
차원에서 합의하고 수용한 메시지와 목적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림 Ⅲ-6〕 고위실행그룹의 구성

De partme nt of
Ente rprise ,
Trade and
Employme nt
National Ce ntre
for Partne rship
and Pe rformance
(NCPP)

De partme nt of
Education and
Scie nce

Departme nt of
Finance
Irish Congre ss
of Trade Unions
(ICTU)

High Le vel
Impleme ntation
Group
De partme nt of
Justice , Equality
and Law Re form

Irish Busine ss
and Employe rs
Confe de ration
(IBEC)

De partment of
the Taoise ach
Forf?

F핿

Department of Enterprise, Trade and Employment: 기업통상고용부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교육과학부
Department of Finance: 재무부
Department of Justice, Equality and Law Reform: 법무평등법개혁부
Department of the Taoiseach: 총리실
Forfas: 기업과 과학을 위한 국가정책자문기구
Irish Business and Employers Confederation (IBEC): 아일랜드 사용자 조직
Irish Congress of Trade Union (ICTU): 아일랜드 노총
National Centre for Partnership and Performance (NCPP): 국가협력성과센터
정부 부서를 참여시키는 잘 조율된 방식을 통해 각자의 국가 혁신 전략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가벼운’ 중앙 체계의 행정적 지원을 받아 높은 정치적 수준에서 이러한 조율을 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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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장혁신기금(workplace innovation fund)

국가작업장전략은 기업에서 인력 개발, 조직 변화, 평생 학습에 대한 혁신과 연구를 촉
진하기 위해 3년 전용 기금을 설립을 제안했다. 이후 국가적 협약인 Towards 2016에 대
한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간 협상에서 작업장혁신기금을 설립하여 민간 부문 중소기업의
작업장 혁신 계획을 지원하는데 3년간 약 600만 유로를 제공하기로 논의하였다.26) 기존의
기업 개발 단체인 엔터프라이즈 아일랜드(Enterprise Ireland)가 NCPP과 공조하여 이 기금
을 관리한다.27) 이러한 새로운 기금 제공은 중소기업의 변화를 가능하게 해 주는 요소로
서 참여와 협력관계 형태의 관행의 개발을 강조한다. 기금 제공은 과도기 상태에 있는 중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경쟁을 기반으로 이 제도를 적용하며 성공한 기업은 다음과 같은
계획에 대해 지원을 받는다 - 리더십 수준에서의 참여와 협력관계에 기반한 변화와 지속
적인 개선에 대한 전략적 역량 개발, 변화에 대한 근로자와 노조의 역량 육성, 근로자의
기술, 지식, 동기부여 개발 등이다. 작업장 혁신기금 지원서를 평가할 때는 무엇보다 작업
장 혁신 프로젝트가 기업의 국제적인 경쟁 지위에 줄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28), 신규 고용
창출과 기존 고용 유지에 있어 제안한 프로젝트가 줄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프로젝트 신
청 준비 등 프로젝트 활동을 실행하는데 있어 경영진과 직원들의 협력에 관한 증거 등을
고려한다.
2007년 4월 신청을 처음 요청한 이후 총 26개의 회사가 이 기금에 따른 승인을 받았다.
‘중소기업’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 즉 종업원 250명을 넘는 회사들도 제한적인 숫자
로 작업장혁신기금에 포함하는 것을 현재 고려하고 있다. 국가협력성과센터(NCPP)와 엔터
프라이즈 아일랜드(Enterprise Ireland는 작업장혁신기금에 의한 기금 제공 적합성을 살펴
보기 위해 제조와 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는 회사 3곳과 논의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았던 건설업에 대해서도 작업장혁신기금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
고 있다.

26) 산업무역고용부를 통해 기금을 제공한다.
27) http://www.enterprise-ireland.com
28) 기업의 총 생산성, 생산량, 수출 잠재력에 관해 제안한 프로젝트가 줄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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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6> 작업장혁신기금 해당 기업과 신청
회사
Co. Galway
부문: 제조
1

종업원: 47명
승인 금액:
€45,000
Co. Cork
부문: 산업 공학

2

종업원: 37명
승인 금액:
€40,000
Co. Cork
부문: 산업 공학

3

종업원: 13명
승인 금액:
€14,000
Co. Clare
부문: 산업 공학

4

종업원: 77
승인 금액:
€109,000
Co. Dublin
부문: 소프트웨어

5

개발과 서비스
종업원: 26명
승인 금액:
€59,000
Co.

Tipperary

부문: 건설
제품/시스템
6

종업원: 78명
승인 금액:
€44,000

프로젝트 설명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개선하고 있지만 운영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기술과 직원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경력 만족과 개인 책임에 있어 팀의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
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WIF 활동은 다음을 포함할 것이다.
HR과 변화 관리 활동
직원의 참여와 피드백을 장려하는 전사적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개발
금전적 인센티브의 도입
수익 공유/성과 공유 제도의 개발
새로운 교육 문화와 임직원의 교차 교육을 수립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일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활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커뮤니케이션 기술,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실천
인력 관리와 코칭/멘토링
팀 구축과 개발, 팀 기반 환경의 관리
1973년 설립되었으며 전 직원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관리와 개발 프로그램을 처음
으로 실시하고 있다. 계획은 다음을 포함한다.
커뮤니케이션 기술, 인력 관리, 관리팀 기반의 환경에 대한 관리 교육
팀 기반의 작업 조율과 프로세스 도입
팀 개발
교차 기술 훈련
제안한 자본 투자, 관련 부서 교육과 더불어 새로운 구조와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WIF 활동은 다음에 초점을 둘 것이다.
높은 성과의 팀워크와 전 직원에 대한 교차 교육
린(lean) 생산의 도입
HR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관리 교육
전 직원에 대해 프로젝트/문제 해결
직장과 개인 삶의 균형
효율적이고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팀 기반의 학습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에 초점을 둘 것이다.
리더십과 변화 관리
팀 설계와 개발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위임 제도
혁신적 업무 방법론
매년 강력한 매출 증가와 더불어 유기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업
원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역할, 책임, 역량의 틀을 만들어 사내 ‘인력 관리’
를 공식화하려고 한다.
계획은 다음을 포함한다.
인력 관리, 변화 관리, 관리팀 등에 대한 관리 훈련
모든 부서의 기술 교차
수익 공유/성과 공유 제도의 개발
전사적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피드백, 수정 조치를 장려하는
구조의 개발
비영어권 출신 직원들을 위한 영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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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프로젝트 설명

Co. Mayo

조직의 전반적인 문화와 생산성을 개선하려는 다양한 작업장 계획
변화와 인력 관리에 특히 초점을 두는 관리 훈련
아이디어, 정보 등의 상향/하향 흐름을 장려하는 전사적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의
개발
높은 성과의 업무 팀에 대한 임직원 훈련

부문: 반조리 식품
7

종업원: 16명
승인 금액:
€50,000
Co. Cork
부문: 자재 관리

8

– 제조 시장
종업원: 20명
승인 금액:
€39,000

9

Co. Tipperary
부문: 산업/농업
기기
종업원: 78명
승인일: 2007년
9월17일
승인 금액:
€13,000
Co. Limerick
부문: 출력/포장

10

종업원: 120명
승인 금액:
€115,000
Co. Louth
부문: 컨설팅

11

종업원: 20명
승인 금액:
€88,000
Co. Clare
부문: 의료 장비

12

종업원: 63명
승인 금액:
€143,000

업무
마킹
직원
성과
비전
고객

관행의 변화를 실천하려면 직원 참여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다. EI 벤치
보고서는 같은 회사가 다루어야 할 다음의 영역을 강조했다.
참여
측정
공유
만족

자율적인 팀 기반의 생산 기본조직(cell) 개념 프로세스를 업무에 도입하고 있다.
계획은 다음을 포함한다.
각 팀은 업무에 대한 직원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각자의 품질, 결과물, 예산 비용, 이
행 날짜를 책임지게 될 것이다.
창의적 자세를 유도하기 위한 보상제도를 구현
건강과 안전에 대한 법률의 전달, 계획, 이해를 개선하려는 계획
계획을 통해 보다 유연하고 적응하고 대응하는 조직이 되는데 필요한 문화적 변화
를 다룬다.
이들의 활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상호 존중과 신뢰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는 계획을 학습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피드백, 평가, 보상 계획의 실천
연 환산 근무 시간 프로세스와 운영 메커니즘의 개발과 실천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개발하여 가치 높은 개방적 회사 문화를 구축하고자 한다.
활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팀 구축, 멘토링, 갈등 해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리 훈련
경력 개발 기회에 대한 투자와 성과 기반 보상
프로젝트 관리, 팀 구축, 변화 관리에 대한 직원 훈련
직원 참여를 최적화하는 내부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개발
보다 유연하고 적응하고 대응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 문화적 변화를 다루려고 노력
하고 있다. 직원들의 낮은 사기, 오래된 업무 관행, 품질에 대한 관심 부족 등 전략
검토 동안 인력을 중심으로 파악한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계획은 다음을 포함한다.
리더십, 변화 관리, 문화적 변화 프로그램에 있어 관리 개발과 훈련
업무 설계와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에 직원들을 참여시키는 참여적 메커니즘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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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Co. Louth
부문: 생명 과학
13

& 화학 시장
종업원: 49명
승인 금액:
€150,000

관리 개발 활동은 변화를 위한 전략적 역량을 구축하는 활동이다. 이를 위해 직원
들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선진화된 프로세스를 실천할 역량을 갖춘 리더십과 관
리 스타일을 개발한다.
활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신제품 도입 기획을 공식화하기 위해 부서간 팀의 지원을 받는 지속적인 개선 프
로세스를 도입
CIP와 관련된 새로운 담당을 맡도록 지원하고 이를 가능하게 해 줄 전 직원을 위
한 훈련 계획의 마련과 실천
모든 관리자를 위한 HR 관리 훈련 – 채용, 성과 관리, 직원 유지 등

Co. Cork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각 과정에 참여하는 직원에게 의사결정

부문: 환경과

을 위임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는 관리자가 수행해 오던 업무 영역의

생명 과학

주요 활동에 대해 생산과 판매/행정 담당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담당하도록 권한

종업원: 22명
14

프로젝트 설명

을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승인 금액:

훈련 계획을 다음을 포함한다.

€26.4,000

커뮤니케이션 기술
인력 관리/ 관리 팀 기반의 환경
코칭/멘토링
팀 기반 활동

Co. Dublin
부문: 식품(신선
냉장어)
15

종업원: 40명
승인 금액:
€24.5,000

16

운영 과정에서 직원들을 적극 참여시키고 품질과 효율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의지를
세우고자 한다. 이에 대해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 계획은 다음에 대한 훈련을 포함한다.
인력과 변화 관리
팀워크/ 높은 성과의 업무 팀
고객 관리, 영어

Co. Dublin

PIF 지원에서 명시해 온 야심 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구조를 크게 변화

부문: 전자제품

시키려고 한다. 작업장 혁신 프로젝트의 목표는 효율성과 커뮤니케이션 수준을 개

종업원: 112명

선하고 팀워크를 도입하는 것이다.

승인 금액:

훈련 활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149.8,000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팀 구축
커뮤니케이션과 촉진 기술

Co. Clare
부문: 전자제품
종업원: 140명
17

승인 금액:
€52,000

오랜 기간 함께 한 직원들이 많은 회사로서 매우 전통적인 상하 구조에서 팀 별
작업 구조로 바꾸기를 원한다.
훈련 활동은 다음을 포함할 것이다.
문화적 변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략의 개발과 실천
커뮤니케이션 기술
인력 관리, 팀 기반의 환경의 관리
기술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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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프로젝트 설명

Co. Carlow

단순히 기기를 제조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임직원의 마음가짐에 상당한 변화
가 필요하다. 이들 중 상당 수는 수 년간 회사와 함께 하고 있으며 ‘조언/지식’ 제
품보다는 엔지니어링을 적극 신뢰하고 있다.
WIF 활동은 다음에 대한 훈련을 포함할 것이다.
회의와 내부 커뮤니케이션
린(lean) 생산 원칙
팀워크, 품질 분임조
시간 관리

부문: 농업장비
종업원: 188명
18

승인금액:
€145,000

Co. Cork
부문: 기계와
프로세스
19

자동화
종업원: 16명
승인 금액:
€123,000

Co. Kilkenny
부문: 제조
20

종업원: 19명
승인 금액:
€30,000

Co. Dublin
부문: 절연판
21

시스템 제조
종업원: 30명
승인 금액:
€29.5,000
Co. Limerick
부문: 포장
종업원: 24명

22

승인 금액:
€24,000

전략적 목표를 주도하고 지원하는 실질적이 임직원 교육 계획을 만들어 왔다. 직
원 역량이 성공적인 성장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WIF 활동은 직원
유지, 참여, 활용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경영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과 선진 사례 실행자 인력 관리 교육
전 직원을 위한 효과적인 회의와 커뮤니케이션 기술 훈련
전 직원을 위한 회사간 포럼 훈련
전 직원을 위한 표준 연수 훈련과 핸드북의 작성과 도입
식스시그마 도입
참여, 유연성,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 변화와 혁신에 대한 개방적 자세, 고객 요구
에 대한 충족 문화를 뿌리내리고자 한다.
WIF 활동은 다음과 같은 전문적이고 이행 지향적인 환경을 개발하며 인력에 초점
을 둘 것이다.
리더십과 관리 기술 개발
승계 계획
지속적인 개선 기법의 개발과 도입
임직원의 참여를 위한 조율 개발
관리 개발/교육 계획을 지원하게 될 직원참여프로그램을 실행하고자 한다.
기타 활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할 것이다.
팀 기반 활동의 개발
높은 성과의 업무 제도 도입
변화 관리
커뮤니케이션 기술
지속적인 개선과 높은 성과를 보이는 팀 문화를 도입하고자 한다. 변화 기풍을 도
입하면 관리 팀을 강화하고 전문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전 직원의 기술을
상향시키고 보다 공식화된 정보 공유와 상담 그리고 새로운 업무 조율을 통해 직
원 참여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활동은 다음을 포함할 것이다.
인력 관리, 변화 관리, 팀워크 등 관리 교육
전사적 커뮤니케이션 체계에 대한 교육과 적극적인 참여
관리자와 감독자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 검토와 설립
내부 고객의 개념
성과 공유제의 개발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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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작업장전략 대중인식캠페인

고위실행그룹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국가작업장전략과
국가작업장전략이 제공하는 틀에 관해 모든 경제 부문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 2006년 민
간 부문과 공공 부문에서 국가작업장전략을 홍보하기 위해 대중인식캠페인 준비를 지원하
는 자원을 제공되었다. NCPP가 운영하는 이 캠페인은 2007년 5월에 시작되어 2008년 7월
까지 2단계로 진행되었다. 광고(TV, 라디오, 인터넷, 실외, 언론)와 홍보 활동을 아우르는
2가지 전략을 활용하는 이 캠페인은 국가작업장전략에 대한 대중 인식을 높이는데 있어
전례 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이 캠페인의 주요 목적은 모든 부문에서 고용주, 관리자,
직원, 이들의 대표자가 경영, 커뮤니케이션, 정보와 협의, 교육과 기술 향상, 문제 해결, 협
력관계에 있어 새롭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갖도록 장려하는 것이
다. 캠페인에서 전달하는 주요 메시지에 따르면, 협력관계가 작업장 혁신에 핵심이며 이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협력관계에
기반한 작업장 혁신은 고용주, 직원, 노조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품질과 성과가 높은
작업장을 만들 수 있다.

○ 대중인식캠페인의 영향
국가작업장전략을 지원하는 대중인식캠페인의 마지막 단계가 2008년 7월 종료된 후
NCPP는 이 전략과 더불어 보다 광범위한 인식 캠페인을 뒷받침했던 광고 전략의 효과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조사를 의뢰했다. 첫 결과에 따르면, 1단계 캠페
인을 전인 2007년 5월 일반 대중의 35%가 국가작업장전략을 알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현재
는 44%가 국가작업장전략을 알고 있다. 이 중 87%는 작업장전략의 주요 목적, 즉 협력관
계를 통해 작업장 변화와 혁신을 장려하고 노동생활의 질을 개선한다는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7%는 주요 목적이 아일랜드를 기술에 대한 중심지로 개발하는 것이라고
응답했고 나머지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 대중인식캠페인에 관한 추가 정보
TV와 라디오 샘플 광고 등 이 캠페인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http://www.
workplacestrategy.ie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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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장 혁신을 위한 데이터인프라 구축

EU 전역의 CIS 데이터와 연계하여 회원국은 자국의 통계청이 수행하는 체계적 데이터
수집을 통해 혁신의 분석 수준을 높이고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은 NCPP 등 주요 정부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가적 데이터 인
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명시하고 있다. 이 전략 덕분에 중앙통계청이 실시하는 정기
적인 조사는 기업의 혁신 성과에 대한 정보 등 전략적 질문에 관해 정책 결정자들에게 소
중한 보완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NCPP는 연간 전국고용조사(National Employment Survey) 2009년 판에 포함할 새로운
연구 모듈에 대한 계획을 중앙통계청과 현재 최종 마무리하고 있다. 변화관리역량
(Capacity for Managing Change)에 초점을 두는 이 새로운 모듈은 5년 주기로 반복되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기업 11,000개와 근로자 100,000 명을 샘플로 하며 변화와 혁신
을 관리하는 기업의 역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작업장 관행, 정책, 능력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NCPP는 부문별 작업장 혁신의 수준을 조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조사는 민간
부문과 보건 분야의 작업장 혁신에 초점을 두었다. 전국적인 조사와 국제적 기준에 관한
데이터를 2009년과 2010년 커뮤니티혁신조사(Community Innovation Survey)를 발표하면
작업장 혁신에 관한 부문별 관점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작업장 변화와 관련된 데이터의 또 다른 중요 출처인 EU의 유럽생활노동환경개선재단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29)은 기
업과 근로자에 대해 EU 전반에서 주기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NCPP는 부문별 작업장 혁신의 수준을 연구해 왔다. 지금까지 연구는 민간 부문과
보건 부문의 작업장 혁신에 초점을 두어왔다. 작업장 혁신에 관한 이러한 부문별 관점은
커뮤니티혁신조사를 통한 전세계 벤치마크와 전국 조사에 대한 데이터가 발표되는 2009년
과 2010년에 크게 개선될 것이다.

29) http://www.eurofound.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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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화를 위한 역량 구축

○ 소개
다양한 출처30)31)의 경험적 증거에 살펴보면, 아일랜드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변화에 대
한 준비가 매우 잘 되어 있다. 실제로, 이는 IDA가 아일랜드를 해외직접투자에 있어 바람
직한 장소로 홍보할 때 뒷받침해 주는 마케팅 명제 중 하나이다. 또한 미국상공회의소32)가
아일랜드의 혁신 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내놓은 제안에서 주요 명제 중 하나이기도 하
다. 그러나 증거에 따르면 변화에 대한 이러한 잠재력을 대체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
다33)34). 아일랜드의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모든 혁신과 경쟁 잠재력을 발휘하려면 기업
이 변화에 대한 역량을 개발하는데 보다 초점을 두어야 한다. 전략은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기 위해 기업에서 이해당사자의 역량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안을 강조한다.

30) O’ Connell, P.J., Russell, H., Williams, J. and Blackwell, S. (2004) The Changing Workplace: A
Survey of Employees’ Views and Experiences. Forum on the Workplace of the Future / National
Centre for Partnership and Performance
31)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6
32)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reland (2007). Retuning the growth engine ? Developing and
innovation base to secure Ireland’s future
33) Forum on the Workplace of the Future (2005). Working to our advantage ? A National Workplace
Strategy
34)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in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2007). Fourth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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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7> 전략적 실천 영역 2: 변화를 위한 역량 구축
기업과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 기관은 사회적 파트너, 교육과 훈련 제공자와 협력하여 우선순위 분야
9.

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공공과 민간 조직에서 리더십과 관리 기술 개발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10.
11.
12.

국내와 국제 선진 사례를 참조하여 보다 전략적인 HRM 역량을 달성하도록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조직에게 장려해야 한다.
모든 공공 서비스 조직은 공공 서비스의 리더십과 관리 역량을 개선하도록 모든 차원에서 개방적 채
용과 승진을 가속화해야 한다.
공개 경쟁과 내부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행정 업무, 보다 넓게는 공익 사업 내에서 HR 부서
의 전문화 과정을 가속화해야 한다.
정보협의지침(Information and Consultation Directive) 실천을 모든 작업장에서 정보와 협의의 질을

13.

개선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관련 공공 서비스와 연계하여 기업통상고용부는 새로운 법률의
이해 수준을 높여줄 조율화된 보급 전략을 개발하고 현재의 관행 개선에 대한 업무적으로 타당한 주
장을 하며 모든 조직 내에서 좋은 관행을 장려해야 한다.

14.
15.
16.

고용주, 직원, 노조 대표에 대한 상호 이익을 제공하는데 역할의 초점을 두면서 노동생활의 질과 높은
성과, 작업장 혁신을 가져올 작업장 차원의 협력 관계에 대한 지지가 계속 필요하다.
작업장 혁신과 변화를 장려하려는 기업 주도의 계획과 협력관계 기관에게 연계 활동과 공식적인 교
육 제공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운영상의 우려사항과 모든 형태의 직원의 재무적 참여에 장애물로 인식되는 것을 조사와 협의를 통
해 파악해야 한다.
노사위원회는 분쟁을 해결하고 피하기 위한 사내 방식을 마련/개선하는데 있어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17.

고용주, 직원, 노조와 사전 협력하는데 보다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기업 차원의 준비의 질
을 개선시키면 변화를 관리하는 조직의 역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권리단체들을 검토하고 이후 관련 단체들과 사회적 파트너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당사자의 조기

18.

행동에 대한 의지가 가져야 한다. 이러한 행동은 1차 입법과 2차 입법의 제도적 준비와 통합에 초점
을 두어야 한다.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공적 분쟁 해결 장치의 기능이 지속되도록 다양한 조치와

19.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공동 문제 해결, 중재, 분쟁을 해결하고 피하기 위한 비공식 방식에
대한 실험을 촉진하는 관련 공공 기관과 사회적 파트너의 의지를 포함한다. 관련 공공 기관이 제공하
는 기존의 다양한 서비스에 추가하고 이를 보완하도록 이러한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보다 나은 리더십과 관리 기술을 구축한다.
* 보다 나은 전략적 HRM 등 HRM 역량을 개발한다
* 정보와 협의 관행을 개선한다.
* 더 나은 직원 참여 방식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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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상의 우려와 직원의 재정적 참여에 있어 장벽을 다룬다.
* 작업장 협력관계 관행을 개발한다.
* 효과적인 분쟁 회피와 해결 제도를 마련한다.

(7) 미래 기술 개발

최근 발표된 미래기술요구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제5차 보고서35)32는 경제의 변화하는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아일랜드의 노동력을 개발하는데 있어 공공 정책의 과제를
상세하게 최신 분석하고 있다. 표5는 상기 보고서에서 파악한 주요 과제를 요약한다.

<표 Ⅲ-28> 미래기술요구에 대한 전문가 그룹 보고서 주요 부분 발췌 (2007)
· 노동력은 2020년까지 240만 명으로 늘어날 될 것이다. 현재 인력 중 약 140만 명이 2020년까지 여전히
노동력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추가 64만 명의 젊은이들이 공식적인 교육 제도를 통해 노동력에 진입
할 예정이다. 나머지 추가 31만 명은 이민자와 기존 인구의 노동 참여 증가로 구성될 것이다. 필요한
기술 노동력을 2020년까지 마련하는 주요 방법은 성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노동인구의 기술을 향상시
키는 것이다.
· 만약 아일랜드가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 교육에서 경쟁 우위를 개발하고 기술이 혁신, 생산성, 기업 활
동을 주도하는 지식 경제로 이전하자 한다면 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 획득을 위한 기술적 특징이 필요
하며 인력 내 추가 50만 명은 최소 NFQ 1레벨이 높아져야 한다. 이 중
· 7만 명은 NFQ 레벨 1과 2에서 레벨 3으로 기술을 높이고
· 26만 명은 레벨 4와 5로 기술을 높이고
· 17만 명은 레벨6~10으로 기술을 높여야 한다.
· 이는 정책 결정자, 교육 제공자, 기업에게 있어 상당한 과제를 안겨준다. 정부에게 주어진 과제는 교육
과학부와 기업통상고용부를 중심으로 여러 정부부서에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체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으로 볼 때 미래기술개발과 관련된 국가작업장전략의 제안은 분명 연관성이
있고 시급하다. 2008년 주요 부처들은 함께 이러한 도전과제들을 다루기 위해 국가기술전
략(National Skills Strategy)을 추진했다. 국가작업장전략을 위한 고위실행그룹은 국가기술
전략 그룹을 참고하여 활동하고 있다.

35) Expert Group on Future Skills Needs (2007). Tomorrow’s Skills: Towards a National Skills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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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회에 대한 접근 개선

최근 몇 년간 아일랜드는 노동력 구조에 있어 가장 인상적이고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전례 없는 일자리 창출과 기록적으로 낮은 실업 수준이 기록적인 국내로의 이민, 여
성의 전례 없는 노동 참여, 노동력 구성에 있어 다양한 여러 변화와 함께 하고 있다. 미래
기술요구에 대한 전문가 그룹(Expert Group on Future Skills Needs)의 전망을 살펴보면
노동력의 구성은 계속하여 크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 고용에 대한 접근 기회가 모두에게
열려있는 다양한 노동 시장에서 다양한 인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이는 정책 결정
자와 기업에게 상당한 도전과제가 될 것이다.
기업 차원에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기업의 경쟁과 혁신 역량은 점점 인력에 의존하고
있다. 다양성 관리는 인재를 모으고 유지하는데 있어 점점 중요한 수단이며 주요 경쟁 우위
의 요소가 될 수 있다. NCPP36)가 발표할 보고서는 다양성과 평등 관리가 주는 영향에 대
한 전세계의 다양한 증거를 강조하고 있다. 아일랜드에 위치한 미국상공회의소(American
Chamber of Commerce)37)의 최근 보고서는 아일랜드가 해외 고급 기술 인력의 선호지로서
경쟁 우위를 계속 얻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가작업장전략은 1998년과 2004년 고용평등법(Employment Equality Acts)에 따라 정의
한 전체 9개의 이유와 관련된 장벽을 다루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여성,
중장년 노동자, 한부모,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유랑 집단과 같은 소외계층을 사람들을 지
원하는데 있어 특히 과제를 파악하고 있다.
2007년은 기회균등의 해(European Year of Equal Opportunities for All)이었으며 2007년
과 2008년 NCPP는 평등위원회(Equality Authority)와 연계하여 업무 수행과 직원 성과에
대한 다양성과 평등 관리의 역할 및 영향을 살펴본 보고서 2개를 발표했다. 1차 보고서에서
는 평등과 다양성에 대한 국제 사례를 강조한 국제 논문을 검토하고 2차 보고서에서는 아
일랜드의 대기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노동 생산성, 제품 혁신, 직원 이직 등
과 같은 업무 성과에 평등과 다양성 관리가 주는 크고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였다.

36) National Centre for Partnership and Performance (2007, in press) The Business Impact of Equality
and Diversity - The International Evidence
37)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reland (2007) Retuning the Growth Engine ? Developing an
innovation base to secure Ireland’s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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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래를 향해: 아일랜드의 작업장 혁신

작업장 혁신 지원에 대한 전략적 접근법에 관해 국가적 시각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분
명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많은 것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국가와 기업적 차원에서 중요한 사
안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새로운 사안들도 나타나고 있다.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나타날 작업장 혁신에 대해 국가작업장전략은 어떻게 영향
력을 높일 것인가? 이에 대해 아일랜드 상황에 있어 최적의 관리 방식을 개발할 때 고려
해야 할 여러 가지 질문이 있다. OECD는 Hilliard와 Green의 연구(2005)를 인용하면서 아
일랜드의 경우 최근 성공한 개발 모델과 제도(낮은 가격,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근로자,
유보 노동력)가 전세계 지식 기반 경제에서 요구하는 것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 상황에 도
달했다고 주장한다. 고용에서 혁신으로 초점이 이동하려면 관리와 혁신 제도를 쇄신해야
한다. 이는 아일랜드처럼 효과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달성하는데 있어 체계적 과제가 있는
경우 각별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OECD 200838)). 마찬가지로 작업장 혁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자금 지원과 기타 자원에 관한 가장 좋은 장기 전략을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
작업장혁신기금이 첫 3년 기간 중 1차 기간에 들어감에 따라, 초기 투자가 참여 기업들
에게 회사 차원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나아가, 공공 정책의 개
발과 실천에 대한 담당자들은 지금까지 어떤 내용을 학습했는가? 다양한 부서, 기관, 사회
적 파트너들 간에 대화와 협업적 계획과 작업은 국가작업장전략으로 인해 얼마나 개선되
었는가? 기업 차원에서 작업장 혁신을 지원하는데 있어 가장 좋은 장기적인 접근 방식은
무엇인가? 작업장 혁신을 목표로 하는 단독적이고 제한된 자금을 계속 제공하는 것인가
혹은 기업에게 자금과 전문가 지원을 제공하는 기업발전기관에 대해 전략적 우선순위와
주요 투자 목표로서 작업장 혁신을 채택하는 것인가?
국가작업장전략은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국가작업장전략에 대한 초기 의
제의 실천에서 성과를 거두고 경제 활동과 성장의 특징, 그리고 노동력 변화에 대한 관련
과제의 특징이 변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 정책이 잠재적 모순을 제한하고 변화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 향후에도 계속 효과가 있다면 국가작업장전략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EU 상대국과의 협력, 국내에서 국가
38) OECD (2008) Public Management Reviews: Ireland ? Towards An Integrated Public Service ? Isbn
978-92-64-04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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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제도에 대한 요소 및 당사자와의 협력, 사회적 협력관계 제도 내에서 지속적인 대화
의 유지, 작업장 혁신과 기업이 직면한 과제의 성격에 관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대한 접
근방식 개선 등 연관성을 유지하는데 있어 국가작업장전략의 역량과 중요한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국가작업장전략이 국가 개선제도 내에서 위치하게 되는 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혁신 정책에 관한 최근 정부 선언문의 발표와 더불어 상당한 이정표에 도달하고 있다. 그러
나 이는 혁신 정책의 개발, 관리, 실천에 있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지
금까지 달성한 것에 대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혁신 제도에 있어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는
모든 관계 당사자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개선된 혁신 역량을 뒷받침하는 보다 훌륭
한 전략적 일관성과 운영 시너지를 개발하기 위해 향후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3. 일본의 작업장 혁신 촉진 정책

일본의 작업장 혁신 지원은 주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지원 활동의 일부로 이루
어지고 있다. 이들 지원의 근거는 1999년 自助노력을 기본으로 경영혁신 및 경영기반의 강
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의「經營革新支援法」, 2005년 「經營革新支援法」+
創造活動促進法 + 新事業創出促進法을 통합하여 「新事業活動促進法」에 근거를 두고 있
다. 여기에서는 일본 중소기업 정책의 목표가 과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시정’에서
‘독립적 중소기업의 다양하고 활력있는 성장발전’으로 전환을 하였다. 여기에서는 경영혁신
과창업의촉진(성장지향형기업의 자조노력), 경영기반의 강화(경쟁조건의 정비), 환경변화에
적응 원활화(safetynet의 정비)를 지향하고 있다.

가. 경영지원의 일부로서 작업장 혁신 지원

(1) 일본의 작업장 혁신 지원 목표와 원칙

일본의 작업장 혁신 지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활성화
를 위한 중소기업 지역자원활용 프로그램의 창설과 소도시 제조업의 추진을 위해서 추진
되어 왔다. 또한 중소기업의 발전ㆍ재생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업의 중소기업을 고도화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개혁을 적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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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실현하여 중소기업 금융을 충실하고 원활화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재생을 추진하
고 중소기업에서 사업승계를 지원한다. 다음으로 일본의 작업장 혁신 지원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인재를 지원하는 것에 모아지고 있다.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 여성, OB
인재, 청년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지원해 왔다.

