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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요 약

일터혁신은 기업들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과 노동의
인간화 목적이 중첩적으로 작용하면서 노사 간 윈윈 게임에 의해 생
산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해왔다. 도요타생산방
식에 기초한 린 생산방식론과 사회기술체계론, 혁신적 노동정책론,
그리고 미국 경영학계를 중심으로 한 고성과작업장시스템론 등의 이
론적 기반을 지니면서 우량기업들의 나침반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모색기를 거쳐 참여정부 이후 일터혁신을 확산하
려는 정책이 전개되었으나, 이명박 정부 시기 노사발전재단으로 역
할이 통합되고,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일터혁신이 다른 정책과 혼합
되면서 우리나라 일터혁신 정책은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더욱이 현장의 일터혁신 자체가 지체 혹은 후퇴하고 있다
는 연구도 제출된 바 있어, 새로이 일터혁신의 개념, 이론, 실태, 추
세, 모델, 성과 등을 점검할 필요 하에 본 연구가 기획되었다.
이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담론이 널리 확산되고, 문재인 정부 출
범과 더불어 소득주도성장론이 대두되면서 이에 조응하는 일터혁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본 연구는 시대적 필요에 부응하여 급
격한 기술 변동 시기에 일터혁신, 기능, 숙련 등의 자리매김을 어떻
게 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가되었다. 이에 따라 일터혁신의
선진 지역인 일본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Industrie 4.0
의 진원지인 독일에서의 논의들을 연구하였다. 아울러 지수를 통해
우리나라 일터혁신의 정도를 시계열로, 그리고 국제비교를 통해 알
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대표적인 일터혁신 모
델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어떠한 일터혁신 촉진 사업이 가능한지를
구상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구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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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질적 연구방법이 적절히 배치되었다.
제2장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IoT, 빅데이터, AI 등)이 일본제조업
생산현장의 생산성 향상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 특히 IoT의 도
입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일본을 대
표하는 자동차 제조회사 도요타자동차,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부품
제조회사 덴소, 일본의 중소 자동차부품 제조회사 아사히철공 등 3
개 회사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먼저 도요타의 경우, 2017년 현재 생산현장에 IoT를 도입하기 위
한 실증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단계이다. 주로 IoT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과 역치관리, 고장이나 이상 징후의 사전예측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빅데이터의 해석과 인공지능(AI)의 활용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요타
생산방식을 보조 및 강화하는 수단으로서의 IoT 활용을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한편 1996년부터 IT를 활용한 공장의 가시화를 이미 시작하고 있
는 덴소는 그러한 가시화 방법의 공통화를 통한 공장 간 연결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수집된 대량의 정보를 유익한 정보로 변
환하기 위하여 인공지능(AI)의 심층학습이나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한 분석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것
이 아니라 모노즈쿠리를 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인간
과 기계가 함께 성장하는 IoT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
끝으로 자본금 3,000만 엔 미만의 중소기업인 아사히철공의 사례
는 노후화된 기계설비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초저가의 IoT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아사히철공은 어디에서나
구입가능한 범용적인 저가의 센서와 설비를 활용하고, 시스템 설계
에 있어서도 비용이 많이 드는 외주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
체적으로 내제함으로써, 개선활동에 도움이 되는 보다 실용적인 시
스템을 초저가로 구축하였다. 이 회사는 이러한 자사의 경험을 토대
로 초저가 IoT시스템을 일본의 중소기업을 상대로 판매하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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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일본기업 3사에 있어서의 IoT의 도입사례는 각 기업
이 처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모습에는 차이가 있지만, 인간 중심
의 IoT 활용, 생산현장의 개선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IoT 활
용이라는 점에 그 공통점이 있다. 일본기업에는 IoT나 AI를 대신할
수 있는 현장지식이 풍부한 엔지니어와 타쿠미(匠 :장인)라고 불리
는 기능직 숙련공이 지금도 건재하다. 본 장에서 살펴본 IoT나 AI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일본기업 3사의 사례를 보는 한, 이들 기업은
제4차 산업혁명의 도구인 IoT나 AI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현장
의 인적자원과 대체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독일은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조강국으로서 자
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통제조산업과 ICT기술을 접목시켜
스마트 공장을 구현하는 소위 ‘산업 4.0’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12
년 독일의 산관학이 공동으로 주도한 산업 4.0 프로젝트는 전통적
산업과정과 결합하여 가상물리생산시스템(CPPS)으로 발전하는 현
대 ICT기술의 진화, 그리고 그러한 기술이 사물인터넷(IoT)과의 결
합을 통해 개인맞춤형 생산을 추구하는 산업생태계의 전면적 변화를
핵심 주제로 삼는다. ‘노동의 디지털화’로 대변되는 이러한 변화는
2015년 독일연방 노동ㆍ사회부가 산업 4.0에 대한 ‘노동 4.0’ 녹서를
발간할 만큼 작업장의 변화(작업조직 및 직업구조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업 4.0의 핵심요소는 소위 ‘스마트 팩토리’로 표현되는 지능형
공장이다. 스마트 공장은 과거 위계적 조직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대
량생산체제와는 달리 생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과 자원의 사회기술
적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 중심에는 계획과
통제 시스템에 근거하여 자율적이되 상황에 따라서는 스스로 조절하
면서 자체적으로 구성되며, 지식에 기반하되 감지력이 있으며, 공간
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생산자원의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이러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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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네트워크는 다시 여러 회사 간의 가치창출 네트워크 속에 착근된
다. 산업 4.0의 새로운 특징은 단지 이러한 기술적 측면에만 있는 것
이 아니라 혁신과정에서 노동자의 결합을 보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의 사회적 하부구조’를 강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향상훈련
을 포함한 광범위한 숙련화 조치는 물론이려니와 의사결정과 참여의
공간, 과도한 업무량을 조절할 수 있는 분권화된 리더십과 높은 수
준의 자율성을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한다. 결국
산업 4.0에서 요구되는 일터혁신의 요체는 기술혁신과 숙련향상으로
집약된다.
독일의 대표적 모터제작회사인 S사의 경우 ‘산업 4.0’ 개념을 중심
으로 일터혁신을 추구한 전형적 사례에 속한다. S사는 과거 자동화
를 전면에 내세운 CIM 생산방식을 실패로 규정하고, ICT기술과 사
람의 결합을 핵심으로 하는 ‘인간중심의 자동화’ 혁신전략을 추구하
고 있다. 이 회사는 모듈 중심의 생산방식에 기초한 미래의 산업 4.0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면서 모든 기술은 사람에 의해 관장되어야 한
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S사는 빅데이터와 가상물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한 개 흐름생산’(One-Piece-Flow)과 린 스마트
팩토리(lean smart factory) 가치를 적용한 미래형 조립 및 생산 공
장에서조차 사람을 디지털화된 공장혁신의 핵심이라고 간주한다. 시
장의 수요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모듈 중심의 생산이 필수적이나
그 성공은 결국 숙련노동과 기술의 결합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
독일 사례에서 보듯 노동의 디지털화는 숙련노동자에게 노동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노동의 디지털화
가 그 어느 때보다 학습촉진과 향상훈련의 동기를 제공하기 때문이
다. 만약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산업노동의 미래가 아니라고 한다면,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숙련향상은 필수적이며, 이는 일터혁신의 출
발점이 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일터혁신 관련 지표를 살펴보고 기존의 일터혁신 지
수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일터혁신의 현주소를 살펴보았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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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경제발전 및 기업경영 고도화 과정에서 일터혁신은 중요한 역
할을 한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일터혁신의 중요
성 또한 높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터혁신 현황을 살
펴보기 위해 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자료의 일터혁신 관련 변수들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2005∼2013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터혁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직무분석, 품질관리 프로그램, 제안제도, 소집
단 활동, 정기적인 업무 로테이션, 다기능화, 자율권, 직접생산자의
자주보전 활동, 사업장의 품질관리 개선 노력, 개선 프로그램 수행
등 대부분의 일터혁신 관련 지표들이 정체되어 있거나 하락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혁신 프로그램의 성과도 노동생산성 제고,
납품기한 단축, 생산/서비스의 품질제고 등에서 하락하는 추세에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표들은 우리나라의 일터혁신이 정체
혹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하락 추
세가 실질적인 일터혁신의 감소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활
용되는 일터혁신 제도들의 변화를 기존의 일터혁신 지표들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분석 및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OECD Employment Outlook에 제시된 PIAAC 자료를 통
한 일터혁신 국제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일터혁신 지수에서
는 하위권을 보였고, 인사관리 제도에 있어서는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였으나 작업조직 분야에서 하위권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
질적인 일터혁신의 내용분야인 작업조직은 약한 반면 이에 대한 인
력관리 지원 부분인 인사관리 제도만 상대적으로 강한 불균형적인
모습을 보였다. 기존 서구의 다른 일터혁신 지수들을 살펴보더라도
다양한 작업조직 관련 지수들이 상대적인 중요성을 보인 것을 보면
우리나라 일터혁신 정책은 실질적인 일터혁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작업조직 등의 측면에서 그 혁신적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5장은 한국 제조업 작업장 혁신의 베스트 프랙티스로 널리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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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YK 대전공장의 작업시스템 특성과 최근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학습과 자율을 핵심어로 하는 YK의 작업장 혁신은 작업장 혁신 모
범사례로서 과거 참여정부가 뉴패러다임센터를 설립해서 그 확산을
기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작업장 혁신의 대표 명사였던 대전공장의
작업시스템은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했을까? 변화가 있었다면 그 동
인은 무엇이며 변화의 내용과 방향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이 한국
기업의 작업장 혁신과 관련해서 갖는 함의는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
에 답하기 위해 연구진은 2017년 9월과 10월에 현장 방문조사를 하
였다.
대전공장의 고성과 작업조직 모형의 근간은 변하지 않았으며 환
경변화에 적응하면서 진화하고 있었다. 과업통합과 관련해서는 QA
shift 제도 도입을 통해 현장의 품질관리 기능을 강화했고, 작업팀의
자율성과 관련해서는 기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교대조장 권한도 강화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며, 오프라인 참여와 관련해서는 과거의 워크
숍 방식을 발전시킨 액션러닝 워크숍 방식을 도입했다.
반면 대전공장 고성과 작업조직을 지원하고 보완하는 인사관리는
상당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킴벌리클라크의 신규투자 중단과 중국시
장의 충격으로 인한 일부 기계 가동중단과 과잉인력 발생, 지난 5년
간 생산직 신규채용 중단, 직능자격 승격에 있어서 이론시험의 폐지
로 직급체계의 연공성 강화, 고근속화 및 단일호봉제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 회사의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항의 시위는 고성과
작업조직과 정합적이지 않은 방향으로의 인사관리의 변화들이다. 반
면 다기능화를 통한 인력의 유연한 재배치와 교육훈련의 유연성 제
고를 통해서 성장 정체기에 적응하고 있는 점 등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고성과 작업조직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인사관리의 적응
적 변화들이다.
종합하면 YK 대전공장의 작업장 혁신모형은 핵심원리를 유지하
되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킴벌리클라크의 글로벌전략과 최근 YK의 인사관리․노사관계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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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YK 모형의 미래에 대해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
사한다.
일터혁신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관련 이론을 서비스업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또한
매우 다양하고 상호 이질적인 서비스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
는 일터혁신 모델은 더더욱 구축하기 어려울 것이다. 본고는 그러한
의미에서 탐색적으로 병원 산업의 간호사 노동에 대한 연구를 시도
해보았다. 이를 위하여 국내 상급병원 중 NCSI 6년 연속 1위를 차
지하고 있는 SH 사립대병원 사례를 선정하였다.
SH병원은 상급 종합병원으로서 간호 1등급을 획득하여 상대적으
로 인원이 많은 편으로 보이지만, 전산화에 따른 각종 정보 입력 업
무 등도 늘어나 여전히 간호사들은 정원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병원들에 비해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서 알 수 있듯이 노조의 보호와 활동 속에 간호사들의 합리적 교대
제와 적절한 휴식시간 등이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자 주도 하의 제안제도가 활성화되고 풍부한 교육훈련이 제공되
고 있다. 정보와 지식의 흐름이 개선되는 전산화의 장점과 더불어
이러한 작업장 내 간호 노동의 보호는 환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원, 교대제, 작업조직과 노동과정에서의 긍정적 측면들
은 사용자의 노조 및 조합원에 대한 전향적 태도와 노조의 조합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힘입은 것이다. 노조는 지나치게 경쟁적
인 성과주의 인사제도는 배척하면서 시험에 의한 승진과 승진 및 연
공에 기반한 임금체계를 고수함으로써 안정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행연구의 베스트 프랙티스 모델에서 나
타났던 경력개발제도 등은 이제 막 도입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렇듯 숙련 중심의 접근법이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있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하고 노동자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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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역량이 곧 생산성과 품질을 좌우하는 서비스노동에 있어서 노
조가 조합원을 보호하고 사용자가 역량 중심의 접근을 통해 끌고 가
는 SH병원 사례는 여타 상급 종합병원 사례들과 비교되면서 지속적
으로 일터혁신 모델로 지켜볼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양적 일터혁신지수 분석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질적 사
례 연구,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기 일본과 독일의 최근 일터혁신에
대한 소개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일터혁신이 매우 미흡한 상황
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작업조직을
중심으로 오히려 일터혁신이 후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
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하여 일터혁신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기
술중심주의의 반성이 필요함을 결론에서 제기하였다. 일터혁신은 기
술과 인간노동의 조화, 그리고 독일 사례에서 보았듯 첨단기술 혁신
과 숙련의 재결합을 부단히 추구하기 때문에 노동배제적 자동화 전
략과 양립할 수 없다. 사람의 노동을 중심에 둔 일터혁신은 4차 산업
혁명 시기에도 의연히 관철될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기존에 일터혁
신이 미진한 이유를 밝히고, 특히 서비스업 등에서 일터혁신 모델을
개발하며, 정책전달체계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음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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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 정책의 목표는 단지 파업과 분쟁이 없
는 ‘조용한 노사관계’를 실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노동 생활의 질(Quality
of Working Life)이 개선되고 동시에 기업경쟁력이 탄탄한 ‘생산적 노사
관계’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노사 간의 win-win 게임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노사관계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법이 바로 일터혁신이다.
일터혁신은 이렇듯 노사관계 차원에서 정의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일터
혁신의 핵심 모델 중 하나인 도요타생산방식은 경제와 경영 차원에서 집
중적으로 조명되고, 서구 기업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아왔다. 전
세계 자동차산업과 관련한 최고 전문가들이 1980년대 MIT 대학을 중심
으로 모여 5년간의 연구 끝에 내놓은 The Machine that Changed the
World(Womack et al. 1990)라는 책에서는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식 생
산방식을 린(lean) 생산방식이라고 명명하고, 이를 모방하고 적용해야 글
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린 생산방식 이론은 도요타와 같이 낭비를 제거하고 고품질을 달성하
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암묵적 지식을 조직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
함을 일깨워주었다. 사실 이렇게 노동 중심의 접근법을 통한 경쟁력 확
보 전략은 유사한 형태로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도 이어져오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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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것은 독일 중심의 혁신적 노동정책론과 영국과 스웨덴 등을 중
심으로 한 사회기술체계론이다. 두 가지 모두 유럽 내에서는 노동의 인
간화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볼보자동차의 우데발라 방
식은 사회기술체계론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었으며, 이것은
미국으로 건너가 일본 차에 대항하는 GM의 야심찬 프로젝트인 새턴자
동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그것은 린 생산방식보다 작업자들에게
자율성을 더 많이 부여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지닌 작업자들의 숙련과 몰
입에 의하여 테일러주의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나으면서도 노동의 소외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혁신적 노동정책론은 그룹작업 혹은
팀작업을 통하여 가능하면 생산직 노동자들의 능력을 폭넓게 개발하고 활
용하고자 하며, 나아가 이러한 원리를 기업조직과 관리조직, 능률관리 등
의 차원으로까지 확장한 특징을 지닌다(정승국․조성재, 2017; 440쪽).
1990년대 이후에는 사회기술체계론이나 린 생산방식론과는 다소 다른 맥
락에서 고성과작업장시스템(HPWS; High Performance Workplace System)
이론이 미국 경영학계에서 정식화되기에 이른다(Cappelli & Neumark,
1999). 린 생산방식론이 일본 제조업을 토양으로 하고 있고 사회기술체
계론도 주로 유럽의 제조업을 배경으로 하는 데 비하여 고성과작업장시
스템 이론은 산업과 국가의 차이를 넘어서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 이론이자, 혁신 이론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
기 때문에 서구 국가들에 비하여 오히려 린 생산방식에 더 익숙한 편이
었다고 볼 수도 있다. 전환배치가 용이한 연공임금체계와 기업 단위 노
사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기업별 노사관계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점도
일본식 생산방식의 수용과 확산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이었다. 그렇지만,
기업별 노사관계는 거꾸로 노사 대립이 심화될 경우 오히려 작업장 권력
을 둘러싼 노사 간 치열한 갈등을 피할 수 없는 단점을 지니기도 한다.
그러한 점에서 린 생산방식론이든, 고성과작업장시스템 이론이든 노사관
계의 안정성을 중요한 구성요소로 간주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불신에 기초한 것이든, 아니면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에 입각한 것이든, 우리나라 경영자들은 도요타 식으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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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숙련을 축적하고 그것을 통하여 장기에 걸친 경쟁력을 확보하기보
다는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조기에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였
다. 이러한 기술 중심의 접근법은 최근의 한 데이터에 의해서도 입증되
는데, 제조업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대수(2015년)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은
물론,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보다 월등히 높은 531대를 기록하고 있
다. 물론 이 수치는 로봇을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와 전자산업 비중이 크
면 높아지는 특성을 지니지만, 역시 자동차와 전자산업이 발달한 독일이
나 일본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기술중심 접근법을 보
여주는 방증 자료라고 할 것이다.
기술 중심 접근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린 생산방식
에서 요구되는 낭비 제거를 위한 조직의 루틴과 그러한 조직능력의 진화
능력(藤本隆宏, 2003)까지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
겨져 있다. 또한 고성과작업장시스템에 요구되는 고헌신(high commitment) 혹은 고몰입(high involvement)을 이끌어내는 인적자원관리 제도
와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지 역시 의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일터혁신은 지대하고 시급한 과제이지만,
그동안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은 크게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1990
[그림 1-1] 제조업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대수 국제비교(2015년)

자료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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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이후 작업장혁신 정책에 대한 탐색이 계속되던 중 참여정부의 출범
과 함께 한국노동연구원 부설로 뉴패러다임센터를 설립하고, 유한킴벌리
모델을 중심으로 한 작업장혁신 컨설팅 사업이 시작되게 된다. 이후 이
명박 정부 하에서 작업장혁신이 제조업 중심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일터혁신’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뉴패러다임센터를 고성과작
업장혁신센터(KOWIN)로 개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기구는 이명박
정부 중반에 노사발전재단으로 통합되고, 이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
서 일터혁신 정책은 방향성을 상실한 것처럼 비쳐졌다. 왜냐하면 일터혁
신의 핵심인 작업조직과 노동과정의 혁신보다도 각종 노동 및 고용 정책
과 연계된 고령자 일자리 사업, 근로시간 단축 사업, 임금체계 개편 사업
등으로 초점이 흐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전의 뉴패러다임센
터와 달리 노사발전재단이 복합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서 배태된 오해이
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일터혁신 정책이 뚜렷한
지향성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노사발전재단은 일터혁신 정책의 전달자로서 컨설팅 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관련된 조사와 연구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왔다. 그 중 하나가 일터
혁신 지수 측정 및 발표 작업으로서, 주로 HPWS 이론에 근거하여 작업
조직뿐 아니라 인적자원관리와 인적자원개발, 노사관계 등 4가지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의 일터혁신 정도를 매년 조사해왔다. 그것이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4가지 분야에 걸친 평면적 평가와 매년
이루어지는 횡단면 조사로서의 한계 등은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사와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한국노동연구원에서도
꾸준한 연구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노용진 외(2001)의 유한킴벌리에 대
한 초창기 연구를 비롯하여 다수 보고서가 뉴패러다임센터의 컨설팅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한편 2010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조성
재․이준협(2010)이 작업장 유형을 구분하면서 유형별 혁신 성과의 차이
를 보여줌으로써 일터혁신의 의의를 재조명하였으며, 조성재․전우석
(2011)은 기능과 기술의 관련성에 초점을 둔 일터혁신(작업장혁신) 연구
를 통하여 기술중심 접근법(혹은 노동배제적 접근법)보다 기술과 기능의
조화를 추구하는 일터혁신의 성과가 더 나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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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러 이러한 논의들을 최초로 호텔, 유통, 병원,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에
적용한 조성재 외(2011)의 연구는 서비스업의 일터혁신에 관한 거의 유
일한 선행 연구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일터혁신의 개념, 유형, 실
태, 성과에 대한 연구를 넘어서서 일터혁신 정책 자체에 대한 평가에 초
점을 둔 장홍근 외(2012)의 연구는 기왕의 뉴패러다임센터와 고성과작업
장혁신센터의 컨설팅 성과가 얼마나 지속되었는가까지 측정한 훌륭한 정
책 평가 보고서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일터혁신은 이러한 연구와 정책에 힘입어 발전을
거듭하였을까? 유감스럽게도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자료를 이용한
조성재(2012)의 시계열 연구는 오히려 일터혁신이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 연구 결과가 사실이라면 노동배제적 생산방식이 더욱 발전하
고, 특히 기계와 자동화에 투자하기도 벅찬 중소기업들은 인간 노동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여 경쟁력 강화의 한계에 봉착함은 물론,
그 결과 노동자들도 정당한 보상을 받거나 자기개발을 하기 어려울 것이
라고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일터혁신 정책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한동안 표류한 이후 2016
년부터는 일터혁신과 관련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게 되었다. 하나는 4
차 산업혁명 담론이 널리 확산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등
장하여 소득주도성장론을 펼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터혁신의 의의
와 실천전략이 새삼 주목을 받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은 독일의 Industrie 4.0을 슈밥 등이 확대 해석하면서, 특
히 우리나라에서 급속한 기술발달과 그에 따른 경제사회의 전면적 변화
를 일컫는 용어로 자리잡았다. 사이버물리시스템(CPS)에 입각하여 사물
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구성요소들의 결합으로 초연
결사회가 실현될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한다. 이러한 전망 하에서 자
동화와 정보화가 기존 일자리와 숙련을 상당한 정도 대체하게 될 것이라
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으면서 세인의 관심이 더욱 증폭되기도 하였는데,
정작 4차 산업혁명론의 진앙지인 독일에서는 Industrie 4.0에 조응하는
Arbeit 4.0에 관한 연방노동청의 백서가 발간됨으로써 기술과 노동의 균
형발전에 관한 접근법을 보여주었다. 결국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보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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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접근법을 통하여 기존의 일터혁신 이론과 정책이 어떻게 수정되거
나 변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면서 대두된 소득주도성장론은 기존
한국경제의 성장모델이 암묵적으로 전제했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IMF 외환위기 이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양극화가 심화되는 데
대한 대응으로 제기되었다. 노동소득을 올리는 것에 의해 내수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공급측 혁신도 자극할 수 있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하며, 정책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이나 노조할 권리의 강화, 사회복지 확
충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최저임금 등을 올려서 노동소
득을 높이게 되면, 거시적으로 총수요가 늘어날 수는 있으나, 미시적으로
는 중소기업, 영세자영업, 수출 제조업 등에 비용 상승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다. 결국 중소기업들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이
들이 한계기업으로 전락하여 늘어난 총수요는 수입 상품으로 누출될 것
이다. 요컨대, 소득주도성장은 혁신성장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실제
로 그러한 정책 방향이 천명되기도 하였으나, 혁신성장의 내용은 다시 4
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첨단기술의 개발과 보급에만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실제로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첨
단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기술과 숙련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에
도 달려 있다. 또한 기술의 영역은 선행기술과 제품기술만 있는 것이 아
니라, 생산기술과 기능도 있다는 점에 대한 착목이 필요하다. 즉, 다수의
기업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자동화된 공정을 통하여 신산
업을 개척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알려진 기술과 현장 숙
련을 갖고 효율적으로 생산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의 한 조사에 의하면 현장 자동화 수준을 5단계로 나누
었을 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0.5%만이 5단계 고도화단계에 도달하였
고, 4단계 3.4%, 3단계 3.8%에 불과하며, 1단계가 86.1%에 달한다(홍충
기 외, 2016). 또한, 4차 산업혁명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스마트 팩토리
를 잘 모른다는 응답이 77.5%, 들어본 적은 있다는 응답이 17.7%로 나타
났으며, 스마트팩토리 도입의 계획이 전혀 없다는 중소기업이 56.9%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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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였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스마트 팩토리 추진 계획이 없는 이유
의 72.3%는 “공정과정 특성상 자동화가 어렵고 수작업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긴 인용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맹신적 추진 정책은 현장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
하지 않은 정책일 가능성이 높으며, 지금 기술발전과 소득주도성장을 위
해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스마트 팩토리를 중소기업에 무조건 보급하려
는 것이 아니라, 성숙기술의 창조적 응용과 숙련에 기반한 “일터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업의 성공과
현장에서의 노동의 인간화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렇듯 기술환경과 담론, 정책 지형이 변화하는 데 조응하
여 다시 한번 일터혁신의 개념, 의의, 실태를 조명하기 위하여 준비되었
다. 일터혁신에 관한 린 생산방식론이나 고성과작업장시스템 이론이 모
두 정체 상태에 빠진 가운데, 우리나라 실정에 기반한 창의적 접근과 탐
색적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사례와 국내 베
스트 프랙티스 모델에 대한 검토, 그리고 지표나 지수 등 통계 수치로 나
타낼 수 있는 우리나라 일터혁신의 현주소를 가늠해보면서 향후 발전방
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연구의 목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터혁신이 수년간 지체되어 온 가
운데,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급격한 기술변동이 기존의 일터혁신
개념과 필요성, 방향성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 일
터혁신은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아
울러 본 연구의 진행 중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여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
장의 양 축으로 경제운용 원칙을 삼았는데, 이것이 또 일터혁신에는 어
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가늠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실제로 문재
인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최저임금을 16.4%나 인상하였는데, 이에 대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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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현장의 생산성 향상이 긴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등장하고 있지 않다. 첨단기술 위주의 투자가 일
자리를 줄이게 되면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성장은 요원해지게 된다. 따
라서 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고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노사 협
력적인 접근법이 필요한데, 일터혁신 철학과 기법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구성과 방법은 [그림 1-2]와 같
다. 그림의 왼편과 오른편에는 일본과 독일 사례를 배치하고 있다. 일터
혁신의 대표 모델인 린 생산방식의 고향인 일본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담론이 얼마나 확산되어 있을까? 실제로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의
요소들을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기존의 린 생산방식과
이들 첨단기술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
고자 한 것이 2장의 내용이다. 반대로 4차 산업혁명의 진원지인 독일에
서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 독일에서의 4차 산업혁명 혹은
Industrie 4.0에 대한 이해를 다시 진단해보고, 그것이 전통적 생산방식,
혹은 일터혁신 방향에 미친 영향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독일 연방노동청
[그림 1-2] 연구의 구성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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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동 4.0 백서를 발간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기술의 빠른 발전과 인간
노동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 구체적 논리와 실
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4장에서는 통계 지수와 지표를 통하여 우리나라 일터혁신의 현단계를
진단해본다. 조성재(2012)의 연구는 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2005, 2007,
2009 3개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일터혁신이 후퇴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
는데, 이후 축적된 2011, 2013 자료까지 포함할 경우 어떤 추이를 보일
것인가? 이는 향후 일터혁신 정책 방향 및 강도와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
한 작업일 것이다. 또한 국제비교를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일터혁신
정도와 수준을 파악하고자 할 것이다. 가능한 해외 자료들을 수집하여
어떤 영역에서 일터혁신이 지체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5장과 6장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대표적인 일터혁신
모델을 질적인 분석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베스트 프랙티스 모델로
선정된 YK와 SH는 항상 초우량 기업으로 주목받아 왔지만, 기술뿐 아
니라 경쟁환경과 사업 여건 또한 급격히 변화하는 속에서 기존의 일터혁
신 모델을 어떻게 다듬어 나가고 있는지, 혹은 완전히 다른 방향성을 채
택하게 되었는지 등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야말로 실제로 노와 사가 일터혁신에 대한 고민을 전개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서 일터혁신을 부흥시키기
위한 노, 사, 정의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지적하고
자 한다.
이렇듯 연구주제의 다양한 부분영역과 양적, 질적 방법론을 모두 동원
하여 일터혁신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향후 일터혁신
정책을 쇄신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연구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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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일터혁신 동향과 전망

일본 제조업의 일터혁신과 관련하여서는, 기술과 기능의 관점에서 이
미 조성재․전우석(2011)을 통해 보고된 바 있다. 필자는 이후 수차례 일
본의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인터뷰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조성재․전우
석 (2011)에서 보고된 일본기업의 특징에서 크게 벗어난 점을 발견할 수
는 없었다. 즉 과학이나 공학에 기초하는 “기술”(기계설비 등)과 각 개인
의 경험이나 실천에 기초하는 “기능”(현장작업자의 숙련 등)이 상호보완
적으로 작용하여 경쟁력을 창출하고 있다는, 일본의 제조업 생산현장, 특
히 자동차산업 생산현장의 특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다. 따
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을 근간에 두고 최근 들어 주목
받고 있는 제4차산업혁명(IoT, 빅데이터, AI 등)이 일본 제조업 생산현장
의 생산성 향상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 특히 IoT의 도입현황을 중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4차산업혁명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과
일본 제조업 기업의 대응을 매크로적으로 파악한 후, 개별기업에 있어서
의 IoT의 도입현황에 대해 2차자료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제1절 제4차산업혁명에 대한 일본정부와 기업의 대응

2012년에 미국 GE사가 발표한 Industiral Internet, 2013년에 독일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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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acatech)가 발표한 industrie 4.0, 2014년 미국의 GE, AT&T,
CISCO, IBM, INTEL의 5사가 설립한 IIC(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등을 계기로 바야흐로 세계는 제4차산업혁명1)의 시대에 돌입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한발 늦은 일본에서는 일본정부가 2015년 5
월에 발족한 “로봇혁명이니셔티브협의회” 내에 관민이 일체가 되어 일본
의 제조비즈니스에 있어서의 IoT에 의한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IoT에
의한 제조비즈니스변혁 워킹그룹”이, 동년 6월에는 일본기계학회 생산시
스템부문의 “연결되는 공장” 분과회를 모체로 하는 “Industrial Value
Chain Initiative(IVI)”가, 동년 10월에는 경제산업성과 총무성이 연계하
여 산관학이 참가하는 “IoT추진 컨소시엄”이 연이어 설립되었다(三島․
MONOist(a), 2015; 三島․MONOist(b), 2015; MONOist, 2015).
또 일본정부는 내각부에 설치된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CSTI)
가 발의하고, 2016년 1월에 각의결정된 “제5기과학기술기본계획” 안에서
일본이 국가적으로 지향해야 할 미래사회의 모습으로 Society 5.02)이라
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사이버 공간과 피지컬 공간을 고도로 융합시킴으
로써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과제의 해결을 양립시키고, 사람들이 쾌적하
고 활력 넘치는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중심의 사회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아울러 Society 5.0을 실현하기 위한 3대 코어시스템
으로 “고도 도로교통시스템”, “에너지밸류체인의 최적화”와 더불어 “새
로운 모노즈쿠리 시스템”을 설정하고, 이들 시스템을 지탱하는 기반기술
로 AI, IoT, 빅데이터처리기술, 사이버 세큐리티 등을 들고 있다(日本政
府内閣府, 2016).
하지만 이러한 일본정부의 거창한 구호와 기업지원에도 불구하고, 실
제 기업에서의 IoT 등의 디지털기술 활용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
다. 일본의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이 매년 발간하고 있는
모노즈쿠리 백서의 2017년판에 의하면, 제조현장에서 무언가의 데이터
1) 제4차산업혁명은 독일의 industrie 4.0의 직역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본 장에서는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는 제조업의 혁신”이라는 일반적인 의
미로 사용하고 있다.
2) Society 5.0이란, 수렵사회, 농경사회, 공업사회, 정보사회의 뒤를 잇는 새로운 사
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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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일본 제조업에 있어서의 수집데이터의 활용상황

자료 : 経済産業省․厚生労働省․文部科学省(2017), p.32.

수집을 행하고 있다고 대답한 기업의 비율은 40.6%(2015년 12월 조사)에
서 66.6%(2016년 12월 조사)로 26.0% 증가했지만, 수집한 데이터를 실제
로 활용하고 있다고 대답한 기업은 전체의 2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7년판 모노즈쿠리 백서”는 이러한 일본 제조업의 제4차산업
혁명에 대한 미비한 대응이 일본정부가 독자적인 명확한 기치를 내걸고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하며, 2017년 3월에 독
일 하노버에서 개최된 국제정보통신 박람회 CeBIT에서 일본정부가 발
표한 “Connected Industries”를 일본 산업계가 제4차산업혁명과 관련하
여 앞으로 지향해야 할 새로운 방향성으로 소개하고 있다. “Connected
Industries”란 각종 연결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의 모
습을 나타내는 컨셉트이다.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IoT, 인간과 기계 및
시스템의 협동과 공창(共創), 국경을 초월한 기업과 기업의 연결을 통해
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기술과 인간이 연결됨으
로써 인간의 지혜와 창의를 이끌어내고, 세대를 넘어서 인간과 인간이
연결됨으로써 기능과 지혜가 계승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됨으로써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는 등, 각종 연결을 통한 솔루션 지향의 새로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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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형성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일본 제조업의 강점인 현장의 숙지에 의
한 임기응변적인 문제해결력과 계속적인 개선활동 등을 살릴 수 있는
“인간본위”의 산업사회 실현이 일본이 지향해야 할 제4차산업혁명의 활
용법이라는 것이다(経済産業省․厚生労働省․文部科学省, 2017, p.32).
이러한 새로운 컨셉트는 일본정부가 수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일본 제조업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형태로 도출해 낸 결론으로 보이며,
다음 절부터 소개하는 일본의 개별기업들의 제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제2절 도요타의 IoT 도입 현황

먼저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제조회사 도요타자동차(이하, 도요타)에
있어서의 IoT의 도입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도요타는 2016년에
공장 IoT화의 실증시험을 타카오카(高岡)공장에서 1년에 걸쳐 시행하였
다. 본 절에서는 NIKKEI MONOZUKURI(2017년 1월호)의 특집기사
“도요타 멈추지 않는 진화”(中山․山崎, 2017)와 2016년 10월 19일에 동
경에서 개최된 “ITpro EXPO 2016”에서 도요타 미래창생센터총괄의 상
무이사가 “도요타자동차가 생각하는 IoT공장의 장래”라는 제목으로 행
한 기조강연의 내용(山本, 2016)을 참조하여, 도요타 타카오카공장에서
행해진 IoT화 실증시험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타카오카공장에서의 IoT화 활동은 IoT의 활용레벨에 따라서 4개의 스
텝으로 분류된다(표 2-1 참조). 우선 첫 번째 스텝 1은 자동으로 데이터
를 수집하고 축적하여 공장 내 상황을 “가시화”함으로써 개선활동의 참
고자료로 활용하는 단계이다. 도요타 관계자는 “IoT를 활용하여 정보 수
집의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보다 더 길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두 번째 스텝 2는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
면서 생산라인 내에서 역치관리를 실행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면, 프레스
가공 시에 철판재료의 특성을 리얼타임으로 측정하여 역치관리를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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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불량품의 사전예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스텝 3은 수집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고장이나 이상징후를 사전에 예측하는 단계이다. “금형의 마
모”나 “나사의 느슨해짐” 등의 제조설비의 상황을 데이터로 파악하여 변
화의 징후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 스텝 4는 빅데이터의 해
석과 인공지능(AI)의 활용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용단
계이다. 도요타는 이 단계를 인간의 능력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영역에의 도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의 눈으로는 판별할
수 없는 미묘한 도장의 색상 차이 등의 판별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AI
를 인간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제4차산업혁
명을 대하는 도요타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도요타는 <표 2-1>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IoT 활용의 각 스텝을
도요타생산방식의 수단과 연결짓고 있다. 스텝 1은 무리/무다/무라의 삭
감, 스텝 2는 자동화(自働化), 스텝 3은 저스트인타임(JIT)의 실현과 연
관지어져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도요타생산방식과의 융합이라는 관점에
<표 2-1> IoT 활용의 4스텝
도요타생산방식의 수단
스텝

내용

무리/무다/
자동화
무라1)의 삭감 (自働化)

JIT

STEP 1

-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가시화)
⇒ 편리기능, 부분최적

〇

STEP 2

- 정보의 즉각적인 입수
⇒ 리얼타임
- 데이터 연계
- 역치관리

〇

〇

STEP 3

- 고찰의 사이클을 통한 개선활동
⇒ 예지 가능, 징후 파악

〇

〇

〇

STEP 4

- 해석에 의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빅데이터 해석, 자율최적

〇

〇

〇

주 : 1) 도요타생산방식에서 합리화를 위하여 배제되어야 할 3요소. 무리는 부하가
능력을 초과한 상태, 무다는 부하가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무라는 무
리와 무다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자료 : 中山․山崎(2017),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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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보면, 스텝 3의 IoT 활용으로도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AI를 활용하는 스텝 4는 도요타생산방식을 넘어서는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도요타는 이러한 IoT 활용
의 효과를 품질, 생산성, 인재육성, 고객에의 피드백이라는 4가지 관점에
서 평가하고 있다. IoT 활용의 효과로 인재육성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
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도요타 관계자는 “IoT는 도구일 뿐이며, 결국
물건이나 정보를 취합하는 것은 사람”이라며, IoT 활용의 최종목적이 도
요타생산방식과의 융합을 통한 인재육성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표 2-2> 타카오카공장에서 실시된 IoT화의 실증실험
타카오카공장의 니즈

신공장의 니즈

생산기술적인 도전

가동/ 코일, 스택의 위치검지
가동데이터베이스
물류 팰릿의 위치검지
구축
환경표시판(あんどん)
심경가동모니터의 Web화
가동대시보드
도장서브시스템의 연계
자발광식무선디지털피킹시스템

파넬 마킹
범퍼정류화감시시스템
부품공급지시와 실적관
리
부품소비예측시스템

품질

오프라인의 면변형
측정

숍간의 품질정보접속,
변화점 추적

블랭크재의 측정

금형마모, 압력센서

설비
보전

불량수리정보의 전자화
고속측색계(測色計)
품질추적데이터의 연결
구멍검사장치
재료/설비/금형/제품의 징후
(양품조건관리)
토르크 관리
서모그래피에 의한 깨짐 검지
보디/범퍼의 색 맞추기

양품조건해석

로봇의 징후관리
모터의 진동계측
TIM성형기의 징후관리
공조기, 도장기 등의 징후관리
차검라인설비의 징후관리

인간/
요소
기술
자료 : 中山․山崎(2017), p.48.