<표 Ⅲ-29> 99년 이후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지원과 관련된 법과 관련기관 상황
연도
1999년
2000년
2003년

내 용
 경영혁신지원법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근본개정
 중소기업지도법을 중소기업지원법으로 근본 개정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 사업의 개시
 하청중소기업진흥법 개정

2004년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발족

2005년

 중소기업신사업활동 촉진법 시행
 중소제조업고도화법 시행 - 단조 등 17개 분야에 걸친 특정제조기반기술의 고도화

2006년

 목적 - 연구개발 조성, 신용보증의 특례
 소도시제조업 3법의 검토

일본 중소기업 지원의 원칙으로는 높은 효과가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선택하여 집중적
으로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되 one-stop services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중소기
업 고객의 필요에 맞추어 지원하며, 물리적인 지원을 하기 보다 soft 경영자원(경영자 스
스로가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원하며, 인재 네트워크(공공기관과 민간의 지원인
재가 서로 장점을 합한 혼합형한 지원기관 형성)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민간인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민간전문가를 공모
하여 프로젝트 관리자(project manager) 및 sub-manager를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일관되
게 관리한다. 도도부현 등의 독자성을 근거로 하는 자주적인 계획의 작성 - 도도부현에
지역의 특성에 따른 독자의 시책을 기획 입안하는 역할을 부여했다.
(2) 3개 채널의 중소기업 지원
일본에서는 3개 유형의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작업장 혁
신 지원 등이 이루어져 왔다. 도도부현(都道府縣)과 지역의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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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재원은 2005년까지는 국가수준에서 상당부분을 지원했으나 2006년부터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없애고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넘겼다. 이들 3개 유형의 중소기업지원센터들은 중
소기업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공동으로 갖고 있는 특징들도 있다.‘
<표 Ⅲ-30> 3개 유형 중소기업 지원센터의 공통의 특징
내

3개의 핵심 사항
one-stop service

용

상담창구의 담당자등이 중소기업관계자의 이야기를 친근하게 듣고 과제를 적극
적으로 찾으며, 적절한 지원책, 지원기관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함
중소기업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경영의 프로인 PM,

soft경영자원의 지원

SM, 각 분야의 전문가가 soft 경영자원(지혜)의 지원, 보조금, 제도금융 등 즉각
적인 지원과 아울려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계획을 경
영자 스스로 작성하도록 지원
실제지원에서 폭넓은 식견을 가진 공공기관 출신의 인재과 아울러 경영의 식견

민간인재 network의
활용

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출신의 인재 (① 기업활동의 현장을 몸으로 이해하고 ②
고객지향적으로 발상을 하고 ③전문분야의 지식과 인맥을 갖고 있는 등의 강점
을 가진 인재)를 활용. 공적인 인재와 민간인재가 서로 강점을 결합하여 혼합적
인 지원기관의 형성

자료: 平井昌夫. 2004. 일층 활용이 기대되는 中小企業支援센터. 産業企業情報 16-3. 信金中央金庫 綜合硏究所

○ 중소기업ㆍ벤처 종합지원센터 (9개소) - 중앙정부의 책임아래 지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상대로 하여 지원센터의 직원들이 기업고객들을 상대로 창구상
담을 통해 계획 - 실행에 이르기까지 일정기간 상담기업과 advisor가 일체화되어 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간다. 상담을 찾아온 기업측의 만족도가 높고 다시 찾아오는 기업들이
6할 가깝고 10회 이상 이용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전국 9개소 종합센터의 상담창구에는
언제나 전문상담가 2 - 3인이 배치되어 있어 찾아오는 기업들의 요구와 고민들을 경청하
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 건설적인 자문과 조언을 제공해 준다. 이들 경험이 풍부한 전문상
담가들은 이들의 자문과 조언을 듣고자 하는 상담신청기업들과 향후 3개월의 전문가의 상
담스케줄이 인터넷상에 게시되어 있어 이때를 피하여 약속을 잡아야 할 정도이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문제점과 과제에 따라 전문가들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기업에 파
견하여(연 2회 정도 3개월 - 2년), 중소기업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전문상담가나 컨설팅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각 기업 현장에 파견하여 직접 지도
혹은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를 함께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과제를 이행해
나가는 것을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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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등록자수는 전국 8개 센터에서 676명(2004년 4월 현재) - 중소기업 진단사 31%, 회계사
/세무사 13%, 기술자 7% 등. 전문가파견신청기업의 필요수사를 행한 뒤 A(2년 이상 파견), B(1
년 정도의 일반안건), C(3 - 6개월 단기파견)으로 구분, 지원에 앞서 기업방문조사 실시 후 기
업의 경영실태와 경영과제를 기초로 최적의 전문가 선정, 지원테마 설정, 목표설정, 지원계획
입안. 지원계획, 지원의 진도관리, 중간평가, 지원의 확대, 방향수정, 지원종료, 성과평가도 수
행함. 1999년 4월 - 2004년 3월까지 4년간 파견기업수는 550개사 초과, 2003년도에만 258개사,
3,807회(14.8회)가 됨.

○ 도도부현(都道府縣) 중소기업지원센터(60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중소기업 지원센터는 중소기업들의 가능성을 심사하고 평가하여
유망한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사업계획의 조언, 창구상담, 그리고 중소기업 현
장에 전문가/컨설턴트를 파견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중앙정부 보다도 광역자치단체에 소
재하면서 해당단체의 관할구역 내부의 중소기업에 대해 보다 현장에 밀접한 형태로 지원
을 해 오고 있다.
※ 예: 신내천현(神奈川縣)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예 - 모두 50명의 직원
운영주체는 PM 1명에 SM(경영혁신지원의 창구상담, 전문가파견, 사업화지원, 사업가능성
평가, Follow-up 등) 6명이 중심이 되어 민간기업의 600명 전문가가 등록되어(공식자격자
등을 등록) 가운데 연간 70 - 80명을 활용하여 각종 컨설팅 등을 하고 있었다. 사업실적
으로는 창구상담실적(현장과 순회상담포함)은 2002년 6,199건, 2003년도 6,147건으로 상담
내용은 자금, 경영전반, 거래와 사업제휴 등이 많았다.
전문가 파견은 2002년 72개사 458일(6.4인/사), 2003년 76개사 535일(7.0일/사)으로 경영전
반, ISO, IT 등과 관련된 것이 많았고 파견기업의 채택은 응모기업 중 주제, 사업견망, 적
정일수 등 비용대비 효과 등을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결정하였다.

○ 지역(광역자치단체 내의 町이나 村 단위)의 중소기업지원센터
광역자치단체 내의 町이나 村 단위 지역의 중소기업지원센터로는 지역중소기업지원센터
104개와 경영지원조언자 센터(과거 경영지원 senior advisor 센터가 전국 172개가 있다. 이
들 지역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각 지방 상공회의소 내에 설치되어 중소기업의 가까운 지원
거점으로서 경영혁신을 원해 왔다. 경영지원조언자센터(과거 경영지원 senior advisor
center)는 창구상담을 중심으로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지도원 가운데 높은 능력과
경험을 가진 자를 경영혁신지원 Advisor로 정해서 그들이 속한 기관을 경영혁신지원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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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센터로 하여 전국에 180개소 정도의 선테를 설치하여 경영혁신과 창업을 지원해 왔다.
회사경영의 노하우, 성공사례, 경영혁신의 자금조달, 정보화에의 노력, 마켓팅 등의 경영혁
신에 있어서 각종 과제와 경영상의 문제에 대한 극히 상세한 상담, 매우 높은 내용을 포함
하는 상담의 경우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각 분야의 전문가를 직접 기업에 파견하
여 다양한 문제에 대응해 왔다.

<표 Ⅲ-31> 3개 유형의 중소기업 지원센터

위치

역할

중소기업벤처

도도부현(都道府縣)

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의 지부

도도부현(都道府縣) 등에 1개

대부분지역상공회의소

내에 설치

소씩 설치

설치

- 주식공개를 앞둔 벤처와 중

- 전문적 대응이 요구되는

- 중소기업에 대해 가장 가

소기업 지원
- 지역블록내 중소기업지원센
터의 지원사업의 support

설치

중소기업과제에 대한 지원
- 사업의 가능성 심사, 평가,
사업계획조언

일본 전국 9개(도쿄, 오사카, 나고야,

60개소(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히로시마, 후쿠오카, 삿보로, 센다이,

과 후쿠오카 이외의 13개 정령

가나자와, 다가마쓰) 도시 설치

지정 도시)

지역 중소기업 지원센터
내에

까이서 지원
- 창업과 경영혁신에 중점을
두고 지원
104개(광역시 町村圈에 1개씩
설치)

자료: 일본 중소기업청자료 2007

(3) 일본의 경영혁신지원사업

위에서 든 세 개의 채널을 통한 중소기업지원의 초점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지원하
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 또는 생산, 신서비스의 개발과 제공, 상품의 셀생산 또
는 판매방식의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왔다. 공공부문으로부터 중소기업
들에게 직접 보조금 지급 등 금전적인 면에서의 지원을 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식, 노하우
과 지혜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채널을 통해서 비교적 상담, ,자문, 컨설팅 등을 통해서 제
공해 왔다

○ 기업등 OB인재활용추진사업
퇴직 후에도 스스로의 지식과 경험을 어떻게 사용해 보고 싶은 의욕을 가진 기업의 OB
인재과 이런 인재를 Advisor로 활용하고 싶은 중소기업과의 연결을 해 주는 것으로 중소
기업의 경영능력가 기술력 등의 향상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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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과 중소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역 중소기업의 특성과 실정에 정통한 coordinator가 중심이 되어 경제단체, job cafe, 교
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매력을 청년과 학교에 알리고 안내해
줌으로서 지역 수준에서 청년과 중소기업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노력을 지원한다.
○ 경영혁신 지원사업의 절차
국가가 책정한 기본방침에 기초하여 중소기업(중소기업의 그룹 혹은 협동조합)이 경영혁
신계획 작성을 작성하는데 이때 앞에서 설명한 3개 유형의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다. 경영혁신계획서는 중소기업들이 경영혁신을 통해 3 - 5년간 부가가
치액의 증가율 9～15%(연 3% 이상), 경상이익증가율 3～5%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도도부현(都道府縣) 지사 등에 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각종 지원책의 이용
이 가능해진다 (별도 지원기관의 심사 필요), 중소기업들에 대출을 해 주는 중소公庫 등에
의한 저리융자, 신용보증의 특례, 세제조치, 특허료의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
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정부로 경영혁신계획을 승인받아 지원을 받은 중소기
업들의 수가 2000년 3월～2007년 3월 간 7년간 27,577개나 되고 있다.

<표 Ⅲ-32> 경영혁신계획의 승인실적건수
2000.3

2001.3

2002.3

2003.3

2004.3

2005.3

2006.3

2007.3

승인건부

1,348

2,594

2,299

3,341

3,995

4,322

4,421

5,257

누적건수

1,348

3,942

6,241

9,582

13,577

17,899

22,320

27,577

자료: 일본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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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3> 경영혁신계획승인 기업들의 업종(2006.3월 시점)
승인업종

비중

제조업

45.1

서비스업

13.1

건설업

9.8

도매업

9.2

소매업

7.1

정보통신업

5.9

운수업

3.1

음식숙박업

3.0

기타

3.7

합

계

100.0

자료: 일본중소기업청

○ 경영혁신지원의 결과
경영혁신지원사업은 의욕이 있고 성장여력이 큰 중소기업에 일본경제의 견인차역이 될
것을 기대하여 책정하고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정책의 활용을 승인받는다는 사실이 선
택과 집중의 사고 아래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로부터의 보증을 얻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그것에 수반하는 지위의 향상이 경영에 주는 효과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재정사정이 엄
중해지는 가운데 공공부문에서 보조금 등 금전적인 면에서의 지원을 보증받기는 어렵지만,
지식과 지혜는 흔쾌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경영혁신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면담내용을 훑어보아도, 경영자에게는 첫 번째 대응으로서 중소기업 시책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자기회사에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노력할 것, 자기회사에 부족한 자원을 보완
하는 관점에서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접근할 것의 중요성이 나타난다.
경영혁신사업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들은 경영혁신지원 승인을 받기 위해 스스로 적극적
을 접근하여 도움을 받은 기업도 있었지만, 신용금고의 적절한 알선, 소개한 경우도 있다.
이들 중소기업들은 경영혁신지원을 승인받음으로써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소
기업 지원센터의 자문을 얻고, 각종 학습모임에 참가하여 얻은 정보, 경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경영혁신지원 승인을 받는 것 자체가 대외적 인지도와 신용도의
제고, 사내의 사기향상 등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계획서를 작성
하면서 자기기업의 장래 비전을 명확히 하고, 계획서에 제출한 수치목표를 중기적인 사업
계획으로서 활용하고 있다. 또한 해당사업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노력이 부차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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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 경영혁신지원을 위한 인프라

○ 중소기업의 진단과 조언사업
일본에는 중소기업진단사 제도가 있어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한 컨설턴트들을 각 분야에
서 양성하고 자격증을 주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진단사들은 중소기업지원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에 협력하여 경영지원 전문가로서 등록되어 지원기업에 경영과제 해결을 위해 파견되
어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창구 등에서 경영상담의 상담원 역으로 협력하고 있다.

<표 Ⅲ-34> 일본의 기업경영혁신 지원을 위한 진단과 조언활동
중소기업의 경영진단실시요령 작성사업
중소기업의 경영지표, 원가지표에 의한 업태구조분석
중소기업 경영동향조사（年度版）
중소기업
의 진단과
조언

중소기업 평가 메뉴얼(manual)
중소제조업의 경영혁신지원 메뉴얼(manual)작성사업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업무』대응 진단사 메뉴어(manual)策定을 위한 조사연구
세무사와 연계에 의한 중소기업경영혁신 - 경영진단과 지원

자료: 일본 중소기업청

○ 관계적 은행거래(relationship banking)에의 협력
은행 및 금융기관들은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경영진단, 조언, 경영상담
과 정보제공 등에 의해 지역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협력하고 있는 점도 일본의 중소기업과
관계적 은행거래관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5) 중소제조업 고도화 사업 지원
일본은 중소기업 특히 중소제조업의 17개 기반기술을 특정하여 고도화시키는

사업을

법으로 정하여 시행해 왔다. 일본 산업의 강점 가운데 하나가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우수
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경쟁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최종제품의 제조ㆍ판매기업이 기술개발을 비롯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일본 경쟁력의
원인이지만, 제조공정에 불가결한 주조, 단조, 프레스가공, 도금, 절삭 등 제조의 기반이 되
는 기술을 가진 업종(최종제품의 제조ㆍ판매기업에 대해 가공서비스 및 부품의 공급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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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업종)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 가공서비스 및 부품공급을 담당하는 기반제조업종의 기
술이 탁월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점이 일본의 최대 강점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업종이 일본 경쟁력의 원천인 제조 중소기업이 가진 기반기술의 고도화를 강력하게 지원
하기 위해서 2006년 4월 「中小企業 제조基盤技術의 高度化에 관한 法律」을 제정했다. 같
은 해 6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서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이 추진되고 있
다. 지원의 대상이 된 고도화해야 할 기반기술로서 시행당초에 주조, 단조, 프레스가공, 도
금, 절삭 등 17개 업종의 특정제조기반기술이 지정되고 그후 분말야금, 용접, 용사(溶射)가
추가되어 20개 업종이 된다.
중소기업은 이들 20개 제조기반기술 마다 경제산업성 대신이 고시한 「특정제조기반기
술 고도화 지침」에 따라 특정연구개발계획을 확정하여 각 지역의 경제산업국에서 지정을
받을 수 있다(2008년 2월말 623건). 이들 지정을 받으면 나라로부터 연구개발위탁사업의
신청, 중소기업금융금고로부터의 저리융자, 신용보증협회에 의한 신용보증의 특례 등을 받
을 수 있다. 나라의 연구개발위탁사업인 전략적기반기술고도화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007년
도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에서 합계 218건의 신청이 있었고 이 가운데 금형기술 분야에서
16건, 금속프레스가공분야에서 10건, 주조기술분야에서 9건 등 총 89건의 연구개발계획이
채택되었다 (日本 經濟産業省 2008).
이외에도 최종제품의 제조ㆍ판매를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기반기술을 갖고 가공서비스
및 부품의 공급을 행하는 중소기업들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중소기업 인재육성사업
에 대한 지원 등 여러 가지로 중소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6) 기타 2007년 일본의 경영혁신, 인력육성과 관련된 정책지원 규모
일본은 중앙정부 수준과 지방정부 수준에서 중소기업 경영혁신, 인력육성과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 중소기업 지역자원활용 프로그램 중 시장형 hands-on 지원사업 20억3천만엔
- 새로운 공동지원사업(중소기업이 연계하여 상호 경영자원 활용) 34억5,700만엔
- 경영혁신지원조언자사업(구 Senior Advisor 사업) - 18억엔
- 기업등 OB인재활용추진사업 - 5억 1800만엔
- 청년과 중소기업과의 네크워크 구축사업 - 18억엔
- 중소기업 제조인력육성사업 5억 3600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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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인재육성사업 - 11억9천만엔
- 중소기업사업계승원활화사업 - 2억엔
4. 영국의 제조업자문서비스(Manufacturing Advice Service - MAS)
가. MAS 기관소개
영국 기업규제개혁부(BERR: Department of Business Enterprise & Regulatory Reform,
舊 통상산업부) 산하 청(廳)급 기관으로 2002년 설립되었다. 중소규모의 제조기업에 전문
가의 실제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의 중소제조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생산성 및 품질에 취약하며 생
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자문에의 접근이 제약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이러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고자 한다.
나. 사업의 주요 목표
영국의 제조기업의 효율성과 수익성 향상을 위해 특히 250인 이하 중소제조기업에 초점
을 맞춘다. 고객사의 니즈와 능력에 적합한 혁신 기법과 기술에 대한 지식과 도입을 증진
하고 목표기업의 생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제조기업들
의 운영효율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사의 부가가치
를 향상한다.
다. 사업내용
2002년부터 주로 2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8가지 핵심 주제에 대한 Best
Practice 관련 정보와 자문을 제공한다. 사고력, value flow 및 프로세스 mapping, 5S 및 6
시그마, 팀빌딩, 배치개선 및 공간 활용, 재고 감소, 품질 및 배송 향상, 자재 및 생산 혁신
을 달성한다. 지역산업 특색에 맞는 컨설팅 제공 및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잉글랜드
와 웨일즈 지방에 10개의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자체 컨설턴트 또는 외부 위탁 컨설
팅사의 컨설턴트를 통해 자문을 제공하는데, 위탁 컨설턴트에 의해 컨설팅이 수행되더라도
컨설팅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지침을 두고 있다. 컨설턴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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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의 전문지식, 노하우,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서 생산운영방식를 관찰하고 더 넓
은 시각에서 경영관련 문제를 진단하고 생산의 취약점을 진단하며 유의미한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추가적인 지원 프로그램 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
는 역할을 한다. 사업 관련 2002-2005 총지원예산 ￡3,340만(한화 660억원)이며 지역본부
별로 ￡200만에서 ￡600만를 지원하고 있다.
<표 Ⅲ-35> 지역본부별 현황 (2002-2004, 2007 MAS 평가보고서)
(단위: ￡, 인)
구분

북동부

북서부

요크셔

중서부

중동부

지원금

1.8m

4.5m

4.5m

6m

3.1m

직원수

8

34

5

20

운영

내부

내부

방식

직원

직원

위탁

위탁

동부

런던

남동부

남서부

웨일즈

2.2m

2.7m

3.5m

2.4m

-

8

8

22

18

10

6

일부

일부

일부

일부

일부

일부

위탁

위탁

위탁

위탁

위탁

위탁

잉글랜드

라. MA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지원의 내용
MAS 지원 수준

수준1: 초기 접촉 및 상담 ￭ 무료로 정보, 자문, 지침 등 제공
수준2: 진단

지원내용

￭ MAS 소속 전문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초기 생산 리뷰, 분석, 진단 등 수행.
￭ 무료로 진행되며 보통 1일, 최대 4일 소요

수준3: 교육 및 훈련 행사 ￭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집단 행사, 세미나, 워크숍, 벤치마킹, 네트워크 구성 등
￭ 현재의 상태를 가시적 성과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발전적인 상태로
진전시키기 위한 심도있는 컨설팅을 진행

수준4: 컨설팅

￭ MAS 지역사무소 소속 컨설턴트 또는 MAS의 위탁을 받은 외부 컨설턴트의 방문

￭ 보통 10일에서 최대 30일간 진행 (평균10.7일)

￭ 250인 미만 중소기업은 무료 컨설팅 또는 컨설팅비용의 50% 지원(10일 한도.
이후 컨설팅을 희망할 경우 고객사 비용전액 부담)
수준5: 다른 지원과의
연계

￭ MAS 지역사무소에서 다른 지원을 연계하여 받을 수 있도록 알선

- 184 -

마. 사업 실적(2007 - 2008)
제조업 진단(review)

4,383건

MAS 인식훈련건수

873건(11,690명 참석)
2,103건(총 11,614일 컨설팅일)

심층 컨설팅 프로젝트

- 1억4천만 파운드의 부가가치
- 77%의 만족도

광고가치

150만 파운드

전국 website방문자

55만명

○ 지원실적 분석(2007년 MAS 평가보고서)
작업장 혁신 진단 수준(수준 2)의 지원을 받은 제조기업 가운데 66%가 진단에서 시작하
여 사업개선을 위한 컨설팅(수준4)을 받았다. 지원을 받은 기업당 프로젝트수는 1.99건이었
고 프로젝트당 컨설팅 기간은 1일～30일이 걸렸는데, 평균 10.7일이 걸렸다. 컨설팅 비용은
수혜기업 중 58%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였는데 적게는 ￡500 이하부터 ￡5,000 이상까지
다양하다. 평균 ￡1,700-2,300 사이(약 340-460만원 사이)의 비용을 부담했다. MAS를 이
용하지 않는 중소기업들도 컨설팅 비용으로 연 ￡3,000-￡9,000을 쓰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적은 비용이라 할 수 있다. MAS를 이용하는 기업은 제조업이 88%, 도소매 및 서비스업
1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 중심이다. 그러나 MAS 이용기업 중 250인 이하 중
소기업이 95%로 철저하게 중소기업 위주로 사업 특히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 이상의 고객회사가 장기 컨설팅 혹은 2차 컨설팅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평균 품질 비용 납기 개선(QCD)
- 생산성 25% 증가
- 스크랩이나 불량품 22% 감소
- 공간이용률 25% 증가
- 제시간 납기 29% 개선
- 전반적 설비효과성 31%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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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의 작업장 혁신 촉진 정책의 종합과 시사점

가. 유럽 각국의 작업장 혁신 촉진 프로그램

나라명
벨기에
덴마크

프로그램 이름과 내용
- STV "Innovation and Work" Research Program

지원규모/
프로젝트수
연간 € 180만

- "Working Conditions" Database
- “Fund to Improve Working Life Conditions and Increase Growth”
- “National Productivity Campaign"(2000- 03)

핀란드

- “National Workplace Development Program" (1996-09)- auditing,

€1,000만(2004-- 07)

development projects, method development projects, learning

€ 1,200만(2008)

network projects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 “Reduction of Working Time Law"
- “Research into the Humanisation of Work”

€330만(1989-98)

- “Work and Technology" R&D program

1,050개 projects

- “New Work Organisation in Ireland" program

€ 150만(1995-95)

- "World Class Manufacturing" Program

€ 600만(2007-09)

- National Workplace Strategy(2007-09)

60 projects

- “On-the-Job Training" program
- "Part-time Jobs" program
- “Enterprise Development 2000"(1994- 2001)
- "Value Creation 2010" (2001-2010)
- “To innovate and Develop" (1999- 2000)
- LOM (1985-90), Work Life Fund(1990-95)

스웨덴

- “Man, Technology and Organisation"(1997-200)
- "Too Lean Organisation" research program

€250만
25,000 projects
€220만(1997-2000)
20 projects
€775만(1999-2003)

- “Partnership at Work” Fund
영국

€ 500만

- UN "Work Organisation Network"
- Manufacturing Service Advice(2002 - )

100 projects
￡ 2250만(연간)

자료: Business Decision Limited. 20000. Government Support programmes for New Forms of Work
Organisation

유럽 각국에서 작업장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별도의 기금 등을 마련하거나 혁신
지원기구를 통해 컨설팅 제공, 네트워크 구축 등의 다양한 방식을 택해 왔는데, 각 나라별
로 추진된 프로그램을 보면 위의 표와 같다. 1990년대부터 각국 정부가 작업장 혁신을 촉
진하기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 뒤 2000년대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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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6> 혁신기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핀란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영국

(Tekes)

(Senter Novem)

FFG

Enterprise Ireland

(MSA)

컨설팅(consultancy)

ｏ

ｏ

ｏ

ｏ

ｏ

기금제공(funding)

ｏ

ｏ

ｏ

ｏ

ｏ

세계/전국사업 연계망에 접근

ｏ

ｏ

ｏ

ｏ

ｏ

세계/전국 연구망에 접근

ｏ

ｏ

ｏ

고객맞춤형 해결책

ｏ

ｏ

ｏ

ｏ

모니터링

ｏ

ｏ

정부의 혁신담당기구

ｏ

자료: Madureira, A., J. Nisson and V. Gheorghe. 2007. Structural Funds as Instument to Promote Innovation:
Theories and practices. Vinnova Report VR 2007.02. P 55쪽 Table - 11을 일부 수정

이들 작업장 혁신 프로그램들은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보다 혁신담당기구들을 통해서 추
진되고 있으며, 이들 기구들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 작업장혁신을 촉진하고 있는지는 위의
표에 나타나 있다. 즉 모든 나라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작업장 혁신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작업장 혁신 전국/세계 네트워크와 연계되어 있다.
유럽에서 작업장 혁신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영역은 개별회사들의 혁신적인 작업장과
관련된 관행의 채택 고무, 인적자원개발, 새로운 작업조직을 도입하는 인센티브의 극대화
와 새로운 작업조직에 방해 요소 최소화를 돕도록 기본틀을 개혁하는 것에까지 이르고 있
다. 그리하여 유럽 각국은 혁신적인 작업장을 육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노력
을 기울려 왔다.

- 새로운 작업조직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금지원 - 새로운 작업조직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이해와 사례연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기업들의 작업조직 진단과 벤치마킹 서비스의 개발 지원 - 기업 스스로의 작업조직
의 장단점 이해 제고
- 노사에 작업조직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프로젝트의 비용지원
- 노사의 새로운 작업조직에 대한 실제 체험을 위한 재정적 자원과 전문가들의 인적자
원 강화
- 보조금, 대출, 컨설팅과 다른 조치의 제공 등을 통해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재정
적 자원과 전문가들의 인적자원 제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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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을 교육하기 위한 기업 간의 네트워크와 노동조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노조
간 네트워크의 발전을 촉진하여 best practices를 확산시키고 훈련과 벤치마킹을 도움.

이와 더불어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는 기본교육내용을 개선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노동자들이 일할 능력을 높이고, 숙련을 정기적으로 향상시키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
이고자 했다. 국가의 정부담으로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훈련의 질(직업훈련, 실업자에게
제공하는 자문)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나. 작업장 혁신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

새로운 작업조직에 관한 연구의 재정 지원은 예를들면 스웨덴의 “Man Technology and
Organization”, 벨기에 STV의 “Innovation and Work” 등 작업장 혁신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기업과 노조의 교육과 best practice 확산을 위한 기업
간의 네트워크의 개발을 촉진하는 프로그램(프로그램의 1/3 이상)으로서는 영국의
“Partnership at Work” Fund 그리고 아일랜드의 “New Work Organisation in Ireland” 등
이 있다. 1/3이 약간 못되는 작업장 혁신 프로그램들이 기업과 노조에 대한 정보 제공과
시범사업 지원 등 교육과 인식제고 사업의 재정(프로그램의 1/3 약간 미만)을 지원하고 있
는데 예를들면 독일의 “Work and Technology”, 영국의 “Work Organisation Network” 등
이 그것이다.
작업장 혁신을 하려는 회사에게 재정적 자원을 할 목적의 프로그램으로는 란드의
“National Workplace Development Programmes”, 덴마크의 “Fund to Improve Working
Life and Increase Growth” 등이 있다. 기타 Benchmarking 서비스 제도의 지원 프로그램,
새로운 작업방법의 도입 지원(유연한 노동시간제, 다기능화, 직무순환 등 - 2/3), 새로운
기업문화도입 지원(높은 신뢰, 참여, 자율, 책임성 강조 - 프로그램의 1/2) 프로그램 등이
있다. 조직구조의 혁신 지원(바자율적 작업팀과 관리직의 기능과 계층의 축소 등) 프로그
램으로는 벨기에의 STV “Innovation and Work” Research Program 등을 들 수 있다. 작
업조직과 관련된 새로운 practices의 도입 지원(TQM, 개선), 이들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액 증가를 지원하거나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일부 프로그램은 새로운 성과평가기
법, 새로운 보상체계로의 개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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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업장 혁신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조직과 방법

유럽에서 작업장 혁신의 대상조직이 된 것으로는 중소기업 대상(프로그램의 1/2 가량),
제조업 초점(1/2 약간 미만), 공공부문 조직 대상(1/3), 교육과 연구기관 지원(작업장 혁신
관련 교육과 연구 지원으로 1/3), 노조와 사용자 조직의 혁신활동 참여 지원(1/4) 등의 특
징을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높은 기술, 중간기술, 낮은 기술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다.
지원방법으로는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을 보조금 형태의 지원하거나(50%), 혹은 제3자(컨
설턴트나 훈련기관)로부터의 자문제공(1/3) 등이 있다. 전자의 예로는 영국의 “Partnership
at Work” Fund는 총비용의 50%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했는데, 프로젝트당 최고 75,000 유
로(1억2천 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후자의 예로는 프랑스의 “Reduction of Working
Time Law”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업들에게 5일까지의 컨설팅 제공, 아일랜드의 “World
Class Manufacturing” 프로그램은 보조금과 컨설턴트로부터의 자문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
다. 이들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에는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 작업장 혁신 프로젝트에 대
한 외부 advisors(예-컨설턴트)들의 도움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2/3)하고 있고,
작업장 혁신 프로젝트와 관련된 여행, 숙박비, 근로자들의 임금 등에 대한 지출 지원(1/2)
도 포함하고 있다. 프로젝트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훈련비용, 프로젝트 홍보, 촉진 비용
등도 포함(1/2 미만)하고 있고 작업장 혁신과 관련된 대부분의 프로젝트에는 상한선을 두
고 있다. 보통 프로젝트 비용의 40 -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절대적인 상한선은 나
라별로 프로그램별 차이가 있으나 노르웨이의 “Enterprise Development 2000”은 개별 프
로젝트의 상한선이 300,000 유로(4억8천만원), 아일랜드의 “New Work Organisation in
Ireland”은 상한선이 40,000 유로(6,400만원)이었다.

라. 작업장 혁신 프로그램에서 고려할 점

새로운 작업조직은 제조업만이 아니라 서비스 부문에서도 상당한 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다. 서비스산업에 적용된 많은 성공사례들이 있다. 더구나 서비스산업은 생산성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고 새로운 작업조직이 서비스부문 기업들이 보다 혁신적이고 효율적이며
높은 수준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대기업들은 부품공급망에 속해 있는 다른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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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도와주는데 귀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대기업들이 새로운 작업조직을
도입하는 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은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부품공급 하청회사들에서 유사
한 변화를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을 낼 수 있다.

마. 시사점

‘중소기업들의 혁신, 특히 작업장 혁신에는 시장실패가 존재한다’는 전제 위에서 유럽과
일본 등에서는 정부가 매우 중요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즉 정부가
작업장 혁신을 위한 인프라의 제공, 기금마련, 컨설팅의 주선, 작업장 혁신의 방법개발, 작
업장 혁신의 네트워크 구축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혁신능력을 높이고 생산성
을 끌어올리며,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수단으로서 기업들의 작업조직의 변화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작업조직과 작업조직
혁신이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가져다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인식을 높임으
로써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작업장 혁신에 적극 나서게끔 촉진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의 경우 주로 제조업을 겨냥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개발되어 중소기업들
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영국의 경우 민간컨설팅 회사들의 컨설턴트들
과 연계되어 있었고 일본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민간출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들을 결합하여 공공의 역할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작업장 혁신, 경영혁신을 지원하고 있었
다.
정부가 지원하는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은 서비스 부문, 중간 혹은 낮은 기술 부문의 기업
들이 새로운 형태의 작업조직을 도입하고 경쟁력을 개선하도록 돕는 중요한 방식이 될 수
있으며 이런 기업들에게 정부의 혁신프로그램은 새로운 방식의 작업과 작업장 혁신에서
얻어질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즉 성공적이고 연구
에 기반한 정부의 작업장 혁신 프로그램에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이 기업과 근로자들
에게 타 기업, 연구자, 컨설턴트들로부터 학습하는 가치를 깨닫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계기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들이 학습조직
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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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작업장혁신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1. 들어가는 말

테크놀로지의 급속한 발전과 지식기반경제의 확산, 경제의 세계화 등과 함께 인적자원이
기업경쟁력의 주된 원천이 되고 있다. 종전에 물적 자본의 투입 확대를 중심으로 성장전략
을 추구해왔던 우리나라 기업들도 국내의 인건비 상승과 노사관계의 불안정성, 그리고 저
인건비에 기초한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 소비자들의 소득증가와 정보통신기술발전으로
고품질, 혁신적 제품 정시출하 등의 수요 증가 등 환경적 변화와 함께 고품질-고부가가치
제품전략으로의 전환 압력을 받아오고 있다. 이와 같은 고품질-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요구들을 신기술 도입과 기술혁신만으로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고품질, 학습과 혁신 등
인적자원에 기반을 둔 작업장혁신에 관한 문제의식이 대두되어 왔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에도 일본 기업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작업
장혁신을 실시해오고 있다. 1980년대 세계적으로 일본식 린생산방식의 우수성이 알려지면
서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관련된 관행들로서 품질관리분임조(QC)나 JIT, 지속적 개선을 위
한 소집단활동 등이 도입되어 왔으며 그 이후에도 TQM, TPI, BPR, 6시그마 등이 도입되
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작업장혁신 관행들이 잘 정착되고
있는지, 그 관행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성을 내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의구심들이 존재해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작업장혁신들을 성공적으로 창출하고 도입할 수 있
는 방안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본 장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2차년도)」자료를 이
용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작업장혁신 현황을 파악하고, 작업장혁신의 장애요인과 성공요
인 등을 도출하기 위해 실태조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 작업장혁신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은 이원덕유규창
․
(1997), 김동배이경묵
․
(2003), 김훈김동배
․

(2001), 이완영(2001) 등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나, 그 연구들은 주로 작업장혁신 관행들의
도입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에, 본 연구는 작업장혁신의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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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기존 연구들보다 표본의 대표성이 높고 풍
부한 작업장혁신 변수들을 포함한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2 절에서는 본 연구의 시각과 분석틀을 정리
하기 위해 이론적 논의를 제공한다. 제 3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특성과 수
집과정의 개요를 설명하고자 하고, 제 4 절에서는 우리나라 작업장혁신의 현황에 관한 기
초 통계들을 정리하며, 제 5 절에서는 작업장혁신의 성공요인과 장애요인을 분석하고자 한
다. 마지막으로 제 6 절에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
다.