리셋기능 강화

원격보수시스템

동작분석
동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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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카오카공장에서 1년간 행해진 실증시험은 34가지에 달한다. 먼저,
분야별로 “가동/물류”, “품질”, “설비보전”, “인간/요소기술”의 4개의 워
킹그룹을 설치하고, 각 그룹별로 테마를 선정하였다. 테마는 현재 타카오
카공장의 니즈에 기반하는 것, 앞으로 세워질 신공장의 니즈에 기반하는
것, 생산기술적으로 도전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의 3종류로 분류되었다
(표 2-2 참조). 테마에 따라서는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한 테마도 있었
지만, 많은 테마에 있어서 구체적인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효과가 확인된 테마 중에서 부품준다테(順立て)
공정의 피킹작업과 관련한 IoT 도입의 성공사례 “자발광식(自発光式)무
선디지털피킹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한다. 부품준다테공정은 차량조립에
필요한 일부부품에 대해서 차량에 조립되는 순서에 따라 차량 한 대분의
부품을 부품선반으로부터 대차에 옮겨실어 지정된 작업라인으로 운반하
는 공정을 말한다. 엉뚱한 부품이 대차에 실리거나, 또는 대차가 지정된
조립라인으로 운반되지 않거나, 운반되더라도 운반이 지연될 경우에는
작업라인이 멈춰질 수도 있는 대단히 중요한 공정이다. 간단한 작업처럼
보이지만, 몇 가지 차종을 혼류생산하고 있는 도요타의 경우, 차종마다
대차에 담아야 하는 부품이 다르기 때문에 숙련이 요구되는 공정이다.
신인이나 베테랑이나 일정한 시간에 작업이 가능할 것, 부품선반의 부품
은 최단 시간에 작업이 행해질 수 있도록 최적의 위치에 배치될 것 등이
달성목표이다.
과거에는 지시서를 보고 부품선반에서 필요한 부품을 피킹해서 대차
의 올바른 위치에 세트하기까지의 시간을 사람이 스톱워치로 계측해서,
컴퓨터에 수입력한 후, 그것을 그래프화하여 개선방법을 고찰하는 방식
이었다. 이 방식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다. 시간계측의 정확
도를 개인의 능력에 의존한다는 점과 작업자와 측정자 2명이 반드시 필
요하다는 점이었다. 결과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었고, 최적의
배치를 위한 개선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IoT 활용 후의 시스템에서는, 부품선반에 표시등을 설치하여 피킹해야
할 부품을 표시등의 점등으로 알려주고, 센서를 통해서 부품의 피킹 여
부를 체크한다. 작업자는 표시등이 켜진 부품을 피킹한 후 손목에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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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부품준다테공정의 피킹작업과 관련된 IoT 도입사례

자료 : 山本(2016).

된 리더로 올바른 부품인지를 체크한다. 이 과정에서 작업실적은 자동으
로 수집되어 그래프화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그림 2-2] 참조). 이를
통해 측정된 작업시간으로 작업자의 숙련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빈번히 사용하는 부품상자의 위치나 피킹작업의 부품별 난이도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품선반의 부품상자 위치를
변경하는 등의 개선이 보다 용이해졌고, 그 결과, 작업시간은 새로운 시
스템을 적용하기 전보다 대폭 감소되었다고 한다. 실증시험의 결과이기
는 하지만, 이와 같이 그 효과가 확실하게 확인된 테마에 대해서는 이미
양산라인에 적용되어 실행되고 있는 것도 있다. 본 사례는 앞서 언급한
IoT 활용레벨로 보자면, 레벨 1과 레벨 2에 해당한다.
레벨 3에 해당하는 성공사례로는 “TIM성형기의 징후관리”를 들 수 있
다. TIM(Toyota Injection Machine)은 독립적으로 제어가 가능한 6개의
소형주입기를 갖춘 사출성형기로서 자동금형교환장치와 결합하면 여러
종류의 범퍼를 1개씩 혼류생산할 수 있는 기계이다. 이 성형기는 매우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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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 다루기가 힘들 뿐 아니라, 기후의 변동이나 펌프
의 압력변동이 성형품의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동
률이 안 좋은 기계 중의 하나였다고 한다. 이에 IoT를 활용한 징후관리
를 실현하기 위해 성형기의 곳곳에 센서들을 부착하여 정보를 수집하였
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수집된 정보가 도요타 사내뿐 아니라 성형
기의 제조업체인 제이텍트에도 리얼타임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징후관리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서 수집된 어떤 정보가
제품품질과 연관이 있는가를 파악하여, 정작 수집해야 할 정보가 어떤
정보이고 수집할 필요가 없는 정보는 어떤 정보인지를 선별할 필요가 있
는데, 이를 위해서는 성형기를 직접 설계․제작한 업체의 지식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현재 양사가 연계해서 각종 패러미터와 제품품질 간의 관
련성을 조사한 결과, 수집이 필요한 정보의 취사선택이 어느 정도 완료
되어, TIM성형기의 징후관리를 위한 IoT시스템이 거의 완성된 상태라고
한다. 2017년부터는 다른 공장의 TIM성형기에 대해서도 타카오카공장에
서 개발된 IoT시스템이 전개될 예정이라고 한다.
빅데이터의 해석이나 AI의 활용을 포함하는 스텝 4에 대한 도요타의
검토는 이제 막 시작된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언급한 대로 인
간의 능력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영역에로 그 적용은 한정될 것으로 보
인다. IoT를 도요타생산방식과 연계하여 인재육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의
미에서, “되도록이면 스텝 4로는 가지 않고, 스텝 3의 IoT 활용에 머무르
고 싶다”는 도요타 관계자의 언급이 인상적이다.
위와 같이, 인간 중심의 IoT 활용이라는 점이 도요타에서의 IoT 도입
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도요타는 IoT의 도입과는 별
개로 전통적인 기능숙련공의 양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
특집기사 “도요타 멈추지 않는 진화”에서는 도요타의 IoT 도입현황을 소
개한 분량과 거의 같은 분량으로 도요타에서의 기능자 양성을 위한 새로
운 시도들을 소개하고 있다. 몇 가지를 간단히 소개하면, 각 공장에서 30
∼40대의 기능자들을 매년 40∼50명 선발하여 실제로는 자동화설비로
이루어지는 작업인 단조, 도장, 용접 등의 수작업기능을 1년간 집중적으
로 연마하는 특별교육제도의 도입, 자동화율이 국내에 비해 낮은 해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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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로의 “武者修行3)”의 실시, 기능자의 수작업경험을 늘리기 위한 실제
양산라인에의 “수작업라인” 도입 등이 그것이다.
한편, 도요타는 2017년 10월 4일에 IoT플랫폼을 활용한 고효율생산모
델의 구축을 위한 히타치제작소와의 협창(協創)과 모델공장에 있어서의
6개월간의 실증실험(2017년 10월∼2018년 3월)의 개시를 발표하였다(ト
ヨタ自動車株式会社, 2017). IoT플랫폼으로는 히타치의 “Lumada”가 사
용된다. 히타치의 IoT플랫폼 “Lumada”는 이미 다이세르(화학품제조업
체), 오쿠마(공작기계제조업체), 다이킨공업(공조기제조업체) 등과의 협
업이 발표된 바 있다(田中, 2017). 일본 최대의 제조업체인 도요타가 여
기에 합류함으로써 업종을 넘어선 IoT플랫폼의 표준화가 진전될지 귀추
가 주목된다. 한편 실증실험의 모델공장으로는 차량생산을 담당하는 타
카오카공장과 엔진생산을 담당하는 카미고(上郷)공장이 선정되었다(白
井, 2017). 앞서 소개한 2016년 타카오카공장에서의 IoT화 실증시험의
연장선상에 있는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도요타의
프레스릴리스를 보는 한, 여전히 새로운 공장IoT플랫폼의 효용으로 공장
전체의 가시화를 통한 개선활동의 촉진, 돌발적인 설비의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는 보전업무의 효율화 등이 강조되고 있어(トヨタ自動車株式会社,
2017), 이번 히타치와의 협업이 빅데이터 해석이나 AI를 적극적으로 활
용하는 스텝 4로의 비약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스텝 3에 머물렀던 지금
까지의 IoT시스템의 단순한 확충에 머물 것인지, 지금 단계에서 예단하
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제3절 덴소의 IoT 도입 현황

덴소는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부품업체이다. 도요타의 전장부문이 독
립하여 1949년에 설립된 덴소의 매출액은 4.5조 엔(2016년도)에 이르며,
3) 전국시대에 무사들이 검술수련이나 병법학습을 위해 전국 각지를 여행하면서 수
행하던 것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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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 연결자회사 190사, 종업원 15만여 명(2017년 3월 31일 현재)을
거느리는 대기업이다.4)
2015년 6월에 새롭게 사장으로 취임한 아리마코지(有馬浩二) 씨는 “동
경모터쇼 2015”에서 “월등공장(ダントツ工場)”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IoT를 활용하여 덴소가 전 세계에 전개하는 130개의 공장과 종업원 15
만 명의 지혜를 집약하여 2020년까지 공장의 생산성을 2015년 대비 30%
향상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林․MONOist, 2016). 실은 덴소의 “월
등공장” 프로젝트의 시작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극심한 엔고가 진행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의 “월등공장” 프로젝트의 키워드는
“n분의 1 라인”이었다. “n분의 1 라인”의 n은 정수를 의미하는데, 라인
길이나 제조공정에 쓰여지는 설비의 사이즈를 적어도 2분의 1 이하로 줄
여나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조라인과 설비의 소형화를 통해서 공
정 간 제조스피드의 조정, 중간재고의 감소, 스페이스의 절약 등으로 생
산성 향상을 꾀한다는 것이었다(二瓶, 2014). 2015년에 발표된 “월등공
장” 프로젝트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키워드가 “n분의 1 라인”에서 “IoT”
로 옮겨졌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제2기
월등공장 프로젝트인 셈이다.
이러한 새로운 월등공장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해서 덴소는 아리마 사
장의 사장 취임과 동시에 생산혁신센터의 하부조직으로 “DP-Factory
IoT 혁신실5)”을 발족시켰다. 본 절에서는 “DP-Factory IoT 혁신실”의
실장 카토미쓰루(加藤充) 실장에 대한 3편의 인터뷰 기사(林․MONOist,
2016; 高野, 2016; 鍋野․松尾, 2016)와 덴소의 상무이사 야마자키 야스히
코(山崎康彦) 씨가 “지속가능한 모노즈쿠리 히토즈쿠리 지원협회(ESD21)”
에서 행한 특별강연 내용(山崎, 2017)을 토대로 덴소의 IoT 도입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덴소가 월등공장 프로젝트의 키워드로 IoT를 선택한 것은 물론 생산
성 향상에 IoT가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독
일의 Industrie 4.0과 미국의 IIC의 등장으로 전 세계 제조업계의 룰이 재
4) 株式会社デンソー ｢会社概要｣.
5) DP는 Denso Project의 이니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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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되고 IoT를 비롯한 정보분야가 제조업의 새로운 경쟁 도메인이 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 IoT에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의 신뢰를 상실하고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라고 카토 실장은 말한다.
실은 덴소는 상당히 이른 시점부터 IT를 활용하여 공장의 가시화를 시
작한 기업이다. 그 시기는 199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당시의
가시화는 공장별로 완결되는 것으로 모든 공장에서 그 방식이 공통화되
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양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덴소의 특성상,
공장마다 생산하는 제품이 달랐기 때문이다. 각 공장별로 생산하는 제품
에 맞추어서 각종 개선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던 중에 공장설비의
PLC6)의 성능이 대폭 향상됨에 따라 2013년 경부터 전 세계 공장에서의
생산성 향상의 성과와 노하우의 정보를 집약하여 리얼타임으로 활용하려
는 시도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덴소는 IoT 활용의 방향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고 있다.
하나는 “연결”이다. 공장과 공장, 라인과 라인, 설비와 설비 등 다양한 계
층을 네트워크로 연결함으로써 대량의 정보수집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첫
번째 방향성이다. 또 하나의 방향성은 “분석”이다. 인공지능(AI)의 심층
학습이나 빅데이터 분석의 기술을 활용하여 대량의 정보를 “유익한” 정
보로 변환해야만, 수집한 대량의 정보를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이다. 덴소는 독일의 Industrie 4.0은 “연결”에 중점을 두고 데이터 수집
과 시스템 연계를 실현하기 위한 표준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데 반해, 미
국의 GE 등이 주도하는 IIC는 “분석(해석)”을 중시하여 테스트베드와 같
은 실증적인 활동에 적극적이라고 보고 있다. 덴소로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조류를 확실히 파악하여 밸런스를 맞춰 나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그림 2-4] 참조).
덴소는 IoT를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는 대량의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
하여 “연결”하고, 리얼타임으로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을 행하여 그것을
유익한 정보로 변환하는 “분석” 과정을 거쳐서, 리얼타임으로 “최적의 행
6) PLC는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의 약칭으로 공장의 자동기계 등의 제어
를 위한 제어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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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보 혹은 다음에 일어날(혹은 일으켜야 할) 정보”를 계속적으로 발신
하는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다만 그때에 기계에서 수집한 정보를 연결/
분석하여 유익화한 정보를 기계에만 전달하는 “닫힌 루프”여서는 안 된
다는 것이 덴소의 생각이다. 덴소 생산현장의 경쟁력의 근간인 “모노즈
쿠리를 아는 사람”이 개재된 “열린 루프”여야 한다는 것이다([그림 2-3]
참조).
덴소는 제품기술개발을 할 때에 거의 동시에 생산기술개발을 함께 시
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양자는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발 단계별로 서로 오버랩하는 부분을 가진다. 또한 이 과
정에는 기술직 엔지니어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현장의 기능직도 함께 참여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양성된, 제품과
설비를 함께 숙지하고 있는 인재, 기술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을 함
께 이해하고 있는 인재가 곧 앞서 말한 덴소에서의 “모노즈쿠리를 아는
사람”인 것이다. 덴소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자산을 IoT의 도
입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덴소가 생각하는 “열린 루프”는 수집한 정보의 유익화 과정에서 “모노
즈쿠리를 아는 사람”의 지혜를 활용함과 동시에, “모노즈쿠리를 아는 사
람”이 유익화된 정보를 활용하여 개선과 혁신활동을 한다는 두 가지 측
[그림 2-3] 덴소의 인간이 개재된 IoT시스템

자료 : 덴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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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간도 기계도 함께 성장한다는
것이다. 덴소에서는 이를 “공창(共創) 성장형 IoT”라고 부른다. IoT시스
템을 일종의 기술로 봤을 때, 여기에서도 조성재․전우석(2011)에서 지적
한 기술과 기능의 상호보완작용이 관찰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한편 전 세계 130공장의 데이터를 모아서 AI를 통한 심층학습을 실행
하기 위해서는 전 공장 데이터의 표준화가 필수적이다. 현재 DP- Factory
IoT 혁신실에는 일본 내 100명, 해외 200명의 총 300명이 소속되어 있는
데, 이들 멤버들이 현재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데이터의 인덱싱과
표준화 작업이다. 다만 모노즈쿠리를 아는 사람이 개재되는 덴소의 IoT
에 있어서는 IT정보의 표준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데이터의 표준화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덴소의 표준화 작업에는 이에 더하여 사
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활동이 필수라는 것이다. 2018년까지는
현지 진행중인 표준화 작업을 완료하여 공장 간의 정보교류를 시작하고,
2020년에는 전 세계의 130공장에서 발신되는 정보를 전부 연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그림 2-4] 참조). 전 세계 공장의 연결이 완성되면 그로
인한 시너지효과와 공장의 예지예조(予知予兆) 관리의 강화로 30% 생산
성 향상이라는 목표달성의 약 70∼80% 정도는 공헌이 가능할 것으로 내
다보고 있다. 나머지 20∼30%는 공장별로 행해지는 생산성 향상 활동으
로 채워진다.
예지예조 관리란 설비의 고장이나 품질의 편차 등 이상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멈추지 않는 공장”, “불량품을 만들지 않는 공장”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덴소는 IoT 활용의 효과로 “중점관리”, “공창개선 (共
創改善)”, “전원오너/원류량화(源流良化)” 등을 들고 있다. “중점관리”란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한 정보를 활용, 중요한 관리포인트를 발견하여 중
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공창개선”은 사업별, 지역별의 벽을 넘어서
혁신사례를 공유하는 것이다. 전 세계의 공장이 연결되면, 국내외의 모든
공장의 생산라인이나 작업자는 마치 한지붕 아래에 있는 것처럼, 개선과
혁신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끝으로 “전원오너/원류량화”는 각자
의 입장이나 역할에 맞추어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개선활동에 임하는 것이다. IoT 활용으로 얻어지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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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덴소의 Factory IoT 로드맵

자료 : 山崎(2017).

를 활용하는 주체는 앞서 말한 “모노즈쿠리를 아는 사람,” 즉 경험이 풍
부한 엔지니어나 숙련공만은 아니다. 경영층에서부터 생산현장의 일반
작업자까지 모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선활동의 원류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의식수준에서 개선활동을
촉진하는 “원류량화”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한편 덴소에서는 독일의 Industrie 4.0처럼 정형화된 수법은 덴소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정형화된 수법은 마이너스 상태를 기준치로
올릴 때에는 유효하지만, 현재를 기준치로 삼고 보다 더 높은 수준에 도
달하려고 하는, 그것도 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도달하려고 하는 월등공장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정형화된 수법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덴소가 독일의 Industrie 4.0을 현재의 덴소 수준의 생산성을 목
표로 하는 시스템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현
재의 덴소의 생산현장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이자, 덴소에서의 IoT 활용
의 목적이 한단계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덴소에서는 플랫
폼이 선행하는 IoT는 지향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시스템에 사람이 휘둘
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휴먼 중심,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고정화되지
않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덴소IoT플랫폼” 구축이 덴소의 목표이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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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플랫폼을 구축할 때에도 IT벤더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
라, 덴소가 그 개발에 깊이 관여할 것이라고 한다. 덴소는 이제까지도 스
스로 사용하는 기계설비를 거의 다 내제해 왔다. 매우 수준 높은 공기부
와 그룹 내에 기계설비제작을 담당하는 별도 회사도 가지고 있다. 이른
바 덴소류의 IoT플랫폼의 구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제4절 아사히철공(旭鉄工)의 IoT 도입 현황

아사히철공은 1941년에 설립된 자본금 2,700만 엔의 중소기업이다. 도
요타자동차가 주 납입처로서 엔진용부품, 트랜스미션용부품, 브레이크용
부품, 서스펜션용부품, 견인용부품 등의 폭넓은 제품군을 알루미늄다이
캐스트, 열간단조 및 기계가공, 프레스가공, 수지성형, 용접, 조립 등 다양
한 공법을 구사하여 일관생산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이다. 연간 매출
액은 155억 엔(2016년도), 종업원 수는 488명(2016년도)이다. 아이치현
헤키난(碧南)시에 본사 및 본사공장이 있으며, 니시오(西尾)시에 니시오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2012년에는 태국에 진출하여, 현지법인 및 현지공
장을 운영하고 있다.7)
아사히철공이 IoT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 2014년에 주요 납입처인 도
요타자동차로부터 증산요청을 받은 데에서 비롯되었다. 이 요청에 응하
기 위해서는 오래된 기계를 최신식 기계로 교체하는 설비투자가 필요했
다. 당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아사히철공은 현 설비를 그대로 사
용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증산요청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
게 되었다(竹内, 2016).
도요타자동차의 “개선지도” 하에 아사히철공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설비의 정지시간과 제품제조의 소요시간(사이클
타임)의 상세한 파악이었다. 이러한 데이터가 구비되어야 개선활동이 가

7) 旭鉄工株式会社 ｢会社概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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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해진다. 하지만, 계측방법이 문제였다. 처음에는 “생산관리판”을 만들
어 일일이 사람 손으로 시간대별 생산개수와 설비의 정지시간 및 그 이
유를 적어넣는 방식을 채용했다. 하지만, 제조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작업
중에 정해진 시간마다 기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치도 정확하지 않고,
종종 제대로 기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坂本a, 2016). 제품에 따라
서는 수 초에 한 개씩 생산되는 부품도 있고, 10개 이상의 라인을 관할하
는 담당자도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계측하여 정확하게 기입한다
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市嶋, 2017). 또한 사이클타임의 측정은
제조에 종사하는 종업원 이외의 별도 인원을 할당하여 스톱워치로 측정
하였기 때문에 측정오차가 발생하기 쉽고, 상시 측정도 할 수 없는 상황
이었다.8)
위와 같은 데이터 수집을 보다 정확하고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아사히
철공은 IoT의 도입을 검토하게 된다. IoT의 도입을 위해서 사내 개선활
동을 추진하려 만든 “모노즈쿠리개혁실”이 중심이 되어 IoT 전문업체가
개최하는 세미나나 전시회를 찾아 다니며 정보수집에 나섰다고 한다. 그
러나 결론은 너무나도 방대한 비용이 든다는 것이었다. 1941년에 설립된
아사히철공에는 40년 가까이 된 노후한 기계설비가 대부분이었기 때문
에 IoT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IoT플랫폼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상당정도
의 설비개조가 필요했던 것이다([그림 2-5] 참조). 또한 전문업체의 플랫
폼은 정보의 표시 그 자체는 매우 세련된 것이었으나, 정작 보고 싶은 정
보를 찾아 보기는 어려운 것이었다고 한다. IoT 전문업체 중에는 그 플
랫폼을 어떻게 개선활동에 활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문제입니
다”라고 대답하는 업체마저도 있었다고 한다(坂本a, 2016).
결국 아사히철공은 자사 내에서 데이터수집을 위한 IoT시스템의 구축
을 결심하게 된다. 특별히 IoT의 전문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우선은 “제조라인의 정상, 이상의 신호의 취득 및 집계”에만 집중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개발된 것이 “가동률모니터”이다. 기존설비에 부착한
송신기가 제조설비의 가동시간과 정지시간을 무선랜을 통해서 수신기에
보내면, 수신기가 클라우드에 정보를 올리고 그 정보를 스마트폰이나 태
8) SMBCマネジメント(2017 April),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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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아사히철공 니시오공장의 오래된 설비들

자료 : 竹内(2016).

블릿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坂本a, 2016).
하지만 제조설비의 정지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매일 행해지고 있었던
“라인스톱 회의”에서 이 정보를 활용한 활동을 거듭하였지만 제조설비의
정지시간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어느 기계가 가동되고 있고,
어느 기계가 정지되어 있는지를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
였다. 제조라인의 이상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조라인의 이상을
표시하는 전광게시판을 공장의 천장에 설치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것 또
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었다. 라인의 레이아웃을 변경할 때마다
배선을 새로 해야 한다는 난점도 있었다. 이 또한 비용이 드는 일이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기존의 가동률모니터에서 활용한 무선통신을 이용한
“i스마트 표시판(iスマートあんどん)”이다. 라인호출이나 설비이상 등의
가동상황을 무선으로 범용 디스플레이에 표시하고, 스피커로 통지하는
시스템이다. 범용 디스플레이를 이용함으로써 IoT전문업자가 사용하는
전용디스플레이에 비해서 비용을 10분의 1로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여기까지를 아사히철공에서는 제1세대 IoT시스템이라고 부른다(坂本a,
2016).
가동률모니터를 통해서 기계의 정지시간을 파악하고, i스마트표시판을
통해서 이상상황을 리얼타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것만으로

28

일터혁신의 현단계와 발전 방향

는 목적하는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사히철공이 그 다음
단계(제2세대 IoT시스템)로 착수한 것은 사이클타임의 정확한 파악이었
다. 보통은 신호를 송출하는 제어장치를 설비에 부착하는데 이 장치는
매우 고가(하나에 15만 엔 정도)인 데다, 아사히철공의 오래된 설비에는
아예 부착이 불가능하였다. 이때 활용된 것이 동경 아키하바라에서 대량
으로 구입한 한 개 50엔 하는 광센서와 한 개 250엔 하는 리드스위치
(Reed Switch)였다. 광센서는 제조설비에 이미 구비되어 있었던 표시등
에 부착되었다. 제품을 가공 중일 때에는 불이 켜지고 가공이 끝나면 불
이 꺼지는 표시등의 점멸을 감지함으로써 제품의 가공시간에 대한 데이
터를 수집했다. 여닫이문을 열고 부품을 설치한 후 부품가공이 끝나면
다시 여닫이문을 열어 가공이 끝난 부품을 꺼내는 제조장치에 대해서는
여닫이문에 리드스위치(자기센서)를 부착하여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품의 생산시간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광센서와 자기센서를 활용함으로써 0.1초 단위로 정확하게, 그리고 제조
장치가 가동되는 동안에는 상시적으로 제품제조의 사이클타임을 측정하
여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되었다([그림 2-6] 참조).
여기에서 얻어진 데이터는 광센서와 리드스위치에 연결된 발신기로부
터 무선랜을 통해서 수신기에 보내지고 수신기에 모인 데이터는 클라우
드를 경유해서 회사 내의 여러 단말기나 스마트폰의 화면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전용 클라우드 시스템에는 제조라인별로 가동률
이나 사이클타임의 역치가 사전에 설정되어 있어서 그 역치를 넘게 되면
화면에 경고가 표시됨으로써, 제조라인의 이상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다(西村, 2017). 이렇게 해서 생산라인의 가동상황이 공장
어디에 있더라도, 심지어는 회사 밖에서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제조
라인모니터링 시스템”이 완성되었다. 공사에 걸린 비용은 50만 엔 남짓
이었다고 한다. 데이터를 주고받는 발신기와 수신기는 모두 전지식을 채
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전원공사나 배선공사를 배제한 것도 시스템구축 비
용을 절감하는 데 일조하였다(奥村, 2016).
이러한 아사히철공 특유의 IoT시스템을 통해서 “생산상황과 생산개
수”, “정지시각과 시간”, “사이클타임”에 대한 정보수집이 자동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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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아사히철공에서 활용한 광센서와 자기센서(리드스위치)

자료 : ｢中小もIoTで活性化(2016年12月16日放送)｣ NHK NEWS WEB 東海NEWS
WEB.

어지게 됨에 따라 종업원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아울러 예전에는 개선활
동에 있어서의 “사전조사 → 개선 → 확인”의 전부를 사람 손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사전조사와 확인 과정의 데이터수집이 자동화됨으로써 종업원
은 개선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坂本a, 2016). 자동으로 수
집, 집계된 데이터는 제조라인의 어디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를 보여
준다. 평상시보다 사이클타임이 많이 걸리거나, 혹은 장시간 기계설비가
정지되는 경우, 그 원인을 추적하여 개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
다. 아사히철공에서는 앞서 언급한 “라인스톱 회의”를 통해서 수집된 데
이터로부터 문제점을 추출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대책의
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의 매일 반복했다고 한다(坂本b, 2016). 그 결
과, “가공기의 여닫이문이 열리는 범위를 45cm에서 30cm로 줄인다”,
“다음 부품을 미리 준비한다”, “생산로봇의 부품운반 동선을 직선으로 변
경한다”, “생산설비의 글리스 도포 정비를 보다 철저히 한다” 등의 개선
활동이 이루어졌다. 수치의 경향에 이변이 있으면 고장의 가능성이 있다
고 보고 미리미리 보수를 행할 수도 있게 되었다(市嶋, 2017).
이러한 개선활동의 결과, 제조라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대 약 7할의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추가 설비투자 없이도 증산을 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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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되었다고 한다. 밸브가이드라는 부품의 절삭공정에서는 처리시간이
3.7초에서 3.2초로 0.5초 단축되었고, 정지시간도 삭감됨으로써, 예정되었
던 2개 라인의 증설필요성이 없어졌다. 견인후크의 절삭공정에서도 마찬
가지로 2개 라인의 증설필요가 없어져, 이 두 공정만으로도 약 2억 엔의
설비투자가 절약되었다고 한다. 그밖의 라인들에서도 약 1억 3,000만 엔
의 설비투자가 불필요하게 됨으로써, 합계 3억 엔 이상의 설비투자액이
절약되었다(市嶋, 2017). 또한 각 부품의 사이클타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량품이 많이 나오는 시간대를 특정할 수 있게 되어,
불량의 원인을 파악, 해소함으로써 불량률도 20분의 1로 격감하였다고
한다. 휴일출근은 없어지고, 잔업시간도 연간 약 2만 시간(일인당 하루
1.3시간) 이 단축되는 등 노무비의 삭감으로도 이어졌다.9)
다만, 시스템 도입초기에는 잔업이나 휴일출근의 삭감에 대해서 불만
을 가지는 현장 작업자도 있었다고 한다. 또 기계설비의 가동개시나 종
료시각이 정확하게 파악됨에 따라 그만큼 작업관리가 엄격해졌다는 점에
서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한다(坂本b, 2016; 市嶋, 2017). 하
지만, 반면에 현장에서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현장에서의 개선활동의 성
과 또한 즉각적으로 파악이 된다는 점에서 종업원의 모티베이션을 높이
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아사히철공에서는 사장이 출장 중에
도 항시 현장의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
드시 코멘트를 직접 남기는 등 종업원의 모티베이션 향상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 현장 종업원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수집한 정밀한 데이터를
가능한 한 포지티브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사히철공의 “모노
즈쿠리개혁실” 실장은 강조한다(坂本a, 2016).
IoT시스템의 도입은 종업원의 의식과 관련하여 의도하지 않았던 또다
른 부수적인 효과도 가져다 주었다. 종업원 전원이 언제든지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됨으로써, 종업원 한 명 한 명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에 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시스템은 상시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부각시켜줄 뿐 아니라 개선활동의 성과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종업원들의 개선활동에의 참여에
9) SMBCマネジメント(2017 April),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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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모티베이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10) 스톱워치로 사이클타
임을 측정했을 때에는 오차의 범위에 들어가는 0.1초 단위로 사이클타임
을 측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예를 들면, 0.1초의 개선활동의 성과도 눈
에 보이게 되었다는 점도 현장담당자의 개선의욕을 높이는 데에 일조하
고 있다(西村, 2017).
이와 같은 아사히철공의 IoT시스템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도요타자동차에서 21년간 근무한 후, 2013년에 동사에 입사하여, 2016년
3월에 사장으로 취임한 키무라 테스야(木村哲也) 씨이다.11) 키무라 사장
은 도요타 시절 도요타생산방식을 추진, 지도하는 생산조사실에 소속되
어 도요타자동차뿐 아니라 타사 공장에서의 개선활동에도 관여한 경험이
있다.
키무라 사장은 한발 더 나아가 2016년 9월에 “I Smart Technology 주
식회사(iSTC)”를 설립하여, 자사가 개발한 “제조라인 모니터링시스템”을
상품화하여 초기설정비용 최저 9만 2,000엔과 월 2만 엔 정도의 비용으
로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오래된 낡은 기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
다는 점, 복잡한 배선공사나 서버가 따로 필요 없다는 점, 값싼 장치와
스마트폰만 있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이미 많은 중소기
업들에 동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다고 한다. iSTC의 또하나의 강점은 정
확한 정보를 얻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생산성을 높이
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 이후의 데이터를 활용한 개선과정이 더 중요하
기 때문이다. iSTC는 데이터 수집을 위한 장치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한 개선활동에 대한 컨설팅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키무라
사장이 도요타자동차에서 21년간 축적한 개선활동의 노하우가 여기에서
도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IT컨설턴트는 도입기업에 대량의 데이터수집을 요구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만도 많은 시간을 소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

10) ｢中小もＩｏＴで活性化(2016年12月16日放送)｣ NHK NEWS WEB 東海NEWS
WEB
11) 키무라 씨는 전 사장이자 현 회장인 키무라 카쓰미(木村克美) 씨의 데릴사위. 일
본에서는 데릴사위의 경우 여자집안 쪽 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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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은 센서가 자동으로 데이터를 축적해 줍니다. 데이터 수집에 부담이
덜해진 만큼, 개선활동에 역점을 둘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노하
우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장래에는 고객과 iSTC 본사를 인터넷으로 연
결해서 원격컨설팅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키무라 사장은 아사히철공
을 통한 제조업도 계속할 계획이지만, 장차는 iSTC를 중심으로 한 사업
이 아사히철공의 제조업부문을 능가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말한
다.12)
아사히철공의 IoT시스템 도입은 매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우선
은 거액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IoT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실례를 보여주
었다는 점이다. 이는 비용부담 때문에 IoT의 활용을 망설이고 있는 한국
의 중소기업에 있어서도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로는
무작정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IoT를
활용하면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 저장할 수 있지만, 데이터의 수집 그 자
체가 목적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점에서 개선활동이라는 명확한 목적 하에 필요한 데이터를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 수집하여 개선활동에 활용하고 있는 아사히
철공의 사례는 도요타자동차의 저스트인타임을 연상하게 한다.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도 비용 대비 효과를 항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로는 아사히철공이 IoT시스템을 점진적,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
이다. 키무라 사장은 당초에 IoT를 도입한다는 의식은 없었다고 말한다.
공장 전체의 IoT라기보다는 필요한 부분, 가능한 부분에 한정해서 스몰
스타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坂本a, 2016). 사전에 설계된 시
스템을 단번에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도입하면서 100%를 추구해나간다는 점에서, 조성재․전우석(2011)에서
지적한 일본 제조업에 있어서의 자동화기계의 도입과정과 매우 유사하
다. IoT의 도입에 있어서도 현장작업자에 의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완
성형을 향해 나가는 일본기업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
롭다.

12) SMBCマネジメント(2017 April),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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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 결

본 장에서는 세계적인 제4차산업혁명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과 일본
자동차산업의 개별기업 3사에 있어서의 IoT 도입과 활용실태에 대해 알
아보았다. 일본이 제4차산업혁명의 흐름에 한발 늦게 참여한 것은 확실
하다. 가장 큰 이유는 일본기업이 적어도 생산현장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가는 일본기업의 생산현장
을 따라잡으려는 독일과 미국의 노력이 제4차산업혁명으로 이어진 것으
로 해석할 수도 있다. IoT와 AI의 활용을 통해, 일본 제조업의 강점이라
고 할 수 있는 인간과 기계의 조화, 기술과 기능의 융합을 우회하는 형태
로 일본 제조업과 비슷한 수준의 고효율성과 유연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기업에는 그러한 IoT나 AI를 대신할 수 있는 현장지식이 풍
부한 엔지니어와 타쿠미(匠 : 장인)라고 불리는 기능직 숙련공이 지금도
건재하다. 본 장에서 살펴본 IoT나 AI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세 일본
기업의 사례를 보는 한, 이들 기업은 제4차산업혁명의 도구인 IoT나 AI
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현장의 인적자원과 대체관계가 아닌 보완관
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제4차산업혁명을 대하
는 이러한 일본기업의 자세가 앞으로 생산현장에의 본격적인 IoT와 AI
의 도입과 활용에 걸림돌이 될지, 아니면 이전의 기계화, 자동화에서 일본
기업이 이룬 것과 같은 한차원 높은 또다른 제4차산업혁명의 성과를 이루
어낼지, 아직 예단하기는 어려운 단계이다.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34

일터혁신의 현단계와 발전 방향

제3장

독일의 산업 4.0과 일터혁신

제1절 제조업의 귀환

산업부문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체질이 강한 국가
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위기를 빠르게 타개하고 고용률의 증가
를 기록하면서(대표적으로 독일, 일본) 한동안 ‘탈산업화’가 곧 경제 선진
국을 의미하던 공식은 깨지기 시작하였으며, 아울러 한물간 것으로 취급
되던 제조업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제조업에 대한 새로운 관
심은 1990년대 이후 급속하게 추진되었던 금융주도 축적체제가 끊임없
이 경제 및 고용위기를 초래하는 반면에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 ICT) 융합으로 인해 제조산업 혁신과 제
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해지면서 증폭되기 시작했다.
주요 경제 선진국은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기대어 적극적으로 제조업
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2012년부터 제조강국으로서 자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통제조산업과 ICT기술을 접목시켜 스마트 팩
토리(smart factory)를 구현하는 소위 산업 4.0(Industrie 4.0) 전략을 산
학관 협력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셰일가스(shale gas) 개발로 인한
생산비용 감소,13) 중국 내 임금상승 등으로 제조업의 본국 회귀(reshor13) 최근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아시아의 25%, 유럽의 50% 수준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국은행 201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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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정책(일례로 Apple, Catepillar, Ford, Otis, Whirlpool) 혹은 신규제
조기반 구축(일례로 GM, Dow Chemical, Google, Exxon Mobile)을 추
진하고(한국은행 2014.4.24. : 3-4), 나아가서 오바마 정부 주도로 첨단제
조파트너십(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 AMP)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스마트 제조전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2013년 제시된
‘일본재생전략’의 틀 안에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이노베
이션, 산업 신진대사촉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흥플랜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 또한 2010년 17기 전대에서 12차 5개년계획을 통과시키면서
아직까지 세계시장에서 절대 강자가 없는 7대 신성장산업(신에너지, 전
기자동차, 신소재,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차세대 IT, 바이오, 첨단장비
제조)을 중심으로 제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의 기치 아래 지속적인 혁신기술의
투입으로 전 세계적으로 산업구조조정의 붐을 촉발시킨 독일 ‘산업 4.0’
프로젝트가 일자리 혁신에 미친 의미를 이론적으로, 그리고 제한적 범위
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독일에서 산업 4.0 프로젝트는 2011년
독일 하이테크 전략(High Tech Strategy) 2020 실행계획(Action Plan)
의 일환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정책의 추진과정에서 태동하였고,
2013년 최종보고서 산업 4.0을 구현하기 위한 제안(Forschungsunion
& Acatech 2013)이 발간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산업 4.0 프로젝
트는 비록 하이테크 전략산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일각에서 과도하
게 강조되고 있듯 IT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생산의 전면적 자동화, 기계
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생산입지로서 독일의 미래’라는 보고서 제
목에서 암시하고 있듯 독일의 산업경쟁력이 강한 제조업의 차세대 전략
산업을 의미한다. 아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지만 기존의 대량
생산방식과는 달리 산업 4.0의 가장 큰 특징은 제조업이 개인맞춤형 생
산(personalized production)을 겨냥한 기술과 시장의 결합에 놓여 있다.
이는 생산방식의 거대한 변화, 즉 스마트 팩토리로 집약되는 산업 4.0 유
형의 제조 인프라의 재구성을 요구한다. 아래에서는 산업 4.0에 내포한
기술과 노동의 상호작용에 따른 작업구조, 노동조직, 직업훈련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현재 변화의 방향과 트렌드를 살펴보고, 제한된 범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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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나마 산업 4.0 프로젝트에 따른 독일 기업의 일터혁신 사례를 살펴보
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에 주는 함의를 이끌어내 보고자 한다.