2. 분석틀

작업조직은 어떻게 개별 과업들을 묶어서 직무를 구성할 것인가와 이들 직무수행 활동
을 어떻게 서로 통합할 것인가를 가리킨다(Adler, 2003). 인적자원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전자의 직무구성 방식은 사용도구나 다른 직무와 관련해서 해당 근로자들의 숙련요건을
규정하고, 후자의 직무간 통합 방식은 직무와 직무, 작업자와 작업자를 연결하는 작업관계
를 의미한다. 그 중 작업관계는 동일한 작업반 내의 다른 작업자들과의 관계, 작업반 사이
의 수평적 조정관계, 작업의 통제와 조정을 위한 권한관계 등으로 구분된다.
작업장혁신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작업조직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작업장혁신은 통

상 직무재설계와 근로자 참여의 확대에 기초한 고몰입고성과
․
작업조직의 도입을 지칭하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그 관행을 따르기로 한다.

여기서 작업장혁신을 고몰입고성과작업조직의
․
도입으로 한정하는 것은 다소간 미국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테일러주의적인 공정합리화와 관료제적
통제 등 형식적 합리성에 기초한 작업조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시각에서는 직무
재설계와 근로자참여에 기초한 작업조직이 대안적 작업조직으로서 작업장혁신이라는 개념
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합리화와 관료제적 통제의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작업조직 변화가 근로자 참여형 작업조직의 도입만이 아니고 과학적 관
리에 기초한 공정합리화 과정도 수반하기 때문에 작업장혁신의 내용이 더욱 복잡해질 가
능성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작업장혁신은 비효율적이고 강압적 통제에 기초한
전근대적인 작업조직을 현대적인 작업조직으로 발전시켜 오는 과정이라는 보다 큰 맥락에
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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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조직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업조직이 기술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의
이중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Adler, 2003). 작업조직은 전자의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술과 도구적 합리성, 효율성 등의 추구를 통해서 그 내용이 형성
되고, 후자의 측면에서는 기업 내 통제구조의 일부로서 노사간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대립
적인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장이자 대상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작업조직의 변화는
기술적 변화의 긴급성, 효율 개선의 기회 등 기술적 요인과, 통제권의 패턴과 정당성의 확
보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의 상호 작용과 상대적 역학구도 등을 기초로 해서 그 내용이
결정된다.
기술은 기본적으로 발전적 방향으로의 변동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데, 기술의 발전은 그
에 정합성을 갖는 성격의 작업조직을 요구하게 된다. 가령, 최근의 기술 발전을 대표하는
자동화는 인간의 노동을 원재료와의 직접적 접촉보다 복잡한 기술적 체계를 통한 간접적
접촉으로 전환해줌으로써 작업의 추상화를 촉진하고 있다(Adler, 2003). 그에 따라 인간의
수공노동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기술체계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의 중요성이 증가하
며 테크니션, 전문직, 관리직 등 더 높은 숙련요건을 가진 직무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 개별 작업자들의 전문성은 강화되고 직무의 범위가 협소해지고 있지만 직무지
식의 깊이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과업의 전문성 증가는 근로자간
상호 의존성을 높이고, 그것을 위해 작업자간 조정과 통제를 개선하기 위한 관리적 노력을
요구하게 된다. 기술적 요인은 일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작업조직의 변화는 국
가 사이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한편 사회적 요인은 크게 기업간 경쟁관계인 제품시장 요인과 기업 내 조직-근로자 관
계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의 시장적 요인은 효율성 제고와 조직의 생존을 위해 앞서의 기
술적 요인에 따른 작업조직의 변화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조직-근로자 관계는
기술적 요인과 작업조직의 정합성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요인의 주된 측면 중 하나는 조직과 근로자의 신뢰관계인데, 신뢰관계가 낮을수록 기술적
요인과 작업조직의 정합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가령 신뢰관계가 낮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기술체계에 적합한 수준의 숙련을 형성하는데 주저하게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일수록 통제하기가 어려워지며 외부의 스카우트 대상이 되기 쉽기
39) 이런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사용 자료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도 불가피하게 근로자 참
여형 작업조직의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실시하고, 부분적으로만 공정합리화에 관한 실태조사 내
용을 담고자 한다.
- 193 -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작업장혁신의 활성화와 성과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업-근로자간 사회적 관계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기 때문에 작업장
혁신 관행의 도입과 함께 사회적 관계의 개선 작업이 동반될 필요가 있게 된다. 이상의 논
의는 역으로 기업이 쉽게 변화시킬 수 없는 기업-근로자간 사회적 관계의 성격이 존재하
는 경우에는 기업이 그에 정합적인 작업조직을 형성할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작
업장혁신이 어떤 기업에게나 조직성과 개선의 만능열쇠가 될 수 없음을 말해준다.
전통적으로 고용주-근로자간 사회적 관계의 성격을 어떤 유형으로 설정할 것인가는 작
업조직의 변화방향과 관련해서 중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강압적이
고 권위적인 전근대적 통제방식의 효과성이 약화되면서 어떤 방식과 어떤 경로를 통해 근
대적인 합리성에 기초한 지배-종속관계 또는 경영권의 확보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가 근대
경영이론의 주된 문제의식 중 하나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업 조직은 하나의 사회적
조직으로서 효율성만이 아니고 규칙과 명령에 대한 근로자들의 자발적 준수를 유발할 수
있는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그것의 합리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하나는 형식적 합리성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적 합리성이다. 전자는 운영의
효율성과 효율적 통제를 위해 관료제적 절차와 시장교환의 원칙에 기초한 정당성의 확보
이고, 후자는 조직 구성원들의 목적 공동체 구축을 통한 공동의 헌신성과 컨센서스를 창출
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Adler, 2003).
위의 2가지 경영권 합리화 방식은 작업조직의 변화 방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
다. 전자의 형식적 합리성에 기초한 작업조직의 합리화는 과학적 관리의 전통 속에서 공식
적인 생산계획과 직무분석, 시간표준, 능률급 등 통제를 위한 정교한 관료적 체계로 발전
하는 것이고, 후자의 실제적 합리성에 기초한 작업조직의 혁신은 근로자참여(employee
involvement)에 기초한 직무내용의 풍부화, 고숙련, 작업자의 자주적 문제해결과 품질관리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들 2 가지 유형의 작업조직

혁신은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결합되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오고 있다. 실제의 작업조직 변화는
이들 2 가지 유형의 작업장 관행이나 프로그램들을 교차로 원용하면서 발전해오고 있는데
(Adler, 2003; Jacoby, 2003), 가령 실제적 합리성의 주된 관행 중 하나인 자율관리팀은 인
력절감을 위한 공정합리화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어
서 위의 2가지 방향의 작업조직 변화가 공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이 바로 우리
나라 기업들의 작업장혁신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참여형 작업조직의 확대와 함께
형식적 합리성에 기초한 공정합리화의 정도에 대해서도 평가할 필요가 있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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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2가지 작업조직 변화 중 후자의 근로자 참여형 작업장혁신이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이다. 근로자 참여형 작업장혁신은 그 뿌리를 1920년대의 호돈공장 실험 이후 전개되
었던 행동과학자들의 인간관계운동에 두고 있다. 인간관계운동은 초기에는 인사관리 분야
에만 초점을 맞추고 작업조직은 산업공학자들의 영역으로 놔두고 있었지만, 1950년대부터
사회적 체계의 시각에서 작업조직을 개편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
당시 등장했던 이론들은 Herzberg(1962)의 2요인이론, Hackman & Oldham(1980)의 직무
특성이론, 영국의 사회기술체계 등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작업조직 혁신도 조직성과에 대
한 효과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그 관행들이 널리 확산되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1980년대가 되어 일본 기업들의 높은 경쟁력 저변에 참여형 작업장혁신이 있었다는 점
이 확인되면서 작업장혁신에 대한 연구와 문제의식이 부활의 계기를 맞이했다. 이 당시의
주된 연구흐름은 작업조직을 인사관리와 인적자원개발 등과 시스템적인 연관성 속에서 파
악할 필요가 있다는 전략적 인사관리의 등장이다.
시스템적 접근의 시각에서 Appelbaum & Bailey(2000)은 고성과작업체계의 3 가지 구성
요소로서 근로자들의 의사결정참여, 적절한 인센티브, 숙련확보를 위한 적절한 교육훈련
및 채용 정책 등을 들고 있다. 그 중 가장 주된 요소는 근로자들의 의사결정참여인데, 그
것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작업장혁신과 직접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들
의 의사결정 참여는 작업조직의 혁신과 동의어가 될 정도의 포괄적인 개념이다.
위에서 든 근로자들의 참여관행을 조금 더 세분하면, 근로자 의사결정 참여는 직무재설
계와 과업참여, 작업자의 자주적 문제해결, 의사소통과 정보공유, 대의적 참여 등으로 구분
된다(Marchington, 1995). 그 중 직무재설계와 과업참여는 작업자들이 수행해야 할 과업의
범위와 유형을 확대하는 것인데, 이것을 위한 관행들로는 수평적 직무확대, 수직적 직무확
충, 팀작업, 직무순환 등이 있다. 작업자의 자주적 문제해결은 작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
식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품질관리 분임조, 제안제도, TQM 등이 있다. 그
리고 여기서 의사소통과 정보공유는 주로 경영계획과 경영성과 등 경영정보를 일반 작업
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하향식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상향식 의사소통은 작업자의 자주적
문제해결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의적 참여는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대표를 통한 참여를 의미한다. 이것은 근로자이익의 대변에 초점이 맞추어진 관
행으로서 작업장혁신의 내적 구성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작업장혁신의 보완적 관
행으로서 분석의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작업장혁신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구성요소가 작업자 또는 작업집단의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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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이다. 근로자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작업과정과 문제해결과정에서 작
업자들에게 자율적 노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작업과정에 필요한 정보
의 수집과 처리 과정, 작업루틴의 변화 제안과 문제해결, 자신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
안들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 등을 제공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직무태도 개선과 실질적 참여
를 유도할 수 있다. 특히 현대의 기업처럼 조직의 복잡성과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
는 상황에서는 현장 단위의 자율성 제고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자율성은 작업자들 또는 작업집단들의 상호 의존성 증가와 상호 조정 필요성의
증가 경향성과 모순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기술의 발전은 불가피하게 작업자와 작업집단의
전문화를 촉진하게 되고 그만큼 작업자간 또는 작업집단간 상호 조정의 필요성이 증가하
게 되는데, 자율성은 상호 조정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작업장혁
신과 관련된 자율성은 과거 초기 자본주의시대의 숙련공들이 누리던 자율성이 아니고, 통
제 속의 자율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작업자나 작업집단에게 주어지는 자율성은 운영적 차원
의 자율성이고, 주요 파라미터의 결정권은 여전히 조직의 중앙에 있으며 경영 계획과 정교
한 성과통제 방식, 작업방식의 표준화 등에 기초한 조정과 통제의 권한이 상위단위에게 남
아 있다(Adler, 2003). 이 점은 역으로 정교한 통제방식을 갖추지 못한 기업의 경우에는 근
로자들에 대한 자율성 제공과 상호 조정을 동시에 추구하기 힘들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율
성은 또한 조직-근로자 사이의 사회적 관계의 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기업이 근
로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자율성을 주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상의 구분법에 따라서 본 연구는 작업장혁신의 구성요소들을 직무재설계, 근로자들의
문제해결과 자율성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 중 직무재설계는 사용 자료의 변수
제한으로 직무순환과 직무전환 등 기능적 유연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작업자들의 자주적
문제해결은 품질관리와 자주적 공정개선활동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밖에 작
업장혁신의 보완적 관행들로서 대의적 참여와 정보공유 현황을 살펴보고, 이상에서 나열된
작업장혁신의 구성요소들 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작업공정 합리화의 노력 현황에 대해서
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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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조사 개요 및 자료의 특성
가. 자료 수집과정 개요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2차년도(2007년 기준) 자료 중 2008년
11월까지 조사된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사업체패널조사」2차년도 자료는 1차년도 표본
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표본 특성 변동과 표본 이탈 등을 감안하여 2006년 말 기준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결과와 최신의 공공부문 사업장 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체 표본을
추출하였다. 2차년도 자료도 1차년도와 같이 사업체 단위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 농림어업
및 광업을 제외한 상용근로자 30인 이상의 전 사업체를 모집단으로 해서 민간부문 1610
개를 추출하고, 1차년도에 조사했던 공공부문 300개 중에서 134 개를 추출하여 총 1744 개
의 사업체를 최종적인 목표 표본크기로 설정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11월 중순 현재까지
조사된 사업체들 중에서 전체 표본의 70%인 1221 개 사업체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본 연
구에 사용하고 있다. 다만, 소규모 기업의 경우 작업장혁신에 관한 설문조사의 적합성이
의문시되어 작업장혁신에 관한 설문조사를 100인 이상 규모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 최종 사용되는 표본의 크기는 조직규모 100인 이상 사업체 800 개이다.
「사업체패널조사」의 조사대상은 인사담당자와 노사관계담당자, 근로자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유노조사업체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로 노동조합 대표를 조사하였고, 무노조
사업체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대표를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CAPI

(Computer-Aided Personal Interviewing)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조사기간
은 2008년 5월 중순에서 2008년 11월 중순이고, 조사의 기준시점은 2007년 말 현재이다.
나. 자료의 구성
먼저 <표 Ⅳ-1>에는 표본 사업체의 기업규모별 분포가 정리되어 있다. 규모별 구분을
100-300인 미만, 300-1000인 규모, 1000인 이상 규모 등 3 가지로 구분하였다.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기업의 비율은 41.3%, 300-1000인 미만인 기업은 37.6%, 1000인 이상인 기
업은 21.1%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기업규모별 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 기업규모
가 큰 기업이 과대표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작업장혁신을 기업규모별로
구분할 때에는 이상의 구분인 300인 미만, 300-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등 3 가지 구분
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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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기업규모별 분포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300인 미만

330(41.3)

300-1000인 미만

301(37.6)

1000인 이상

169(21.1)
전체

800(100.0)

<표 Ⅳ-2> 산업별 분포: 산업대분류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광업(B)

1(0.1)

제조업(C)

298(37.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D)

8(1.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3(0.4)

건설업(F)

37(4.6)

도매 및 소매업(G)

41(5.1)

운수업(H)

82(10.3)

숙박 및 음식점업(I)

15(1.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48(6.0)

금융및 보험업(K)

40(5.0)

부동산업 및 임대업(L)

8(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47(5.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45(5.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6(0.8)

교육서비스업(P)

48(6.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59(7.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10(1.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전체

4(0.5)
8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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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에는 표본 사업체의 산업별(대분류) 분포가 정리되어 있다. 그 분포를 보면
제조업이 3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운수업(10.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7.4%), 출판영상방송통신
․
․
및 정보서비스업(6.0%), 교육서비스업

(6.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5.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5.6%), 도
소매업(5.1%), 금융 및 보험업(5.0%), 건설업(4.6%) 등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
업들이다. 작업조직은 제조업과 비제조업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이후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구분을 중심으로 산업별 비교를 실시하고자 한다.

마

지막으로 <표 Ⅳ-3>에는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가 정리되어 있는데, 표본기업의 54.8% 정
도가 유노조기업이다 전체적으로 기업규모가 큰 기업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유노조기업
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노조 대 유노조의 구분 속에서 노조 유무
별 비교를 실시하고자 한다.

<표 Ⅳ-3> 노조 유무별 분포
(단위: 개소, %)
무노조

362(45.3)

유노조

438(54.8)

전체

800(100.0)

4. 작업장혁신 현황

본 절에서는 작업장 혁신 현황을 작업공정 합리화, 작업조직의 기능적 유연성, 작업자들
의 자주적 문제해결, 작업집단의 자율성 등의 현황을 빈도분석이나 평균분석 등을 통해 살
펴보고자 한다. 이들 작업장혁신 현황에 대해서 규모별, 산업별, 노조유무별 비교분석도 실
시하고자 하는데, 지나치게 많고 산만한 분석결과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이들 기준 변
수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그 추정계수들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준
들의 경우에만 cross-table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 속에서 집단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점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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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업공정의 합리화

여기서는 과학적 관리와 경영과학 등 형식적 합리성에 기초하여 작업조직의 체계를 합
리화하려는 노력들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유형의 작업공정의 합리화는 작업자
에서 최고경영자까지 일관된 하나의 체계를 만들려는 조직혁신의 일환인데, 작업장 수준에
서는 생산계획, 직무분석, 표준시간, 엄격한 성과통제와 품질통제, 능률급 등의 형태를 취
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작업공정 합리화는 루틴화된 작업공정의 합리화에서부터 출발하
였지만, 그것은 점차 비일상화된 작업공정에 대해서도 표준작업절차, 목표관리, 메트릭스
조직 등을 활용해서 공정 합리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정합리화의 흐름은 90년대
이후에도 BPR, 아웃소싱 등 통제 지향적인 조직혁신의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다만 최근
의 공정합리화는 팀작업, 근로자참여, 자주적 문제해결 등 본 연구의 주된 분석대상인 작
업장혁신의 관행들을 그 자체의 혁신시스템 내로 포섭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장
혁신과 혼용되는 경향도 있다(Adler, 2003).
먼저 작업조직의 기술적 요인과 관련해서 중요한 지표인 자동화 정도에 관한 통계가
<표 Ⅳ-4>에 정리되어 있다. 자동화는 인간의 직접적 생산역할을 대체하고 노동의 추상
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지식노동의 필요성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조직-근로자 관계의 신뢰
관계가 약할 경우에 자동화는 인간의 노동을 원료투입과 버튼맨으로 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의 분석없이 자동화 자체만으로 작업조직의 상격을 단정할 수는 없다.
<표 Ⅳ-4>에 정리된 결과를 보면, 자동화 수준이 매우 높다는 기업의 비율이 13.1%, 다소
높다는 기업의 비율이 33.0%로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서도 자동화가 꽤 많이
진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4> 작업과정의 자동화 정도
구분

빈도(%)

매우 높음

105(13.1)

약간 높음

264(33.0)

보통

381(47.6)

약간 낮음

30(3.8)

매우 낮음

20(2.5)

전체

800(100.0)

- 200 -

자동화 수준이 기업규모별, 산업별, 노조 유무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
동화 수준을 종속변수로 하고 기업규모, 산업, 노조 유무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추정하여 <표 Ⅳ-4.1a>에 정리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유노조기업, 1000인 이상 대기
업, 제조업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동화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기준 변수
별로 자동화 수준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는 <표 Ⅳ-4.1b>의 빈도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먼저 유노조기업의 경우 자동화 수준이 매우 높다는 기업의 비율이 15.5%, 약간
높다는 기업의 비율이 34.7%로서 무노조기업의 그것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별
로도 제조업의 경우 자동화 수준이 매우 높다는 기업의 비율이 18.7%, 약간 높다는 기업
의 비율이 47.5%로서 비제조업의 그것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기업규모별로
는 10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 자동화 수준이 매우 높다는 기업의 비율이 21.3%로서
100-300인 규모나 300～1000인 규모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제조업의 경우 자동화 수준이 높은 점은 작업공정이 자동화가 용이한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대기업의 경우에는 자원의 풍부성이나 상대적으로 높은 인
건비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유노조기업도 인건비 수준과 관련이 있을 것
으로 보이지만, 그와 동시에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을 것으로 추
측된다. 노사관계가 불안정하거나 또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공정에서
작업자들의 영향력을 줄이는 노동절약적 자동화가 진척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점
에서 유노조기업에서 자동화 비율이 높은 점은 전반적으로 불안정해 왔던 우리나라 노사
관계의 성격과 일정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Ⅳ-4.1a> 자동화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N=800)
독립변수

종속변수: 자동화 수준

상수항

3.211 (0.057)

유노조

0.171 (0.060)

규모(300-1000인)

-0.027 (0.066)

규모(1000인 이상)

0.159 (0.080)

제조업

0.473 (0.060)

R2

0.093

***

**

***

주: * p<0.10 **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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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1b> 작업과정의 자동화 정도
(단위: 개소, %)
노조 유무
구분

산업

무노조

유노조

매우 높음

37(10.2)

68(15.5)

49(9.8)

56(18.7)

37(11.2)

32(10.6)

36(21.3)

약간 높음

112(30.9)

152(34.7)

122(24.4)

142(47.5)

104(31.5)

98(32.6)

62(36.7)

보통

184(50.8)

197(45.0)

290(57.9)

91(30.4)

170(51.5)

150(49.8)

61(36.1)

약간 낮음

18(5.0)

12(2.7)

23(4.6)

7(2.3)

12(3.6)

13(4.3)

5(3.0)

매우 낮음

11(3.0)

9(2.1)

17(3.4)

3(1.0)

7(2.1)

8(2.7)

5(3.0)

362(100.0)

438(100.0)

501(100.0)

299(100.0)

330(100.0)

301(100.0)

169(100.0)

전체

비제조업

기업규모
제조업

300인 미만 300-1000인 1000인 이상

작업공정의 합리화와 체계화에 필요한 첫 단계 작업을 구성하는 직무분석에 대해서 실
시 여부와 주된 용도 등에 관한 빈도분석 결과가 <표 Ⅳ-5>에 정리되어 있다. 그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 직무분석을 실시한 기업이 60.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직무분석 외에 직무기술서까지 작성한 기업은 44.8%이고, 직무분석은 실시했지만 직무기
술서는 작성하지 않은 기업이 15.8%로 나타나고 있어서 직무관리의 기본체계인 직무분석
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직무기술서가 존재한다하더라도 그것이 직무관리의 수단으로 얼마나 많이 활용
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직무분석의 용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것을 추측해볼 수는
있다. 직무분석의 용도를 보면, 먼저 공정 및 업무합리화를 위해 직무분석을 실시한 기업
의 비율이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인력의 합리화 용도로 직무분
석을 실시한 기업이 25.8%, 인력산정 용도로 직무분석을 실시한 기업이 20.3%, 새로운 직
무정의 및 직무의 전문화를 위해 직무분석을 실시한 기업이 14.7% 등의 순서로 높은 비율
들을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낮은 비율이지만 숙련향상을 위해 직무분석을 실시한 기업들
도 일부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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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직무분석과 용도: 최근 5년간
(단위: 개소, %)
A. 직무분석 실시 여부
구분

빈도(%)

직무분석 실시 및 직무기술서 작성

358(44.8)

직무분석 실시 및 직무기술서 작성하지 않음

126(15.8)

직무분석 미실시

316(39.5)

전체

800(100.0)

구분

빈도(%)

소요 인력 산정

98(20.3)

인력 합리화

125(25.8)

공정 및 업무의 합리화

167(34.5)

숙련향상

23(4.8)

새로운 직무정의 및 직무의 전문화

71(14.7)

전체

484(100.0)

B. 직무분석의 주된 용도

<표 Ⅳ-5.1a>에는 직무분석의 실시가 노조 유무별, 규모별, 산업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직무분석 실시 정도(직무분석과 직무기술서 - 직무분석만 - 직무분석 미실
시)를 종속변수로 하고 노조 유무, 조직규모, 산업(제조업)을 독립변수로 하는 로짓모형의
추정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제조업과 1000인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추
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고 있다.
<표 Ⅳ-5.1b>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인 산업과 조직규모의 구분에 따라 직무분석
의 분포가 어떻게 다른지에 관한 빈도분석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먼저 산업별 분포를 보
면, 제조업의 경우 직무분석과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는 기업의 비율이 52.8%인데, 비제조업
의 경우에는 39.9%에 그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루틴화된 작업공정이 더 많기 때문에
공정합리화가 용이하고 그만큼 고정합리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직무
분석이 더 많이 실시되고 있다. 기업규모별로도 1000인 이상의 규모에서는 직무분석과 직
무기술서를 작성하는 기업의 비율이 61.0%인데, 300인 미만은 37.9%, 300-1000인 규모는
43.2%에 불과하여서 1000인 이상의 대기업과 1000인 미만의 기업들 사이에 상당히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조직규모가 커질수록 작업공정의 합리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더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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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직무관리를 해낼 수 있는 역량과 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직무분석과 직무
기술서의 존재가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표 Ⅳ-5.1a> 직무분석에 관한 로짓분석 결과(N=800)
독립변수

종속변수: 직무분석/직무기술서

상수항1

-0.684 (0.137 )

상수항2

-0.019 (0.134 )

유노조

0.034 (0.139 )

규모(300-1000인)

0.203 (0.152 )

규모(1000인 이상)

0.895***(0.191 )

제조업

0.495***(0.141 )

-2Log-L

1589.5

주: * p<0.10 ** p<0.05 ***p<0.01

<표 Ⅳ-5.1b> 직무분석과 직무기술서 작성 여부
(단위: 개소, %)
산업

구분

기업규모

비제조업

제조업

300인 미만

300-1000인

1000인 이상

직무분석/직무기술서 작성

200(39.9 )

158(52.8 )

125(37.9 )

130(43.2 )

103(61.0 )

직무분석/ 직무기술서 미작성

80(16.0 )

46(15.4 )

55(16.7 )

47(15.6 )

24(14.2 )

직무분석 미실시

221(44.1 )

95(31.8 )

150(45.5 )

124(41.2 )

42(24.9 )

501(100.0 )

299(100.0 )

330(100.0 )

301(100.0 )

169(100.0 )

전체

<표 Ⅳ-6>에는 과학적 관리에 의거한 공정합리화의 주된 특징들인 직무 표준화와 단순

․
화반복화

현황에

관한

통계가

정리되어

있다.

공정합리화는

과업의

분업화

(specialization), 단순화, 표준화, 공식화 등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의 표준화와 단
순반복화는
․
우리나라 기업들의 공정합리화 정도를 측정하는 좋은 변수들이다.

<표 Ⅳ-6>에 정리된 통계 결과를 보면, 직무의 표준화가 매우 높은 기업의 비율이
22.1%, 약간 높은 기업의 비율이 37.8%로서 표준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단순화반복화는
․
그것이 매우 높다는 기업의 비율이 8.0%, 약간 높다는 기업의 비율이
32.8%로 나타나고 있어서 직무의 분업화 정도가 높은 기업들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직무가 단순반복적이지
․
않다는 응답도 10.7% 정도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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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풍부한 기업의 비율도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보면, 우리
나라 기업들의 직무구조는 표준화는 높지만 직무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된 기업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Ⅳ-6> 직무의 특성
(단위: 개소, %)
직무의 단순반복화
․
정도

직무의 표준화 정도
구분

빈도(%)

구분

빈도(%)

매우 높음

177(22.1)

매우 단순 반복적

64(8.0)

약간 높음

302(37.8)

약간 단순 반복적

262(32.8)

보통

300(37.5)

보통

389(48.6)

약간 낮음

16(2.0)

별로 단순 반복적

63(7.9)

매우 낮음

5(0.6)

거의 단순 반복 없음

22(2.8)

전체

800(100.0)

전체

800(100.0)

<표 Ⅳ-6.1a>에는 이상에서 살펴본 직무특성의 분포가 규모별, 산업별, 노조 유무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직무특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노조 유무, 조직 규모, 산업
(제조업) 변수 등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추정한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분석결과
를 보면, 산업변수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노조 유무별로는 직무의 표

준화와 단순반복화에
․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한편 조직 규모는
직무의 표준화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에서만 1000인 이상의 대기업의 추정치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가 나타나고 있다.

<표 Ⅳ-6.1a> 직무 특성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N=800)
종속변수
직무의 표준화 정도

직무의 단순반복화
․
정도

상수항

3.537 (0.055)

3.141 (0.056)

유노조

-0.021 (0.057)

0.063 (0.059)

규모(300-1000인)

0.037 (0.063)

0.015 (0.065)

독립변수

규모(1000인 이상)

***

-0.088 (0.079)

***

0.293 (0.076)

***

제조업

0.499 (0.058)

0.511 (0.059)

R2

0.109

0.086

주: * p<0.10 **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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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1b> 직무의 특성: 제조업 vs 비제조업
(단위: 개소, %)
직무의 단순반복화
․
정도

직무의 표준화 정도
구분

빈도(%)
비제조업

제조업

매우 높음

78(15.6)

99(33.1)

약간 높음

165(32.9)

보통

구분

빈도(%)
비제조업

제조업

매우 단순 반복적

28(5.6)

36(12.0)

137(45.8)

약간 단순 반복적

118(23.6)

144(48.2)

240(47.9)

60(20.1)

보통

284(56.7)

105(35.1)

약간 낮음

13(2.6)

3(1.0)

별로 단순 반복적

51(10.2)

12(4.0)

매우 낮음

5(1.0)

-

거의 단순 반복 없음

20(4.0)

2(0.7)

전체

501(100.0)

299(100.0)

전체

501(100.0)

299(100.0)

위의 회귀분석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산업에 대해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하
여 직무 특성의 분포를 정리한 결과가 <표 Ⅳ-6.1b>에 정리되어 있다. 우선 직무 표준화
의 경우 그 수준이 매우 높다는 기업의 비율과 약간 높다는 기업의 비율이 제조업의 경우
33.1%와 45.8%로서 비제조업의 15.6%와 32.9%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무의

단순반복화에서도
․
직무의 단순반복성이 매우 높은 기업의 비율과 약간 높은 기업의 비
율이 제조업의 경우 12.0%와 48.2%임에 반해 비제조업의 경우에는 5.6%와 23.6%로 나타
나고 있어서 제조업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제조업이 비제
조업에 비해 직무의 표준화와 단순반복화가
․
더 많이 진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는 제조업의 작업공정이 서비스업의 작업공정보다 루틴화하기가 더 쉬운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Ⅳ-7>에는 작업공정의 통제 정도에 관한 빈도분석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항목은 작
업량 관리(통계 이용, 목표관리 등)와 품질통제 정도 등 2 가지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작
업량 관리가 매우 철저하다는 기업이 24.6%, 약간 철저하다는 기업이 36.0%이고, 품질통제
가 매우 철저하다는 기업이 29.3%, 약간 철저하다는 기업이 37.9%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적으로 작업공정 관리가 느슨하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매우 엄
격한 공정통제를 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도 20-30% 정도로서 아주 높은 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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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작업공정의 통제 정도
(단위: 개소, %)
작업량 관리 정도

품질통제 정도

구분

빈도(%)

구분

빈도(%)

매우 철저함

197(24.6)

매우 철저함

234(29.3)

약간 철저함

288(36.0)

약간 철저함

303(37.9)

보통

299(37.4)

보통

250(31.3)

덜 철저함

14(1.8)

다소 느슨함

12(1.5)

외부 주문에 의해 결정

2(0.3)

매우 느슨함

1(0.1)

전체

800(100.0)

전체

800(100.0)

작업공정의 통제 정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노조 유무, 기업 규모, 산업 변수를 독립변수
로 하는 회귀모형의 추정결과가 <표 Ⅳ-7.1a>에 정리되어 있다. 그 결과를 보면, 앞서의
다른 공정합리화 변수들의 회귀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1000인 이상의 대기업과 제조업의
추정계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Ⅳ-7.1b>와 <표 Ⅳ-7.1c>에
정리된 빈도분석 결과를 보면, 제조업과 10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작업량 관리와 품질통제
가 매우 철저하다는 기업의 비율이 다른 기준 범주들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즉, 그 비율이 제조업의 경우에는 32.1%로서 비제조업(20.2%)보다 현저하
게 더 높으며, 1000인 이상 규모의 경우에도 40.8%로서 300인 미만(18.5%), 300-1000인 미
만(22.3%)보다 현저하게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Ⅳ-7.1a> 작업공정의 통제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N=800)
독립변수

종속변수
작업량 관리 정도

품질통제 정도

상수항

3.581 (0.056 )

3.760 (0.055 )

유노조

0.061 (0.058 )

-0.043 (0.058 )

규모(300-1000인)

0.082 (0.064 )

0.047 (0.064 )

규모(1000인 이상)

0.389***(0.078 )

0.295***(0.077 )

제조업

0.274***(0.059 )

0.347***(0.058 )

R2

0.065

0.064

주: * p<0.10 **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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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1b> 작업량 관리
(단위: 개소, %)
산업

기업규모

구분

비제조업

제조업

300인 미만

300-1000인

1000인 이상

매우 철저함

101(20.16)

96(32.11)

61(18.48)

67(22.26)

69(40.83)

약간 철저함

172(34.33)

116(38.8)

125(37.88)

109(36.21)

54(31.95)

보통

216(43.11)

83(27.76)

133(40.3)

120(39.87)

46(27.22)

덜 철저함

11(2.2)

3(1)

9(2.73)

5(1.66)