제2절 산업 4.0의 핵심가치 : 혁신 추구, 지속적
가치창출, 고용 지속

최근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우후죽순처럼 확산되고 있다(일례
로 슈밥, 2016; 요시카와 료조․모리타 요시타미․스가야 슈․오쿠데 마
사오․후카가와 오사무, 2016). 대체로 이러한 논의는 디지털 기술의 급속
한 진전과 일상에 그러한 기술의 적용이 빠르게 현실화되면서 기존의 산
업지형과 일상생활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현존하는 일자리의 상당수가 자
동화, 디지털화로 인해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유발 시나리오를 심층에 깔
고 대대적인 산업구조조정은 필연적이라는 숙명론을 표방하고 있어 말 그
대로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다. 반면,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와 연방
교육․연구부가 추진한 독일의 ‘산업 4.0’ 프로젝트(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2015)는 디지털화가 초래할 산업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전략
적 과제를 모색하고, 독일 연방 노동․사회부는 산업 4.0에 대한 ‘노동
4.0’의 과제를 정립하는 녹서(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2015)를 발간한 바 있는데, 앞선 논의에 비해 작업장의 변화와
그에 따른 노동의 새로운 과제를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
가 적지 않다. 아래에서는 독일에서 진행된 산업 4.0의 논의를 중심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기본골격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 4.0으로 대변되는 미래프로젝트는 고전적 산업과정과 결합하여
가상물리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 : CPS)으로 동반성장하는 현대
ICT 기술의 진화, 그리고 그러한 기술이 산업에 미치는 혁명적 영향을
핵심 주제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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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산업 생산은 ICT 기술이 상호 통합되고 인터넷을 통해 기능
성이 상호 연결됨에 따라 다품종 소생산을 넘어 소비자의 수요에 맞춘
개별화된 생산품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하나의 생산품이 언제
제조되는지, 어떤 변수로 최적화가 가능한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ICT 기술은 대체로 자원 최적화를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활용
될 수 있다.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가상물리생산시스템(Cyber Physical
Production System : CPPS)으로의 발전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
IoT)과의 결합을 통해 생산과정에서 제품의 개별화된 생산이 가능하게
되며(이제 제품은 생산의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다), 비즈니스와 가치창출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변화된다. CPS에 의한 실질세계와
가상세계의 동반 성장은 지능 생산시스템의 가능성을 열었으며, 생산을
광범위한 로지스틱과 가치사슬 체계와 연동시킨다. 이는 엔지니어링, 생
산과정의 실행, 자원 효율성, 환경 친화력, 공급망과 제품주기 조정 등에
서 상당한 진전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혁명적 변화는 18세기 후반에 기계 생산설비의 도입과 함께
시작한 산업화 과정의 네 번째 단계로 간주되고 있다. 제1차(수력/증기기
관 등에 의존한 기계생산), 제2차(전력 에너지의 도움에 따른 대량생산)
산업혁명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제3차 산업혁
명으로 이어졌다. 전자장비와 IT 기술의 도입으로 생산과정의 자동화가
진전되었으며, 정신노동의 일부가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착근된 생산시스템을 작업장과 기업에 수직적으로 연결시키
고, 그러한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조정되는 가치사슬 네트워크 속으로 수
평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네 번째 산업혁명 혹은 ‘산업 4.0’이라고 부른
다.14)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율적이고, 자기 조정능력과
지식에 기반한 생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시장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뿐
만 아니라 대량생산품과는 달리 개별화된 상품의 수요, 생산용량의 증대,
생산에서 복합성과 제품생산에서 기술적 이질성의 증대 등과 같은 새로
운 요구 또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14) 3차 산업혁명에 대한 담론은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새로운 혁신 주
기를 개발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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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 간의 상호의존성이 오늘날 정보기술에 의
해 사안별로 특수하게 재현됨에 따라 앞서 언급한 해결과제는 대부분 생
산의 영역에 집중된다. 이러한 변화는 소모적이고, 때로는 정교한 수동
작업을 포함한다. 따라서 서비스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업무, 시장화, 모
든 비즈니스 계획은 종합적으로 상호 조율되어야만 하며, 이 모든 것들
은 현대 정보기술의 체계적 활용에 의해 가능하다. 기술발전의 잠재력과
함께 산업 4.0에서 사람은 변화의 중심이자 필수적 요인이다. 사람은 단
지 고객일 뿐만 아니라 CPPS의 기획과 엔지니어링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며, 인간과 인간(사회적 네트워크) 및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이라
는 새로운 협력 형태와 다층적 과정을 포함하는 생산 속에서 경영자이자
숙련노동자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산업 4.0 프로젝트는 주요 산업부문에서 시장 지배력,
임베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15) IT 기술의 혁신 지배력, 동기부
여가 잘된 숙련 노동자, 고객 및 공급자와의 집중적 협력, 역량 있는 연
구 및 교육기관 등과 같은 산업지형의 전통적 강점을 활용하는 것을 강
조한다. 다시 말해서 산업 4.0은 현존하는 기술 잠재력을 개선하고, 체계
화된 혁신과정을 개발하며, 노동자들의 능력, 성과, 지식을 최적화된 생
산과정에 결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 4.0의 새로운 특징은 단지 기술적 측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혁
신과정에서 노동자의 결합을 보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의 사회적 하
부구조’를 강조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향상훈련을 포함한 광범위한
숙련화 조치는 물론이려니와 의사결정과 참여의 공간, 그리고 과도한 업
무량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분권화된 리더십과 조정형태
와 같은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 4.0 프로젝트에서 추구되고 있는 이러한 사회기술적 접근은 혁신과
정에서 인간 노동의 의미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제3차 산업혁명과는 새로
운 관점을 제공한다.
산업 4.0의 핵심요소는 소위 ‘스마트 팩토리’로 표현되는 지능형 공장
15) 공장자동화 시스템, 컴퓨터, 휴대폰 등 각종 전자, 정보통신 기기 등의 제품에 탑
재되어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솔루션 시스템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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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스마트 팩토리는 생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과 자원의 사회기술적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 중심에는 계획과 통제 시
스템에 근거하여 자율적이되 상황에 따라서는 스스로 조절하면서 자체적
으로 구성되며, 지식에 기반하되 감지력이 있으며(sensor-based), 공간
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생산자원(생산기계, 로봇, 컨베이어 시스템, 저장
시스템, 운영자원)의 네트워크화가 존재한다. 스마트 팩토리는 생산뿐만
아니라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를 완벽하게 연결시켜주면서 이를 생
산된 제품에서 구현하는 통합된 엔지니어링을 통해 일반적 팩토리와 구
별된다. 나아가서 스마트 팩토리는 회사 간의 가치창출 네트워크 속에
착근된다([그림 3-1] 참조).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본질적인 변화
는 과거 단일 생산공장 내의 경직된 가치사슬로부터 CPPS에 기초한 역
동적 가치사슬로의 이행이며, 그 안에서 기술과 생산조직, 노동력이 유기
적으로 결합되고 있다([그림 3-2] 참조).
노동자들은 지능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생산 자원을 통제하고 규제하며,
형성하며, 상황과 환경의 영향에 따라 생산속도를 조정한다. 증대하는 복
[그림 3-1] 산업 4.0 시스템 요소

자료 : Forschungsunion/acatech(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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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산업 4.0의 CPPS와 가치사슬의 네트워크화

[산업 4.0]

자료 : Wannöffel․Schäfer․Lins(2017).

합성이 통제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스마트 팩토리에서 숙련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스마트 팩토리는 생산성과 숙련수준이 최
고로 높은 상태에서 높은 유연성을 제공하고, 최상의 자원투입을 확보한
다. 물론 이러한 역할과 개입은 디지털화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산업 4.0으로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전반적인 추동력은
[그림 3-3]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역동적이고, 실시간으로 최적화되며,
스스로 조직화하는 기업 간 가치창출 네트워크 속에서 기술적으로 상호
연결된 데이터는 원자재, 에너지, 노동력과 함께 중요한 산업 4.0의 질료
이다. 기계든, 제품이든 사물은 신뢰할 만한 아이피 주소(IP address)를
통해서 상호 소통된다. 이 모든 것을 추동하는 중심주제는 디지털화가
가능한 것은 모두 디지털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르(Buhr,
2015)는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부정적 전망
은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가치창출 가능성이 산업 4.0에서 지
배적이 되고, 전통적 생산방식은 점점 밀려나게 되는 경우이다.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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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산업 4.0의 추진동력과 영향

자료 : Buhr(2015).

전망은 오늘날의 생산문제가 미래지향적인 기술로 해결되는 것이다. 만
약 부정적 전망을 견지한다면 산업 4.0에서 궁극적으로 새로운 것이나
혁신의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산업 4.0을 둘러싼 긍정적, 부정적 전
망은 효율성 증대, 자원보호, 비용삭감, 인간적인 노동조건, 고객의 참여
확대, 다양한 신제품과 서비스 제공 등과 관계한다.
이상으로 산업 4.0 혹은 제4차 산업혁명이 그리는 미래 프로젝트의 특
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비록 현재 산업 4.0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독
일의 논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다보스 포럼16)을 통해 이러한 담론
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등 파급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앞
서 언급했듯 산업 4.0 논쟁을 과도한 디지털 문명론으로 이해하거나 단
순히 산업 구조조정과 대규모 일자리 감소라는 공포유발 시나리오로 평
가하는 것은 산업지형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이다.
그러한 점에서 아래에서는 산업 4.0 프로젝트가 제기하는 세 가지 핵
심 문제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 4.0이 노동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산업 4.0에 따른
16) 2016년 다보스 포럼의 핵심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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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의 재편은 개별 경제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산업 4.0
은 노동의 숙련과 분업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산업 4.0은 어떠한 사회적, 정치적 전망에 기초하는가?
셋째, 산업 4.0의 실행과정에서 어떤 행위자들(산업 4.0 진행과정에서
노동의 적극적, 수동적 담지자, 저항자 등)이 형성되며, 이들은 그러한 과
정에서 어떠한 희망, 위험, 기대를 가질 수 있는가?(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전망 포함)

제3절 노동의 디지털화 : 이론과 전망17)

1. 디지털화를 둘러싼 논쟁
ICT 기술의 발전과 적용 가능성을 바라보는 주류 담론은 오늘날 기술
의 발전동력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대단히 분열적인 사회경제적 결과를 초래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의 활용 잠재력을 지닌다(Avant
2014). 기술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는 국제적 논의에서 ‘제2차 기계 시
대’(the second machine age : Brynjolfsson and McAfee 2012), ‘제3차
산업혁명’(리프킨, 2011; Markillie 2012), ‘제4차 산업혁명’ 혹은 ‘산업
4.0’(Forschungsunion/acatech, 2013) 등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일부 연
구자들은 ‘새로운 유형의 산업화’(Boes et al. 2014), ‘디지털 자본주의’,
‘분산 자본주의’(distributed capitalism : Zuboff 2010, 리프킨 2011)와 같
은 명칭으로 새로운 생산체제가 도래했음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개념 속
에서 경제적ㆍ사회적 차원에서 점진적 디지털화는 미래사회발전의 “메
가트렌드”(Megatrends)로 읽힌다.
물론 이러한 논쟁이 다소간의 ‘과장’(hype)에 기대고 있는 것 또한 사

17) 이 챕터는 임운택(2016)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혀둔다.

제3장 독일의 산업 4.0과 일터혁신

43

실이다. 소위 전문가들의 담론에서 엄청난 변화와 발전전망이 예측되고,
정치는 미래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다른 어떤 주제보다 중요한 의미와 역
할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흡사 다중매체(multimedia), www, 인터넷에
기반한 신경제(new economy)가 미래사회 번영의 선구자로 환호받던
1990년대 중후반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한 이유로 일부 연구자들은 현재
의 발전이 “헌 술을 새 부대에 담는” 격이 아닌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Jasperneite 2012; Scheer 2013).
레토릭 측면에서의 과장은 차지하고서라도 이러한 논쟁은 일정 수준
에서 설득력 있는 논거를 지니고도 있는데, 그것은 현재의 기술발전 동
력의 구조적 결과가 지금까지는 거의 예측할 수 없을 수준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논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그 기술 활용의 완
전히 새로운 특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발전과정과 구조적 측면을 고려
해보아도 비교될 수가 없을 정도이다. 기술적용의 잠재력이 확장되고 구
조변화를 동반하는 기술발전의 새로운 특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수의 연
구는 상이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지난 수년 동안 발전된 기술
의 새로운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Geisberger and Broy, 2012; Avant,
2014; Evangelista et. al., 2014). 브린욜프슨과 맥아피(Brynjolfsson and
McAfee, 2014, 39ff.)는 다소 교훈적인 방식으로 기술발전의 특수성을 짚
어내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첫째, 지난 수년 동안 하드웨어의 능력이 비
약적으로 증가하여 비용을 절감시켰으며, 디지털 기술은 오랜 발전과정
을 거쳐 현재 ‘완전 가동상태’(full force)에 도달했다(2014, 9). 컴퓨터의
처리속도(processing speed), 저장용량, 에너지 효율성, 충전밀도(packing
density)와 같은 측면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특히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
의 네트워크화가 진행되고, 이전에 상이하게 존재했던 미디어 재현(medial
representations) 방식이 조정되는(양, 폭, 확산속도) 등 포괄적 디지털화
가 실현되었다. 이로써 국제적 차원에서 디지털 기술의 사회경제적 활용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방대한 자료의 수집, 평가, 의도적 활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빅 데이터(big data)는 이와 관련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Leskovec et al., 2014). 셋째, 디지털 기술은 지금까지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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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던 ‘일반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ies : GPT)로 이
해된다. GPT는 거의 모든 사회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기술의 응용
잠재력과 결합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이노베이션을 자극한다(Brynjolfsso
n and MaAfee 2014, 81). 그러나 저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발전을 가능
하게 하는 사회적 변화는 모호하다. 기술에 의한 사회적 변화는 소비와
소득의 관점에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반면에 디지털화가
초래할 경제구조의 변화와 노동의 변화는 사람들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ibid., 10f.).
아래에서는 디지털화를 디지털 기술, 그에 기초한 응용시스템,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의 네트워크화의 도입을 통해 야기된 사회경제적 변화의
관점에 주목하고자 한다.18) 이때 디지털화의 두 단계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단계로서 디지털화는 이미 1990년대 후반에 생산, 소비, 커
뮤니케이션이 직접적으로 비물질적 거래, 데이터와 정보의 활용에 기초
한 모든 경제영역에서 관철되었다. 디지털화의 개별사업모델은 물론 기
업 및 산업의 광범위한 구조변화를 초래하였던 음반 창작 및 유통, 언론
출판사 혹은 금융서비스업과 같은 서비스 섹터가 이에 해당된다(Zuboff,
2010; Brynjofsson and McAfee, 2014). 오늘날 아마존과 같은 기업이 개
별 소매업체인지, 로지스틱업체인지, 웹기반 서비스업체인지, 혹은 식품
소매업체인지 묻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었다. 오히려 이러한 기업
은 다른 유사한 기업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데이터 세트(data sets)의 조
직적 사용을 사업모델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오늘날 디지털화는 디지털화를 상이한 종류의 물리적 대상과 연계시
키는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섰다. 주보프는 이러한 발전을 기술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변화의 ‘제2의 물결 변화’(second-wave-mutation)로 정의한
다(Zuboff 2010, 8). 기술적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사물인터넷(IoT)이
라는 이름 아래서 다루어지고 있다(일례로 Fleisch and Mattern, 2005;
Bullinger and ten Hompel, 2007; Uckelmann et al., 2011).19) 이러한 맥
18) 정보의 전송이라는 점에서 디지털화(digitalization)는 아날로그 상태의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디지타이징(digitizing)과는 기술적 의미에서
구분된다(Hes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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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에서 주거, 의료, 교통, 산업생산과 같은 다양한 응용영역에서 지금까
지 알려지지 않은 활용 잠재력을 개척하는 사이버물리시스템(CPS)이 고
안되었다(일례로 Gill, 2006; Rajkumar et al., 2010; Geisberger and Broy,
2012). CPS 개념을 통해 한편으로는 물리적 시스템과 임베디드 소프트
웨어의,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 데이터 통신망(data network)과 분산되
어 있으면서도 상호 연계된 응용시스템과의 정보기술적 상호작용이 가능
해지게 되었다. CPS는 보다 구체적으로 ‘지능형’ 장치, 차량, 기계는 물
론 발전된 인터넷 응용기술과 접목된 로지스틱, 조정 및 운영과정을 지
칭한다(CPS의 기술적 전제와 발전경향은 Greisberger and Broy, 2012 :
19ff. 참조). 따라서 오늘날 디지털화는 경제적 활동의 핵심영역을 확장
시키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활용 잠재력과 사회적 결
과를 결합시키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구체성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와 같은 디지털화 물결은 제1차 물결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복잡
하다(Zuboff, 2010; Geisberger and Broy, 2012).
디지털화를 둘러싼 논쟁의 실질적인 주제는 산업생산의 디지털화 내
지는 디지털 기술의 산업 배치, 그리고 CPS의 네트워크화로 ‘산업 4.0’이
라는 독자적 슬로건을 실제로 만들어낸 독일의 경우 이 개념은 주로 정
보전문가나 엔지니어 전문가, 경제단체, 기술집약적 전기 및 기계 산업,
정치에 의해 추동되었다(Forschungsunion/acatech, 2013). 산업 4.0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하나는 오랫동안 논의되고 이미 부분적으
로는 현실화된 생산개념이 산업 4.0의 이름 아래 데이터 세트의 통합적
활용에 기반하여 생산의 기획, 제어, 감시에 연계되고 있다(Westkämper
et al., 2013 참조).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이미 1980년대에 도입되었던
컴퓨터 통합 생산(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 CIM) 개념이다
(Harrington, 1973; Scheer, 1987; Hirsch-Kreinsen et al., 1990). 다른
하나는 산업 4.0 개념이 업무처리 자동화(process automation)의 새로운
19)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행동영역과 그와 연계되어 활용되는 사물의 ‘지능 통신망’
(intelligent network)을 구현하려는 ‘앰비언트 인텔리전스’(ambient Intelligence)
개념이 창안되었으며, 유사한 방향에서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
과 ‘퍼베이시브 컴퓨팅’(pervasive Computing)과 같은 개념이 고안되었다(Flisch
and Mattern,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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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를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인터넷을 통해 네트워크화된 데이터 영역
을 공장의 실질적인 공정에 고도로 유연한 방식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생
산과정의 기획, 제어, 조직과 전체 가치사슬을 위한 근본적으로 새로운
잠재력이 확립된다(Broy, 2010; Forschungsunion/acatch, 2013; Reinhart
et al., 2013; Sendler, 2013). 이러한 산업 4.0 개념의 전망과 관련하여 다
수의 연구자들은 산업 4.0 시스템이 확산되고, 동시에 사회경제적 과정의
점진적 디지털화가 현실화되면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구
조의 변화과정이 초래될 것으로 예측한다.

2. 사회기술적 체제(Socio-Technical System)로서 산업 4.0
노동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군의 연구자들은 기
술발전이 노동에 미치는 결과에 대해 다소 결정론적 입장을 견지한다.
일례로 Evangelista, Guerrieri, Meliciani는 현재의 ‘기술주도’(technology push)가 분명하고 예측 가능한 사회경제적 변화의 경향을 초래한다
고 진단한다(Evangelista et al., 2014). 반면에 이노베이션 연구자들이나
산업사회학의 기술 연구자들은 방대한 이론적ㆍ경험적 연구를 통해 새로
운 기술의 발전, 확산, 실행이 결코 연속적이지도 않고, 모순으로부터 자
유롭지도 않으며, 사회적 효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970년대, 1980년대에 걸쳐 진행된 ‘기술결정론’을 둘러싼
학계의 논쟁은 기술시스템의 도입과 그것이 노동에 미치는 결과 간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약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오히려 기술의 활용은
다수의 비기술적ㆍ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명백해졌
다. 즉, 기술의 도입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기술중심적 해석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이와 관련한 논의는
Lutz, 1987; Pfeiffer, 2013 참조).
그렇게 볼 때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사회적 결과 간의 상관관계는 결
코 단선적이지도 않고, 결정론적이지도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보다는 오
히려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노동정책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복합적이
고 상호작용적인 맥락이 관건이 된다. 이때 사회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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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은 기술적으로 주어진 새로운 응용 잠재력을 실질적으로 소모하는
방식과 노동에 미치는 영향이다(Evangelista et al., 2014 : 803). 지난 수
십 년 동안 해외에서 진행된 노동정책적 기술연구에서 보듯 신기술 도입
과 관련된 노동조직의 배태성(embeddedness)과 조정의 형태는 상당부분
신기술 활용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Hirsch-Kreinsen et al., 1990;
Brödner, 1997).
이렇게 볼 때 노동의 디지털화 과정, 즉 신기술과 신기술 도입에 의해
촉발된 인사이동 및 작업조직 변화와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생산에 대한 전반적 맥락과 그 안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기술과 작업
조직 변화 간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체 생산 시스템의 기술, 조직, 인사 요인 간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고려
하는 사회기술적 체제(Socio-Technical Systems : STS) 개념은 적절한
분석적 프레임을 제공해줄 수 있다(관련 이론은 Trist and Bamforth,
1951; Sydow, 1985 참조). 항상 하나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지
만, ‘사회기술적 체제’라는 개념 속에 기술, 조직, 인사와 같은 상호의존적
인 부분체계로 구성된 하나의 생산단위(production unit)가 있다고 전제
하는 라이스(Rice, 1963)의 이론은 신기술 도입과 그에 따른 작업조직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STS 개념에 의하면 기술적 부분체계
가 다른 두 개(조직, 인사)의 부분체계의 독자적 형성 가능성을 제한함에
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두 개의 부분체계는 기술적 부분체계의 기능방
식에 영향을 주는 독특한 노동정책적, 작업조직적, 노동심리학적 특성이
상호 연계되어 있다.
이 이론은 기술, 비기술 요인의 개별적 기능방식과 그에 따른 변화과
정보다는 두 요인 간의 상호작용과 결합방식, 즉 기술의 사회기술적 형
성을 분석의 중심에 놓는다. 나아가서 한 체계의 기술적, 사회적 요인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 외에 조직과 인사배치의 차원을 포
함한다. 클레그는 이 이론의 기본적 전제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사회기술 이론(Socio-technical theory)은 사회적, 기술적 요인이 상호
결합되고 하나의 작업체계의 상호의존적 측면에서 다루어질 때만,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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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구상과 실행이 개선될 수 있으며, 실제로 만족스럽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Clegg, 2000 : 464).

응용가능한 지능형 생산시스템에 대한 논쟁에서 보듯 전체 시스템에
대한 분석적 접근만이 기술도입에 따른 노동의 형성가능성과 노동에 미
치는 결과에 대해 충분히 객관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회기술적 체제 개념이 현재의 산업 4.0 논쟁에서도 수용되고
있다(Forschungsunion/acatech, 2013 : 40ff.). 산업 4.0 연구진은 자동화
가 개별 노동자들의 일자리, 작업활동, 숙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생산시스템의 전반적인 조직구조와 사회구조에 영향을 미
친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산업 4.0에 내재한 사회기술적 체제는 상위의
전략적 가이드라인과 결합되어 가치사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사회기술적 이론에 근거할 때 산업 4.0 개념은 [그림 3-4]
와 같이 이해될 수 있다.
[그림 3-4] 사회기술적 체제로서 산업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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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의 디지털화 과정과 산업노동의 전망
앞서 살펴본 기술적 전망에 근거하여 아래에서는 그에 근사한 방식으
로 점진적 디지털화의 맥락 속에서 노동이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에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산업 4.0을 둘러싼 논쟁의 상
황을 정리하고 그로부터 향후 산업노동 발전의 보다 차별화된 분석틀을
고려해보기 위해서 필요하다. 노동의 발전 전망과 관련하여 다양한 스펙
트럼이 존재할 수 있으나 대체로 하나는 숙련의 향상(upgrading of
qualification)이고, 다른 하나는 숙련의 양극화(polarization of qualification)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그 각각의 전망을 살펴보
고, 대안적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가. 숙련 향상의 동인으로서 노동의 디지털화

노동의 발전 전망과 관련하여 하나의 전망은 노동의 디지털화가 숙련
의 향상 내지는 재평가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전 세
계적으로 학술적 논쟁에서뿐만 아니라 공적 담론에서도 꽤 확산되어 있
다. 주보프(Zuboff, 1988 : 10f.)에 의하면 숙련향상은 직무수행과 고용에
완전히 상이한 결과를 초래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전개된다.
그 하나는 숙련향상이 단순 직무를 점차적으로 컴퓨터가 대체해가는
자동화의 결과로 발생한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그러한 직무가 일상화
되고 매우 규칙적인 성격을 지녀 컴퓨터 알고리즘에 수용되어도 상대적
으로 별 문제가 없을 직무여야 한다. 프라이와 오스본(Frey and Osborne,
2013)은 이와 관련하여 가까운 시기에 컴퓨터 투입에 따른 광범위한 대체
효과의 물결이 있으리라 예상한다. 이러한 숙련향상 유형은 ‘숙련기반 기
술변화’(skill-based technical change)로 이해되는데, 이러한 숙련집단은
이미 고도의 숙련과 행위자원을 보유한 집단들로 디지털화된 기술의 점진
적 투입에 따른 승자들(Winners)로 간주된다(Brynjofsson and McAfee,
2014 : 136).
다른 하나는 과정으로서 숙련향상인데 일반적으로 모든 노동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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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된다. 노동의 디지털화는 이때 러닝 프로세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취급하는 노동의 정보화 과정으로 이해된다. 그러한 과정의 복잡성과 정
보의 활용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직무에 대한 요
구로 이어진다. Zuboff는 이를 ‘지적 숙련’(intellectual skill)이라고 표현
한다. 지적 숙련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전제조건이자 사용결과
가 되는 정보화 과정에 대한 이론적 이해에 기초한다(Zuboff, 1988 : 94f.).
정보화 과정의 일반적 결과는 “더 좋은 일자리(better job), 즉 정보를 처
리하는 기술에 의해 모든 수준에서 직무가 풍부해진 일자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ibid. : 159).
연구자들에 의하면 현재 사물인터넷의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곳에서
이와 같은 숙련향상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데이터 수집(data collection)과 데이터 평가(data evaluation)와 관련된 이러한 시스템은 지금까
지 생소한 방식으로 생산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였기 때문이다
(Zammuto et al., 2007; Evalgelista et al., 2014; Boos et al., 2013). 따라
서 산업 4.0을 둘러싼 공적 담론에서는 전반적인 숙련향상이 발생할 것이
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독일에서 산업 4.0의 대표적 주창자 중의 하나
인 카거만은 “미래의 노동자들은 단순한 ‘기계조작자’(Maschinenbediner)
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 많은 전문가, 결정권자, 조정자와 같은 직
무수행 역할 속에서 개별 노동자들의 다양한 직무내용이 증가할 것이
다”(Kagermann, 2014 : 608)라고 주장한다.20)
노동에 대한 이와 같은 발전전망은 높은 구조적 개방성, 대단히 제한
적인 분업구조, 높은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조직 유형에 조응한다.
능력 있고 경험 많은 직무수행을 통해 예측하지 못한 특수한 상황을 언
제든지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스템에서 노동자들의 숙련과 경험을
존중하는 노동이 생산조직에 전제되어야만 한다. 노동의 디지털화와 관
련된 논쟁에서 몇몇 연구자들은 노동과 관련된 미래의 작업조직 모델로
서 다소 은유적으로 표현된 ‘스웜 조직’(swarm organization : Neef and
Burmeister, 2005; Hirsch-Kreinsen, 2014)21)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20) 또다른 산업 4.0 주창자들인 ‘플랫폼 산업 4.0’도 유사한 주장을 펼친다(Plattform
Industrie 4.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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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유형은 숙련수준이 높고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노동자들의 느슨한
네트워크를 강조한다([그림 3-5] 참조). 단순하고 숙련수준이 낮은 직무
는 지속적으로 자동화에 의해 대치될 것이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조직에서는 개별 노동자들에게 특정한 과제가 주어지지 않고, 오
히려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경우 작업집단이 기술적 시스템 내에서 스스로
를 조직화하고, 이들의 업무내용은 고도로 유연하며 상황 규정적이다. 물
론 여기서도 경영진이 실행 프레임, 기본적인 행위규범, 전략적 목표, 집
단적 방향성, 가능한 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최상의 기술과정과 같
은 일반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Neef and Burmeister, 2005 : 569ff.).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작업조직 유형은 소통과 협력의 비공식적 사회
과정의 활용, 그리고 노동자들의 특수한 권한과 누적된 특수한 지식 프
로세스의 활용을 추구한다.
[그림 3-5] 산업 4.0의 도입에 따른 작업조직의 변화

자료 : Hirsch-Kreinsen(2015).

21) 인터넷에 기반을 둔 사회 과정에 대한 사회학적 논쟁에서 ‘무리’(swarm) 개념은
집단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개별적 행위자들의 매우 느슨한 네트워크를 표현하
는 하나의 사회구성체를 의미한다(Dolata and Schrape, 2013 : 1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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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동의 디지털화의 결과로서 숙련의 양극화

노동의 발전전망과 관련한 두 번째 축은 숙련의 양극화이다. 이러한
관점은 숙련향상과는 달리 직무과업과 숙련의 양극화 경향에 주목한다.
이러한 관점은 중간수준의 숙련층이 해체되면서 고숙련 활동과 일상적이
지도 않고 자동화되기도 쉽지 않은 단순 직무가 동시에 증가하는 것에
주목한다. 이러한 전망의 대표적 이론가들은 아우터와 도른(Autor and
Dorn, 2013), 콜린스(Collins, 2014), 브린욜프슨과 맥아피(Brynjofsson
and McAfee, 2014) 등으로, 이들은 거시구조적 전망에서 미국 노동시장
의 발전과 부분적으로는 유럽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를 그 근거로 든다(노
동시장의 변화와 관련하여서는 Goos et al., 2009; Bowles, 2014 참고할
것). 이들은 지난 20년 동안 판매, 행정, 산업생산의 영역에서 중간 숙련
집단이 줄어드는 반면 경영직, 기술직, 전문직과 같은 높은 숙련을 요구
하는 일자리와 서비스 섹터에서의 저숙련 일자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
음을 증거로 든다.
이러한 발전은 단순하게 일상화된 직무뿐만 아니라 중간 숙련수준의
직무도 자동화되고 심지어 대체될 수 있다는 현실에서 비롯된다. 변화의
전제조건은 구조화가 잘 되어 있고 규칙적인 특성을 지녀 쉽게 알고리즘
화가 될 수 있는 직무들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조립, 감시와 같이 지
금까지 나름 숙련수준에 대한 요구가 있는 생산노동과 중간수준의 숙련
을 요구하는 행정, 서비스업이 문제가 된다(Autor, 2010; Acemoglu and
Autor, 2011). 이들은 중간수준의 숙련을 요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영역
에서 신기술이 상대적으로 일상화된 노동을 점차적으로 자동화할 것으로
예측한다. 반면에 경영, 컨설턴트, 금융서비스 담당자와 같은 고소득 영
역의 복합적 직무와 간호사, 요양보호사와 같은 저임금 영역에서는 높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Marin, 2014). 구스와 매닝(Goos and
Manning, 2007)은 ‘천박하고 소중한 일자리’(lousy and lovely jobs)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경향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일군의 독일 연구자들은 거시구조적 측면에서 숙련의 양극화 경향이
사업장 내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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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는 숙련 노동자의 직무에 대한 일련의 연구는 정보기술의 자동화 결
과로 중간 숙련수준의 탈숙련화와 부분적 대체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Kinkel et al., 2008; Düll, 2013). 지능 네트워크화된 로지스
틱 시스템에서의 노동을 연구한 빈델반드 등의 연구(Windelband et al.,
2011) 또한 사업장에서 자동화되지 않은 단순한 직무 내지는 저평가된
직무, 그리고 숙련에 대한 요구가 높은 고숙련 직무 간에 직무구조의 분
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숙련의 양극화 전망은 분업을 특징으로 하는 특수한 작업조직모델에
조응한다. 한편에는 표준화된 감시ㆍ통제업무처럼 노동자의 자율적 행위
공간이 거의 없는 소수의 단순 직무가 존재한다. 그 반대편에는 기존의
숙련노동자들보다 숙련수준이 훨씬 높은, 새롭게 등장하는 고숙련의 전
문가 및 기술전문가 집단이 존재한다. 이들은 장해요인을 극복하는 구상/
기획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산관리의 업무도 담당한다. 독일의 경우 이러
한 작업조직은 기계화된 사업장에서 지배적인데, 한편으로는 분화된 구
상원칙 및 직무확대와,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화와 표준화의 모순적 결합
을 특징으로 한다(Kinkel et al., 2008; Abel et al., 2013). 이와 같은 방식
으로 사업장은 기존의 경로에서 작업조직을 재구성할 때 디지털화의 소
모적이고 기술적인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위험하고 불분명한 조직적 혁신
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작업조직적 특성은 양극화된 조직으로 표
현할 수 있다([그림 3-8] 참조).
다. 대안적 작업조직과 작업장혁신을 위한 성공요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화된 노동의 발전전망은 다양하다. 간단
히 말해서 직무와 작업조직 형성과 관련된 ‘단 하나의 최상의 길’(one
best way)은 존재하지 않는다. 작업조직과 연계된 노동의 발전전망은 극
단적인 상황일 수도 있다. 실제로는 구체적 기술 활용조건, 시스템 기능,
사업장의 구조조건에 따라 작업조직은 양극화된 발전전망 그 사이에서
형성될 것이다.
일련의 연구에서 보여주었듯 디지털화된 생산시스템이 투입되면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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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 조직’의 중요성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숙련 노동력의 효율적 시
스템 지배는 덜 규제적이고, 비공식적이며, 협력적인 작업과정에 의해 확
보되는 것처럼 보인다(Lee and Seppelt, 2009; Cummings and Bruni,
2009). 더욱이 의사결정 과정과 소통과정이 동시적으로 요구될 때 그러
한 작업조직의 틀은 그러한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Spath et al., 2013 : 115f.). 한편 복합적 작업시스템은 쉽게 변경이 가능
하지만, 그만큼 불투명하고 예측할 수 없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Grote,
2005). 그 내용적 복합성 때문에 산업 4.0의 도입과 가동단계가 길어지면
서 직무와 노동조직은 높은 유연성과 문제해결능력을 보여주어야만 하
며, 명료하게 정의된 최종상태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복잡한 설비
의 수명은 쉽게 통제되지 못하는 시스템 상황과 연계되며, 일반 사업장
에서 예상하지 못한 가동문제(start-up problem), 진행문제, 예상하지 못
한 장애는 공개적이고 비공식적인 작업조직 내에서 극복될 수 있다
(BMWi, 2013).
마지막으로 정보기술 덕분에 실질적인 공정과정으로부터 작업기능의
시간과 공간을 분리할 수 있으며, 시공간적으로 유연화된 작업의 가능성
이 높아지는 것이 노동의 형성과 권한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cf. Kinkel et al., 2008 : 245). 이러한 가능성은
작업현장 활동에서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더 높은 위계에 위치하는 경영
활동에도 적용된다. 노동과정이 비공식적이고 비구조화된 성격을 획득함
에 따라 작업조직과 사업장의 위계질서의 분명한 모델을 언급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면서 조직구조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노동과
정에서의 소통과 사회적 통합은 더 많은 소통기술과 미디어에 의해 영향
을 받으며, 앞서 언급한 스웜 조직 모델은 지속적으로 탈경계화된 노동
의 지배적 형태로 관철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소위 ‘크라우드 워
크’(crowd work)로 알려진 사업장을 넘어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터
넷 기반의 글로벌 노동환경의 새로운 형태의 확산도 예측해 볼 수 있다.
소위 ‘크라우드워크’ 혹은 플랫폼 노동에서 노동자들이 접하는 작업시
스템의 행위영역은 [그림 3-6]에서 보듯 대단히 광범위하며 일자리를 넘
어 전 사회적 차원에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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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크라우드워크 작업시스템의 행위영역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논의가 곧바로 현실의 작업장에 그대로 적용되
는 것은 아니다. 아래에서는 산업 4.0에서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고객지향
적 생산과 그에 따른 작업장혁신의 기업 사례를 통해 제조공장의 변화된
모습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제4절 일터혁신 사례분석 : SEW EURODRIVE의 공장
4.0 혁신 사례22)

1. 혁신의 배경
독일 Bruchsal에 본사를 두고 있는 SEW-EURODRIVE 회사(이하 S
22) 본 연구는 2017년 12월 현지방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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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지칭)는 1931년 설립된, 86년의 역사를 지닌 기업이다. 2016/17년
회계기준 매출액이 28억 유로(2017년 기준 : 3조 6,509억 원)로 규모만으
로 보면 대기업에 속하나 가족경영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독일 기준으로
는 중견기업에 해당한다. 독일 공장에 고용된 종업원 수는 현재 1만
6,600명이다. S사는 기어드 모터 제작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각종 모터,
대형 기어박스, 인버터, 서보 컨트롤러, 컨트롤 시스템 등 다양한 제품과
전문 엔지니어링 기반의 컨설턴트가 결합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고객은 자동차산업부터 로지스틱, 광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S사는 1960년에 프랑스의 이그노(Haguenau) 지역에 생산 공장을 세
워 처음 해외로 진출한 후, 1960년대에는 유럽, 1975년에 남미, 1980년대
에 미국으로 진출한 후 현재는 아시아까지 포함하여 전 세계 51개국에
15개의 공장과 77개의 드라이브 테크놀로지 센터를 중심으로 생산 및 판
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그림 3-7] 참조). S사는 기본적으로 주요
제품의 생산 공장을 독일 현지에 놓고, 해외에는 조립공장을 설치하여
소비자에게 가급적 빠르게 제품을 전달하는 방식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
하고 있다.
[그림 3-7] SEW EURODRIVE 생산 네트워크(20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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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는 다른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1970년대에는 전형적인 컨베이어
벨트 생산방식을 유지하다가 1980년대에 CIM(Comupter Integrated
Manufacturing)에 기초한 자동화 생산방식을 적극 도입하였다. 그러나
사람을 배제하는 생산방식이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였다고 자평한다.
1995년 소위 린 생산방식(Lean Production)을 도입하면서 사람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경영방식을 적극 도입하였고, 1998년 생산 공정을 잘게 쪼개
는 소공장단위(small factory unit)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생산방식의 전
환은 오늘날 S사가 산업 4.0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작업장혁
신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였다. 기본적으로 S사는 자동화
를 전면에 내세운 CIM방식을 실패로 규정한다. 반면에 S사는 린공장
(lean factory) 개념을 소공장(small factory : 공장 내의 작은 생산 유니
트)으로 재해석해내면서 급격한 생산혁신을 이루어냈고, 이 과정에서 노
동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요구되는 생산제
품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그러한 제품의 생산에 자동화는 한계가 있으
므로, S사는 오히려 이와 같이 정교하고 복잡한 제품의 제작과정이 사람
의 손을 거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인식한다. 실제로 Bruchsal의 공
장에서 80년대 초반 하루 1,000개 정도의 제품을 생산했다면 현재는 대
략 2,800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S사의 혁신은 기술과 사
람의 결합에 기초한다. 이러한 인식은 ‘노동의 디지털화’를 강조하는 산
업 4.0 혁신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S사는 산업 4.0을 공장 4.0(Factory 4.0)의 형태로 실현하기 위해 몇
가지 개념적 정의를 내리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혁신을 이루어내
고자 한다. 일반 공장과는 달리 S사는 혁신을 위한 명확한 계획과 개념
을 정의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S사가 추구하는 혁신의 주요 개념과 이를
토대로 구축한 모듈생산방식, 그리고 산업 4.0 개념 속에서 노동자의 역
할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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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4.0에 기초한 S사의 일터혁신 방향
가. 산업 4.0에 대한 이해와 일터혁신의 목표 : 스마트 생산과 새로운 비즈
니스 모델