-

외부 주문에 의해 결정

1(0.2)

1(0.33)

2(0.61)

-

-

전체

501(100)

299(100)

330(100)

301(100)

169(100)

<표 Ⅳ-7.1c> 품질통제
(단위: 개소, %)
산업

기업규모

구분

비제조업

제조업

300인 미만

300-1000인

1000인 이상

매우 철저함

118(23.55)

116(38.8)

80(24.24)

83(27.57)

71(42.01)

약간 철저함

181(36.13)

122(40.8)

135(40.91)

111(36.88)

57(33.73)

보통

192(38.32)

58(19.4)

107(32.42)

102(33.89)

41(24.26)

다소 느슨함

9(1.8)

3(1)

8(2.42)

4(1.33)

-

매우 느슨함

1(0.2)

-

-

1(0.33)

-

전체

501(100)

299(100)

330(100)

301(100)

169(100)

마지막으로 <표 Ⅳ-8>에는 최근 5년간 공정합리화프로그램을 실시한 기업들의 비율이

정리되어 있다. 항목들은 제품생산공정서비스제공방식업무수행방식의
개선, 고객차별
․
․

․
․
․
화 서비스 도입, 부품중간재제품의
물류체계 개선, 신기술신기계
도입 등 기술 개선

등 4 가지이다. 먼저 제품생산공정서비스제공방식업무수행방식의
개선을 실시한 기업
․
․
의 비율은 88.0%, 고객차별화 서비스를 도입한 기업의 비율은 75.2%, 부품중간재제품
․
․

․
의 물류체계 개선을 실시한 기업의 비율은 73.2%, 신기술신기계
도입 등 기술 개선을
실시한 기업의 비율은 86.7%로서 전체적으로 최근 5년간 공정합리화를 실시한 기업의 비
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결과들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공정합리화에 많은 투
자를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결과만으로는 공정개선의 방향이 테일러
주의적인 형식적 합리주의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 합리성에 기초한 작업장혁신인
지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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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공정합리화 프로그램
항목

N

평균(표준편차)

제품생산공정/서비스제공방식/업무수행방식의 개선

557

0.880 (0.326)

고객차별화 서비스 도입

552

0.752 (0.432)

부품/중간재/제품의 물류체계 개선

426

0.732 (0.443)

신기술/신기계 도입 등 기술 개선

520

0.867 (0.340)

이상의 공정개선 프로그램들 실시 기업의 분포가 노조 유무별, 조직규모별, 산업별로 어
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 프로그램들을 종속변수로 하고 노조 유무, 조직규모,
산업 등을 독립변수로 하는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Ⅳ-8.1a>에 그 분석결과들이 정리
되어 있는데, 앞서의 다른 모형들과 같이 1000인 이상 대기업과 제조업 변수만이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추정결과 패턴은 공정업무방식
․
개선, 고객차별화
서비스 도입, 물류체계 개선, 기술 개선 등 4 가지 모형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고객차별화 서비스 개선의 경우에는 제조업의 추정계수가 음수인데, 이것은 이 공정합리화
관행이 서비스업과 연관성이 높은 항목이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로짓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직규모, 산업 변수들을 기준으로 하여 빈도분

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Ⅳ-8.1b>～<표 Ⅳ-8.1e>에 정리되어 있다. 공정업무방식
․
개선
을 실시한 기업의 비율이 제조업의 경우 91.8%로서 비제조업(84.4%)보다 7.4%p 정도 높
고,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94.7%로서 다른 규모 집단보다 8-9%p 정도 더 높다. 이상

의 빈도 패턴은 물류체계 개선과 기술 개선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물류체계
를 실시하는 기업의 비율은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약 19.4%p, 1000인 이상 대기업이 다
른 규모집단보다 12-20%p 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기술 개선을 실시한 기업의 비율
은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약 11.1%p, 1000인 이상 대기업이 다른 규모집단보다 8-10%p
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고객차별화 서비스 도입의 경우에는 비제조업이 제조업
보다 12%p, 1000인 대기업이 다른 규모집단보다 13～15%p 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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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1a> 공정합리화 프로그램들에 관한 로짓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공정/업무방식 개선

고객차별화 서비스
도입

물류체계 개선

기술 개선

상수항

1.535 (0.252 )

1.552 (0.214 )

0.431 (0.229 )

1.002 (0.245 )

유노조

-0.039 (0.269 )

0.010 (0.215 )

0.082 (0.234 )

0.253 (0.269 )

규모(300-1000인)

0.015 (0.283 )

-0.120 (0.229 )

-0.422 (0.255 )

0.329 (0.286 )

규모(1000인 이상)

1.062**(0.443 )

1.059***(0.322 )

0.714**(0.334 )

1.185***(0.439 )

제조업

0.694**(0.278 )

-1.258***(0.210 )

0.988***(0.228 )

1.025***(0.286 )

-2* Log-L

393.9

567.7

462.1

381.7

주: * p<0.10 ** p<0.05 ***p<0.01

<표 Ⅳ-8.1b> 공정/업무방식 개선
(단위: 개소, %)
산업

기업규모

구분

비제조업

제조업

300인 미만

300-1000인

1000인 이상

실시

243(84.4 )

247(91.8 )

191(86.0 )

173(85.6 )

126(94.7 )

미실시

45(15.6 )

22(8.2 )

31(14.0 )

29(14.4 )

7(5.3 )

전체

288(100.0 )

269(100.0 )

222(100.0 )

202(100.0 )

133(100.0 )

<표 Ⅳ-8.1c> 고객차별화 서비스 도입
(단위: 개소, %)
산업

기업규모

구분

비제조업

제조업

300인 미만

300-1000인

1000인 이상

실시

274(84.1 )

141(62.4 )

154(72.3 )

150(71.1 )

111(86.7 )

미실시

52(16.0 )

85(37.6 )

59(27.7 )

61(28.9 )

17(13.3 )

전체

326(100.0 )

226(100.0 )

213(100.0 )

211(100.0 )

128(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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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1d> 물류체계 개선
(단위: 개소, %)
산업
구분

비제조업

기업규모
제조업

300인 미만

300-1000인

1000인 이상

실시

104(61.5 )

208(80.9 )

125(73.1 )

96(64.9 )

91(85.1 )

미실시

65(38.5 )

49(19.1 )

46(26.9 )

52(35.1 )

16(15.0 )

169(100.0 )

257(100.0 )

171(100.0 )

148(100.0 )

107(100.0 )

전체

<표 Ⅳ-8.1e> 기술 도입
(단위: 개소, %)
산업

기업규모

구분

비제조업

제조업

300인 미만

300-1000인

1000인 이상

실시

211(81.2 )

240(92.3 )

169(82.4 )

164(86.3 )

118(94.4 )

미실시

49(18.9 )

20(7.7 )

36(17.6 )

26(13.7 )

7(5.6 )

전체

260(100.0 )

260(100.0 )

205(100.0 )

190(100.0 )

125(100.0 )

나. 직무확대와 기능적 유연성
직무재설계 및 과업참여와 관련해서는 직무확대확충과
․
직무배치의 유연성 등이 중요
한 변수들이다. 본 연구의 사용 자료는 직무배치의 유연성에 관한 변수들은 풍부하게 가지
고 있지만, 전자의 직무내용과 관련해서는 2～3 개의 변수들만이 존재한다. 그 중 직무의

단순반복화에
․
관해서는 앞에서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직무확대와 관련된 수
리보전업무
․
, 비일상적 문제해결 과업의 담당 등 2가지 변수들에 관한 통계를 살펴보고,
나머지 대부분은 직무배치의 유연성에 관한 통계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
(1) 직무의 확대
직무확대의 주된 방향 중 하나는 자신이 다루고 있는 기계설비의 수리보전
․
과업을 직

접 생산자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 과업은 통상 수리보전을
․
책임지는 공무반의 업무에 속

하지만, 직접생산자가 자신의 기계설비에 대한 수리보전
․
과업을 맡게 되는 경우 그것은
기계설비에
․
대한 작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게 되어서 고장과 불량품의 사전적 예방을 가
능하게 되고 기계설비의 개선도 촉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직무확대는 작업자의 숙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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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을 높이는 좋은 방안 중 하나이다.
<표 Ⅳ-9>에는 직접부문 생산자가 기계설비의 수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
부에 관한 통계가 정리되어 있다. 이 변수는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된 것이다. 그
결과를 보면, 직접부문 생산자가 기계설비의 수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체의
비율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보전파트와 직접생산자가 거의 동등하게 책임지는
경우가 14.1%, 직접생산자가 대부분 또는 전적으로 보전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7.4%로서

작업자의 자주적 수리보전업무가
․
실시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이

다. 기계설비의 수리보전업무는
․
기계 및 전자장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
에 직접 생산자의 과업과는 질적으로 다른 업무인 경우가 많아서 기계설비의 수리보전
․

업무로의 직무확대는 제한적으로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Ⅳ-9> 직접부문 생산직의 기계설비 수리 및 보전 업무
구분

빈도(%)

보전파트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직접생산자는 담당하지 않음

47(15.8)

보전파트가 대부분 담당하고 직접생산자는 보조

186(62.6)

보전파트와 직접생산자가 거의 동등하게 책임

42(14.1)

대부분 직접생산자가 보전업무를 담당

19(6.4)

직접생산자가 전적으로 자신의 담당 보전업무를 책임

3(1.0)

전체

297(100.0)

<표 Ⅳ-10>에는 작업자가 비일상적인 문제의 발생 시 그 문제의 해결에 대한 참여 정
도에 관한 빈도분석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여기서 작업자는 다수 직종40)의 작업자를 의미
한다. 그 결과를 보면, 비일상적인 문제해결에 다수직종 근로자가 상당부분 참여한다고 응
답한 기업이 58.5%, 전적으로 담당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4.8%를 차지하고 있어서 비일상
적 문제의 해결에 대한 다수직종 작업자의 참여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40) 여기서 다수직종은 해당 사업체의 직종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수가 가장 많은 직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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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비일상적 문제 발생 시 문제해결 참여 정도: 다수직종
구분

전체

전혀 참여하지 않음

65(8.1)

별도의 문제해결팀 보조

229(28.6)

상당부분 담당

468(58.5)

전적으로 담당

38(4.8)

전체

800(100.0)

비일상적 문제해결에 대한 작업자의 참여수준이 노조 유무, 조직규모, 산업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Ⅳ-10.1a>에 정리되어 있
다. 분석결과를 보면, 제조업 변수만이 작업자의 비일상적 문제해결 참여수준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추정치의 부호 방향은 음수이다. <표 Ⅳ-10.1a>에 정
리된 산업별 빈도를 보면, 작업자가 비일상적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기업의 비율이 비제조
업에서 제조업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비제조업에서는 작업자가 비
일상적 문제해결에 상당부분 담당한다는 기업의 비율이 64.5%, 전적으로 담당한다는 기업
의 비율이 6.2%로서 제조업의 그것들(48.5%와 2.3%)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조업의 경우 기계설비의 수리업무가 작업자들의 직접생산 업무와
질적으로 달라서 비일상적 문제해결에 대한 직접생산자들의 참여가 용이하지 않은 점이
이상의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Ⅳ-10.1a> 비일상적 문제해결의 참여수준에 관한 로짓분석 결과(N=800)
독립변수

종속변수: 제안제도 도입

상수항1

-2.917 (0.203 )

상수항2

0.724 (0.141 )

상수항3

2.657 (0.180 )

유노조

0.070 (0.145 )

규모(300-1000인)

0.068 (0.159 )

규모(1000인 이상)

0.377 (0.196 )

제조업

-0.785***(0.146 )

-2Log-L

1599.1

주: * p<0.10 **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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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1b> 비일상적 문제 발생 시 문제해결 참여 정도: 제조업 vs 비제조업
구분

비제조업

제조업

전혀 참여하지 않음

39(7.8)

26(8.7)

별도의 문제해결팀 보조

108(21.6)

121(40.5)

상당부분 담당

323(64.5)

145(48.5)

전적으로 담당

31(6.2)

7(2.3)

전체

501(100.0)

299(100.0)

(2) 기능적 유연성
직무순환은 기능적 유연성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직무순환은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관리직의 개발과 같은 훈련 목적,
그리고 경직적 임금체계 속의 공정한 업무 배분을 통한 공정성 관리를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 먼저 직무순환의 범위에 관한 통계가 <표 Ⅳ-11>에 정리되어 있다. 이 변수도
다수직종에만 해당되는 조사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직무순환이 없는 사업체가 26.0%이고,
작업팀(반) 내에서만 직무순환이 이루어지는 사업체가 12.8%이고, 나머지 61.2%는 작업팀
(반)을 넘어선 직무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서 직무순환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1> 직무순환의 범위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직무순환 없음

208(26.0)

작업팀(반) 내

102(12.8)

작업팀(반) 간

101(12.6)

과간

51(6.4)

부서 간

338(42.3)

전체

800(100.0)

직무순환의 분포가 노조 유무, 조직규모, 산업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은 순위로짓(ordered logit)모형이다. <표 Ⅳ-11.1a>에
정리되어 있는 분석결과를 보면 제조업과 1000인 이상의 대기업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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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고 있다.
회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빈도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Ⅳ-11.1b>에 정리되어 있다. 그 결과를 보면, 제조업의 경우에는 비제조업에 비해 작
업팀 내 직무순환과 직업팀 간 직무순환의 비율이 높지만 부서간 직무순환의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직무순환이 없는 사업체의 비율이 제조업에서 더 낮게 나타나고 있
다. 직무순환은 통상 생산직보다 사무관리직에서 더 활발한 경향이 있다. 사무관리직의 경
우에는 기술적으로 용이하고 개발 목적으로 직무순환이 활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점
에서 사무직의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는 서비스직에서 직무순환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이
유가 있다.
<표 Ⅳ-11.1a> 직무순환에 관한 로짓분석 결과(N=800)
독립변수

종속변수: 직무분석/직무기술서

상수항1

-0.241 (0.131 )

상수항2

0.028 (0.130 )

상수항3

0.560 (0.132 )

상수항4

1.155 (0.137 )

유노조

-0.012 (0.134 )

규모(300-1000인)

-0.131 (0.146 )

규모(1000인 이상)

0.615***(0.183 )

제조업

-0.376***(0.135 )

-2Log-L

2236.4

주: * p<0.10 ** p<0.05 ***p<0.01
<표 Ⅳ-11.1b> 직무순환의 범위: 산업별, 규모별
(단위: 개소, %)
구분

산업

기업규모

비제조업

제조업

300인 미만

300-1000인

1000인 이상

직무순환 없음

153(30.5 )

55(18.4 )

93(28.2 )

91(30.2 )

24(14.2 )

작업팀(반) 내

27(5.4 )

75(25.1 )

36(10.9 )

42(14.0 )

24(14.2 )

작업팀(반) 간

41(8.2 )

60(20.1 )

46(13.9 )

40(13.3 )

15(8.9 )

과간

31(6.2 )

20(6.7 )

23(7.0 )

12(4.0 )

16(9.5 )

부서 간

249(49.7 )

89(29.8 )

132(40.0 )

116(38.5 )

90(53.3 )

전체

501(100.0 )

299(100.0 )

330(100.0 )

301(100.0 )

169(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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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에서도 대기업의 경우 부서간 직무순환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고 직무순환이
없는 기업의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팀 내에서의 직무순환이나 작업팀 간
직무순환의 경우에는 대기업이 유사하거나 더 낮은 비율을 보이기도 한다.
작업조직의 기능적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다기능화가 필수적으로 요
청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다기능화 추진 정도에 관한 통계를 <표 Ⅳ-12>에 정리하고 있
다. 분석결과를 보면, 약 34.4%의 사업체에서 근로자들의 다기능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기
능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기업의 비율이 앞서 살펴본 직무순환 실시 기업의 비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다기능화의 추진 없이 직무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체도 다수 존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다기능화를 추진하는 주된 방안은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다기능화
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기능화 훈련의 주된 방안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도 <표 Ⅳ-12>에 정리되어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다기능화의 주된 방안으로 직무순
환을 꼽고 있는 기업의 비율이 61.5%를 추진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교육을 통한 다기능
화 추진 기업의 비율이 32.7%로 나타나고 있다. 직무순환을 위해 다기능화가 필요한데 다
기능화의 주된 방안이 직무순환이라는 분석결과는 다소간 순환논법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직무순환이 다소간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나라 기업들의 직무순환이 주로 사무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
이유는 테크니션과 같은 숙련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훈련 없이 직무순환
을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표 Ⅳ-12> 다기능화
(단위: 개소, %)
다기능화 추진 여부

다기능화의 주된 방안

예

275(34.4)

직무순환

169(61.5)

아니오

525(65.6)

다기능화 교육

90(32.7)

전체

800(100.0)

기능맵

6(2.2)

사내외 자격취득 장려

10(3.6)

전체

275(100.0)

<표 Ⅳ-12.1a>에는 다기능화를 추진하는 기업의 분포가 노조 유무, 조직규모, 산업에 따
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가 <표 Ⅳ
-12.1a>에 정리되어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다기능화 추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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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직무순환의 경우에는 사무직과 생산직 사이
또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사이에 차이가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다기능화 추진 기업의 비율
이 제조업과 비제조업 사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점은 이론적
기대와 달리 특이한 결과이다.

<표 Ⅳ-12.1a> 다기능화에 관한 로짓분석 결과(N=800)
독립변수

종속변수: 다기능화

상수항

-0.832 (0.149 )

유노조

0.198 (0.155 )

규모(300-1000인)

-0.148 (0.172 )

규모(1000인 이상)

0.287 (0.200 )

제조업

0.172 (0.154 )

-2Log-L

1020.8

주: * p<0.10 ** p<0.05 ***p<0.01

전환배치는 환경의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위한 인력배치의 변경이기 때문에 그
것은 작업조직의 기능적 유연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본 연구의 사용 자료에
는 배치전환의 정도를 직접적으로 조사한 변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작업량 불균등
으로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배치전환에 관한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 배치전환의 정도
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와 관련된 통계가 <표 Ⅳ-13>에 정리되어 있다.
그 분석결과를 보면, 경영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사업체가 16.4%, 해당근로자와 협의
하는 사업체가 38.9%, 해당근로자와 합의하는 사업체가 10.8%를 차지하고 있다. 개별 근
로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근로자대표조직과의 논의 없이 이루어지는
배치전환은 사실상 경영진의 의사가 관철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의
66.1% 사업체에서는 경영진의 의사에 따라 배치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나머지
사업체들은 근로자대표와 협의(26.9%), 근로자대표와 합의(3.8%), 배치전환이 사실상 불가
능(3.4%) 정도의 분포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속에 배치전환을 실시
하는 경우는 배치전환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배치전환을 위해 근
로자대표와 협의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배치전환이 제한되는 사업체들이 부분적으로 존재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통계 결과들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배치전환이
근로자들에 의해 억제되는 기업들이 일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통계로부터
정확한 수치를 뽑을 수는 없지만 근로자대표와 합의하거나 배치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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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2%의 기업에서는 배치전환이 상당 수준에서 억제되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는 기업 중 일부에서 배치전환이 억제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Ⅳ-13> 배치전환 결정방식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경영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131(16.4)

해당 근로자와 협의한다

311(38.9)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다

86(10.8)

해당 부서의 근로자대표들과 협의한다

215(26.9)

해당 부서의 근로자대표들과 합의한다

30(3.8)

배치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27(3.4)

전체

800(100.0)

<표 Ⅳ-13.1a> 배치전환 결정방식에 관한 로짓분석 결과(N=800)
독립변수

종속변수: 직무분석/직무기술서

상수항1

-3.915 (0.232 )

상수항2

-3.123 (0.184 )

상수항3

-1.153 (0.137 )

상수항4

-0.677 (0.133 )

상수항5

1.215 (0.140 )

유노조

0.743***(0.135 )

규모(300-1000인)

-0.045 (0.146 )

규모(1000인 이상)

0.184 (0.176 )

제조업

0.137 (0.133 )

-2Log-L

2352.6

주: * p<0.10 ** p<0.05 ***p<0.01

그렇다면 배치전환 결정방식은 노조 유무, 기업 규모, 산업 등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일
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표 Ⅳ-13.1a>에 배치전환 결정방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노조
유무, 기업 규모, 산업 등을 독립변수로 하는 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분
석결과를 보면, 노동조합의 존재만이 배치전환 결정방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고 있다.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 근로자측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는 점에서 이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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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것이지만, 근로자대표와 협의하거나 합의하는 경우 배치전환이 더 어려운 것으로
한 측정방식과도 관련이 있다.

<표 Ⅳ-13.1b> 배치전환 결정방식
(단위: 개소, %)
노조 존재 여부

구분

무노조

유노조

68(18.8 )

63(14.4 )

해당 근로자와 협의한다

171(47.2 )

140(32.0 )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다

48(13.3 )

38(8.7 )

해당 부서의 근로자대표들과 협의한다

60(16.6 )

155(35.4 )

해당 부서의 근로자대표들과 합의한다

3(0.8 )

27(6.2 )

12(3.3 )

15(3.4 )

362(100.0 )

438(100.0 )

경영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배치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체

<표 Ⅳ-13.1b>에 정리된 노조유무별 빈도분석 결과를 보면, 유노조 기업의 경우 해당
부서의 근로자대표들과 협의한다(35.4%)와 해당 부서의 근로자대표들과 합의한다(6.2%)
등에서 무노조기업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노동조합의 존립근거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그런데 배치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기업의 비율
은 유노조기업과 무노조기업 사이에 차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놀
라운 결과이다. 본 연구의 사용 자료로는 무노조기업에서 왜 배치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에 관한 분석을 할 수 없지만, 일부 무노조기업에서 노사협의회를 활용한 경영참여 기능
이나 또는 유노조기업의 무노조 사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배치전환은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지만,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식은 배치전환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조직의

유연성 추구 형태 중 배치전환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제품서비스
․
수요의 일시적 증가와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들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우선 그 중 수
요의 일시적 증가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통계가 <표 Ⅳ-14>에 정리되어 있다.
이 설문 문항들은 수요의 일시적 증가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취하는 조치들 모두를 고르
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 분석 결과를 보면, 근로시간 유연성 형태인 잔업 특근을 증가시키는 기업의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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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로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가동률 높이기(42.3%), 작업속도 높이기
(26.4%)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인력재배치도 28.0%로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활용(14.5%), 도급계약 확대(4.9%)
등 수량적 유연성을 추구하는 기업의 비율들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 분석
이 하나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 수요의 증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일시적 수요의 증가 크기와 지속성에 따라 기업의 대응양태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표 Ⅳ-14> 일시적 제품서비스
․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방식
항목

평균(표준편차)

가동률 높임

0.423 (0.494)

작업속도 높임

0.264 (0.441)

잔업 특근 증가

0.598 (0.491)

비정규직 추가 활용

0.145 (0.352)

인력재배치

0.280 (0.449)

도급계약 확대

0.049 (0.215)

<표 Ⅳ-14.1a> 일시적 제품서비스
․
수요 증가의 대응방식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N=800)
요인1

요인2

요인3

가동률 높임

0.794

-0.118

-0.111

작업속도 높임

0.748

-0.038

0.141

잔업 특근 증가

0.114

-0.713

0.295

비정규직 추가 활용

-0.104

-0.153

0.800

인력재배치

-0.085

0.752

0.247

도급계약 확대

0.249

0.338

0.556

Eigen Value

1.43

1.20

1.01

이상에서 살펴본 일시적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방식을 몇 가지 요인으로 압축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얻은 결과가 <표 Ⅳ-14.1a>에 정리되어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가동
률 조정과 작업속도 조정, 잔업특근과 인력재배치, 비정규직 추가 활용과 도급계약 확대
등이 각각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고 있다. 그 중 흥미로운 점은 인력재배치가 잔업특근과
함께 묶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결과는 인력재배치가 비정규직 활용이나 도급계약 등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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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유연성에 대한 대안형태가 아니라 잔업특근의 대안 형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Ⅳ-14.1b> 일시적 제품서비스
․
수요 증가의 대응방식에 관한 로짓분석 결과(N=800)
독립변수

종속변수
가동률

작업속도

잔업특근

비정규직

인력재배치

도급계약

상수항

-0.992 (0.151) -1.186 (0.161) -0.218 (0.150) -1.366 (0.187) -0.507 (0.153) -3.212 (0.353)

유노조

0.184 (0.155 ) -0.268 (0.168) -0.306*(0.160) -0.413*(0.208) -0.161 (0.165) -.954***(0.355)

규모(300-1000인)

0.083 (0.171 )

0.031 (0.187 )

규모(1000인 이상)

0.265 (0.205 )

0.311 (0.218 ) 0.567***(0.218) 0.355 (0.259 )

제조업
-2Log-L

0.289*(0.175 ) -0.338 (0.240) -0.197 (0.183)

0.708*(0.391 )

0.166 (0.216 )

0.688 (0.470 )

1.257***(0.154) 0.549***(0.164) 1.737***(0.179) -0.480*(0.221) -.972***(0.182)

0.529 (0.334 )

1015.2

907.1

954.9

649.0

915.4

299.9

주: * p<0.10 ** p<0.05 ***p<0.01

<표 Ⅳ-14.1b>에는 수요증가의 대응방식들이 노조유무, 조직규모, 산업 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종속변수는 가
동률 높이기, 작업속도 높이기, 잔업특근 증가, 비정규직 활용, 인력재배치, 도급계약 등 6
개 유연성 변수들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잔업특근, 비정규직, 도급계약 등 근로조건과 연관성이 높은 유연성 항
목들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노동조합의 존재는 이들
조직유연성 변수들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력재배치가
이들 변수들보다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노동조합의 존재는
인력재배치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
제조업은 도급계약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연성 변수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고 있다. 그러나 부호는 종속변수에 따라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가동률 조정,
작업조직 조정, 잔업특근 등 상대적으로 온건한 유연성 형태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비정규직 활용, 인력재배치 등 상대적으로 더 강경한 유
연성 형태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규모는 잔업특근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조직규모가 커질수록 잔업특근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밖에 도급계약
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300-1000인 미만의 중규모기업들이 약하게나마 통계적으로 유의
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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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5>에는 제품서비스
․
수요의 일시적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들이 정리되어 있다.
이 설문 문항들도 수요의 일시적 감소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취하는 조치들 모두를 고르
도록 설계되어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잔업 특근의 조정이 54.0%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밖에 가동률 조정(43.9%), 작업속도 조정(22.1%) 등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다수의 기업들에서 온건한 형태의 유연성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어서
비정규직 활용 축소(19.1%), 잉여인력 교육훈련(12.9%), 휴가휴직의
․
사용(12.6%) 등이 높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정규직 고용해지(1.5%), 일시 휴업(2.5%), 도급 용역 외
주계약 해지(5.1%) 등은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Ⅳ-15> 일시적 제품서비스
․
수요 감소에 대한 대응방식
항목

평균(표준편차)

가동률 낮춤

0.439 (0.497)

작업속도 감소

0.221 (0.415)

잔업축소, 주말특근 축소

0.540 (0.499)

비정규직 활용 축소

0.191 (0.394)

도급 용역 외주계약 해지

0.051 (0.221)

휴가 또는 휴직의 사용

0.126 (0.332)

잉여인력 교육훈련

0.129 (0.335)

일시휴업

0.025 (0.156)

정규직 고용해지

0.015 (0.122)

일시적 수요증가의 대응방식들을 유형화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Ⅳ

사용, 잉여인력 교육훈련, 일시
-15.1a>에 정리되어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휴가휴직의
․
휴업 등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고, 가동률 조정과 작업속도 감소, 비정규직 축소와 도

급용역외주계약
․
․
축소, 시간외근무 축소와 정규직 고용해지 등이 각각 하나의 요인들로

묶이고 있다. 이상의 유형구분들은 대체로 일시적 수요의 증가 시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
나고 있어서 상호 대칭성이 확인되고 있다. 다만, 제품수요 감소 시에는 인력재배치 항목
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것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비교할 수 없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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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5.1a> 일시적 제품서비스
․
수요 감소의 대응방식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N=800)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가동률 낮춤

-0.070

0.761

-0.144

-0.046

작업속도 감소

-0.142

0.654

0.168

0.083

잔업축소, 주말특근 축소

-0.078

0.067

0.245

0.733

비정규직 활용 축소

-0.119

-0.427

0.526

0.008

도급 용역 외주계약 해지

0.032

0.075

0.698

-0.019

휴가 또는 휴직의 사용

0.666

-0.105

-0.086

-0.055

잉여인력 교육훈련

0.597

-0.169

-0.100

-0.135

일시휴업

0.655

0.147

0.328

0.162

정규직 고용해지

0.007

0.044

0.338

-0.702

Eigen Value

1.49

1.14

1.09

1.02

<표 Ⅳ-15.1b>에는 수요감소의 대응방식들이 노조유무, 조직규모, 산업 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종속변수는 가
동률 조정, 작업속도 조정, 잔업특근 감소, 비정규직 축소, 외주축소, 휴가 휴직 사용, 잉여
인력 교육훈련, 일시 휴업, 정규직 감축 등 9 개 유연성 변수들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추정치들의 통계적 유의도가 비교적 낮게 나오고 있다. 유노조기업의
경우 가동률 조정과 잔업특근 조정 등 2가지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즉, 노동조합의 존재가 가동률 조정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
을, 잔업특근의 조정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조업 변수는 가동률 조정과 작업속도의 조정, 잔업특근 조정, 비정규직 활용, 일시 휴
업 등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 비정규직 활용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이고 나머지 종속변수들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규모 변수가 이상의 조직 유연성 변수들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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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5.1b> 일시적 제품서비스
․
수요 감소의 대응방식에 관한 로짓분석 결과(N=800)
종속변수
독립변수

상수항
유노조
규모2
규모3
제조업
-2Log-L

가동률

작업속도 잔업특근 비정규직 외주축소 휴가휴직 교육훈련 일시휴업

정규직
감축

-0.838

-1.562

-0.331

-1.119

-3.067

-1.885

-2.040

-5.462

-3.945

(0.147 )

(0.175 )

(0.148 )

(0.172 )

(0.329 )

(0.206 )

(0.214 )

(0.663 )

(0.545 )

**

0.047

***

-0.225

-0.315

-0.291

-0.124

0.148

-0.467

(0.152 )

(0.177 )

(0.158 )

(0.186 )

(0.330 )

(0.221 )

(0.218 )

(0.494 )

(0.599 )

0.015

0.271

0.147

-0.279

0.415

-0.135

0.241

1.121

*

0.331

(0.167 )

(0.196 )

(0.174 )

(0.213 )

(0.370 )

(0.247 )

(0.244 )

(0.560 )

(0.617 )

0.123

0.250

*

0.383

0.371

0.323

0.092

0.351

-0.455

-0.806

(0.201)

(0.234 )

(0.213 )

(0.234 )

(0.451 )

(0.287 )

(0.286 )

(0.874 )

(1.113 )

***

*

***

***

***

-0.133
(0.620 )

0.343

0.966

0.301

-0.416

1.699

-0.566

0.189

0.323

0.062

(0.152)

(0.174 )

(0.168 )

(0.199 )

(0.328 )

(0.216 )

(0.218 )

(0.568 )

2.047

1048.8

840.1

976.8

765.8

321.2

601.8

612.5

163.4

주: * p<0.10 ** p<0.05 ***p<0.01

다. 작업자의 자주적 문제해결

작업자의 자주적 문제해결은 개인이나 소집단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근로자의 지식이
나 노하우의 활용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이 기법은 작업자들 스스로에 의해 그들에게 적합
한 작업방식이나 작업구조 등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
들의 직무태도와 작업공정 변화에 대한 수용성, 작업자간 상호 협력성 등을 높이는 관행으
로 활용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작업자의 자주적 문제해결을 자주적 품질관리와 자주적 공
정개선 활동 등 2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주적 품질관리

본 연구의 사용 자료는 근로자들의 자주적 품질관리제도를 6시그마와 다른 품질관리제
도의 도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6시그마는 기존의 TQM에 비해 근로자들의 참여보다는
통계기법을 많이 활용하는 미국형 품질관리제도로서 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도입되고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6시그마를 도입한 사업체의 비율이 24.5%, 기타 품질관
리제도를 도입한 사업체의 비율이 35.6%로 나타나고 있다. 6시그마와 기타 품질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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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동시에 도입한 사업체의 비율은 16.9%이고 그 중 최소한 하나 이상 도입한 사업체의
비율은 26.4%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품질관리제도를 도입
한 사업체의 비율이 43.3%로 나타나고 있어서 자주적 품질관리제도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서 상당히 많이 도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6> 품질관리제도의 도입 현황
항목

6-시그마

기타 품질관리
제도

구분

빈도(%)

구분

빈도(%)

미도입

604(75.5)

둘 다 미도입

454(56.8)

도입

196(24.5)

하나만 도입

211(26.4)

전체

800(100.0)

둘 다 도입

135(16.9)

미도입

515(64.4)

전체

800(100.0)

도입

285(35.6)

전체

800(100.0)

품질관리제도의 도입이 노조 유무, 조직규모, 산업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품질관리제도 도입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가
<표 Ⅳ-16.1a>에 정리되어 있다. 여기서 품질관리제도의 도입은 6시그마나 기타 품질관리
제도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을 도입하였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처리하였다. 분석결과
를 보면, 조직규모와 제조업이 품질관리제도의 도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Ⅳ-16.1a> 품질관리제도의 도입에 관한 로짓분석 결과(N=800)
독립변수