앞서 보았듯 과거의 산업혁명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특성은 모든
산업혁명이 생산과정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높은 생산
성, 유연성 증대, 가치창출의 최적화는 항상 새로운 혁명을 규정하여왔
다. 1차 산업혁명은 근육노동으로부터 수력․증기기관 형태의 물리적으
로 생산된 힘을 사용하는 단계로 이행하였으며, 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
너지의 도움으로 대량생산을 시작하였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에 기반
을 둔 자동화의 시대로 1970년대 이후 생산성과 유연성 증대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조립, 보전, 수리는 물론 마케팅과 폐기
물처리까지 디지털로 네트워크화된 생산시스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생산을 전체 시스템으로 통합해내기 위해서 디지털 정보는 매우
중요하며 하위 생산 시스템은 그러한 정보에 기초하여 분산적이고 독립
적인 결정을 내린다.
오늘날 셀 수 없이 많은 데이터가 누적되고 있다. 글로벌 경쟁은 향후
데이터 룸(data room)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공장에
서도 스마트한 분석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기술과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더 안전하게 형성할 수 있는 방식이 가능하게 되었다. 예측분석(predictive
Analytics)은 마법사들이 예언을 위해 유리공을 들여다보는 것과는 질적
으로 다르다. S사는 정보화된 지식을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 4.0 프로젝트를 현실화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에 기초한 지식과 생산현장의 결합과정에서 기계와 설비에 대한 통제 및
점검을 포함하는 ‘예측보전’(predictive maintenance)은 S사 혁신의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업 4.0, 통합 산업(integrated industry), M2M
(machine to machine)-통신, 혹은 디지털 공장(digitale Fabrik)과 같은
유행어를 접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한 급진적인 변화를 떠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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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S사는 이러한 변화를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생산의 디지털화와 스마트화(Smartization)는 S사가 추구하는 산업 4.0
혁신의 핵심동력이다. 지금까지의 산업생산이 중앙의 위계적 통제에 의해
실행되었다면,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기계, 생산현장, 공작물(workpiece)
은 보다 지능적으로 결합되어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들
은 스스로 조직화가 가능해졌다. ‘스마트화’란 전통적 방식의 물질 생산
을 가장 근대적인 정보기술과 융합시키는 트렌드를 의미한다. 사물이 지
능화되고 디지털화되면서 M2M-통신과 네트워크, 자율적이고 분산적 통
제기제, 빅데이터의 지능적 활용, 시설 모니터링과 같은 추가적 서비스
활동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데, 이는 가치창출이 소프트웨어-엔지니어
링 방향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로부터 기계의 디지털화
에 이어 ‘IP화’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늘날 과거에 존
재했던 메카닉스, 전자공학, 소프트웨어 간의 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S사는 스마트 공장에서 생산의 디지털화
와 스마트화를 산업 4.0의 핵심동력으로 간주한다.
한편, 산업 4.0 구축과정에서 네트워크는 전체 공정과정의 포괄적 탈집
중화를 가능하게 한다. 생산과 관련된 개별 요소들에 큰 자율성이 부여
되면서 단지 경제성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유일제품
(Losgröße eins = one offs)’을 생산하면서도 스케일효과(scale effect)를
추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모든 것은 소비자의 특수한 니즈에 초점
을 맞춘 것이다. ‘단 하나의 유일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
하게 하기 위해서 S사는 생산측면에서 모듈시스템을 추구한다. 기초적인
하드웨어를 조립한 후 구매자에 특화된 최종적인 완성과정이 진행된다.
이는 공정시간 단축에 따른 결과이며, 이제 소비자의 특수한 니즈를 충
족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주문을 받는 단계는 필요치 않게 되었다. 산업
4.0이 마케팅 4.0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로써 완벽하게 개별화된 제
품과 서비스는 더 이상 유토피아가 아닌 현실이 되었다. 이미 스마트폰
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듯 소비자 스스로 제품의 개인화를 원하고 있
다. S사는 실제로 앱 플랫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제품의 개별화에 영
향을 미침으로써 추가적으로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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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듯 통합 산업
으로의 변화가 그렇게 급진적인 것만은 아니다. 산업 4.0을 위한 기술은
이미 진행된 생산설비의 자동화에 상당부분 존재한다. 실제로 S사는 지
난 1980년대 이후 CIM이나 린 생산방식(Lean Production)을 도입하여
생산의 효율성, 단순화, 장애제거 등을 목표로 공정과정을 축소하고 지속
적으로 변화시켜왔다.
S사는 공정 프로세스를 인지하고 스스로 학습하며 현재의 생산시스템
으로 통합될 수 있는 복잡적응계(complex adaptive system)와 로지스틱
활용 영역에 있는 보조시스템과 같은 지능적 자동화 기제를 중심으로 린
경영방식과 생산과정을 보완하고자 한다. 조립 세트(construction kit)와
유사한 생산 포르토폴리오 박스를 설치하여 S사는 스마트 공장으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구동 및 제어기술(drive and control technology),
자동화기술, 위치추정(navigation and localization), 전력 공급과 저장,
가상화(visualization), 목표지향적인 매개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object
-oriented programming : OOP), 시뮬레이션 등은 작업방식에서 복합적
공정의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산업 4.0 중심의 일터혁신에서 제기된 또 하나 중요한 핵심과제는 전
통적인 데이터처리 구조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다. S사는 가치창출 사
슬에 관련된 모든 참여자들에게 향후 필요한 모든 자료에 대해 접근을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 이는 생산개발에서 시작해서 소비자까지를 포함
하는 것으로 투입요소의 상태와 최종제작단계까지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조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 4.0 프레임 속에서 추구된
디지털 네트워크에 힘입어 S사는 전체 공장을 가상적으로 구축하고, 운
용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설비와 자재는 전체 제품 라이프사이클에 걸
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며, 전력공급이 적시에 공급되며 필요할 때에
는 최적화될 수 있다.
지금까지 기계 제작이 철저하게 기계기술의 발전에 따라 제한되었다
면, 산업 4.0 시대에 이러한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현재의 혁신은 주로
소프트웨어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 서비스 제공과 같은 추가적
옵션들이 발생한다. S사는 바로 이러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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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하며, 그로부터 또한 새로운 비즈니즈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공정과
정의 디지털화는 고전적 생산부문의 경계를 흐릿하게 하였으며, 보다 파
괴적 산업(disruptive industry)이 등장할 수 있게 하였다. S사는 이러한
시도를 통해 경쟁력과 가치사슬의 최적화를 추구하고 있다.
나. 빅데이터와 가상물리시스템(CPS)의 활용
1) 빅데이터 : 기계 생산자에서 소프트웨어 생산자로의 변신

다수의 기업에 빅데이터라는 주제는 모호하기 그지없다. 헤킹과 정보남
용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가장 큰 위험은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적
평가와 결부된 경제적 기회가 다른 기업에 넘어갈 위험이 분명하게 존재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의 경쟁적 열위(competitive disadvantage)는
비즈니스를 악화시킬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기업은 직접 연결된 고객
이나 가치사슬 내에서의 중요한 행위자를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럼에도 정형화된(structured) 데이터 혹은 비정형화된(unstructured)
데이터, 내부(internal) 데이터와 외부(external) 데이터 간의 구분을 사
라지게 할 만큼 정보의 디지털화는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엄청난 데이
터 양을 의도적으로 분석하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정보 유형과 데
이터 간의 연관을 밝혀낸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기업은 효율적으로 생
산할 뿐만 아니라 엄밀한 분석에 기초하여 빠른 결정을 내린다.
빅데이터 분석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은 매우 다양한데, S사
는 우선 기계고장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계정비에 대한 예측
에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시기별 매출전망은 향후 몇 주 동안 특정 제품
에 대한 판매 예상치에 대한 답을 제시해준다. 실시간 분석은 품질 및 손
실관리에서나 공급계약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준다. 그에 근거하여 기업은 고객에게 보다 특별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으며, 맞춤형 제품을 제안할 수 있다. 데이터는 생산비용을
체계적이고 엄밀하게 검토하고, 리스크를 낮추며 비즈니스 과정을 최적
화하며 새로운 시장 잠재력을 발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여전히 데이터 해석의 문제가 남는다. 데이터로부터 기업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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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있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올바르게 해석되어야만 한다. 데이터는 그 자체로 저평가될 수 없는 위
험의 원천이다. 왜냐하면 좋은 결정과 올바른 전망은 데이터가 충분하게
제시되고 그 데이터의 우수성이 보장될 때만 성공적이기 때문이다. 나아
가서 엄청난 정보의 흐름 속에서 적절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가공해서 해
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전문가와 같은 올바른 파트너를 한 배에 태우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방대한 데이터의 양, 종류, 속도로 인해 기업은 금방
과부하가 걸리곤 한다. 따라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활용하는 적절한 전략
이 요구된다.
산업 4.0이 현실화되고 그 안에서 공장 4.0이 구축되면서 기업은 보다
근본적인 구조변화에 놓여 있다. 스마트 공장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S사
의 경영진은 미래의 생산과 로지스틱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빅데이터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이를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 일련의 혁신적 소프트
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고장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예측보전(predictive
Maintenance)의 분야에서는 이미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
별 고객 맞춤형 구동장치나 자동화장치의 맞춤구성(customized configuration) 또한 가능하다. 나아가서 S사는 생산과정의 최적화를 겨냥한 인
터넷에 기반을 둔 서비스 활동과 앱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일례
로 고객이 제품 구매 시 새로운 로지스틱 시스템을 선택할지 혹은 조립
공장 내에서 제공된 서비스를 이용(구매)할지 선택을 하면 이를 곧바로
새로운 원가배분시스템(cost allocation system)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다. 기계제작의 비중 대비 소프트웨어 개발 비중이 늘어나면서 S사는 점
차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고 있다. 지식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원천
이다. 이는 새로운 서비스 활동을 추가하여 혁신적 제품을 시장화하려는
전략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가상물리시스템(CPS) : 기업혁신의 새로운 핵심역량

네트워크화된 가상물리시스템(CPS)은 산업 4.0 공장의 핵심이다. 기계
및 전기 부품을 보다 더 정교하게 소프트웨어 기술적 요소와 결합시킨
CPS는 과거의 경직된 생산과정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존의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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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는 물론이려니와 새롭게 생성된 데이터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데이터
마이닝 단계에 숨겨져 있는 알고리즘을 밝혀냄으로써 기업에 필요한 새
로운 핵심요소가 생성된다. 이러한 과정은 제품과 생산과정의 혁신 및
최적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미래의 기업은 ‘차별화된 판매제안’(Unique Selling Proposition :
USP)을 지닌 혁신 제품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가치창
출을 보장하는 것은 창의성에 의해 파괴되며 혁신은 기존의 제품에 대한
창조적 파괴에 의해 고갈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S사의 산업 4.0의 공장에
서는 기업, 고객, 노동자, 사회를 위한 부가가치가 생성될 수 있도록 제품
과 공정과정의 결합을 추구한다.
앞서 강조했듯 산업 4.0 내에서 공정의 최적화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에 기초한다.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숨겨져 있는 알고리즘을 밝혀냄
으로써 최적화 잠재력을 이끌어낸다. 제품 개발단계에서 미세제어 시스
템(micro control system)을 적용하면 다양한 행위영역을 정의하고, 데
이터를 포착하고 해석해낼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한다.
새로운 제품 4.0의 개발 또한 S사는 정교하게 구축된 전문가 시스템에
기초하여 수집된 데이터의 평가에 기초한다. 데이터 평가는 공정과정의
효과와 기계적 취약점에 대한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데이터 모델은
이미 제품 개발의 초기단계에서 적용되며, 공정과정, 행위자, 소비자 반
응에 대한 지속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
S사는 제품 최적화 단계에서 예측보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
문에 알고리즘에 의해 구축된 데이터를 분석평가하고 조기에 오류를 인
지할 수 있는 전문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 나아가서 S사는 광범위한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자동화기술에 의한 제품개발과 고객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중시한다. 간략하게 말해서 S사는 제품개발과 공정과정의 지속적
인 균형을 강조하면서도 그 안에서 지속적인 혁신과 창조적 파괴의 동력
을 만들어가려고 한다.

64

일터혁신의 현단계와 발전 방향

3. 공장 4.0에서 일터혁신의 과제 : 기술과 사람의 결합
S사는 앞서 보았던 산업 4.0 개념에 기초하여 기존의 생산 공정을 바
꾸어 나가면서 동시에 미래형 생산 및 조립공장을 모듈방식으로 본사가
있는 그라벤 노이도르프(Graben-Neudorf) 공장에 구축하고 있는 중이
다. 소위 ‘공장 4.0’(factory 4.0)으로 명명될 수 있는 이 공장은 기존의 생
산 및 로지스틱 공정의 진화의 결과로 개발되고 있다. S사는 이 공장에
서 조립, 생산, 로지스틱, 판매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공정 간에
오직 한 개의 물건만 존재하는 ‘한 개 흐름생산’(One-Piece-flow)과 작
은 스마트 공장 유니트라는 가치창출원칙을 적용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소위 ‘린 스마트 팩토리’(lean smart factory)를 추구하는 S사의 조립 및
생산공장은 [그림 3-8]과 [그림 3-9]와 같다. 이 공장들은 현재 일종의
전시공장(showcase factory)으로 개발되었고, 그 성과는 기존의 공정과
정에 적용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산업 4.0 개념에 기초한 공장 4.0의 완벽한 모습은 소비자
가 희망하는 유일제품(on offs)을 생산하기 위해 네트워크화되고, 모듈화
된 효율적 생산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때 S사는 전체 가치창출 사슬(제
작, 조립, 공급)에 있는 사람과 기술의 공생을 성공의 핵심요인으로 간주
한다. 그렇다면 S사가 추구하는 일터혁신의 요체인 기술과 사람의 결합
이 공장 4.0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산업 4.0 개념에서 공정, 네트워크, 통제, 노동자의 역할은 다양하게 논
의되어 왔듯, S사 또한 산업 4.0 개념에 따라 그라벤 노이도르프에 설립한
공장에서 각각의 역할을 나름대로 정의하고 있다. S사는 자동화로부터 산
업 4.0으로의 길을 일종의 진화적 과정으로 평가한다. 실제로 스스로 부정
적으로 평가한 CIM의 자동화 공정과 린 생산방식에 기반을 둔 기초 기술
은 전시 공장에서 새로운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제공한
다. 동시에 S사는 설비와 공정의 ‘예측보전’에 주목하면서 자동화의 의해
생산된 제품을 네트워크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결제모델(invoicing model)의 결합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
여 S사는 오늘날 지능적인 미래의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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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스마트 공장 – 조립라인

자료 : SEW-EURODRIVE
[그림 3-9] 스마트 공장 – 생산라인

자료 : SEW-EURODRIVE

가. 모듈방식의 공정혁신

S사는 공장 4.0으로 전환하는 초기단계에서 미래에 대한 도전과제를
설정하였는데, 핵심과제는 “산업 4.0을 위한 제조기술과 제품은 무엇이어
야만 하는가”였다. S사는 그 대답을 새로운 모바일 지원 시스템(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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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ance system)에서 찾았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기술들이
현실화되었다. 그 결과 S사는 오늘날 하이브리드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자동화 제어장치를 보유하고 있다. 자동화 제어장치는 자동화를 더 유연
하게 하고, 공정과정의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한편, 새로운 비즈니스 모
델과 그에 근거한 서비스 활동은 제품의 성공적 안착에 기여하고 있다.
혁신적 기술에 기초한 기술 조립세트는 스마트 공장에 네트워크화된 제
품 생산(일종의 맞춤형 다품종 소량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S사가 개발한 응용 소프트웨어는 오늘날 단시간 내에 고객지향적 해
결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공장 4.0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지능
형 서페이스(intelligent surfaces)는 전반적인 프로그램화보다는 요소 간
의 파라미터화를 통해 복잡한 공정을 표현하고, 지배한다. 가상 세계에서
의 시뮬레이션은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전성을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S사는 미래의 공장을 모듈 방식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러
한 공장은 시장의 변화된 요구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장은 분할되고, 린 방식으로 최적화되고 있다. 공장 내에 작은 공장단
위(small factory unit)가 여러 개 구축되는 새로운 변화가 시도되었다.
공장은 산업 4.0의 조직적 단위로, 여기서 노동자, 기계, 정보의 흐름과
공정과정은 네트워크화된다. 이때 S사는 인간과 기술의 협력에 의한 생
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S사의 미래형 공장은 통합된 마이크로 시스템
과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칩으로 장착된 CPS에 의해서
작동되는 스마트 공장으로, 플러그 앤드 플레이(plug-and-play : ‘자동시
작’)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대적 정보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공장 4.0에는 CPS의 지원에 따라 개별 공정모듈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노동자들의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모바일 지원 시스템이
조립라인에 적시에(just in time : JIT) 부품을 제공한다. 조립라인은 사
이버 가상 조립시스템으로 모바일 지원 시스템에 의해 작동된다. 이러한
조립 지원시스템은 고객 맞춤형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공장 내에서 공정
마다 다음번 프로세스 모듈로 안내하는 길을 찾아준다. 이어서 로지스틱
캡슐 형태의 지능형 받침대는 완성된 제품을 물품수령 장소와 이동 장소
로 지정된 시간에 전달해준다. 이러한 로지스틱 캡슐 형태의 가상물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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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은 자신이 어떤 제품을 실어 나르고 트럭에 탑재하고 다른 생산공장
으로 전달하는지를 알고 있다.
나. 사람과 기술의 지능적 결합

S사의 공장 4.0은 인간과 기술의 지능적 결합을 추구한다. 이에 따르
면 공장은 가치창출을 지휘하는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며, 숙련된 노동자
들이 미래의 작은 공장단위(small factory unit)를 운영한다. 이처럼 자기
통제적이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개념 위에서 설정된 공장 4.0은 거대
한 변화와 적응능력을 갖춘 미래의 작업장이다. S사는 인간과 기술의 공
동협력 속에서 노동자의 능력과 지식이 안정적이고 고장이 없는 생산시
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노동의 디지털화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 디지털화는 종종 공
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과 노동자의 개인적 발전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산업 4.0 프로젝트 아래서 디
지털화된 공장의 모든 노동자들이 자동조정장치(Autopilot)로 대체될까?
나아가서 인지적 공정과정도 점점 더 자동화로 대체될 것인가? 이제 스
마트 공장에서 노동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기는 할 것인가? 산업 4.0의
틀 안에서 디지털화는 모든 사업 영역까지 확장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사람의 노동이 결코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실질적인 데이터
교환과 네트워크화된 생산을 실행하기 위해서 상이한 원칙을 결합시키
고, 공정을 감시하며, 가치창출을 지휘하는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 4,0으로의 변화과정 속에서 기존의 질서가 혼란스러워지
고, 기존의 모든 공정과정에서 사람의 능력이 시험에 들게 되었다. 그러
나 S사는 변화의 과정을 도전으로 간주하는 직원만 혁신과정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공장 4.0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새로
운 역할을 찾아야만 한다. 전통적인 제작공정이 자동화될 수 있는 스마
트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직업 프로필을 요구하는데, 대체로 물
리적으로 요구되는 활동보다 더 정신적으로 창의적인 활동을 요구한다. 유
연성, 미디어 능력, 통섭적 사고, 자주적 조직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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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까지 고도로 숙련화된 기계조작원과 같은 생산노동자는
디지털 인터페이스 사이에 있는 유연한 조작원 4.0으로 그 역할이 바뀌
게 된다. 실제로 S사에서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는 때로는 조립도
하고, 때로는 공정을 조직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소비자와 소통도 해야
한다. 이제 기계는 더 이상 그에게 단순한 공구가 아니라 공정을 네트워
크화하고, 업무를 준비하고 지시하는 동등한 파트너가 되고 있다. 억압으
로 느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공장에서 다기능적 유연성을 발
휘하고 가치창출의 규모적 효과로부터 이익(성과급)을 취할 수 있는 기
회로 여기고 있다.
사람과 기술의 지능적 협력에 기초하여 구축된 디지털 공정 네트워크
속에서 가치창출의 새로운 축이 탄생한다. 디지털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
하는 디지털 원어민(digital Natives) 세대가 이미 여러 영역에서 발견되
는 반면, 전통적인 숙련 노동자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노동
의 디지털화가 대세가 되었듯 가까운 미래에 가치창출의 중요한 부분이
가상공간 내에서 발생할 것이다. IT 프로세스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노
동 4.0에 필수적이다.
작업공정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는 과정은 개방
을 전제로 한다. S사는 그라벤 노이도르프에 있는 공장 내에 산업 4.0에
조응하는 6개의 작은 조립 섬(Montageinseln)을 세웠다. 이때 그 공장에
투입된 CPS와 사람과의 협력은 유연성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기여하
였다. 사람과 기계의 상호작용은 노동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었다. 노동
자들은 언제나 의사결정자이자 문제해결자이며, 동시에 혁신가로 기능한
다. 그의 과업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S사
에서 공장과 투입된 사람의 활용은 최대 3시간 내에 기획된다. 6개의 작
은 공장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면 노동자와 CPS가 바로 반응해야만 하
는데, 이는 단순히 제품의 조립을 지배하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것 이상
을 요구한다.
이러한 이유로 S사는 사람을 디지털화된 공장의 핵심으로 간주한다.
사람은 개별 조립공정의 행위자로 가치창출의 지휘자이며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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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적, 결과지향적 생산 통제
생산 시퀀스의 정교한 계획
유연하고 결과지향적인 자원 투입의 확보
생산과 고객지향적 협력
성과의 투명성과 결과의 투명성을 실시간으로 제공
기업의 의사결정 집행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 행동
결론적으로 CPS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S사의 스마트 공장은 ‘ICT기
술과 숙련노동의 결합’으로 요약된다. S사의 경영진은 인공지능과 자동
화에 대한 맹신보다는 ‘인간중심의 자동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물
인터넷의 발전이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개별화된 상품 수요를 촉
진하는데, 그러한 다양한 수요를 생산과정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S사는
모듈중심의 생산이 필수적이고 이때 숙련노동과 기술의 결합이 관건이라
고 판단한다. 린 생산방식의 최적화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러한 생산방식은
단순히 생산영역에 제한되지 않고, 수요예측과 생산공정, 판매 및 서비스
제공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파악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연동되어
발전되고 있다. 그 결과 S사는 1980년대 초반 하루 1,000개 정도에 머물
렀던 제품 생산량을 현재 2,800개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노동의 디지털화로 인해 노동자의 숙련수준은 자동화에도 불구하고 이
전보다 훨씬 중요해져서 신규 채용자에 대한 숙련은 과거 2년 정도에서 3
∼4년 수준으로 연장되고 있으며(대부분 OJT방식으로 진행), 전문대 이상
의 대졸자에 대한 향상훈련도 최근 2년 이상으로 강화되고 있는 중이다.