종속변수: 품질관리제도의 도입

상수항

-1.482 (0.166 )

유노조

0.198 (0.165 )

규모(300-1000인)

0.365**(0.183 )

규모(1000인 이상)

1.131***(0.221 )

제조업

1.861***(0.167 )

-2Log-L

920.9

주: * p<0.10 **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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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로짓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산업 변수와 기업규모 변수를 기준으로 한 빈
도비교 분석이 <표 Ⅳ-16.1b>에 정리되어 있다. 그 결과를 보면, 우선 제조업과 비제조업
사이에 품질관리제도의 도입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제조업의 경우에는
69.9%의 기업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의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비제조업에서는
27.4%만이 도입하고 있다. 한편 기업규모별 분포에서도 차이가 발견되는데, 10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62.1%가 도입되어서 300인 미만(35.2%), 300-1000인(41.5%)보다 현저하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Ⅳ-16.1b> 품질관리제도의 도입
(단위: 개소, %)
산업
구분

비제조업

기업규모
제조업

300인 미만

300-1000인

1000인 이상

미실시

364(72.7 )

90(30.1 )

214(64.9 )

176(58.5 )

64(37.9 )

실시

137(27.4 )

209(69.9 )

116(35.2 )

125(41.5 )

105(62.1 )

전체

501(100.0 )

299(100.0 )

330(100.0 )

301(100.0 )

169(100.0 )

이상은 품질관리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한 통계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자주적 품질관리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한 것은 아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자주적 품질관리
를 직접적으로 측정한 직접생산자의 품질관리 참여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표 Ⅳ-17>에
정리되어 있다. 이 변수는 제조업에 한해서 조사된 문항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표본수가
297 개이다.
분석결과에서 자기가 담당하는 생산품의 품질관리를 자주적 품질관리의 범주로 포함하
여 직접생산자의 품질관리 정도를 측정해보면, 56.6% 정도의 사업체에서 직접생산자가 자
주적으로 품질관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이 담당하는 생산품의 품질까
지를 담당하는 사업체의 비율이 37.4%, 완성품 전체의 품질까지 담당하는 사업체의 비율
이 16.8%, 품질통계 자료도 수집하는 사업체의 비율이 2.4%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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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7> 직접생산자의 품질관리 담당 정도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품질문제는 전담부서에서 담당하고 직접생산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음

59(19.9)

담당공정에 필요한 부품의 품질만 책임

70(23.6)

자신이 담당하는 공정의 재공품에 대한 품질까지 책임짐

111(37.4)

완성품의 품질에 대해서도 책임

50(16.8)

품질관리의 통계자료 수집도 담당

7(2.4)
전체

297(100.0)

자주적 품질관리 정도를 다수 직종의 품질관리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가 <표 Ⅳ-18>
에 정리되어 있다. 이 변수는 제조업뿐 아니라 비제조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다수직종의 근로자들이 대부분의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기업 비율이 47.0%,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이 4.9%로 나타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약 51.9%의
기업에서 다수 직종의 근로자들이 자주적 품질관리에 참여하고 있다. 이 비율은 앞서의 직
접생산자의 품질관리 담당 정도에 비해 상당히 더 높은 비율인데, 그 차이는 표본기업들의
산업구성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근로자들의 품질관리 참여
정도가 제조업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표 Ⅳ-18> 다수직종의 품질관리 담당 정도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전혀 담당하지 않음

86(10.8)

품질관리팀을 보조

299(37.4)

대부분 담당

376(47.0)

전적으로 담당

39(4.9)

전체

800(100.0)

<표 Ⅳ-18.1a>에는 다수직종 근로자들의 자주적 품질관리 정도가 노조 유무, 조직규모,
산업 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그 결과를 보면, 제조업 변수만이 다수직종 근로자들의 자주적 품질관리 정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표 Ⅳ-18.1b>에 정리된 산업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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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분석에서도 발견되는데, 다수직종 근로자들이 품질관리를 대부분 또는 전적으로 담당하
는 기업의 비율이 제조업은 26.8%임에 반해 비제조업은 66.9%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제조업에서 품질관리제도가 더 많이 도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직종
근로자들의 품질관리 참여 정도가 제조업에서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은 산업의 특성과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의 경우 노동의 결과가 물질적인 제품으로 외화되기 힘들
어서 직접 작업자가 아닌 다른 직원이 품질통제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표 Ⅳ-18.1a> 다수직종의 품질관리 담당 정도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N=800)
독립변수

종속변수: 다수직종의 품질관리 담당 정도

상수항

2.613 (0.050 )

유노조

0.047 (0.053 )

규모(300-1000인)

-0.089 (0.058 )

규모(1000인 이상)

0.038 (0.070 )

제조업

-0.410 (0.053 )

R2

0.074

***

주: * p<0.10 ** p<0.05 ***p<0.01

<표 Ⅳ-18.1b> 다수직종의 품질관리 담당 정도: 제조업 vs 비제조업
(단위: 개소, %)
구분

비제조업

제조업

전혀 담당하지 않음

62(12.4)

24(8.0)

품질관리팀을 보조

104(20.8)

195(65.2)

대부분 담당

302(60.3)

74(24.8)

33(6.6)

6(2.0)

501(100.0)

299(100.0)

전적으로 담당
전체

이상의 변수에서 ‘다수직종 근로자’라는 말은 직책이나 직급 구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
래서 품질관리팀, 현장감독자, 기술전문직 등과 구분된 의미에서 현장근로자가 품질관리의
핵심 주체인 기업의 비율을 구해본 결과가 <표 Ⅳ-19>에 정리되어 있다. 분석결과를 보
면, 현장근로자가 품질관리의 주체라고 응답한 사업체의 비율은 41.3%로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비율은 다수직종 근로자들이 대부분 또는 전적으로 품질관리를 담당하
고 있다는 기업의 비율(51.9%)보다는 다소 낮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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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9> 품질관리의 핵심 주체
구분

빈도(%)

현장근로자(생산직, 서비스직)

317(41.3)

품질관리팀

243(31.6)

현장감독자

111(14.5)

기술전문직

97(12.6)
전체

768(100.0)

<표 Ⅳ-19.1a>에는 현장근로자가 품질관리의 핵심 주체인지 여부에 관한 로짓분석을 실
시한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유노조기업과 제조업이 각각 통계적으로 유
의한 양(+)과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에 따라 <표 Ⅳ-19.1b>에 정리된 빈도차이
분석결과를 보면, 유노조기업은 현장근로자가 품질관리의 핵심 주체인 기업의 비율이
45.2%임에 반해 무노조기업은 36.5%이며, 제조업은 27.8%임에 반해 비제조업은 49.9%이
다. 근로자들의 자주적 품질관리제도는 노사관계의 성격에 의존하는 바가 큰데, 이 결과만
을 놓고 보면 품질관리에 대한 노동조합의 우호적 태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제조
업 변수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 것은 앞서 다수직종 근로자
들의 품질관리 참여 정도도 제조업에서 더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점과 일관되고 있다.

<표 Ⅳ-19.1a> 품질관리의 핵심 주체에 관한 로짓분석 결과(N=768)
독립변수

종속변수: 현장근로자가 품질관리의 핵심 주체

상수항

-0.222 (0.149 )

유노조

0.332 (0.156 )

**

규모(300-1000인)

-0.011 (0.172 )

규모(1000인 이상)

0.195 (0.206 )
***

제조업

-0.968 (0.160 )

-2Log-L

996.5

주: * p<0.10 **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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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9.1b> 품질관리의 핵심 주체
(단위: 개소, %)
노조 유무

구분

산업

무노조

유노조

비제조업

제조업

현장근로자 외

221(63.5 )

230(54.8 )

235(50.1 )

216(72.2 )

현장근로자(생산직, 서비스직)

127(36.5 )

190(45.2 )

234(49.9 )

83(27.8 )

전체

348(100.0 )

420(100.0 )

469(100.0 )

299(100.0 )

마지막으로 품질관리의 개선 노력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조사결
과가 <표 Ⅳ-20>에 정리되어 있다. 이들 변수들은 품질관리에 대한 충분한 교육훈련, 품
질관리 DB자료의 체계적 활용, 품질목표 달성에 대한 보상 존재 등 3가지 항목에 대한 5
점 척도의 정성적 지표에 기초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품질관리에 대한 충분한 교육
훈련에 대해서는 65.0%,, 품질관리 DB자료의 체계적 활용에 대해서는 59.1%, 품질목표 달
성에 대한 보상 존재에 대해서는 49.8%의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표 Ⅳ-20> 품질관리의 개선 노력
(단위: 개소, %)
구분

품질관리에 대한 충분한

품질관리 DB자료를

교육훈련

체계적으로 활용

목표달성에 대한 보상 존재

전혀 그렇지 않음

19(2.4)

22(2.8)

32(4.0)

그렇지 않은 편

38(4.8)

40(5.0)

65(8.1)

그저 그러함

223(27.9)

265(33.1)

296(37.0)

그런 편

389(48.6)

364(45.5)

315(39.4)

매우 그러함

131(16.4)

109(13.6)

92(11.5)

전체

800(100.0)

800(100.0)

800(100.0)

<표 Ⅳ-20.1a>에는 품질관리의 개선 노력이 노조 유무, 조직규모, 산업 등에 어떤 차이
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1000인 이상의 대기업과 제조업 변수들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
지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품질관리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한 분석결과와 유사한 패턴을 보
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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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0.1a> 품질관리의 개선 노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N=800)
종속변수
독립변수

품질관리에 대한 충분한

품질관리 DB자료를

목표달성에 대한 보상

교육훈련

체계적으로 활용

존재

상수항

3.517 (0.059 )

3.421 (0.059 )

3.318 (0.064 )

유노조

-0.038 (0.062 )

-0.079 (0.062 )

-0.100 (0.067 )

규모(300-1000인)

0.069 (0.068 )

0.094 (0.068 )

0.046 (0.074 )

규모(1000인 이상)

0.251 (0.083 )

제조업

***

0.289 (0.083 )

0.383 (0.063 )

***

0.059

R2

***

0.332 (0.089 )

***

0.396 (0.063 )

***

0.298 (0.067 )

0.066

0.046

***

주: * p<0.10 ** p<0.05 ***p<0.01

(2) 근로자들의 자주적 공정개선활동

공정개선 소집단활동이 근로자들의 대표적인 공정개선활동 중 하나이다. <표 Ⅳ-21>에
공정개선 소집단활동의 실시 여부에 관한 통계가 정리되어 있다. 그 결과를 보면 공정개선
소집단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이 74.0%로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결과는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공정개선 소집단활동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일반화되어 있
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Ⅳ-21> 소집단활동 현황
구분

빈도(%)

도입

592(74.0)

미도입

208(26.0)

전체

800(100.0)

공정개선 소집단활동이 노조 유무, 조직규모, 산업 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
아보기 위해서 소집단활동 실시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Ⅲ-21.1a>에 정리되어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1000인 이상의 대기업과 제조업 변수들이
공정개선 소집단활동의 실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Ⅲ
-21.1b>에 정리된 빈도차이 분석결과를 보면, 공정개선 소집단활동을 실시하는 기업의 비
율이 제조업에서는 48.5%로 비제조업의 38.5%보다 10.0%p 더 높다. 그 비율이 1000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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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대기업의 경우에도 57.4%로서 300인 미만(35.8%), 300-1000인(40.9%) 규모집단들보다
20%p 전후만큼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Ⅳ-21.1a> 소집단활동 현황에 관한 로짓분석 결과(N=768)
독립변수

종속변수: 소집단활동 현황

상수항

-0.794 (0.146 )

유노조

0.146 (0.150 )

규모(300-1000인)

0.210 (0.166 )

규모(1000인 이상)

0.821 (0.199 )

제조업

0.380 (0.150 )

-2Log-L

1060.9

***
**

주: * p<0.10 ** p<0.05 ***p<0.01

<표 Ⅳ-21.1b> 소집단활동 현황
(단위: 개소, %)
산업

기업규모

구분

비제조업

제조업

300인 미만

300-1000인

1000인 이상

미실시

308(61.5 )

154(51.5 )

212(64.2 )

178(59.1 )

72(42.6 )

실시

193(38.5 )

145(48.5 )

118(35.8 )

123(40.9 )

97(57.4 )

전체

501(100.0 )

299(100.0 )

330(100.0 )

301(100.0 )

169(100.0 )

공정개선 소집단활동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소집단활
동에 대한 근로자 참여 정도와 기여도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표 Ⅳ-22>에 정리하였다.
해당 변수들은 소집단활동에 대한 근로자들의 참여 범위, 소집단활동 참가 근로자의 비율,
소집단활동의 문제해결 및 개선에 대한 기여도 등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공정개선 소집단활동이 주로 일반 사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이
21.3%, 일반 사원이 고참근로자나 감독자급과 동일한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이 69.1%를 차
지하고 있어서 일반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기업이 90.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개선
소집단활동은 여러 기능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인 다기능팀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공정개선팀도 그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참가 근로자의 비율 측
면에서는 20% 미만의 근로자만이 참여하는 기업의 비율이 47.0%로서 가장 높고, 20-40%
미만의 근로자가 참여하는 기업의 비율이 20.8%로 나타나고 있어서 참여 근로자의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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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집단활동의 성과 측면에서 그것이 문제
해결이나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면, 약 61.5% 정도의
기업이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표 Ⅳ-22> 소집단활동의 내역과 성과
(단위: 개소, %)
참여 범위
구분
주로 고참근로자/
감독자급으로
일반 사원도 비슷한
비중으로
주로 일반사원으로
전체

참가 근로자 비중
빈도(%)
42(9.7)

299(69.1)

92(21.3)
433(100.0)

소집단활동의 기여도

구분

빈도(%)

구분

빈도(%)

20% 미만

278(47.0)

전혀 도움 안됨

13(2.2)

20-40%미만

123(20.8)

도움이 안되는 편

23(3.9)

40-60% 미만

69(11.7)

보통

192(32.4)

60-80%미만

43(7.3)

도움이 되는 편

336(56.8)

80-100%미만

40(6.8)

매우 도움이 됨

28(4.7)

100%

39(6.6)

전체

전체

592(100.0)

592(100.0)

<표 Ⅳ-22.1a>에는 소집단활동의 참여 비율과 기여도가 노조 유무, 조직규모, 산업 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변수들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는데, 그 결과가 <표 Ⅳ-22.1a>에 정리되어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참가 근로자 비
중의 경우에는 유노조기업과 제조업의 추정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
고 있다. 반면에 소집단활동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1000인 이상의 대기업과 제조업에 대한
추정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회귀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빈도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Ⅳ-22.1b>와
<표 Ⅳ-22.1c>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표 Ⅳ-22.1b>에 정리된 참가근로자 비중에 관한
빈도차이를 보면, 60% 이상의 근로자들이 소집단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의 비율이 유노조기
업과 제조업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그 비율이 유노조 기업은 24.0%로서 무노조 기
업(16.3%)보다 7.7%p 더 높으며, 제조업은 34.5%로서 비제조업(12.6%)보다 21.9%p 도 높
다. <표 Ⅳ-22.1c>에 정리된 소집단활동의 기여도에 관한 빈도차이를 보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제조업은 71.0%로서 비제조업(56.0%)보다 15.0%p 더 높고, 1000인
이상 대기업은 73.7%로서 300인 미만(51.0%), 300～1000인(63.3%) 규모집단들보다 10～
20%p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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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2.1a> 소집단활동의 참여 비율과 기여도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N=592)
종속변수

독립변수

참가 근로자 비중

소집단활동의 기여도

상수항

1.765 (0.125 )

유노조

0.345 (0.129 )

0.020 (0.062 )

규모(300-1000인)

0.010 (0.143 )

0.096 (0.068 )

규모(1000인 이상)

-0.065 (0.167 )

0.216 (0.080 )

제조업

0.845 (0.130 )

3.391 (0.060 )

***

***

***

R2

***

0.250 (0.062 )

0.076

0.043

주: * p<0.10 ** p<0.05 ***p<0.01

<표 Ⅳ-22.1b> 참가 근로자 비중
(단위: 개소, %)
노조 유무
구분

산업

무노조

유노조

비제조업

제조업

20% 미만

127(49.4 )

151(45.1 )

204(54.4 )

74(34.1 )

20-40%미만

59(23.0 )

64(19.1 )

78(20.8 )

45(20.7 )

40-60% 미만

29(11.3 )

40(11.9 )

46(12.3 )

23(10.6 )

60-80%미만

17(6.6 )

26(7.8 )

16(4.3 )

27(12.4 )

80-100%미만

15(5.8 )

25(7.5 )

15(4.0 )

25(11.5 )

100%

10(3.9 )

29(8.7 )

16(4.3 )

23(10.6 )

전체

257(100.0 )

335(100.0 )

375(100.0 )

217(100.0 )

<표 Ⅳ-22.1c> 소집단활동의 기여도
(단위: 개소, %)
산업
구분

비제조업

기업규모
제조업

300인 미만

300-1000인

1000인 이상

전혀 도움 안됨

12(3.2 )

1(0.5 )

6(2.5 )

6(2.8 )

1(0.7 )

도움이 안되는 편

19(5.1 )

4(1.8 )

7(2.9 )

12(5.6 )

4(2.9 )

보통

134(35.7 )

58(26.7 )

100(41.7 )

61(28.4 )

31(22.6 )

도움이 되는 편

196(52.3 )

140(64.5 )

118(49.2 )

123(57.2 )

95(69.3 )

매우 도움이 됨

14(3.7 )

14(6.5 )

9(3.8 )

13(6.1 )

6(4.4 )

375(100.0 )

217(100.0 )

240(100.0 )

215(100.0 )

137(100.0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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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주요한 공정개선 활동인 제안제도의 도입 현황에 대한 통계가 <표 Ⅳ-23>에
정리되어 있다. 제안제도는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소집단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약 72.5%의 사업체에서 제안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1인당
제안건수는 10.1 건, 그 중 채택건수는 약 4.5건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제안제도가 전체적으
로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23> 제안제도 도입 여부 및 제안채택건수
․
구분

빈도(%)

항목

평균(표준편차)

도입

580(72.5)

1인당 제안건수

10.10 (39.83)

미도입

220(27.5)

1인당 채택건수

4.45 (19.85)

전체

800(100.0)

제안제도의 도입 분포가 노조유무, 조직규모, 산업 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
아보기 위해 제안제도 도입을 종속변수로 하는 로짓모형을 추정하여 보았는데, 그 결과가
<표 Ⅳ-23.1a>에 정리되어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제조업만이 제안제도의 도입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Ⅳ-23.1b>에 정리된 제안제도 도입의 산업
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에서 제안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비율이 62.2%로서 비제조업
(27.4%)보다 현저하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Ⅳ-23.1a> 제안제도 도입에 관한 로짓분석 결과(N=800)
독립변수

종속변수: 제안제도 도입

상수항

-1.169 (0.156 )

유노조

0.216 (0.160 )

규모(300-1000인)

0.083 (0.176 )

규모(1000인 이상)

0.186 (0.210 )

제조업

1.480 (0.157 )

-2Log-L

980.9

***

주: * p<0.10 **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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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3.1b> 제안제도 도입
(단위: 개소, %)
산업

구분

비제조업

제조업

미도입

364(72.7 )

113(37.8 )

도입

137(27.4 )

186(62.2 )

전체

501(100.0 )

299(100.0 )

제안제도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채택건수가 근로자 1
인당 1 개 이상인 기업의 비율을 구하여 보았다. 그 결과가 <표 Ⅳ-24>에 정리되어 있는
데, 그 결과를 보면 채택건수가 근로자 1인당 1 개 이상인 기업의 비율이 40.4%로 나타나
고 있다. 이 측면에서도 제안제도가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
다.

<표 Ⅳ-24> 실질적 제안제도: 근로자 1인당 1 개 이상의 채택건수
구분

빈도(%)

없음

477(59.6)

있음

323(40.4)

전체

800(100.0)

라. 작업조직의 자율성

작업조직의 자율성은 근로자들의 실질적 참여 기회 제공의 중요한 토대이고, 동시에 그것
은 기업과 근로자간 신뢰관계가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가를 가리키는 지표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작업집단의 자율성을 작업방식, 작업속도, 신입사원 채용, 구성원의 훈련 결정
등에 대한 자율성 정도로 측정하고 있는데, <표 Ⅳ-25>에 분석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작업방식의 자율성이 있는 기업은 71.1%, 작업속도의 자율성이 있는
기업은 69.7%, 신입사원의 채용에 대한 자율성이 있는 기업은 45.4%, 구성원의 훈련결정
에 대한 자율성이 있는 기업은 63.4%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들은 자율성이 있는 편
이거나 많은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처리할 때의 비율들이다. 그러나 통상
작업장혁신에서 자율 작업집단을 구성할 때에는 자율성이 매우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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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이 많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하면 작업방식의 자율성이 있는 기업은 6.0%, 작업속도
의 자율성이 있는 기업은 5.4%, 신입사원의 채용에 대한 자율성이 있는 기업은 3.0%, 구
성원의 훈련결정에 대한 자율성이 있는 기업은 4.1% 등으로 그 비율이 뚝 떨어지고 있다.
이처럼 높은 자율성을 기준으로 자율성 존재 여부를 판단해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작업
집단 중 자율적 작업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 사업체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된
다.

<표 Ⅳ-25> 작업집단의 자율성
구분
전혀 없음

작업방식

작업속도

신입사원 채용

구성원의 훈련 결정

20(2.5)

21(2.6)

79(9.9)

34(4.3)

없는 편

211(26.4)

222(27.8)

358(44.8)

259(32.4)

있는 편

521(65.1)

514(64.3)

339(42.4)

474(59.3)

많음

48(6.0)

43(5.4)

24(3.0)

33(4.1)

전체

800(100.0)

800(100.0)

800(100.0)

800(100.0)

<표 Ⅳ-25.1a>에는 작업집단의 자율성이 노조 유무, 조직규모, 산업별로 어떤 차이가 있
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작업집단의 자율성 변수들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를 정
리하고 있다. 종속변수들은 작업방식의 자율성, 작업속도의 자율성, 신입사원 채용의 자율
성, 구성원의 훈련결정에 대한 자율성 등 4 가지이다. 그 결과를 보면, 제조업이 4 가지 자
율성 변수들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노동조합의 존재가 신입사
원의 채용에 대한 자율성과 구성원의 훈련결정에 대한 자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
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Ⅳ-25.1b>와 <표 Ⅳ-25.1c>에 작업집단의 자율성 변수들을 산업별, 노조 유무별로
정리하고 있다. 그 중 노조 유무별 빈도차이 분석은 신입사원의 채용이나 구성원의 훈련결
정 등 2 가지 변수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비제조업의 경우 작업집단의 자율성이 많
은 기업의 비율은 작업방식의 경우 7.2%, 작업속도의 경우 6.4%, 신입사원 채용의 경우
3.8%, 구성원의 훈련결정의 경우 4.6% 등으로서 제조업의 그것보다 1-3%p 더 높게 나타
나고 있다. 한편 유노조기업과 무노조기업의 경우 신입사원 채용과 구성원의 훈련결정 등
에 대한 자율성이 높은 기업의 비율은 서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항목들
에 대한 자율성이 있는 편이라는 응답에서 무노조기업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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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25.1a> 작업집단의 자율성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N=800)
종속변수

독립변수

작업방식

작업속도

신입사원 채용

구성원의 훈련 결정

상수항

2.816 (0.041 )

2.842 (0.041 )

2.521 (0.048 )

유노조

-0.023 (0.043 )

-0.061 (0.043 )

-0.243 (0.051 )

-0.108 (0.046 )

규모(300-1000인)

-0.003 (0.048 )

-0.042 (0.047 )

0.054 (0.056 )

0.026 (0.051 )

규모(1000인 이상)

0.096*(0.058 )

0.080 (0.057 )

0.091 (0.067 )

0.124 (0.061 )

***

제조업

***

-0.205 (0.043 )

R2

-0.230 (0.043 )

0.030

***

**

-0.115 (0.051 )

0.039

0.034

2.701 (0.044 )
**

**

***

-0.121 (0.046 )
0.018

주: * p<0.10 ** p<0.05 ***p<0.01

<표 Ⅳ-25.1b> 작업집단의 자율성: 산업별
작업방식

구분

비제조업

전혀 없음
없는 편
있는 편

15(3.0 )

작업속도

제조업

비제조업

5(1.7 )

제조업

16(3.2 )

96(19.2 ) 115(38.5 )

신입사원 채용

5(1.7 )

비제조업

제조업

53(10.6 )

26(8.7 )

구성원의 훈련 결정
비제조업

제조업

27(5.4 )

7(2.3 )

97(19.4 ) 125(41.8 ) 201(40.1 ) 157(52.5 ) 132(26.4 ) 127(42.5 )

354(70.7 ) 167(55.9 ) 356(71.1 ) 158(52.8 ) 228(45.5 ) 111(37.1 ) 319(63.7 ) 155(51.8 )

많음

36(7.2 )

12(4.0 )

32(6.4 )

11(3.7 )

19(3.8 )

5(1.7 )

23(4.6 )

10(3.3 )

전체

501(100)

299(100)

501(100)

299(100)

501(100)

299(100)

501(100)

299(100)

<표 Ⅳ-25.1c> 작업집단의 자율성: 노조 유무별
구분

신입사원 채용

구성원의 훈련 결정

무노조

유노조

무노조

유노조

전혀 없음

5(1.4 )

16(3.7 )

22(6.1 )

57(13.0 )

없는 편

101(27.9 )

121(27.6 )

146(40.3 )

212(48.4 )

있는 편

236(65.2 )

278(63.5 )

182(50.3 )

157(35.8 )

많음

20(5.5 )

23(5.3 )

12(3.3 )

12(2.7 )

전체

362(100.0 )

438(100.0 )

362(100.0 )

438(100.0 )

이상의 결과에서 제조업의 경우 기계적 조직구조의 특성을 더 많이 가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작업집단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유노조기업에서 신입사원의 채
용이나 구성원의 훈련결정 등 인사결정에 대한 자율성이 낮게 나온 점은 흥미로운 결과이
다. 이것은 사용자측의 입장에서 노동조합의 존재가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기 때문
에 작업집단의 인사결정에 대한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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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작업집단의 자율성 현황에 기초하여 자율성이 높은 항목의 수를 정리한 결과가
<표 Ⅳ-26>에 정리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자율성이 높은 항목이 하나도 없는 기업의 비
율은 89.6%, 자율성이 높은 항목이 하나인 기업의 비율은 5.3%, 자율성이 높은 항목이 둘
인 기업의 비율은 3.0%, 자율성이 높은 항목이 셋인 기업의 비율은 1.3%, 자율성이 높은
항목이 넷인 기업의 비율은 0.9%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자율성 높은 항목이 2 개
이상인 경우를 실질적인 자율작업집단으로 규정한다고 가정하면, 약 5.2%의 기업만이 자
율 작업집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Ⅳ-26> 자율성이 높은 항목의 개수
구분

빈도(%)

0개

717(89.6)

1개

42(5.3)

2개

24(3.0)

3개

10(1.3)

4개

7(0.9)

전체

800(100.0)

5. 작업장혁신의 실질적 운영과 성과, 그리고 성공장애요인
․
본 절은 실질적인 작업장혁신의 도입에 긍정적부정적
․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작업장혁신의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작업조직은 기술적
체계와 사회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장혁신은 기술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중 기술적 요인은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만 변화를
겪게 되는 것으로 작업조직이 그에 적응해야할 객관적 조건이지만, 사회적 요인은 경영자
와 근로자들이 주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내생변수들이다. 이 점에서 실질적인 작업장혁
신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경영자-근로자 관계의 질적 제고 과정이 필요하게 될 것으
로 기대된다. 이 점에서 본 절에서는 경영진의 인사전략과 근로자들의 작업장혁신에 대한
태도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 작업장혁신의 도입에 대한 성공장애요인들을
․
살펴보고자 한
다. 그 분석을 하기 전에 작업장혁신 관행들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
고 작업장혁신의 성과들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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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업장혁신의 실질적 운영과 성과
먼저 작업장혁신과 관련된 경영혁신들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운영되는가에 관한 통계가
<표 Ⅳ-27>에 정리되어 있다. 변수들은 BPR, JIT, TQM, SPC, 6시그마, QC 등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운영되는가에 관한 5 점 척도의 정성적 설문에 기초하고 있다. 이들 항목들은
근로자들의 자주적 품질관리와 공정개선활동 등과 관련된 항목이지만, BPR은 과학적 관리
의 원칙에 연결되는 경영혁신 프로그램이어서 다소간 이질적인 요소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위 프로그램들이 매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기업의 비율은 대
부분의 항목에서 10%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BPR의 경우에는 12.1%, JIT의 경우에는
11.3%, TQM의 경우에는 14.0%, SPC의 경우에는 9.8%, 6시그마의 경우에는 11.8%, QC의
경우에는 14.0% 등이다. 이 프로그램들이 약간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까지를
합하면, 대부분의 항목들에 대해 약 20% 전후의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BPR의 경우에는 25.5%, JIT의 경우에는 22.3%, TQM의 경우에는 25.0%, SPC의 경우에는
19.8%, 6시그마의 경우에는 20.3%, QC의 경우에는 24.8% 등이다. 이상의 비율들은 앞서
개별 항목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통계결과와 상당히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Ⅳ-27> 경영혁신 프로그램 실질성 정도
6시그마

BPR

JIT

TQM

SPC

357(44.6)

406(50.8)

381(47.6)

434(54.3)

451(56.4)

385(48.1)

매우 명목적

8(1.0)

7(0.9)

9(1.1)

4(0.5)

12(1.5)

12(1.5)

다소 명목적

27(3.4)

16(2.0)

17(2.1)

16(2.0)

17(2.1)

17(2.1)

보통

204(25.5)

193(24.1)

193(24.1)

188(23.5)

158(19.8)

188(23.5)

약간 실질적

107(13.4)

88(11.0)

88(11.0)

80(10.0)

68(8.5)

86(10.8)

매우 실질적

97(12.1)

90(11.3)

112(14.0)

78(9.8)

94(11.8)

112(14.0)

800(100.0)

800(100.0)

800(100.0)

800(100.0)

800(100.0)

800(100.0)

미실시/미해당

전체

QC

이들 경영혁신 프로그램들의 실질적 운영 정도가 노조 유무, 조직규모, 산업 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위해 이들 프로그램들의 실질적 운영 정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가 <표 Ⅳ-27.1>에 정리되어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1000인 이상의 대기업과 제조업 변수들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
고 있다. 이 결과는 앞서 개별 관행들의 도입에 관한 회귀분석결과와 상당히 일관된 모습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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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7.1> 경영혁신 프로그램의 실질성 정도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N=800)
독립변수
상수항
유노조
규모2

종속변수
BPR

JIT

TQM

SPC

1.461 (0.129 )

1.135 (0.124 )

1.110 (0.125 )

0.977 (0.121 )

-0.004 (0.135 ) -0.098 (0.130 ) -0.073 (0.131 )
0.141 (0.149 )

0.610 (0.173 )

***

0.281 (0.144 )

***

0.897 (0.174 )

***

QC

0.891 (0.125 ) 0.925 (0.116 )

0.020 (0.127 ) -0.049 (0.131 ) 0.054 (0.121 )

*

0.096 (0.143 )

***

6시그마

0.015 (0.140 )

***

0.586 (0.169 )

***

0.235 (0.145 ) 0.127 (0.134 )

***

0.782 (0.175 ) 0.501 (0.162 )

***

1.230 (0.132 ) 2.097 (0.122 )

규모3

0.821 (0.180 )

제조업

0.799 (0.136 )

1.414 (0.130 )

1.478 (0.132 )

1.392 (0.128 )

R2

0.072

0.148

0.169

0.150

***

***

***

***

0.125

0.283

주: * p<0.10 ** p<0.05 ***p<0.01

이들 경영혁신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서로 연관되어 실시되고 있는가를 확인해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구해 보았는데, 그 결과가 <표 Ⅳ-28>에 정리되어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이
들 변수들이 모두 서로 0.5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JIT와 TQM은
0.835, JIT와 SPC는 0.774, TQM과 SPC는 0.764, BPR과 JIT는 0.758, QC와 SPC는 0.754,
BPR과 TQM은 0.723 등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들 경영혁신 프로그램들의 실질적 운영 정도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활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들은 거의 단일 프로그램처럼 함께 도입되는 경우들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흥미로운 점은 BPR의 경우 다른 프로그램들과 성격이 판이하게 다름에
도 불구하고 함께 도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작업장혁신은 다소간 기술적 측면에서 도입되고 있으며, 그것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필
요한 사회적 관계의 개선에 대한 고려가 약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표 Ⅳ-28> 경영혁신 프로그램들 사이의 상관관계
BPR

JIT

TQM

SPC

6-시그마

JIT

0.758

-

-

-

-

TQM

0.723

0.835

-

-

-

SPC

0.655

0.774

0.764

-

-

6시그마

0.512

0.602

0.575

0.654

-

QC

0.530

0.649

0.682

0.754

0.624

주: 모든 상관관계 계수가 p<0.01 수준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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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경영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 활용했던 보완적 개선작업들이 무엇이지에 관한
통계가 <표 Ⅳ-29>에 정리되어 있다. 항목들은 인력절감, 비정규직 고용 확대, 개인도급
활용 확대, 비핵심 공정·서비스 사업 부문의 사내하청 및 외주업체로의 이양확대 등 인건
비 절약형 개선작업과, 생산 및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 현장 생산·서비스 인력의 기능 향
상, 엔지니어/상품개발 인력의 역량 향상 등 품질제고형 개선작업들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현장 생산·서비스 인력의 기능 향상(3.4), 생산 및 서비스의 고부가가
치화(3.1), 엔지니어/상품개발 인력의 역량 향상(3.1) 등 품질제고형 개선작업들을 활용한
기업의 비율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인력절감(2.6), 비핵심 공정·서비스 사업 부문의 사
내하청 및 외주업체로의 이양확대(2.2), 공정, 서비스 일부의 개인도급(프리랜서 등) 활용
확대(1.9), 비정규직 고용 확대(2.1) 등 인력 절감형 개선작업을 활용한 기업의 비율은 낮
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보완적 개선작업들이 위에서 살펴본 경영혁신의 실질적 운영과 얼마나 연관성이
높은가를 알아보기 위해 위의 경영혁신 프로그램의 실질적 운영 지수와 상관관계를 구하
여 보았다. <표 Ⅳ-29>의 2열에 정리된 결과를 보면, 경영혁신 프로그램의 실질적 운영
지수가 현장 생산·서비스 인력의 기능 향상(0.352), 생산 및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0.367),
엔지니어/상품개발 인력의 역량 향상(0.399) 등 품질제고형 개선작업들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들은 품질제고형 개선작업들이 실질적 경영혁신의 도입에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Ⅳ-29> 경영혁신 프로그램을 위한 동반 개선작업 (N=800)
a

평균(표준편차)

경영혁신 프로그램과의 상관관계

인력절감

2.593 (1.143)

0.169

비정규직 고용 확대

2.109 (1.048)

0.027

공정, 서비스 일부의 개인도급 활용 확대

1.856 (1.024)

0.126

비핵심 부문의 사내하청 및 외주업체로의 이양

2.234 (1.158)

0.159

생산 및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

3.144 (1.175)

0.367

현장 생산·서비스 인력의 기능 향상

3.360 (1.093)

0.352

엔지니어/상품개발 인력의 역량 향상

3.131 (1.195)

0.399

구분

주: 5점척도. a) BPR, JIT, TQM, SQC, 6시그마, QC 등 경영혁신 프로그램 토착화 정도의 평균값과 상관관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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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0>에는 경영혁신의 조직성과에 대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항목들은 노

동생산성 제고, 납품기한 단축, 생산서비스
품질 제고 등이고 5점 척도이다. 분석결과를
․
보면, 경영혁신의 조직성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오고 있다. 노동생

산성에 대해서는 3.6 점, 납품기한 단축에 대해서는 3.5 점, 생산서비스
․
품질 제고에 대
해서는 3.6 점 등으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들을 내려주고 있다. 이들 변수들이 경영혁
신 프로그램의 실질적 운영과 얼마나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변수들과 경영혁신 프로그램의 실질적 운영 지수의 상관관계를 구해 보았다. 그 결과가
<표 Ⅳ-30>의 2열에 정리되어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상관관계 계수가 0.34～0.37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서 실질적 운영과 조직성과 사이에 적당하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Ⅳ-30> 경영혁신 프로그램의 조직 성과
항목

N

평균(표준편차)

경영혁신 프로그램과의 상관관계a

노동생산성 제고

798

3.576 (0.686)

0.339

납품기한 단축

792

3.460 (0.697)

0.369

생산/서비스 품질 제고

791

3.604 (0.735)

0.342

주: a) BPR, JIT, TQM, SQC, 6시그마, QC 등 경영혁신 프로그램 토착화 정도의 평균값과 상관관계계수

<표 Ⅳ-31>에는 경영혁신 프로그램들이 근로자들의 고용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
는지에 관한 조사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그 결과를 보면, 경영혁신 프로그램들이 근로자들
의 고용조건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이 나오고 있다. 경영혁신이 숙
련 등 능력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3.8점, 고용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3.6점, 노사간 성과공유
에 미치는 영향은 3.6 점 등 높은 점수로 나타나고 있다. 경영혁신이 노동강도의 강화에
미치는 영향과 근로자 내 소득격차에 대한 영향은 각각 3.2점과 3.1점으로서 대체로 중립
적인 답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Ⅳ-31> 경영혁신 프로그램의 근로자 성과(N=800)
항목

평균(표준편차)

고용안정

3.646 (0.665 )

숙련 등 능력향상

3.760 (0.602 )

노사간 성과공유

3.620 (0.649 )

노동강도

3.161 (0.635 )

근로자 내 소득격차

3.113 (0.466 )

주: 5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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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업장혁신의 성공장애요인
․
먼저 경영혁신의 성공요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성적 평가를 <표 Ⅳ-32>에 정리하고
있다.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최고 경영진의 의지 및 전략적 사고가 3.9 점으로 가장 높고,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구성원 개개인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3.7 점, 현장 생산, 서비스
근로자들의 숙련도가 3.6 점, 노조 등 근로자 대표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3.6 점, 고용
안정이 3.6점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반면에 성과 분배의 형평성 제고와 특정그룹
에 대한 차별 방지는 3.3 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에서도 결
국 최고 경영진과 근로자 개개인의 태도와 숙련도 그리고 노동조합의 정책 등이 높은 점
수를 받고 있고, 고용 안정이나 성과공유체계 등은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우리는 응답자들이 작업장혁신에 직접적 영향요인들을 더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태도 등 직접적 요인들은 결국 고용안정이나 성과공
유체계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 고용관계 항목들의 중요성을 결코 낮게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요인들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것은 경영
혁신 프로그램들을 지나치게 기술적 체계로 보는 관점에서도 부분적으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Ⅳ-32> 경영혁신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N=800)
항목

평균(표준편차)

최고 경영진의 의지 및 전략적 사고

3.866 (0.829)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구성원 개개인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

3.683 (0.806)

노조 등 근로자 대표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

3.589 (0.852)

성과 분배의 형평성 제고/특정그룹에 대한 차별 방지

3.335 (0.848)

고용 안정

3.585 (0.818)

현장 생산, 서비스 근로자들의 숙련도

3.641 (0.801)

(1) 경영진의 인사전략

작업장혁신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그에 대한 경영자들의 의지와 함께 안정적 고용
관계를 통한 기업-근로자 관계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최고 경영진의 인
사전략이 얼마나 장기적 시야 속에 있는가가 중요하게 된다. 이런 시각에서 경영진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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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 얼마나 장기성장주의적 경향이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가 <표 Ⅳ-33>에 정리되어
있다.

<표 Ⅳ-33> 경영진의 인사전략(N= 800)
항목

평균(표준편차)

인사관리의 목적(인건비 절감-조직 충성심 및 애착 제고)

3.521 (0.936)

숙련확보(외부에서 충원-장기고용을 통해 내부에서 육성)

3.861 (0.799)

고용형태(가능한 한 비정규직 많이 활용 - 정규직 중심)

4.070 (0.921)

인사관리 기준(성과 중심- 팀워크 중심)

3.048 (1.025)

인사관리 방향(단기적 성과 중심- 장기적 육성과 개발 중심)

3.606 (0.883)

전체 평균

3.621 (0.566)

주: 5점 척도

분석결과를 보면, 먼저 인사관리의 목적이 조직에 대한 충성심 및 애착 제고에 있다는
문항에 대해 3.5점, 숙련확보 방식으로 장기고용을 통해 내부에서 육성한다는 문항에 대해
3.9점, 주된 고용형태가 정규직이라는 문항에 대해 4.1점, 인사관리의 기본 운영 방향이 장
기적 육성과 개발 중심이라는 문항에 대해 3.6점 등에서 장기성장주의가 우세하게 나타나
고 있다. 지난 경제위기 이후 성과주의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전히 성
장주의와 장기적 관점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인사관리의 기준에서 팀
워크 중심이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3.0점으로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작업장혁신이 생산과정에서 인적요소의 기여도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최
고경영자의 숙련개발에 대한 관심도 작업장혁신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에 따라 최고경영자의 숙련개발에 대한 관심을 조사한 결과가 <표 Ⅳ-34>에 정리되어
있는데, 그 결과는 최고경영자의 숙련개발에 대한 관심이 4.0 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표 Ⅳ-34> 최고경영자의 숙련개발에 대한 관심(N= 800)
항목

평균(표준편차)

근로자 숙련개발에 대한 관심

4.011 (0.694)

주: 5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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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조의 태도와 전략

작업장혁신의 성공적 도입과 관련해서 중요한 노동조합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가 <표 Ⅳ
-35>에 정리되어 있다. 응답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측 응답과 사측 응답으로 동시에
정리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작업장혁신에 대한 노조의 태도가 대체로 긍정적인 편임
을 알 수 있다. 즉, 노조가 작업장혁신에 찬성하는 사업체의 비율이 사측 응답으로 91.2%,
노측 응답으로 88.6%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노조가 작업장혁신에 반대하는 사업체의 비
율은 사측 응답으로 5.0%, 노측 응답으로 8.9%로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상
의 결과는 작업장혁신에 대해 노조의 반대가 크다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회적 통념과 다
른 결과로서 주목할만한 점이다.

<표 Ⅳ-35> 노조의 작업장혁신에 대한 대응전략
구분

사측 응답

노측 응답

취지에 대해 의심하며 적극적 반대

4(0.9)

10(2.3)

취지에 대해 의심하며 소극적 반대

18(4.1)

29(6.6)

무관심

17(3.8)

11(2.5)

취지를 대략 이해했으나 소극적 찬성

131(29.5)

138(31.5)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 찬성

274(61.7)

250(57.1)

444(100.0)

438(100.0)

전체

한편 작업장혁신에 대한 노조의 정책적 대응능력을 조사한 결과가 <표 Ⅳ-36>에 정리
되어 있는데, 작업장혁신에 대한 노조의 정책적 대응능력도 충분하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
타나고 있다. 즉, 사측 응답으로 76.1%, 노측 응답으로 65.3%의 사업체에서 노동조합의 정
책대응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반면에 작업장혁신에 대한 노조의 정책적
대응능력이 아주 부족하다는 응답이 사측응답으로 3.4%, 노측 응답으로 3.0%로 아주 낮으
며, 다소간 부족하다는 응답이 사측 응답으로 20.5%, 노측 응답으로 31.7%로 나타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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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6> 노조의 작업장혁신에 대한 정책적 대응능력
구분

사측 응답

노측 응답

아주 부족

15(3.4)

13(3.0)

다소 부족

91(20.5)

139(31.7)

다소 충분

263(59.2)

226(51.6)

아주 충분

75(16.9)

60(13.7)

444(100.0)

438(100.0)

전체

<표 Ⅳ-37>에 정리된 개별 작업장혁신 관행들에 대한 노조의 태도를 보더라도 대부분

․
의 항목에서 노조의 반대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품질개선, 공정업무합리화
및 개선, 신기술 도입, 작업속도 및 작업효율의 개선, 직업훈련 및 교육, 납기개선 노력 등

에 대한 노조의 반대는 적극적 반대와 소극적 반대를 합해서 대부분 10% 미만이며, 찬성
은 대부분 80%를 넘어서고 있다. 그 중 노조의 반대가 높은 항목들은 근로자들의 근로조
건과 연관성이 높은 항목들이다. 노조가 반대하는 대표적인 항목들은 배치전환(사측 응답
-17.8%; 노측 응답-16.2%), 새 인사제도 도입(사측 응답-23.7%; 노측 응답-26.5%), 성과급
제 도입(사측 응답-22.7%; 노측 응답-26.5%), 노동시간 유연성(사측 응답-21.6%; 노측 응
답-23.8%) 등이다. 그 중 신인사제도와 성과급제 등은 인사제도 항목들이기 때문에 작업
장혁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항목은 배치전환과 근로시간 유연성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표 Ⅳ-38>에는 노동조합이 작업장혁신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
과가 정리되어 있다. 그 결과를 보면, 노조와 사전 협의 부족(28.8%), 노동강도 강화
(33.8%), 인력감축고용불안
․
야기(30.8%) 등이 작업장혁신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대

이유들로 들어지고 있다. 그 중 절차적 측면인 ‘노조와 사전 협의 부족’을 제외하면 고용불
안과 노동강도 강화가 주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근로자 내부 격차 초래, 공정한
성과배분제도 결여 등을 꼽은 기업의 비율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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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7> 개별 작업장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노조의 태도
A. 사측 응답
구분

1

2

3

적극적 반대

2(0.5)

3(0.7)

소극적 반대

18(4.1)

16(3.6)

4

5

8(1.8)

3(0.7)

23(5.2) 63(14.2) 47(10.6)

6

7

9

10

33(7.4)

1(0.2)

2(0.5)

22(5.0) 79(17.8) 68(15.3) 63(14.2)

16(3.6)

18(4.1)

26(5.9)

8

33(7.4)

소극적 찬성 189(42.6) 180(40.5) 163(36.7) 168(37.8) 188(42.3) 165(37.2) 135(30.4) 151(34.0) 193(43.5) 208(46.9)
적극적 찬성 184(41.4) 207(46.6) 177(39.9) 192(43.2) 190(42.8) 145(32.7) 183(41.2) 176(39.6) 213(48.0) 145(32.7)
무관심
전체

51(11.5)

31(7.0)

25(5.6)

29(6.5)

41(9.2)

29(6.5)

25(5.6)

21(4.7)

21(4.7) 71(16.0)

444(100) 444(100) 444(100) 444(100) 444(100) 444(100) 444(100) 444(100) 444(100) 444(100)

B. 노측 응답
구분

1

2

적극적 반대

7(1.6)

소극적 반대

22(5.0)

5(1.1)

3

4

26(5.9)

8(1.8)

17(3.9) 45(10.3)

36(8.2)

5

6

5(1.1)

7

8

9

10

35(8.0) 54(12.3) 45(10.3)

4(0.9)

5(1.1)

14(3.2) 81(18.5) 62(14.2) 59(13.5)

21(4.8)

16(3.7)

소극적 찬성

162(37.0) 162(37.0) 157(35.8) 161(36.8) 168(38.4) 144(32.9) 104(23.7) 130(29.7) 145(33.1) 174(39.7)

적극적 찬성

196(44.8) 223(50.9) 184(42.0) 198(45.2) 206(47.0) 148(33.8) 191(43.6) 184(42.0) 248(56.6) 161(36.8)

무관심
전체

51(11.6)

31(7.1)

26(5.9)

35(8.0) 45(10.3)

30(6.9)

27(6.2)

20(4.6)

20(4.6) 82(18.7)

438(100) 438(100) 438(100) 438(100) 438(100) 438(100) 438(100) 438(100) 438(100) 438(100)

주: (1) 품질개선(TQM, QC, 6시그마), (2) 공정업무합리화개선
․
․
(3) 배치전환(부서간, 사업소간) (4) 작업속

도작업효율의
․
개선 (5) 신기술 도입 (6) 새 인사제도 도입 (7) 성과급제 도입 (8)노동시간 유연성 (9) 직

업훈련교육
․
(10) 납기개선노력

<표 Ⅳ-38> 작업장혁신에 대한 노조의 반대 이유
구분

노조와 사전
협의 부족

노동강도 강화

근로자 내부격차 공정한 분배가
초래

없어서

인력감축/
고용불안 초래

전혀 그렇지 않음

86(19.6)

80(18.3)

84(19.2)

87(19.9)

85(19.4)

그렇지 않은 편

98(22.4)

86(19.6)

136(31.1)

127(29.0)

102(23.3)

그저 그러함

128(29.2)

124(28.3)

137(31.3)

132(30.1)

116(26.5)

그런 편

113(25.8)

128(29.2)

74(16.9)

80(18.3)

114(26.0)

13(3.0)

20(4.6)

7(1.6)

12(2.7)

21(4.8)

438(100.0)

438(100.0)

438(100.0)

438(100.0)

438(100.0)

매우 그러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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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요인들

작업장혁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요인들에 관한 기초통계가 <표 Ⅳ-39>에 정리되
어 있는데, 이들 항목들은 작업장혁신의 실질적 운영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에 독립
변수들로 활용하고자 한다. 먼저 비정규직 비율은 기간제, 파트타임, 저숙련 외국인 근로
자,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재택근로자, 사내하청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을 전체 근로자수
로 나눈 값인데, 평균 18.3%로 나타나고 있다. 이직률은 자발적 이직자를 전체 근로자수로
나눈 값인데, 평균 이직률이 15.4%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근로자수 대비 교육훈련 이수
연인원은 교육훈련 이수 연인원을 전체 근로자수로 나눈 값인데, 평균 2.2 명으로 나타나
고 있다. 숙련향상에 적합하지 않은 임금체계는 5점척도의 정성적 지표인데, 평균 2.9로 나
타나고 있다. 의사소통은 최고책임자와 직원의 회의, 경영자의 정기 현장 순시, 핫 라인,
직제라인별 정기회의를 통한 정보 공유, 정기적 근로자 설문조사, 정기적 소식자 발간, 사
내게시판 설치, 정기적인 이메일을 통한 정보 공유, 인타라넷 등의 정보공유관행 중 도입
한 개수로 측정하고 있는데, 평균 4.1 개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Ⅳ-39> 작업장혁신에 대한 기타 영향요인들
N

평균(표준편차)

비정규직 비율

800

18.27 (42.79)

이직률

800

15.40 (18.95)

교육훈련 이수 연인원/ 근로자수

768

2.22 (5.07)

숙련도에 적합하지 않은 임금체계

800

2.87 (0.89)

의사소통

800

4.06 (2.16)

노사협력의 수준

800

3.88 (0.64)

항목

그리고 최근 2년간 작업장혁신과 관련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육훈련을 실시
했는지 여부에 관한 통계가 <표 Ⅳ-40>에 정리되어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제품서비스
변화(82.2%), 새로운 설비 도입 및 기술 도입(79.4%), 제품서비스 품질 향상 필요성
(87.2%), 노동생산성 향상 필요성(77.2%), 다기능화 등 기능적 유연화 필요성(62.2%), 배치
전환 필요성(59.1%)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교육훈련 실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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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0> 새로운 상황 발생 시 교육훈련 실시 여부: 최근 2년간
N

평균(표준편차)

제품서비스 변화

625

0.822 (0.382)

새로운 설비 도입 및 기술 도입

598

0.794 (0.405)

제품서비스 품질 향상 필요성

655

0.872 (0.335)

노동생산성 향상 필요성

649

0.772 (0.420)

다기능화 등 기능적 유연화 필요성

601

0.622 (0.485)

배치전환 필요성

589

0.591 (0.492)

항목

(4) 작업장혁신의 영향요인들에 관한 회귀분석

이상으로 최고 경영진의 인사전략과 인적자원개발 관심,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비정규직

비율, 이직률, 교육훈련, 임금체계, 의사소통, 노사협력 등을 중심으로 작업장혁신의 성공․

․
장애요인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작업장혁신의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이들 성공장
애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작업장혁신 변수들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다만,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변수는 유노조기업에만 조사된 변수여서 본 회귀분석에
서는 제외하였다.
종속변수들은 앞에서 논의했던 기능적 유연성, 자주적 품질관리, 자주적 공정개선활동,
자율성 등 4 가지 작업장혁신 구성요소들이다. 이들 종속변수들에 대해서는 해당 관행들의
도입 여부가 아니라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기능적 유연성은 작업팀 이상의 범위에서 직무순환이 이루어지고 배치전환 시 노조와의
협의나 합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1,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하였다. <표 Ⅳ
-41>에 정리된 기초통계를 보면, 기능적 유연성이 있는 사업체는 약 27.9%로 나타나고 있
다. 둘째, 자주적 품질관리는 6시그마 또는 다른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였고, 다수직종 근
로자들이 품질관리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1, 그렇지 않은 경우에
는 0으로 처리하였다. <표 Ⅳ-41>에 정리된 기초통계를 보면, 자주적 품질관리가 시행되
는 사업체는 약 20.3%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자주적 공정개선활동은 공정개선 소집단활
동이 실시되고, 일반 현장 근로자도 공정개선 소집단활동에 참여하며, 공정개선 소집단활
동이 문제해결 및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1 그렇지 않은 경우에 0으로 처리하였다.
<표 Ⅳ-41>에 정리된 기초통계를 보면, 자주적 공정개선활동이 시행되는 사업체는 약
43.0%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율성은 작업팀이 업무수행 방식, 업무속도, 신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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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채용, 팀원 훈련결정 등 4 개 항목 중 높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항목의 수로 측정하
였다. <표 Ⅳ-41>에 정리된 기초통계를 보면, 자율성은 0.186 개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4 가지 종속변수 중 기능적 유연성, 품질관리, 문제해결소집단 등 3가지 변수는 범주변수
로서 로짓모형을 적용하였고, 자율성은 연속함수로 가정하여 OLS모형을 적용하였다.

<표 Ⅳ-41> 작업장혁신 관행의 기초 통계(N=768)
변수

평균(표준편차)

기능적 유연성

0.279 (0.449 )

품질관리

0.203 (0.403 )

문제해결소집단

0.430 (0.495 )

자율성

0.186 (0.634 )

<표 Ⅳ-42>에 작업장혁신 관행들의 영향요인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작업장혁신 관행들마다 영향요인들이 서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능적 유연성 모형의 경우 의사소통, 임금체계, 교육훈련 정도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들이고, 최고 경영진의 인적자원개발 관심, 노사협력의 수준 등이 단측검증으로 α
=0.10 수준에서 약하게나마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들이다. 자주적 품질관리의 경우
최고경영진의 인적자원개발 관심과 의사소통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들이다. 공
정개선 소집단활동은 최고 경영진의 인적자원개발 관심과 의사소통, 노사협력의 수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율성의 경우에는 의사소통만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의사소통만이 모든 작업장혁신 관행 변수
들에 영향을 주고 있고, 최고경영진의 인적자원개발 관심이 품질관리와 공정개선 소집단활
동 등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인적자원개발이나 임금체계, 그리고 노사관계의 특성
변수들은 작업장혁신 관행들에 대해 약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밖의 고용관계 특성 변
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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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2> 작업장혁신의 영향요인에 관한 로짓분석(N=768)
독립변수

종속변수
기능적 유연성

품질관리

소집단활동

자율성

상수항

-1.770 (1.023 )

-5.020 (1.184 )

-4.777 (0.974 )

0.021 (0.270 )

인사관리전략

-0.190 (0.159 )

0.139 (0.180 )

-0.004 (0.146 )

0.045 (0.042 )

**

***

최고경영진의 hrd 관심

0.196^(0.138 )

0.336 (0.157 )

0.353 (0.127 )

0.037 (0.036 )

비정규직 비율

-0.001 (0.002 )

-0.001 (0.003 )

-0.002 (0.002 )

0.000 (0.001 )

이직률

-0.004 (0.005 )

-0.008 (0.007 )

0.003 (0.005 )

0.001 (0.001 )

*

-0.004 (0.017 )

0.035^(0.023 )

0.003 (0.005 )

**

-0.082 (0.106 )

-0.070 (0.091 )

-0.041^(0.026 )

교육훈련 연인원/근로자수

0.038 (0.022 )

숙련에 부적합한 임금체계

-0.207 (0.098 )
***

***

***

0.046 (0.011 )

***

**

의사소통

0.258 (0.043 )

0.235 (0.046 )

0.238 (0.040 )

노사협력

0.204^(0.140 )

0.174 (0.154 )

0.264 (0.130 )

0.003 (0.037 )

유노조

0.005 (0.189 )

0.182 (0.214 )

0.182 (0.175 )

0.009 (0.050 )

log(조직규모)
제조업
-2logL 또는 R2

-0.090 (0.093 )
-0.290^(0.183 )
837.3

0.046 (0.100 )
0.034 (0.201 )
713.1

*

-0.037^(0.025 )

***

-0.100 (0.048 )

0.148 (0.088 )
0.485 (0.166 )
946.0

**

0.043

주: 1-3열은 로짓모형, 4열은 OLS

6. 소결

이상으로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2차년도(2007년 기준) 자료 중

관한 분
2008년 11월까지 조사된 자료를 사용하여 작업장혁신의 현황과 성공장애요인에
․
석을 실시하였다. 작업장혁신은 기능적 유연성, 자주적 품질관리와 문제해결, 자율성 등 4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보조적으로 형식적 합리성에 기초한 공정합리화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으며, 작업장혁신의 성공장애요인으로는
․
경영진의 인사전략과 노동조
합의 대응, 인사제도와 고용관계 등 사회적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기업들 중 작업장혁신 관행을 도입한 기업의 비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
고 있다. 직무순환(74.0%), 전환배치(80-90% 정도) 등 기능적 유연성, 6시그마 등 품질관
리제도(43.3%), 공정개선 소집단활동(74.0%)과 제안제도(72.5%) 등 자주적 문제해결 등의
관행을 도입한 기업의 비율들은 대체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작업장혁신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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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작업집단의 자율성(5% 이내)은 다른 관행들에 비해 많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둘째, 작업장혁신의 관행들에 대해 일반 작업자들의 참여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약
20% 의 기업에서 근로자참여와 결합된 작업장혁신이 운영되고 있다. 즉, 기능적 유연성의
경우에는 27.9%, 품질관리는 20.3%, 문제해결 소집단은 43.0% 등이다.
셋째, 경영혁신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운영되는가에 관한 정성적 문항의 조사
결과도 20% 정도의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여기서 실질적
으로 운영된다는 기업의 비율은 ‘약간 실질적’이거나 ‘매우 실질적’인 경우를 합한 수치이
다. 그 중 TQM은 25.0%, 6시그마는 20.3%, QC는 24.8%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비율
들은 대체로 앞서 근로자들의 참여와 결합된 작업장관행 도입 비율과 유사한 모습이다. 응
답자들이 사회적 바람직성 편의 때문에 통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약간 실질적’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을 제외하면, 10% 정도의 기업에서 작업
장혁신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작업장
혁신의 도입이 아니라 실질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 주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넷째, 작업장혁신 관행을 도입한 기업의 비율과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의 비
율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이는 작업장혁신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를 얼마나 잘
갖추었는가에 의존하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작업조직의 사회적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업조직의 실질적 운영에 필요한 기업-근로자 관계의 질을 개선하지 않고 단지 그
관행만을 도입하게 되면 형식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징후들은 본 연구의 표본기업들
에서도 발견되고 있는데, 낮은 자율성 수준과 상대적으로 낮은 다기능화 추진 기업의 비율
등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다섯째, 기존의 사회적 선입견과는 달리, 작업장혁신에 대한 노동조합의 태도는 기대 이
상으로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치전환이나 근로시간 유연성, 신인사제도 도입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의 비율
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작업장혁신의 주된 요소들인 자주적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태도들이 발견되고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에도 작업장혁신과 함께 형식적 합리성과 통제에 기초한
작업공정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음이 발견되고 있다. 이 점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작업
장혁신을 일반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소한 일부 기업들에서는 형식적
합리성과 통제전략의 기조 위에서 작업장혁신을 추진하는 기업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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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점은 작업장혁신을 단지 기술적 체계로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존재할 것임을 시
사한다.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작업장혁신에서 주요한 과제는 작업장혁
신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며, 그 핵심적 관건은 작업조직을 사회
적 체계로 이해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작업장혁신과 함께 기업-근로자의 신뢰관계를
제고하는 것, 작업장혁신에 필요한 작업자들의 지식과 숙련을 확보하는 것 등에 대한 해결
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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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작업장 혁신의 비전과 전략

1. 작업장 혁신의 비전과 목표
가 . 작업장 혁신의 비전과 방향

<표 Ⅴ-1> 한국 작업조직의 유형
합리적, 표준화, 과학화

비합리적/전통적
작업조직
개별화된 작업
참여가 낮은 작업팀
참여가 높은 작업팀

낮은 기능적 유연성

높은 기능적 유연성

테일러주의적 조직

혼합형 린 작업장

비합리적,

29.2%

6.0%

표준화되지 않은

혼합형 테일러주의적

린생산방식 조직

전통적 작업조직

작업장 23.4%

6.9%

31.7%

자율적 학습조직
2.8%

주: 100인 이상 사업체 80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자료: 2008년 사업체 패널 작업장 혁신 부가조사(2007년말 기준)

앞에서도 분석했던 바와 같이 2008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사업체 패널 작업장 혁
신 부가조사결과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업체들의 작업조직 유형은 위의 표와 같이 크
게 5가지 유형 정도로 나뉘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고성과 작업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은 위의 표에서 린생산방식과 자율적 학습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유형으로 전체의 약
9.7%에 불과하며, 작업조직으로서 매우 뒤떨어진 유형으로는 비합리적, 전통적 유형으로
전체의 약 31.7%나 되고 있다. 합리화되어 있기는 하나 경직적이고, 기능적 유연성이 매우
낮고 근로자들의 참여가 낮은 테일러주의 작업장은 5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비중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번 사업체 패널조사 작
업장 혁신 부가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100인 미만의 압도적 다수의 중소기업을 포함하면
이들 비합리적, 전통적 작업장의 비중, 테일러주의적 작업조직의 비중이 위에서 나온 수치
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작업장 혁신의
과제는 매우 중요한 국가, 산업의 전략적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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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작업장 혁신의 비전

작업장혁신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작업장 혁신은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
하여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위의 그림과 같이 생산시스템의 업그레이드는 기존의 비합리적, 테일러주의
적 작업조직에 기반한 요소투입형 생산방식을 통해 실현되어 온 기존의 양적 성장 중심의
전략과 가격 중심의 경쟁을, 린생산방식 혹은 자율형 학습조직을 기반으로 한 숙련과 지
식, 참여적 생산방식을 통한 품질 중심의 경쟁, 질적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생산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성장전략의 전환을 위해서는 작업장 혁
신을 위한 고몰입 HRM, 노사관계의 개혁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및 기술과 조직의 변화
를 적극 수용하는 제도적 혁신과 작업과정을 개선하고 지식을 축적 흡수하며 숙련을 제고
하는 조직과 과정 혁신이 바탕이 되는 작업장 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작업장 혁신은 우리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내는 블랙박스(black box) 속에서
진행되는 내부적 메카니즘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작업조

직 혁신 ➡ 생산시스템의 업그레이드 ➡ 혁신적 기업 ➡ 경제성장 ➡ 좋은 일자리 유지/
창출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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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업장 혁신의 방향

〔그림 V-2〕저성과 작업조직의 축소균형에서 고성과 선순환 작업조직으로

결국 앞에서 논의했고 위의 그림의 왼쪽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많은 중소기업들이 “저성
과 작업조직의 축소균형이라는 함정”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다양한 작업장
혁신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그 함정에서 탈출하여 위의 그림에 오른쪽에 있는 고성과 선
순환의 작업조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우리의 작업장 혁신의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작업장 혁신의 방향은 위의 그림과 같이 기업의 제품시장 전략, HRM전략(임금,
교육과 훈련, 노동시간활용)과 이와 연계된 노사관계 전략, 작업조직에 대한 접근 등이 모
두 연계되어 있는 가운데 새롭게 추진되지 않으면 쉽게 저성과 작업조직의 함정에서 벗어
나기 어렵다. 이러한 ‘함정’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새로운 HRM전략, 작업조직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이런 전략과 접근법의 실질적인 이행, 그리고 국가는 기업들의 노력
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 재정적 지원, 인적 지원 등을 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저성과 작업조직에서 고성과 작업조직이 내부적 구성과 운영원리가 어떻
게 다른가를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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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기존의 작업조직과 새로 혁신된 작업조직 비교
항목

기존 작업조직

새로운 (혁신된) 작업조직

기본원리

요소 투입 위주의 작업조직

부가가치 증대형 작업조직

생산방식

push형, 비체계적 혹은 대량의 표준화된,
경직된 생산, 생산자 중심형

pull형, 다품종 유연한 생산, 자율형 학습
조직, 린생산 조직, 고객 중심형

유연성

비정규직, 외주, 외국인 등
외부적 유연성에 크게 의존

정규직의 내부적 유연성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외부적 유연성 결합

근로자의 재량과 자율제약, 능력개발
기회부족, 기능직노동자들의 소외

팀을 통한 참여, 학습과 훈련을 통한
숙련ㆍ지식노동자화, 엔지니어화한 노동자

노동생활의 질

노동 배려 부족, 일 중심 가정 소외
장시간 노동, 산재 발생,

노동생활의 질 향상, 일과 가정의 양립
보건과 안전 보장

변화혁신

현상유지와 간헐적 개선
엔지니어 중심의 혁신

지속적 낭비제거와 개선, 혁신지향성
엔지니어와 현장이 결합한 혁신

성과

표준적 생산성, 관리 수준의 품질, 경직적
생산, 대량의 표준화된 제품 생산

고생산성, 고품질, 짧은 납기, 유연한 생산
다품종, 다사양의 차별화된 제품 생산

고용관계관리

소극적, 수동적 존재로서의 근로자관,
지시와 통제, 관리 중심, 획일적 보상,
위계적 조직, 인사관리

참여의욕과 헌신의 존재로서 근로자관
참여, 헌신, 창의 유도, 자율성 보장, 팀조직
성과보상, 인적자원관리

중소기업

의존형 하청기업, 생존형 중소기업

독자적 능력을 갖춘 협력형 네트워크

노동자 참여와
능력개발

(1) 요소투입 위주의 작업조직에서 부가가치 증가형 작업조직으로

우리의 작업장이 여전히 잔업과 특근 위주의 장시간 노동, 비정규직과 외국인 노동, 외
주화한 업체의 노동력 등 싼 노동의 공급을 통한 노동투입의 증가, 자동화를 통한 자본투
입의 증가 등 요소투입 위주로 짜여져 있다. 노동력의 숙련, 지식, 역량 등의 질적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노동력, 자본, 재료, 기술적 요소들의 투입만을 늘려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방식이다. 우리의 생산시스템은 이와 같은 자원의 집약적 동원을 통한 요소투입을 늘
린 결과 산업화를 압축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요소투입 중심의 작업조직에
바탕을 둔 경제성장 방식은 임금이 인상되고, 민주화와 노동운동의 활성화 속에 인적자원
의 집중적 동원과 통제가 어려워지고,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유사한 방식에 의존한 성장전
략과의 경쟁 때문에 더 이상 지속가능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 점차 분명해졌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런 요소투입 위주의 작업조직에 의존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힘들게 장시간,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역량, 숙련, 지식 등에서 크게 뒤지기 때문에 제품,
생산성, 품질, 납기, 유연성 등에서 크게 뒤지고 있다.
이러한 작업조직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숙련과 지식 중심의 작업조직,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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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과 사무직, 엔지니어들의 역량과 기량을 높이는 작업조직으로 재편하면서 요소투
입에서 부가가치 증가형, 고부가가치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조직 개
편은 시장에서 보다 고가, 고품질,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차지하는 상층의 시장
(upmarket)을 겨냥한 기업의 전략과 연계된다. 또한 다양한 품목, 사양을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생산하는 작업조직을 유연하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

(2) 생산자 중심의 비체계적, 표준화된 작업조직에서 고객 중심의 유연한 고성과 작업조직으로

기존의 요소투입형 생산방식은 대부분 비체계적, 합리화되지 않은 전통적 작업조직이거
나 혹은 합리화ㆍ표준화되었으나 여전히 경직적인 테일러주의 작업조직에 기반을 두고 있
다. 대체로 생산자 중심으로 밀어내기 식으로 생산을 한 뒤 시장에서 얼마나 잘 팔리는가
를 평가받는 식으로 외부 시장의 변화에 대체로 둔감하다. 이 경우 제품이나 품질의 차별
화된 경쟁력을 갖기 어려우며 가격경쟁에 노출되어 더욱 싸게 생산하도록 하는 압력이 가
중되기 쉽다.
이런 생산방식을 시장에서 고객들의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차별화되는 요구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생산하는 린생산방식이나 자율적 학습조직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런 식의 유
연한 생산이 가능하려면, 현장 근로자들의 다기능화, 숙련향상, 상당한 지식과 경험의 축
적, 다양한 개선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고객으로부터 정보를 기반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며 제품이나 서비스의 최종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들의 업무가 갖는 영향력
을 이해하고 근로자들도 고객들의 수요, 기호, 관심을 언제나 의식하고 생산활동에 반영하
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생산성과 품질에서 뒤지지 않는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3) 외부적 유연성 의존에서 내부적 유연성 중심으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일부 기업들은 내부혁신, 일하는 방식의 재조직화를 통한
작업장 혁신을 통해서 값비싸고 질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부분적으로 발
전시켜 왔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의 가격경쟁, 경쟁의 심화에 대
응하여 비정규직과 외국인 노동인력 활용의 증대, 외주용역의 확대 등 인건비 절감을 위해
외부적 유연성에 높게 의존하면서, 경기후퇴 시에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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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숙련, 지식, 경험, 역량의 축적이나 개발이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기업에 대한 애착
과 헌신을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이처럼 외부적 의존성에 의존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내부혁신, 작업조직의 효율화, 합리화 등 작업장 혁신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기 쉽다. 기
업들이 정규직 인력을 사용한다고 자발적 협력과 헌신을 쉽게 기대하기 어렵다. 정규직 인
력의 숙련, 경험, 지식이나 능력개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업들
이 정규직 인력을 유연하고도 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능력을 갖고 있다면,
비정규직 등 외부적 유연성에서 얻기 어려운 여러 가지 작업장 혁신을 통한 고성과의 실
현이라는 가능성을 정규직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내부 정규직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능력과 방식으 개발해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들도 내부 유연성을 높
이려는데 대해 근시안적 반대를 거두어 들여야 할 것이다.

(3) 소외된 기능직 노동자로부터 지식노동자화, 엔지니어화하는 노동자로

작업현장에서는 노사대립과 불신의 분위기에서 주어진 직무를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기
능직 노동자들의 소극성 그리고 노동자들의 참여와 발언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영진의 보
수성이 작업장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오히려 노동자들은 일한 실적과 결과가 일정하
게 보장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방식이나 관리방식에 의해 통제되고 있을 뿐이다. 현장에
서 기능직 근로자들은 능력개발, 숙련향상, 학습기회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도 못하고 기업
에서 주어진 직무룰 지시받은 대로 수행하도록 요구될 뿐이다. 노동자들의 소외가 노조의
저항이나 노사관계의 대립으로 표출되거나 노사간의 불신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처럼 소극화, 수동화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참여, 능력발휘, 지식습득의 기회를 보다 적
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장할 때 작업조직을 혁신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고성과 작업조
직은 근로자들이 다양한 직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문제해결, 품질, 개선, 보전에서도 책임
과 능력을 발휘하는 수평적, 수직적 다기능화 및 숙련축적과 향상 등을 통해 유연성을 갖
추고 팀작업을 통한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며 기능직 노동자의 지식화, 엔지니어화되는 것
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교육 및 훈련, 노동자들의 활발한
참여와 의사소통 및 기업 내부적 관계의 긴밀화 속 근로자들의 혁신과 관련된 지식을 공
유하게 하는 지식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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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작업장에서 노동생활의 질이 보장되는 작업장으로

많은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들의 기능성과 업무효율만이 강조되고 있으며 작업환경 개선,
근로자들의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때문에
근로자들의 복지향상, 숙련과 지식 향상 등 근로자들의 개인적 발전에 대한 고려도 없다.
외부시장에서의 수요에 맞추어 장시간 노동문화가 관행화되어 있으며, 산재사고가 자주 일
어나고 있다. 작업장 혁신이 기업의 이윤을 늘리는데만 기여하고 근로자들의 노동생활의
질에 기여하는 바가 없이 혁신의 성과가 불공정하게 배분된다면, 작업장 혁신을 위한 근로
자들의 동기가 부여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작업장 혁신은 “근로자들의 마음과 가슴(win
workers' hearts and minds)”을 얻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기업들이 작업장 혁신을 위
해서 근로자들의 관심과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며 전반적인 복지 향상, 직장과 가정의 양
립, 보건과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혁신된 작업장에서는 산업재해가 크게
줄고, 작업환경이 노동친화적이며, 우리 생산인력의 고령화를 배려한 노동생활의 질을 담
보한 작업환경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현상유지ㆍ간헐적 개선에서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 지향성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 작업장에서는 과거부터 내려온 작업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작업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개선이 있더라도 어쩌다 있는 간헐적 개선에 국한되었다. 또한
비교적 앞서 나가는 중소기업에서 개선을 한다고 할 때도 기업 경영진이 엔지니어들과 함
께 하는 기술적 개선에 국한되어 기술적 개선과 사회적 개선 사이의 접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개선 여지를 제대로 개발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작업장 혁신은 이때까지 개발되지 못한 영역에서의 개선, 현장을 중
심으로 한 지속적인 낭비의 제거와 개선, 그리고 엔지니어와 현장 노동자들이 결합하여 기
술적 개선과 사회적 개선 사이의 접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개선과 혁
신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 접점, 학습, 작업조직, 의사소통과 같은 영역에
서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며, 근로자들이 작업장 혁신을 수용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HRM의 도입, 훈련, 학습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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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준적 성과에서 차별적인 고성과로

기존의 작업조직에서는 대개 엔지니어나 경험에 의해 예측되는 표준적인 생산성과 관리
수준의 품질을 갖춘 제품들을 대량으로 생산하는데 익숙하다. 기존 제품과 모델이나 품목
혹은 사양이 달라지면, 달라진 제품을 생산하는데 내부적 생산설비나 조건을 바꾸는데 시
간이 많이 걸리며, 때로는 생산성이나 품질이 떨어지기도 한다. 또한 작업방법이나 작업과
정, 생산시설에 대한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기계나 설비가 도입되
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노동강도를 높이는 방식이 아니면 생산성, 품질 등이 기존의 상
태에서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새로 혁신된 작업조직에서는 시장에서 고객들의 다양하고 변화하는 수요에
맞추어 차별화된 다품종, 다사양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연한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
다. 더구나 고품질, 고가의 제품을 포함하여 품질도 좋고 가격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제품을
함께 생산할 수 있다. 이런 고성과 작업조직이 기능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집
단적이고 자발적 참여와 팀조직, 높은 헌신과 자기 업무에 대한 소유의식, 다양한 개선과
유연성, 상당한 경험과 지식의 축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는 또 인적자원관리(HRM) 관행의 도입, 특히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 기회 부여를
통해 현장 근로자들의 지식노동자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7) 기존의 인사관리(personnel management)에서 인적자원관리(HRM)로

기존의 비체계적 혹은 테일러주의적 작업조직,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를 낳은 작업조직은
근로자들을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인사관리에 의해 뒷받침되어 왔다. 기존의
작업조직과 연계된 인사관리제도는 기업의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통
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위계적, 기능적 조직에 의해 관리되는 가운데 현장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큰 차이 없이 획일적 보상이 이루어졌다. 근로자들의 참여, 의욕이나 헌신을 고
취하기 위한 제도는 없거나 있더라도 부차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었다. 오히려 근로자들
이 한 눈을 팔거나, 게으름을 피어 생산성을 떨어뜨리거나 정해진 품질이 나오지 않을 지
에 대해 경영진은 감독하고, 관리자들이 시키는 일을 제대로 했는지 감시하고 관리하는데
바빴다. 현장의 기능직,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사업의 전체적인 계획, 내용, 향후 전망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 근로자들은 기업경영이나 작업계획, 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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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과정을 찌는데서 소외되었다. 근로자들은 소극적인 역할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비해 작업장의 혁신과 고성과 작업장을 뒷바침하는 인적자원관리는 근로자들에게
지시하고 통제하기 보다도 근로자들의 헌신과 참여를 고무하는데 기본을 두고 있다. 여기
에서는 근로자들을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상당한 참여의욕, 열의, 노력,
헌신을 하는 존재로 보고 이를 어떻게 발휘하도록 할 것인가에 인적자원관리제도의 초점
이 맞추어져 있다. 고용안전, 근로자들과의 의사소통, 정보제공, 참여기회 부여, 직업능력개
발, 성과에 대한 보상 등의 다양한 인적자원관리 관행들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다,

(8) 의존적 하청기업, 생존형 중소기업에서 독자적인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중소제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하청기업이 전체의 2/3에 이를 정도로 대기업에 의존
하고 있다. 이들 다수의 하청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교섭력이 매우 약하
기 때문에 대기업의 단가인하 압력에 굴복할 수 밖에 없다. 대기업과의 거래관계가 끊어지
는 것은 하청 중소기업의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대기업에 의존적
인 하청 중소기업들이 많다. 중소기업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하나의 대기업에 납품하는데
의존하는 것은 제품개발, 품질 경쟁력을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거나 다른 사업자나 시장
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어느 특정 대기업과 하청거래관
계를 맺고 있지 않으나 중소기업이 생산한 상품이 다수의 경쟁 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
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도 하청 중소기업과는 다른 의미에서 그야말로 그때그때 생존이
더욱 다급하기 때문에 혁신이나 다른 투자여력이 전혀 없다.
그러나 모든 하청 중소기업들이 하나의 대기업과만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대기업
과 거래를 하거나 여러 개의 제품 품목을 개발하여 지나치게 하나의 품목 혹은 하나의 대
기업과의 거래관계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늘고 있다.
기존의 하청중소기업들을 독자적 제품개발 기술력, 생산능력, 품질능력을 갖춘 독립적인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들로 육성해 내는 것도 작업장 혁신의 목표가 될 것이다.
고성과 사고를 중심으로 조직을 편성하고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고성과를 고무하고 보
상하며, 개선의 여지에 대한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이행을 독려한다. 팀작업, 협력적인
문제해결, 의사소통, 정보공유와 같이 상호 보완적이고 조직의 특정요구에 맞춘 관행의 패
키지를 갖춘다. 고립분산에서 협력 네트워크 - 기업과 그 구성원들은 사업파트너, 부품업
체, 고객, 연구기관, 교육기관들과의 외부적 협력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협력, 네트워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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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된 가능성에 주목하여 공식, 비공식 네트워크 기회를 만드는 cross- functional 방식으
로 일한다. 미래의 작업장이 고부가가치형 작업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 내부인력 중심성,
수평적ㆍ수직적 다기능화, 높은 지식과 숙련 집약성, 노동생활의 질 중시, 내외부적 유연
성, 고객지향성, 혁신지향성, 고도의 생산성, 협력형 네트워크을 특징으로 하게 될 것이다.
작업장 혁신의 방향이 위와 같다고 할 때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실에서는
실현해 나간다고 할 때 그 단계와 모습으로 어떨까. 이미 앞에서 사업체 패널 작업장 혁신
부가조사결과 분석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의 작업장은 여전히 낡은 작업조직을 갖고 있
다.
〔그림 Ⅴ-3〕작업장 혁신의 구체적 방항

한국에서 작업장혁신의 구체적인 방향은 위와 같이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왼쪽 위에
있는 작업조직들을 오른쪽 아래로 단계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고성과작업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즉 전통적, 비합리적 작업조직을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합리화하면서 테일러주의적
작업조직이나 혼합적 테일러주의로 개편하고 또 이들 테일러주의, 혼합형 테일러주의 작업
조직을 린생산방식 작업조직이나 자율적 학습조직으로 단계적으로 혁신하고 업그레이드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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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장 혁신의 목표, 전략과 과제

가. 작업장 혁신의 목표

작업장 혁신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하는 것이지만, 중소기업들의 작업장혁신에서는 시장
실패가 밣생하기 때문에 핀란드의 작업장 혁신경험을 말하면서 소개한 확장된 삼중나선
모델(Expanded Triple Helix)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기업 - 연구기관 - 정부와 공공기관
- 사회적 파트너 등이 다양하게 결합하여 중소기업들이 작업장 혁신을 하도록 도와주고
촉진하게 된다. 2008년 현재 우리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작업장 혁신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
해 향후 5년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목표는 무엇인가?
앞에서도 단순비교에 무리가 있으나 작업조직의 유형에 대한 대체적인 분포를 확인하고
외국의 경우와 비교를 한 바 있으나, 역시 우리의 작업조직이 아직도 뒤떨어져 있는 것을
작업장 혁신을 통해 보다 고효율, 고성과 조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긴요한 과제임
을 알 수 있다.

<표 Ⅴ-3> EU 27개국 작업조직 유형의 차이점,
(단위: %)
자율적 학습 조직

린생산

테일러리즘

전통 혹은 단순 유형

합계

한국

2.8

6.9

52.6

31.7

덴마크

55.2

27.1

8.5

9.2

100.0

핀란드

44.9

29.9

12.6

12.7

100.0

독일

44.3

19.9

18.4

17.4

100.0

스웨덴

67.5

16.0

6.9

9.6

100.0

영국

31.7

32.4

17.7

18.2

100.0

EU 27개국

38.4

25.7

19.5

16.4

100.0

자료: Valeyre et al. 2007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뒤떨어진 한국의 작업조직의 발전 정도를 향후 5년간의 보
다 입체적인 작업장 혁신 정책을 통해 유럽의 작업조직 평균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달성
하는 것으로 잡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중국이나 동남아의 빠른 산업화와 상품의 가격
경쟁이 가져온 충격으로 인해 중소기업들도 더 이상 전통 혹은 단순한 유형이나 구식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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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주의에 매달려 있어서는 생존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07년 - 2008년에 드러
난 현상처럼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조치, 최저임금 인상 조치
등에 따라 저임금을 보고 중국이나 동남아에 진출했던 중소기업들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
결국 국내에 남아 있는 중소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서도 정부, 고성과작업장혁신센
터와 같은 대행기관, 민간 전문가들이 돕는 가운데 작업장 혁신을 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표 Ⅴ-4> 작업장 혁신의 목표(2007 - 2012)
한국

자율적 학습조직

린생산

테일러리즘

전통 혹은 단순 유형

합계

2007년말

2.8

6.9

52.6

31.7

2012년말

20.0

35.,0

30.0

15.0

100.0

EU 27개국

38.4

25.7

19.5

16.4

100.0

이런 사정을 계기로 하여 작업장 혁신을 서두른다면, 대략 위의 표에서 제시한 정도의
작업조직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의 그림에서도 제시했던 것과 마찬가
지로 전통적, 비합리적 유형을 크게 낮우고, 테일러리즘 작업조직도 크게 혁신하여 린생산
방식, 자율적 학습조직의 비중을 각각 35.0%, 20.0%로 늘리는 것이다.

〔그림 Ⅴ-4〕산업재해 발생건수 추이

자료: 이병희. 2008. 통계로 본 노동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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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작업장 혁신의 목표 달성과 더불어 노동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로
는 대표적으로 산업재해건수 감소, 노동시간 단축 두 가지를 잡을 수 있겠다.
산업재해건수를 2007년 9만여건에서 2012년 4만5천여건으로 1/2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 산업재해 발생건수를 줄이는 것은 자칫 사망, 장애인, 큰후유증
을 남길 수 있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
생활의 질 개선에서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5년간 산업
재해건수를 1/2로 줄이는 것은 작업장 혁신과 더불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목표로 산업
재해로 인한 산재건수를 1/2로 줄인다면 그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도 2006년 7천5백만일, 손
실액도 15조8천억원에서 크게 줄어들 것이다.
장시간 노동은 근로자들을 노동과정에서 지치게 하고 새로운 개선이나 숙련향상, 지식
습득 등의 여유를 가질 수 없게 한다. 또한 작업에만 몰두하여 가정을 제대로 돌보기 어렵
게 된다. 노동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장시
간 노동문화를 개혁함으로써 작업장 혁신을 위한 숙련 및 지식향상 및 훈련과 교육을 위
한 시간 확보해야 한다.

<표 Ⅴ-5> 각 나라별 연간 노동시간의 추이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548.8

1553.8

1541.5

1540.3

1543.7

1529.8

1541.1

..

1616

1609.4

1596.36

1621.8

1605.2

1600.4

1593.7

나라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1490.7

1481

1443.3

1439.1

1465.7

1458.9

1465

1457

독일

1387.1

1375.2

1365.4

1360

1363.7

1354.1

1351.2

1352.5

일본

1853

1836

1825

1828

1816

1802

1811

1808

한국

2474.4

2446.8

2409.6

2390.4

2379.6

2350.8

2301.6

2265.6

멕시코

1935.5

1915.7

1945

1908.3

1919.4

1970.2

1943.6

1933.195

네덜란드

1331

1330

1312.01

1322

폴란드

1963

1957

1958

1956

1957

1970

1958

1953

스페인

1686.6

1683.5

1682

1667.1

1653.8

1639.7

1624.1

1620.5

영국

1686.9

1689.4

1674.3

1654.7

1648.9

1648.2

1655

미국

1835

1814

1810

1800

1803

1801

1798

자료: OECD 2008년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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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2008년 OECD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265.6시간으로서 다른 나라에
비해 최소한(폴란드와 비교하여) 312시간이 길며, 대체로 500시간 기량 긴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2007년과 2012년 사이에 노동시간을 2007년말 2,265.6 시간에서 1,900시간으로

약 365.6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작업장 혁신의 목표 그리고 노동생활의 질 향상의 목표가 쉽게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작업장 혁신을 필요로 하는 외부적 요구와 압력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중소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인적, 재정적 자원의 부족, 정보의 부족, 작업장 혁신의 시장실패 때
문에 정부가 보다 직접적이고 포괄적으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가적 수준에서 보
다 체계적으로 작업장 혁신과 노동생활의 질 개선을 촉진할 때 가능한 목표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작업장 혁신의 촉진과 확산을 위한 전략, 노동생활의 질 개선을 위한 전략이
마련되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작업장 혁신 전략

(1) 중고급시장(upmarket) 전략

작업장 혁신을 하면서 싼 제품이나 서비스시장을 겨냥하여 가격경쟁력에만 의존한다면,
작업장 혁신의 결과로 부분적으로는 성공적일 수 있으나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작업
장 혁신 전략이 기본적으로 high road전략이 될 수 있으려면, 시장전략과 제품개발에서도
동시에 중고급품 시장을 겨냥한 전략이 되어야 성립될 수 있다. 시장을 고객들의 수요 수
준, 제품의 품질과 가격 등에 따라 나눌 수 있다면, 중고급품 시장을 겨냥한 upmarket이
있을 것이고 중간적 시장 그리고 저가격시장이 있을 것이다. 여기 중고급품 시장을 겨냥한
전략은 대체로 다품종 소량생산, 빠른 납기, 고객의 주문과 취향에 따른 다양성, 고객들의
기호의 빠른 변화에 따라 생산에서 매우 유연하고, 고급스런 품질, 세세한 사양의 구비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작업장 혁신
을 통해 다른 기업들보다 고급품질, 제품이나 서비스의 다양성과 고객의 맞춤화, 단납기
등의 요구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작업장 혁신은 이런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그 필요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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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론적 접근(Holistic approach) 전략

작업장 혁신을 단순히 TQM, JIT, SPC, BPR, 6시그마 등 경영기법의 도입으로 인식하
는 경우 원하는 경영기법의 도입과 접목이 어려울 뿐 아니라 한번 실패를 하는 경우 다음
번에 다른 새로운 실험이나 시도를 하는데도 방해될 수 있다. 작업장 혁신을 국내외의
best practices들의 도입과 활용으로 좁게 이해하는 것도 작업장 혁신를 제대로 이루어내
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작업장 혁신은 노사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인 노사관계, 근로자들의 헌신을 유
도하는 HRM, 현장에서의 경험과 지식의 축적, 학습과 교육, 제품개발 등이 전반적으로 뒷
받침되고 어우러질 때 비로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적 혁신이 기술적 혁신과
중첩되는 부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내부의 다양한 숙련, 경험, 지식,
기술적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개선을 하고,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혁신
을 가능하게 하는 신뢰, 의사소통, 협력적 노사관계, 몰입을 높이는 인적자원관리, 현장에
서의 훈련과 교육 등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무엇 보다
총론적 접근 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3) 부문별 (sectoral approach) 거점 전략

작업장 혁신은 현장에서 매우 구체적인 모습으로 일어난다. 그러나 작업현장은 생산 제
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작업장의 규모에 따라, 지역에 따라, 산업과 업종에 따라, 분업관계
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다. 작업장 혁신의 확산 및 촉진을 위한 전략으로서 가장 의미있
는 접근방법은 산업이나 업종 부문별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산업이나 업종 부문이
작업장 혁신의 확산이나 촉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제품시장이 같
거나 유사하여 작업장 혁신의 결과가 바로 시장에서 나타나 가시화되며, 또한 같은 업종부
문에 있는 기업들끼리는 비교적 상호 모방이나 학습하기가 매우 용이한 편이다. 이미 뉴패
러다임센터의 경험에서 철강산업, 복지관, 중소병원 등이 교대조 개편을 통한 학습조직화
라는 내용의 작업장 혁신이 중요하게 확산되는 통로가 되었다.
작업장 혁신의 확산을 위해 산업이나 업종별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 어느 기업에서나 시
작을 하든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 산업이나 업종에서 거점이나 고리를 형성하는
주요 기업이나 조직에서 작업장 혁신이 이루어질 때 그 파급, 확산효과가 같은 산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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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전반에 걸쳐 매우 커질 수 있다. 가령 원하청 관계에서는 원청기업, 같은 업종의 핵
심기업이나 조직들에서 작업장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때 하청기업, 같은 업종의
다른 주변회사로 전파되는 속도와 강도가 높을 수 있다.

(4) 기능적 유연화의 제고 전략

우리나라의 작업장 가운데 합리화, 표준화는 되었으나 기능적 유연성이 떨어지는 곳이
전체의 52.6%에 이르는 테일러주의적 작업조직에 머물러 있어 포드주의적 요소투입형 작
업조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 테일러주의적 작업장은 경영진의 작업조직에 대한
인식과 접근이 기능적 유연화로 나아가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경영
진이 노동력의 유연한 활용(다기능화, 수평적, 수직적 직무확대와 풍부화)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노사간의 신뢰와 장기적 거래와 계약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의 작업장 가운데 기능적 유연화만을 제대로 하더라도 고성과작업장으로 갈 수 있
는 작업장의 비중 23.4%가 되고 있다. 작업장 혁신을 위해 높이려는 기능적 유연성은 비
정규직, 외주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 외부적 유연성에 의존해서는 얻어지기 어렵기 때문
에 인력활용 정책에서도 비용절감 위주가 아닌 정규직의 내부적, 기능적인 적극적인 활용
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 생산직이나 기능직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루
어질 수 있는 작업장 혁신은 근로자들이 가진 기능적 유연성, 잠재력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하도록 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능적 유연화는 작업장 혁신을 위한 불가
결한 전제이기도 하다.

(5) 숙련과 지식향상 전략

작업장 혁신은 보다 일반 현장직 노동자들의 똑똑한 노동자, 지식노동자, 엔지니어화함
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장노동자들이 자신들이 하는 직무, 생산성, 품질, 보전, 문제해
결, 개선 등에 상당한 전문성, 분석력,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OJT, 혁신적 요소와 개선요
소의 발굴과 개선으로의 활용 등을 해 내려면 필수적으로 숙련, 지식의 향상이 필요하다.
현장 안팎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직무관련, 직무와 간접적 관련, 공학이
나 품질, 개선과 관련된 교육을 통해 필요한 숙련, 전문지식, 경험의 지식화, 개선방법 등
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숙련과 지식향상을 기초로 현장관리자, 고참노동자,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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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노동자들이 숙련과 지식을 기초로 생산에 기여하는 몫이 클 때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직, 기능직 노동자들의 커리어 설계, 중산층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
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장직, 기능직 노동자들의 숙련과 지식을 높이기 위한 보다 체
계화되고 종합적인 교육과 훈련프로그램 등이 기업의 필요와 근로자들의 개인적 능력개발
요구를 결합하여 개발될 필요가 있다. 현장직이나 기능직 근로자들이 재직기간 중에 자기
능력개발, 직무관련 심층 교육을 받아 개인적으로 발전하고 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습휴가제 등의 도입도 검토해 볼 만하다. .

(6) 근로자 참여제고 전략

작업조직에서 중요한 근로자들의 개별적 작업이나 노력이 아닌 근로자 집단들을 생산활
동을 위해 조직화하는 소집단활동이 부족하거나 없는 곳이 전체의 38.2%나 되고 있다.
우리 작업장들에서 선진적 작업관행들이 다양하게 실험되거나 혹은 제도로서 도입된 경험
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선진적 작업관행과 제도들이 실제로 얼마나 유용하고, 작업장의
효율화, 유연화 및 근로자의 참여 속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매우 낮
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로자들이 실질적 소집단활동에 참여하는 작업장의
비율은 전체의 39.2%에 달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참여도가 높은 작업장은 전체의 11.8%
에 머물고 있어 결국 시늉만 하거나 형식적으로 제도만 도입되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음을 말해주고 있다. 작업조직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근로자들의 참여를 의
도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높이고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경험, 노하우, 지식, 의견
등을 내어 놓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귀중하게 작업장 혁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현장에서
개별 근로자가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근로자들이 작업부서나 기능별로 혹은 횡적인 기능적
팀 등으로 집단적으로 작업을 하고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교류하게 하면서 일하도록 하는
작업조직으로 바꾸는 작업도 무려 38.2%에 이르는 사업체에서 작업장 혁신의 기본적인 내
용이 될 것이다.

(7) 정부의 개입과 도우미 전략

작업장 혁신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각자 작업장 수준에서 해
야 할 과제이다. 작업장 혁신이 기업들에게 많은 성과와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누가 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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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권유하지 않아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생존하고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 스
스로 알아서 작업장을 혁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실에서는 작업장 혁신에서도 시장실패가 나타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들에서 작업장
혁신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과 지식, 경험의 부족 때문에 어려움
을 겪고 있다. 마찬가지로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best practices들의 존재, 작업장 혁신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시장환경의 변화, 정보, 지식 등에서 뛰떨어져 있다. 작업장
혁신을 둘러싼 중소기업에서의 시장실패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마
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에서는 세계적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스스로 탐구하
고 실험하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앞선 작업조직을 배우고 내부적으로 작업조직을 혁신해
왔다. 어느 나라에서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고용을 책임지고 있
다. 좋은 일자리 창출은 경쟁력있는 대기업의 육성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많은 중소기
업들의 혁신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보다 높은 임금, 근로조건, 근무환경을 보장하
는 좋은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
결국 중소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려면 중소기업들의 혁신성, 경쟁력이 강
화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들의 작업장 혁신을 위해 핀란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확
장된 삼중 Helix모형은 혁신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기업, 대학 및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지식의 학습과 고양이라는 시각의 전통적 삼중나선 모델을 확장하여 더 많은 당사자들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통해 작업장 혁신을 고무하고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
다(Alasoinia 2008).
따라서 외국에서도 일찍부터 중소기업들의 작업장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을 펴 왔고 그런 정책 자체가 변화, 발전되어 왔다. 오늘 발제내용에 포함된 핀란드와 아
일랜드는 물론 일본, 영국, 호주, 유럽대륙국가, 북유럽 국가 등에서도 중소기업들의 작업
장 혁신을 촉진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압도적 다수의 중소기업에서
는 그날 그날의 생존에 매달려 작업조직을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문제점을 들여다 보고 분
석할 여유가 없으며 그럴 의도나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적자원도, 재정적 자원도 없어
현재의 작업조직을 현상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도우미가 되어 때로는 개입, 촉진, 지원, 장려, 홍보 등
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에서 작업조직의 혁신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작업조직
을 혁신하려는 중소기업들에게는 필요한 인력, 재정을 지원함으로서 뜻있는 중소기업들이
작업장 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더구나 작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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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수가 적고 민간컨설팅 시장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우리 현실에
서는 정부가 필요한 재정,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작업조직의 혁신과 관련된 각종 인프라 구
축, 전문가 충원과 훈련, 컨설팅이나 진단을 위해 직접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하다.
다. 작업장 혁신의 이행방식과 과제
(1) 작업장 혁신의 이행
○ 현장 관리자들의 역할 강화
작업장 혁신, 특히 현장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작업장 혁신의 촉진자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은 현장관리자들로 현장 근로자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한편으로 현장관리
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다른 한편 현장 근로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방식으로 작업을
하도록,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실행해 나가는 위치에 있다. 작업장 혁신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들 현장관리자들의 작업 관련 숙련, 기량, 문제해결능력, 개선능력을 높이면서
도 관련 공학지식에 대한 교육, 개선방법, 혁신방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현장관리자들
이 다양한 현장 개선의 중심축으로서 자리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장관리자들과 공
장의 엔지니어 간의 업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폭을 키워서 현장 혁신의 가능성과 폭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 우리 작업장과 일본 작업장에서 큰 차이 가운데 하나가 현장관리자들(직장/주임, 반장 등)의
역할과 지위의 차이인데, 우리 작업장의 경우 현장관리자들은 인사 노무관리, 생산현장에서의
당면문제를 해결하는데 투입되는 비해 일본의 현장관리자들은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과 숙련
을 갖고 문제해결능력이 뛰어난 현장 노동자들이 선발된다. 한국의 현장관리자들이 초보적인
공학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작업조직, 설비, 기술 문제와 관련하여 엔지니
어들과 소통하거나 엔지니어들에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고 받기가 쉽지 않다. 현장 관리자
들과 엔지니어들 사이에 공유하는 폭이 좁기 때문에 엔지니어들과 현장이 상호 교감하는 혁
신 영역은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일본 현장관리자들은 인사 노무관리는 보다는 현장에서 다
양한 개선과 중요한 문제해결 등에 일차적인 임무가 부여된다. 일본의 현장 관리자들은 숙련
과 문제해결능력 등에 의해서 현장 노동자들에게 권위를 갖고 현장노동자들을 이끌어 간다.
일본의 현장관리자들은 관련 공학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일부 엔지니어들이 하는 역
할까지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엔지니어와 현장 관리자들 사이에 상당한 접점과 공감
영역이 있으며 이 영역에서 다양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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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 혁신에서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근의 결합
작업장 혁신은 보통 사용자측이 주도해 왔다. 사용자측이 작업장 혁신을 주도하는 경우
보통 하향식 접근이 되기 쉽다. 사용자가 작업장 혁신의 의제를 정하고 작업장 혁신의 전
체과정을 기획, 설계, 이행, 평가하는 과정을 주도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자칫 작업장
혁신이 의도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참여가 약화되거나 배제될 수도 있으며 더구나 우리와
같이 대기업에서조차 현장 기능직들을 포섭하는 정도가 불완전하며 엔니지어와 기술혁신
중심의 작업장 혁신이 강조되기 쉬운 환경에서는 현장 기능직들은 자칫 형식적으로 참여
하기는 하지만, ‘들러리’가 되기 쉽다. 이런 경우 현장 기능직 노동자들이 형식적인 참여
이외에 이들이 의욕과 열성을 갖고 자신들이 현장생활에서 체득한 다양한 개선 아이디어,
경험, 지식, 노하우를 모두 내놓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가 협조적인 경우 작업장 혁신에서 현장 기능
직들의 의견을 보다 광범하고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 접근법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독일이나 북유럽에서는 팀작업을 도입하는 경우 팀장을 팀원들이 선거를 통
해 뽑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팀장은 회사의 지시를 받는 일선 현장관리자로서가 아니
라 근로자들의 대표로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 작업에서도 작업방법, 순서를 정
함에 있어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

○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의 혁신 동반자화
대기업들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내부화되어 있던 제품과 서비스 생산의 많은 사업과 공
정들을 점차 외주화, 용역화, 혹은 모듈화하여 자체 생산하는 비율이 낮은 상태에서 대기
업들도 부품공급망 혹은 용역이나 외주 혹은 하청업체에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을 상당한
정도로 의존하고 있다. 우리 대기업들은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혁신노력, 외국의 앞선 practices들의 도입과 토착화 실험, 린생산방식의 도입과 한국적인
구현 등을 통해 나름대로 작업장 혁신을 해 왔고 그런 과정에서 상당한 혁신역량을 갖추
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생산해 내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
기업만의 작업장 혁신으로는 부족하며 대기업과 직접, 간접으로 관계를 맺으며 부품공급,
모듈생산, 판매, 서비스 등을 담당하고 있는 협력업체, 외주업체들이 함께 작업장 혁신을
할 때 비로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와 같은 대기업들의 혁신경험, 작업조직의 효율화,
합리화, 혁신 등의 다양한 성과와 혁신역량을 하청 협력업체들에게까지 적극 확산시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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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대기업도 생산성, 품질, 가격, 납기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협력업체들도 보다 앞
선 혁신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대기업들이 스스로 이루어놓은 작업조직의 혁신 내용과 경험을 협력업체에 확산하여 그
성과를 협력업체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기업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런 점에서 LG전자의 경우 협력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현장관리자
들을 Factory innovators로 선정하여 협력업체에 상당기간 파견하여 작업장 혁신을 지
원하도록 하는 제도는 다른 대기업들에서도 협력업체의 작업장 혁신 지원제도도 적
극 검토해 볼만하다.
○ 단계적 접근
기업이나 조직들이 한 두 가지 혁신적 관행을 모방하고 적용하는 실험으로부터 이런 노
력이 성공적인 경우 다음 단계의 보다 포괄적인 작업장 혁신으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은 작업조직과 작업환경에 대한 진단, 국내외의 best practices나
혁신 모델의 학습, 모방, 적용을 우선하되 나아가서는 스스로 개선하고 혁신하는 실험을
통해 혁신역량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단계적 접근에 부합되도록 작업장혁신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단순한 상담, 진
단에서 시작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작업장 혁신과 학습조직화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
추도록 한다. 작업장 혁신 초기에는 산재발생 여지를 줄이고 작업장을 청결하게 하는 3정
(정품, 정량, 정위치), 5S(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를 실행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작업 조직에 대한 과학적 접근전략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작업조직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합리화의 기회를 갖지 못해
주먹구구식으로 혹은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관행에 따라 작업조직을 편성하고 운영해 왔다.
중소기업들 가운데 작업조직을 기술적 시스템의 관점에서 그리고 사회적 시스템의 관점에
서 낭비요인이 없는지 혹은 개선할 요인이 없는지 분석해 보지 않거나 혹은 생산성, 품질,
납기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의 체계화된 노력을 배운 적이 없는 곳
이 의외로 많다. 이들 중소기업에 다수 존재하는 전통적, 비합리적, 비표준화된 작업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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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위해서는 기술적 관점에서 시간동작 연구를 포함한, 직무, 직무수행방법, 직무수행
과정의 분석, 직무의 표준화와 단순화, 작업 간의 과정 분석과 합리화를 위한 산업공학적
지원을 통한 과학적 관리기법의 동원이 필요할 것이다.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작업조직에
대한 과학적 접근과 분석, 그리고 그에 따른 재조직화를 할 수 있도록 전문엔지니어들을
파견하여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내용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작업장 혁신과 노동생활의 질 동시 추구
작업장 혁신이 작업조직의 효율화, 유연화, 합리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방식의 노
동강화와 상당한 이익을 가져오는데 비해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바가 적고 현장 작업에
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어려운 점들을 외면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작업장 혁신이 지속된다
면, 초기에 작업장 혁신에 호응했던 현장 기능직 노동자들의 협력, 몰입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 노동조합들도 그동안 임금인상, 사내복지 등 근로자들의 실리적 이익 추구나 노동법
개정 등 정책적 요구에 집착하여 작업조직과 관련하여 노동생활의 질 개선을 어떤 식으로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나 문제의식이 낮아서 제대로 문제제기도 못해 왔던 것이 사
실이다. 작업장 혁신에 대한 현장 근로자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작업장 혁신의 성과가 사용
자측에게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작업장 혁신이 노동생활의 질 개선을 반드시 포함하
도록 한다.
향후 기존 인력의 중ㆍ고령화에 따라 노동생활의 질 개선은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이
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케 하고 특히 기혼 여성들의 노동시간
진출에 따른 남성 근로자들의 가사분담을 실질화하는 의미에서 노동생활의 질 개선도 새
롭게 제기되는 과제들이다. 기업에서 내부 유연성의 하나로 즐겨 활용해 온 관행화된 연장
근로, 잦은 특근 등 장기간 노동문화는 작업장 혁신을 위해서도 개혁해야 할 과제로 연
장, 야간근로나 특근 등의 시간을 줄여 학습과 혁신에 보다 몰입할 수 있고, 보다 노동자
친화적인 유연화 방식을 모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 작업장 혁신의 과제

(1) 정부의 전문적 대행기관 설립과 강화

정부 공무원이 직접 작업장 혁신에 필요한 실무적인 지원, 컨설팅 등을 할 수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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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부가 할 역할을 대행할 기관을 설립하여 전문가들을 채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그 역
할을 수행하도록 함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 전문가들이 적고 작업조직 혁신과 관련된 컨설
팅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대행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작업장 혁신을 지원하는 역할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민간의 비싼 컨설팅을 받을 재정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공공적인 역할로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향후 작업장 혁신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적인 민간 혁신도우
미(컨설턴트)의 시장이 형성된 경우, 일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소기업들은 민간 컨
설팅 시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대행기관은, 재정적 여력이 없
거나 부족하지만 작업장 혁신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혁신도우미를
직접 파견하거나 상담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기존에 유사한 역할을 수행해 온 뉴패러다임센터로 하여금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가칭)
으로 확대 개편하여 좀 더 분명하게 중소기업들의 작업장 혁신을 지원하는 각종 상담, 전
문적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작업장
혁신의 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는 이미 대기업 등에서 작업조직 혁신의 경험을 가진 관리자들과 기업에 대해 다양한 서
비스를 제공해 온 경험이 많은 노무사들을 혁신 도우미로 모아서 중소기업에 전문적 도우
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작업장 혁신에서 정부(정부 대행기관)의 역할이 요구되는 곳

앞서 이미 강조한 바와 같이 기업들이 작업장 혁신을 스스로 알아서 수행하면 굳이 정
부가 작업장 혁신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정책을 세울 필요가 없다. 그러나 소수의 대기업을
제외한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스스로의 재정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동원해서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작업조직을 개편하고 선진화하는 작업장 혁신을 수행하기가 곤란한 조건에
놓여 있다. 소수의 민간컨설턴트들이 있으나 주로 대기업들을 상대로 상당한 서비스료를
받고 전문적인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이런 비용을 감당할 여력
이 없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작업장 혁신을 위한 시장에는 수요는 존재하나 시장이 형성되
기 어려워 일종의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작업장 혁신을 위한 인프라구축, 작업장의 진단과 다양한
혁신실험에 대한 연구, 작업장 혁신에 관한 기초연구, 전문가 풀의 확보와 동원, 노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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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 프로그램 개발, 작업장 혁신의 성공적 사례와 모델개발 등을 위해서 곳곳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역할이 요구된다.

〔그림 Ⅴ-5〕작업장 혁신과 작업장 혁신 촉진정책의 틀

○ 혁신도우미(컨설턴트)의 풀 구축
작업장 혁신을 위한 컨설턴트들을 외부 노동시장에서 구하기도 어렵고, 일부의 컨설턴트
들은 경험과 전문성이 크게 부족하여 작업장 혁신을 지원할 컨설턴트들의 시장이 형성되
어 있지 않다. 더구나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과 중소기업학습조직화 사업에 참여했던
컨설턴트 특히 노무사 컨설턴트들의 적지 않은 수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우
리의 경우 혁신 도우미들은 유한킴벌리, LG전자, 삼성전자와 같이 작업장 혁신의 성공적
경험을 가진 기업들서 일하고 있거나 일한 적이 있는 생산관련 엔지니어, 현장관리자, 직
접 생산에 참여한 관리자들에서 충원할 수 있다. 현재 유한킴벌리, LG전자에서 일하고 있
는 생산관리자, 현장관리자들을 해당 기업과 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파견받아 실제
의 혁신도우미를 실행하는 과정을 함께 함으로써 그 경험을 전수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유한킴벌리, LG전자, 삼성전자 등 혁신적 기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전직 생산관리
자, 현장관리자들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채용하여 혁신 도우미로 활용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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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다른 기업에 대한 컨설팅 경험이 없는 관리자들의 경우 중소기업들의 실정에 대
한 이해를 새롭게 하여 중소기업에 맞는 작업장 혁신의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
간 동안 교육과 훈련을 받는 것을 필수적 조건으로 할 것임. 또한 개인적인 경험과 달리
컨설팅의 기법과 컨설팅을 받는 기업에 대한 분석과 배려 등도 사전에 교육될 필요가 있
음.

현재 뉴패러다임센터의 혁신도우미(컨설턴트들)과 새로 선발하는 경험이 없는 혁신도우
미(컨설턴트)들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하여 보다 다양한 시각, 경험을 소화하여 직접적
인 경험 부족에 따르는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능력있는 혁신도우미들의 확
보야말로 작업장 혁신 컨설팅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문제가 될 것이므로 능력있는 혁신
도우미(컨설턴트)의 확보, 혁신 도우미들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작업장 혁신활동이 그 폭이 넓어지고 세분화됨에 따라 각 활동
분야에서 혁신도우미들이 해당분야에서 보다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 그
리고 이미 다른 조직에 그런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존재하는 경우 그 인력을 혁신 도우비
로 활용하거나 혁신도우미들이 전문성을 배우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뉴패러다임센터가
능력있는 혁신도우미들의 고용유지와 차등화를 위해 좀 더 다양화된 혁신도우미들사이에
수석도우미, 차석도우미, 도우미, 도우미 수습 등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임. 그리고 그
에 합당한 보수체계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작업장 혁신 연구를 통한 지적 인프라구축

작업장 혁신의 사회적 담론 형성과 확산 - 작업장 혁신과 같은 사회적 혁신은 사회적
담론 형성을 통해 크게 확산되고 지배적 담론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사회적 담론 형성을
가능하게 하려면 작업장 혁신이라는 사회적 담론이 우리 현실에서 갖는 의미와 잠재적 결
과, 우리의 경험 분석과 그에 기반한 현실적 실현가능성,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방
법, 외국에서의 경험과 이론 등이 다양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작업조직에 관한 조사를
통한 종합적 사업체 Database 구축 - 또 다른 작업장 혁신의 인프라로는 사업체조사 등
을 통해 작업조직에 관한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다. 정부가 재정을 마련하여 작업
장 혁신, HRM, 고용, 숙련, 교육과 노사관계 등을 포괄한 사업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
는 일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각 기업들과 공공기관의 작업장 혁신에 대한 정보
를 갖추어 학자들이 작업장 혁신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의 기초자료로는 물론 향후 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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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작업장 혁신에 관한 방향과 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로 삼는다. 아일랜드에서도
National Workplace Survey of Employers and Employees를 통해 작업조직에 관해 사용
자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작업장 혁신에 관한 정보를 얻어 왔다. 2008년
현재 기업들의 변화관리능력(Capacity for Managing Change)에 초점을 맞춘 전국고용조
사(National Employment Survey)를 민간과 공공부문의 11,000개 기업과 10만명의 근로자
들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작업조직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도 지속되어야 한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지속되었던
일본적 린생산방식, 사회기술시스템, 셀생산방식, 유연적 전문화 논의가 어떤 식으로 변화
발전되어 왔는지, 그리고 독일의 고품질 생산방식이 어떤 도전을 받으면서 어떻게 변화하
고 발전해 왔는지 국제적인 논의를 지속적으로 따라가면서 정리하고 국내에 소개할 필요
가 있다. 일본의 통합형 아키텍춰 이론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으며 작업조직과 관련된 논의
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전통적인 노동과정론과 작업통제 이론은 어떤 변화를 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국제적, 국내적 연구성과와 이론적 논의를 비판적으로 정리하고 소개해
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해외의 각종 연구네트워크에 참여하
고 연구네트워크의 각종 워크숍이나 국제학술대회에 작업장 혁신에 관심을 가진 국내 학
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와 학술교류를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작업장 혁신에 대한 외국의 최근의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소개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비교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령 독일의 Auto 5000 프로젝트의 진행과
독일의 작업장 혁신에 대해 갖는 함의, 토요타 생산방식의 진화, 콜센터, 보험과 은행 등
서비스산업의 최근 작업조직 연구, 맥도날드화, 신흥국 특히 중국기업들의 작업조직 연구
등도 현재 당장 요구되는 연구과제들이다. 우리나라의 작업조직 및 작업장 혁신이 어떤 상
태에 있는가의 현황 진단, 작업장 혁신에 대한 경영진과 노조 그리고 근로자들의 문제의
식, 작업장 혁신 장애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뉴패러다임센터가 그동
안 진행해 왔거나 현재 진행 중인 작업장 혁신 지원 컨설팅 경험에 대한 분석과 평가 그
리고 우리에게 적합한 다양한 작업장 혁신의 방법론 개발 등 Action-research도 함께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기업과 조직들은 외국의 앞선 작업장 혁신의 성과들을 모방하고 이식하여
우리 토양에서 성공적으로 작업장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력해 왔다. 이제는 그런
모방을 넘어서서 외국의 작업장 혁신경험들을 우리 기업들에 토착화하고 재창조하여 우리
에게 적합한 방식 작업장 혁신의 경험과 사례들이 적지만 쌓여가고 있다. 이에 따라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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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업체에서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성공적인 작업장 혁신 경험에 대한 깊
이있는 분석을 통해 한국형 작업장 혁신의 내부메커니즘, 작업장 혁신과 연계된 인사와 노
사관계 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작업장 유형과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이론적 연구의 핵
심이 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적합한 작업장 혁신의 모델과 유형 그리고 방법을 개발
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작업장 혁신과 과제, 작업장 혁신 촉진정책
의 방향과 내용 등을 제대로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이론적 연구에서 담당해
야 할 몫이다. 이를 위해 작업장 혁신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정책 재원의 1/5 이상이 반드시
작업장 혁신에 관한 아래와 같은 연구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핀란드의 경우에는 작업장 혁신 예산 가운데 45%가 컨설턴트의 컨설팅 비용에, 35%가 대
학, 연구기관, 공과대학 등의 연구에 사용됨.

○ 작업장 혁신의 지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부과제
ⓐ 작업장 혁신에 관한 사업체 실태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 작업장 혁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작업조직 및 작업장 혁신의 현황 진단, 작
업장 혁신에 대한 노사의 문제의식, 작업장 혁신 장애 연구
ⓒ 국내외 작업장 혁신의 성공적 사례연구 - 유한킴벌리,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조선/삼성조
선, 한국도자기 등과 성공적 중소기업 등 - 혁신 유형과 혁신의 내부적 동학 조명
ⓓ 한국의 작업장 혁신 모델과 이론 개발
ⓔ 외국의 작업장 혁신에 관한 논의 발전과 작업장 혁신 방법론 소개
ⓕ 외국 정부의 작업장 혁신 촉진정책 사례 연구와 함의 도출
ⓖ 뉴패러다임센터의 작업장 혁신 지원 컨설팅 경험에 대한 분석과 평가와 우리에게 적합한
작업장 혁신의 방법론 개발 등 Action-research
ⓗ 해외 작업조직 및 작업장 혁신 연구자들과의 Network 구축

3. 향후 작업장 혁신정책의 세부적 내용(예시)
가.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구 뉴패러다임센터)사업의 범위

아래 그림과 같이 그동안 노동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사업들을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에
통합하여 컨설팅(도우미)활동을 통해 직접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며 혹은 기업들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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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보다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 중소기업학습조직화 사업 등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없
거나 작업장 혁신, 노사관계 혁신과 중복되는 사업 통폐합하여 보다 포괄적인 작업장 혁신
사업이라는 큰 우산 아래에서 세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목적의 달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 책임성 강화, 모니터링의 용이함 등에서 볼 때 필요하다.
〔그림 Ⅴ-6〕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의의 활동체계

○ 맞춤형 혁신 서비스 메뉴 준비와 제공
기업과 조직의 규모와 업종, 지역에 따른 요구가 매우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
에 맞출 수 있도록 다양화된 수준과 내용의 작업장 혁신, 임금직무혁신, 노사파트너십, 현
장 문화의 개선, 학습조직화 등의 다양한 내용을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
다. 혁신서비스의 제공형태도 간단한 전화상담, 방문상담, 교육, 진단서비스, 컨설턴트 파견
서비스, 네트워크 참여, 사후 모니터링 서비스 등 기업과 조직의 요구에 맞추어 제공한다.
새로운 고성작업장혁신센터는 기존의 뉴패러다임센터보다 사업영역을 보다 크게 확대하여
정부의 업무영역 가운데에서 민간기업이나 공공부문 조직에 작업장 혁신, 작업환경개선,
근로자 친화적 유연작업조직 구축, 노사관계 개선, 임금직무 혁신,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저탄소제품 생산 준비, 기타 고용관련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노사관계, 인적자원관리 서비
스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 고용관련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one-stop service
기관으로서 활동영역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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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업들이나 공공기관들이 작업장 혁신과 학습조직화를 스스로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년에 1～2회에 걸쳐 2주가량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혁신아카데미
와 학습아카데미를 별도로 운영한다.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뉴패러다임센터)가 작업장 혁
신을 촉진하는 정책을 보다 책임있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혁신지원 활동을 세부화
하고 확장하여 이들 활동을 각각의 프로젝트화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각 활동에
소요되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발굴 및 양성 프로그램의 가동, 활동의 범위와 양에 필요한
인력이 충원되어야 할 것이다.

나. 작업장 혁신센터를 통한 작업장 혁신 촉진 사업내용
〔그림 Ⅴ-7〕작업장 혁신과 관련된 사업의 흐름과 내용

작업장 혁신 사업종류와 절차

작업장혁신 관련 서비스제공과 혁신사업의 결과

(1) 상담활동

작업조직의 혁신, 작업환경의 변화에 관심이 있는 조직과 기업들을 상대로 다양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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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전개한다. 도우미 경험이 많은 혁신 도우미를 상담창구에 배치하여 상담을 하고자
하는 기업의 요구와 고민들을 주의깊게 청취한 뒤 고객기업이나 조직의 요구에 맞추어 상
담서비스를 통해 자문과 조언을 제공한다. 전화상담의 경우 대표전화를 통해 개별적인, 단
순한 질문에 대한 답변 혹은 작업장 혁신사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 등을 수행 - 보통사람
들이 익히기 쉬운 대표전화를 등록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전화를 통해 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이나 조직에서 작업장 혁신이나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방문하여 상담을 하려는
방문상담의 경우 고객기업이나 조직의 고민이나 요구에 맞추어 상담서비스를 통해 자문과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작업장 혁신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 뒤
고객기업이나 조직이 작업조직이나 작업환경에 대해 진단을 받아 보도록 권고를 한다.
이들 상담기업이나 조직들을 중심으로 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한 홍보 및 학습 자료를
미디어 자료의 방식으로 제작하여, 현장과 각종 연관 기관에 배포하고 인터넷을 활용한다.
이때 각 기업이나 조직들이 자기 조직의 작업조직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작업조직의 자가
진단 설문지 혹은 방법들을 담은 자료를 만들어 배부한 뒤 그 결과를 갖고 다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 작업조직과 작업환경과 관련된 사업체 진단활동

기업이나 조직이 작업조직과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사업체 진단을 신청했을 경우, 경험이
많은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에서 혁신도우미가 현장에 파견되어 중요한 의사결정권자, 관련
관리자, 필요한 근로자대표들을 면담을 통해 작업조직과 작업환경 진단을 실시한다. 필요
한 경우 진단을 신청한 기업이나 조직과 상의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고성작업장혁신센터는 작업조직과 작업환경 진단을 의뢰한 기업이나 조직들을
상대로 하여 작업조직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품질과 생산성, 유연성을 갖추고 있는지, 작업
환경에서 산재발생,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돈이 안들거나
덜 드는 방식의 단기적 해결방안, 중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리고 기업이나 조직들
이 작업조직의 개선을 위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우선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결방안과 함께
알려준다. 또한 작업장에서 산재예방을 위해서 긴급하게 취해야 할 조치를 알려주고 초보
적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찾아서 해결방안과 함께 제
시한다. 여기에서 업재해 발생예방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나 산업안전공단의 산업재해
전문팀과 결합하여 진단 및 개선제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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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진단 신청 기업이나 조직에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의 도움을 받아 작업장혁
신을 위한 활동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그럴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후속 작
업장 혁신활동으로 넘어가며, 의사가 없는 경우 종료한다.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가 향후 더욱 집중해야 할 사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업체 진단
활동이다. 작업장혁신을 위한 활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많은 기업들이나 조직들이 작업조직
이나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자기 조직이 어떤 문제점과 과제를 안고 있는지 알도록 하는
일은 작업장 혁신을 위해 1차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문제점과 과제를 알고 있는 경
우 기업이나 조직의 경영진들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 노
력할 수도 있고 나중에 다시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3) 작업장 혁신 도우미 활동

공공부문, 제조업, 서비스 등으로 구분된 팀을 향후 컨설팅을 요청하는 조직들이 다양화
됨에 따라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의 컨설턴트들도 전문분야 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예
를 들면 컨베이어벨트가 있는 제조업, 그렇지 않은 제조업 및 제조업 내부의 업종별(예)
철강업, 자동차부품업), 서비스업, 병원, 복지관, 학교 등으로 세부하여 접근하는 것이 업종
이나 조직 특수적인 측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여 컨설팅의 전문성을 쌓는 길이
될 수 있다. 작업장 혁신을 수행하려는 기업이나 조직 내부에 스스로 작업장 혁신을 기획,
추진할 수 있는 ‘디자인팀’ 혹은 ‘작업장 혁신팀’을 구성하여 컨설턴트들과 함께 작업을 함
으로써 해당 기업이나 조직 내부에 혁신의 주체를 세운다.
작업장혁신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기업이나 조직의 대표자(CEO)로부터 적극적인 지원
과 협력을 확인하고 유도하기 위한 고성과작업장 혁신센터와 계약 혹은 양해각서(MOU)를
여러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체결함으로써 작업장 혁신 프로젝트를 조직 내외에 공식화함
으로써 기업이나 조직의 대표자와 조직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일정한 의무를 부여한다. 작
업장혁신의 과제를 해당 기업의 혁신담당관리자들과 컨설턴트(혁신도우미)가 공동으로 발
굴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혁신과제를 찾아나가는 지에 대한 방법론을 학
습하도록 하기 위해 혁신과제의 디자인 작업을 함께 수행한다. 작업장 혁신의 구체적인 과
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문제점과 장애물을 해당 회사나 조직의 디자인팀과 컨
설턴트(혁신도우미)가 공동으로 찾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토론을 통해 찾고 해결을 도
모한다. 작업장 혁신 뿐 아니라 산업재해 축소를 위한 작업, 노동생활의 질 개선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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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한다.

○ 작업장문화 혁신 활동
작업장 혁신을 시도하는 초기, 노사관계가 불안하고 불신이 많은 사업장에서 작업장 혁
신에 앞서 작업장 문화혁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작업장 혁신을 위한 작업장 문화 혁신
사업 - 작업장 내부의 불신, 체념, 타성, 이기주의, 의사소통 부족, 노사관계와 인간관계의
모순, 갈등, 인사제도의 문제점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치유하기 위한 작업으로
가령 연극적 기법(theater methods)을 잘 이용하면 내부 문제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면서 조
직 내부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극단, 상황극 전문가와 진
단팀 구성원이 혼성팀을 구성하여 컨설팅팀을 지원하면서 이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작업장 내부의 문제점을 문화적 측면에서 드러내는 작업은 작업장 문화혁신 작업
의 사전적 작업에 불과하다.
작업장 문화혁신은 이런 문제점이 있는 문화 드러내기에서 시작하여 컨설턴트들의 도
움을 받아 회사 내 의사결정권이 있는 고위관리자, 내부 인사담당자, 현장 근로자대표 등
이 하나의 일시적 횡적 팀(Taskforce)를 만들어 새롭게 디자인하고 그런 계획에 따라 이
행을 해 나갈 수 있다. 작업장 문화혁신은 작업장 혁신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심
리와 태도의 측면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장 혁신의 전반적인 계
획과 함께 이행될 필요가 있다.

(4) 작업장 혁신 컨설팅 이후의 활동

○ 작업장 학습조직화 활동
기존의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사업에 전문적 컨설팅 기능 서비스 기능을 부여하여 작업장
혁신센터에서 컨설팅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작업장 혁신을 실행한 조
직들이 혁신시스템을 내부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작업장 혁신컨설팅이 끝난 조직들을
대상으로 지속 프로그램으로서 작업장 학습조직화와 작업장 혁신이 연계될 수 있도록 조
직 내부에 기존 경험의 분석, 체계화와 훈련, 학습, 숙련을 연계시킨 체계적인 OJT와 학습
조직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학습조직화 컨설팅을 제공한다. 작업장 혁신과 연계된
학습조직화 사업 - 내부 교육, 내부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학습과 교육, OJT를 위한 교
재와 매뉴얼을 개발하고, 개선사례와 개선방법을 정리하며 교재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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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하여 작업장 혁신과 학습조직화가 별개로 존재하고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작업장 혁신 경험과 혁신에 필요한 내용을 현장 작업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학습의 내용으로 활용하는 관계가 되도록 한다.

○ 작업장 혁신 학습네트워크 구축
컨설팅을 받은 뒤 작업장 혁신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을 통해 내부의 혁신시스템
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업종별, 지역별, Best practices별 학습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들 학습네트워크에서도 작업장 혁신센터와 선진적 작업장혁신을 이룬 기업들
이 혁신에 관심이 있는 다른 기업들을 도와주고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조언을 한
다. 기업과 조직 내부에 지속적인 혁신역량, 학습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지
속적인 조언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작업장 혁신 컨설팅 사후 서비스와 모니터링
현재의 평생학습클럽을 발전시키고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여 6개월에 1회씩 작업장 혁신
컨설팅을 받은 조직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사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작업장 혁신의
지속을 고무하며, 작업장 혁신활동이 중단된 경우 그 원인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한다(3년간 지속).

(5) 기타 활동

○ 임금과 직무혁신
작업장 혁신서비스를 통해 일정한 혁신경험과 컨설턴트들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한 조직
들을 상대로 임금제도와 직무시스템, 인사제도의 혁신을 통해 작업장 혁신을 지원할 수 있
는 임금과 직무 시스템 그리고 인사제도의 구축을 컨설팅한다.

○ 교육활동
작업장혁신센터에서 작업장 혁신을 수행하고자 하거나 심화시키려는 기업이나 조직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1년에 1 - 2회, 2주 기간의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을 교육한다. 기존의 컨설팅 경험, 작업장 혁신의 성공적 사례 경험, 연구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업장 혁신의 이론, 접근방법, 전략, 방법, 장애물, 컨설팅 서비스 지원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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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작업장 내부의 학습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한다.

○ 새로운 서비스 내용 준비
앞으로 전지구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저탄소제품의 개발, 생산, 포장과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여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노력과 경험들을 익
히고 소개한다. 향후 기업에 대한 환경규제에 대응하여 선진국에서는 기업 수준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런 준비가 생산과정, 작업조직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연구, 소개한다.

○ 기타 고용서비스와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
이미 수행하고 있는 퇴직연금, 여성고용촉진정책, 고령화 관련사업도 보다 전문성을 갖
고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컨설턴트의 교육, 모범적 사례개발, 기업들이 직면한 장애
나 곤란에 대한 파악과 해결방법 제시 등을 해야 할 것이다.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은
재설계를 통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를 재정의하되 사업 시행과정
에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이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지 않고 사업목
적에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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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자료와 연락처 〕

NCPP(2005) 아일랜드의 장점을 찾아서: 국가작업장전략
www.workplacestrategy.ie에서 제공
국가작업장전략을 위한 고위실행그룹 1차 진행 보고서 (2006년 8월).
www.workplacestrategy.ie에서 제공
국가작업장전략을 위한 고위실행그룹 2차 진행 보고서 (2007년 4월).
www.workplacestrategy.ie에서 제공
총리실 www.taoiseach.gov.ie
기업통상고용부 www.entemp.ie
NCPP www.ncpp.ie
NESDO www.nesdo.ie
NESC www.nesc.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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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영국에서 작업장 혁신에 대한 기업과 조직의 자가진단을 위한 질문

Innovation > Self Assessment
Read carefully each of the sets of statements given, then select and mark the one that most
closely reflects your own view of your firm's current normal practice. Remember - be honest,
and try not to 'gild the lily'!

QUESTION 1
People are consistently trained and developed for bigger roles in the organisation.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Agree

④ Strongly Agree

QUESTION 2
One of our strengths is that finance is always available to exploit our good ideas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Agree

④ Strongly Agree

QUESTION 3
We involve our customers very closely with our business so that we all fully understand
their needs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Agree

④ Strongly Agree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Agree

④ Strongly Agree

QUESTION 4
Managers lead by example and will do what they say they will do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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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Strongly Agree

QUESTION 5
Our teams are usually made up of a broad mix of people from both within and outside the
organisation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Agree

④ Strongly Agree

QUESTION 6
As long as they are contributing to the clearly defined objectives of the organisation, people
are allowed to work in the way they see most appropriate.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Agree

④ Strongly Agree

QUESTION 7
We have been able to transform a market we operate in and maintain it through innovation.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Agree

④ Strongly Agree

QUESTION 8
Everyone is encouraged to go out and find external sources of inspiration and information to
keep in touch with what is happening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Agree

④ Strongly Agree

QUESTION 9
Our intellectual property is at the core of our competitive advantage and we protect it
accordingly in the most appropriate way.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Agree

④ Strongly Agree

QUESTION 10
We seek to influence relevant new legislation and regulatory standards and benefit accordingly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Agree

④ Strongly Agree

QUESTION 11
Everyone here is really excited and driven by the vision of the organisation.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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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Strongly Agree

QUESTION 12
Top managers are "hands ready" knowing exactly when and when not to get involved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Agree

④ Strongly Agree

QUESTION 13
We rigorously and regularly monitor and widely review our relationships with customers and
suppliers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Agree

④ Strongly Agree

QUESTION 14
There is a tremendous buzz working here and people have fun achieving a lot.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Agree

④ Strongly Agree

QUESTION 15
Our strengths in design are at the heart of our innovation strategy.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Agree

④ Strongly Agree

QUESTION 16
We all help each other here and always get and offer whatever support is needed.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Agree

④ Strongly Agree

QUESTION 17
Opportunities we identify are driven by our deep understanding of our customers and markets.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Agree

④ Strongly Agree

QUESTION 18
People are passionate about what they do and really want to create something special.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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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Strongly Agree

QUESTION 19
Teams here have a lot of discretionary power with strong support from the top.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Agree

④ Strongly Agree

QUESTION 20
With many of our customers there are a number of different customer contact points
spanning the whole of both their and our organisations.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Agree

④ Strongly Agree

QUESTION 21
Everyone is actively encouraged to come up with good new ideas and to help see them
through.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Agree

④ Strongly Agree

QUESTION 22
Managers are generally ready to take a certain degree of calculated risk.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Agree

④ Strongly Agree

QUESTION 23
We analyse the implications for the business of future trends and issues, using the expertise
of both internal and external designers and technical specialists.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Agree

④ Strongly Agree

QUESTION 24
What is great here is that good work is always recognised and really appreciated.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Agree

④ Strongly Agree

QUESTION 25
When problems occur, senior managers immediately act to provide appropriate support and
guidance.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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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Strongly Agree

QUESTION 26
We are innovative throughout the organisation and this is crucial to our success.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Agree

④ Strongly Agree

QUESTION 27
We regularly break new ground in our markets in order to maintain our competitive position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Agree

④ Strongly Agree

QUESTION 28
People stretch themselves and when we do make mistakes we learn from them.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Agree

④ Strongly Agree

QUESTION 29
All levels of the organisation are proactive in generating, evaluating and developing ideas for
new products/services/processes.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Agree

④ Strongly Agree

QUESTION 30
Our knowledge and utilisation of e-business has enabled us to fully exploit our potential.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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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Strongly Agr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