제5절 소결 : 노사관계에 기초한 숙련요구와 학습촉진

산업 4.0에서 강력하게 요구되는 숙련에 대한 요구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기술발전에 영향을 받고 있다. 하르트만과 보벤슐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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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tmann and Bovenschutle, 2014)는 그러한 맥락에서 산업 4.0을 숙
련요구(노동 4.0)와 동일시하고 있다.
오늘날 다양한 기술적 요소와 자료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고 있다.
이는 일종의 ‘산업 정보전문가’(Industrieinformatiker)에 준하는 직업훈련
을 양성하고 메카트로닉스 분야를 위한 향상훈련이 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로봇 시스템과 노동자 간의 강력한 상호작용(인
간-기계-상호작용)에 근거한 횡단적 숙련(cross-sectional qualification)
은 고용안정을 위한 핵심 이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ibid.).
산업 4.0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독일에서 ‘인간-기계-소통’은
양성 및 향상훈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왜냐하면 생산기술
과 소프트웨어 개발의 병합, 전문인력의 학제 간 지향, 학습촉진적 작업
조직의 발전이 작업통합적 학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학습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학습형태가 비록 생산기술과 직접적
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현실화된 것은 아니다. 학습
능력의 촉진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학습촉진성과 직업훈련이 긴밀
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Mühlbradt, 2014). 작업과정에서 습득하는
핵심적 학습내용은 수행과제에 대한 분석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에서
작업활동은 ‘다양한 과업’과 ‘과업의 분석능력’에 따라 구별된다. 다양한
과업은 업무에서 다양한 과제를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과
업의 분석능력은 표준화된 방식으로 과제를 잘게 나누는 능력을 의미한
다”(ibid. : 7).
단순 활동의 경우 작업과정은 속임, 관찰, 모방의 전형적인 노동통제
과정으로 구성된다. 보다 복합적인 작업활동은 학습촉진적이고 동기부여
의 잠재력에 기대고 있다. 뮐브라트는 “심지어 작업활동이 더 복합적이
될수록 그러한 복합성은 자율적인 집단에서 통제될 수 있는 수준에 도달
할 것이다”라고 보았다(ibid. : 8). 나아가서 그는 경험적 연구에 기초하여
다음 두 가지 생산 및 작업모델을 도출해내고 있다. 그 하나는 높은 수준
의 ‘학습형태’(learning forms)를 특징으로 하는 생산모델이고(대체로 그
는 스웨덴의 사회기술형 작업조직을 이상으로 간주하고 있음), 다른 하
나는 자율성과는 무관한 채 생산에서 학습을 강조하는 린 생산(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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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모델이다. 뮐브라트는 이를 합쳐 학습촉진성에 대한 통합적
모델을 [그림 3-10]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학습촉진적 작업조건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실행하는 것
은 산업 4.0의 기술적 조건과 변화된 사회적 조건 아래서 고용의 유지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독일 제조업의 경우 작업시스템의 재형성 과제에
경영진뿐만 아니라 직장평의회(Betriebsräte), 사회적 파트너로서 노조,
그리고 일터에서 개별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작업장에
서 노동의 디지털화를 둘러싼 산업 행위자들의 역할은 [그림 3-11]과 같
이 이해될 수 있다.
독일 노조는 미래지향적 발전 전망과 관련하여 산업 4.0에 대응하는
노동 4.0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작업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노동
의 디지털화가 실제로 작업장/일터에서 직접적으로 관철되고 있는 반면,
독일 노조는 법적으로 작업장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
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작업장평의회 차원에서 노사관계에 기초한 직업
[그림 3-10] 학습촉진 조건

자료 : Mühlbradt, 2014.

72

일터혁신의 현단계와 발전 방향

[그림 3-11] 노동의 디지털화와 작업장 행위자의 역할

자료 : Wannöffel․Schäfer․Lins(2017).

업훈련에 대한 요구와 학습촉진성에 대한 개입(정보제공과 피드백, 노동
시간 형성, 경영진과의 소통 등)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앞서 살펴보았듯 노동의 디지털화는 숙련노동자에게 노동의 자
율성을 부여하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노동의 디지털화는 그
어느 때보다 학습촉진과 향상훈련에 대한 동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국
내에서 노동의 디지털화는 아직 독일에 비해 쟁점화되지 않고 있다. 그
러나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산업노동의 미래지향적 해답이 아니라면, 작
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숙련향상은 필수적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의 보완 또한 시급하다. 그러한 점에서 독일의 경험은 시사하는 바
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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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경제발전 및 기업경영의 고도화 과정에서 일터혁신은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부터 1973년 오일쇼크 이
전까지 미국기업의 생산성 성장률은 약 3%대를 유지하였으나 오일쇼크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미국 기업의 생산성 성장률은 1.7%대까지 감소
하였다. 그러나 1995년 이후 미국 기업의 생산성은 다시 3%대의 성장률
을 회복하였다. 게다가 90년대 중반 이후 4%대 이상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미국 기업들의 생산성의 빠른 성장세는 자본투자의
증가와 정보기술의 발전도 큰 역할을 하였지만 종업원들이 기업의 혁신
과 성장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영향을 미치며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하
는 일터혁신 역시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초 미국의 제
조업체들은 작업조직을 개편하고 일터혁신을 실시하였고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Black and Lynch, 2004). Nickell
and Van Reenen(2000)은 영국의 제조업체들이 미국처럼 높은 생산성
향상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낮은 시장경쟁률이 기술도입과 일터혁신과
같은 제도들의 도입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영국에서도 일터혁신과 기술도입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루고자
노력하였다. 현재 많은 EU 기업들이 일터혁신을 도입하고 있다.
EU 기업들의 경우 60% 이상의 근로자들이 자신의 직무방식을 변화시
키거나 스스로 선택하는 자율성과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참여기회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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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EU 기업의 50% 이상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업무 로테이션의 경우도 EU 기업 종업원의 1/3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로테이션을 적용한 EU 기
업들의 평균은 44%이지만 스웨덴과 덴마크의 경우는 70% 이상의 종업
원들이 업무 로테이션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종업원 중 80% 정도가
직무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숙련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팀워크와 팀자율성 역시 50% 이상의 종업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blavý, Maselli, & Martellucci, 2012).
유럽의 6,000개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 일터혁신과 관련된 조사인
Employee Participation and Organisational Change(EPOC)를 살펴보면,
일터혁신과 관련된 지표 중 종업원 참여가 생산성, 혁신과 품질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핀란드의 50인 이상 제조업체 398개
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종업원 참여와 관련된 일터혁신이 기업 생산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932개 사기업들을
조사한 연구결과에서도 종업원 참여, 종업원 주도의 혁신, 유연한 조직관
리, 스마트워킹(smart working)과 같은 일터혁신이 생산성, 혁신, 시장
점유율, 수익성 등 다양한 기업성과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연구조사에서도 유연한 조직관리, 권한위임과
같은 일터혁신을 실시한 작업조직이 전통적인 작업조직보다 생산성은 2
0～60% 높고, 이직과 결근은 약 20% 더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Totterdill, Dhondt, & Devons, 2014).
대부분의 일터혁신 프로그램은 작업조직 등의 혁신을 통한 기술혁신
및 과정혁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사관리 제도의 지원으로
구성된다. 일터혁신은 기술의 변화와 이러한 기술 변화를 이끌어가는 인
적자원의 결합을 통해 혁신역량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지
속 가능한 경쟁우위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2013년 ‘Innovation Union Competitiveness Report’에서도 일터혁신을
작업조직에서의 새로운 개입과 인적자원관리 제도 및 지원체제의 결합으
로 보고 있다. 일터혁신 제도를 강하게 추진하였던 아일랜드의 경우에도
일터혁신 제도를 구성하는 고용제도들로 근로자 참여제도, 근로자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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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근로자 능력개발 제도, 유연한 고용제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National
Center for Partnership and Performance, 2005).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일터혁신 현황을 살펴보고 기존의 일터혁신
지수 관련 연구들을 검토한 후 향후 일터혁신 지수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자 한다. 우리나라의 일터혁신 현황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자
료를 분석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일터혁신의 추세를 서로 다른 표본을
가진 횡단적 표본들을 시차적으로 연결하여 파악하게 될 경우 서로 다른
표본의 특성으로 인한 효과가 시간의 증가에 따른 변화와 혼재되어 실질
적인 일터혁신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면 패널 자료
의 경우 서로 같은 표본에 대해 시차적으로 정보를 축적하기 때문에 표
본의 이질성으로 인한 차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분석의 내용은 조
성재(2012) 보고서의 분석내용을 2013년 자료까지 업데이트하는 방식으
로 분석하였다. 조성재(2012)의 연구는 2009년까지의 사업체패널 자료를
분석하여 일터혁신 내용 중 작업조직이나 기술혁신에 관련된 제도들의
변화경향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2007∼2009년 자료는 2008년 글로벌 경
제위기라는 외부적 환경의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추세 자료로 활용하
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011∼2013년 자료를 추가하여 분석함으로써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영향력의 효과가 감소한 상태에서의 분석이 가
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일터혁신은 우리나라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아니라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일터혁신 정책의 비
교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서구 국가들에서 추진되었던 일터
혁신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일터혁신 지수 구성과 관련된
연구들을 검토하여 각 연구에서 활용하였던 일터혁신 지수를 비교하였
다. 마지막으로, 사업체패널 자료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와 서구 선진국에
서 이루어진 일터혁신 지수 관련 연구 결과를 결합하여 향후 우리나라에
서 활용할 수 있는 일터혁신 지수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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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업체패널 자료 분석

일터혁신 관련 각 제도별로 어떠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자 한다. 이러한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
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사업체패널조사는 2년마다 실시되는 사업체 단위
패널조사로 2005년부터 자료가 축적되어 있어 작업장 관련 제도들의 변
화 경향을 살펴보기에 적절한 자료이다. 이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2013
년까지 약 8년간의 변화 경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 분석에서는 연
도별 비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횡단면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직무분석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직무분석 제도는 직무중심 인
사관리의 핵심적인 제도이며 대부분의 인사관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터혁신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기본
적인 제도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직무분석 제도의 운영 여부
를 먼저 살펴보면, 2005년에는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기업이 46.3%에서
2007년 43%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2011년도에도 42.6%로 약
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09년과 2013년에는 설문 문항이 다르게
설문되었다. 즉, 직무분석을 실시하는지 여부를 묻는 대신 직무 기술서를
<표 4-1> 직무분석 실시 여부
2005
빈도

2007
%

빈도

2009
%

직무
분석 17,708 46.3 16,429
실시

43.0

미실시 20,525 53.7 21,804

57.0

전 체 38,233 100.0 38,233 100.0

빈도

2011
%

1) 직무분석,
직무기술 7,544 19.7
서 작성
2) 직무분석,
직무기술 7,213 18.9
서 미작성

빈도

2013
%

빈도

%

7,427 19.4
16,291 42.6
6,177 16.2

3 ) 직무분석
23,476 61.4 21,942 57.4 24,629 64.4
미실시
전체

38,233 100.0 38,233 100.0 38,23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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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는지를 설문하였다. 따라서, 2009년과 2013년의 설문조사 결과는
다른 연도와는 직무분석 제도에 대해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 2009
년에는 직무 기술서를 작성하는 비중이 19.7% 정도였고, 2013년에는
19.4%로 나타난다.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비중은 2005년을 기준으로 약
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직무분석이 활용된 분야를 살펴보면 정원산정에 활용된 경
우는 2005년 31.8%에서 2011년 35.2%로 증가하였으나 2013년에는
27.1%로 감소하였다. 채용 및 선발에 활용된 경우는 2005년 36.4%에서
2011년 48.1%로 증가하였으나 2013년 32.7%로 감소하였다. 직무급에 활
용되는 경우는 2005년 21.1%에서 2011년 34.4%로 증가하였다가 2013년
23.7%로 감소하였다. 평가지표에 활용된 경우는 2005년 42.2%에서 2009
년 46.6%까지 증가하였다가 2011년 38.1%, 그리고 2013년 44.5%로 변화
하였다. 교육훈련에 활용된 경우는 2005년 48.9%에서 2007년 38.1%로
급감하였고 2011년 48.5%로 증가하였다가 2013년 37.8%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직무급 제도의 활용 증가 추세로 인해 직무급에 활용되
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평가지표에 활용된 경우도 증가 추세
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훈련에 활용되는 경우는 2007년 경제위기의
여파로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뚜렷한 증가세는 나타나
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기술 및 품질관리 프로그램인 6시그마와 전사적 품질관리 프
로그램의 운영에 대해 살펴보면 6시그마 프로그램은 2005년 20.4% 정도
<표 4-2> 직무분석이 활용된 분야(복수응답)
2005

2007

정원 산정

5,628

31.8 5,385

32.8 5,042

34.2 5,738

35.2 3,688

27.1

채용/선발 기준

6,442

36.4 5,551

33.8 7,123

48.3 7,837

48.1 4,451

32.7

직무급

3,738

21.1 4,816

29.3 3,643

24.7 5,608

34.4 3,217

23.7

평가지표 개발

7,465

42.2 5,392

32.8 6,880

46.6 6,212

38.1 6,049

44.5

교육훈련

8,652

48.9 6,251

38.1 5,391

36.5 7,905

48.5 5,142

37.8

3.1

422

2.6

빈도

252

%

1.7

빈도

2013

%

542

%

2011

빈도

기타

빈도

2009

193

%

1.2

빈도

415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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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업에서 운영되었다가 2007년 10.4%로 감소하였고 2009년에는 7.1%
로 감소하였다. 전사적 품질관리의 경우에는 2005년 20.8%에서 2007년
25.3%로 증가하였으나 2009년 18.7%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품질관
리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은 2009년 이후에는 실시되지 않아 이후의 경향
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안제도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함으로써 제품생산 및
과정관리 등의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안제도를 운영하
는 사업체 비중은 2005년 62%에서 2013년 44.9%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
다. 하지만 1인당 연간 평균제안 건수는 2005년 5.3개에서 2011년 11.6개
까지 증가하였다가 2013년 6.5개로 나타났다. 1인당 연간 평균 채택건수
는 2005년에는 해당항목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고 2007년 2.5개에서
2011년 6.2개로 증가하였다가 2013년 4.2개를 나타냈다. 즉, 제안제도의
양적인 측면은 감소한 반면 질적인 측면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소집단 활동 또한 일터혁신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일터혁신에 필요
한 아이디어 등을 자유롭게 논의하고 과정혁신에 필요한 아이디어 및 의
<표 4-3> 품질관리 프로그램(6σ와 TQM) 운영 여부
6시그마
2005
빈도
예

2007
%

빈도

2009
%

빈도

%

7,798

20.4

3,987

10.4

2,721

7.1

아니요

30,434

79.6

34,246

89.6

35,511

92.9

전체

38,233

100.0

38,233

100.0

38,233

100.0

전사적 품질관리(6시그마 이외)
2005
빈도
예

2007
%

빈도

2009
%

빈도

%

6,662

20.8

9,667

25.3

7,130

18.7

아니요

25,356

79.2

28,566

74.7

31,102

81.4

전체

32,017

100.0

38,233

100.0

38,23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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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제안제도 운영 현황 및 제안건수와 채택건수
2005
빈도

2007
%

빈도

2009
%

빈도

2011
%

빈도

2013
%

빈도

%

제안제도 운영
23,707 62.0 21,747 56.9 15,844 41.4 17,780 46.5 17,146 44.9
사업체 수(비중)
1인당 연간 평
균제안건수(표
준편차)
1인당 연간 평
균채택건수(표
준편차)

5.3 16.1

-

-

7.4 45.2

6.5 20.5

11.6 68.2

6.5 27.6

2.5

2.4 5.1

6.2 26.7

4.2 17.2

8.5

사결정의 자유로운 참여 등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사업체패널을 통해 소집단 활동의 경향을 살펴보면 소집단 활동의 실시
비중은 2005년 44.6%에서 2007년 32.7%, 그리고 2009년 27.8%로 감소하
였다가 2011년 38.6%로 증가한 이후 2013년 33.6%를 보이고 있다. 조직
형태는 상설조직형은 2005년 34.4%에서 2013년 36.4%로 비슷한 수준이
고, 임시조직형은 2005년 46.4%에서 2013년 28%로 줄어든 반면 상설임
시 혼재형은 2005년 19.2%에서 2013년 35.6%로 증가하여 상황에 따라
상설과 임시형을 혼합하는 형태의 소집단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집단활동 참여 근로자 비중은 2005년 20% 미만이 27.8%, 20
∼40%가 24%, 40∼60%가 17.4% 등에서 2013년 20% 미만이 30.9%, 20
∼40%가 22.1%, 40∼60%가 16.3% 등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소집
단 활동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5점 척도로 평가하였을 때 2005년 3.75점
에서 2009년 3.85점으로 증가하였다가 2013년 3.61점으로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소집단 활동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정기적인 업무 로테이션은 업무의 다양성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직무
만족은 향상시키고 근로자들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함으로써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업무 정체성 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
도이다. 정기적인 업무 로테이션을 실시하는 사업장 비중은 2005년
34.7%에서 2009년 22.7%로 감소하였다가 2013년 25%를 나타냈다. 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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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소집단활동의 실태
2005
빈도
소집단활동
‘예’의 비중
실시 비중
조직형태

2007
%

빈도

2009
%

빈도

2011
%

빈도

2013
%

빈도

%

17,037 44.6 12,493 32.7 10,644 27.8 14,771 38.6 12,846 33.6

상설조직

5,853 34.4 4,184 33.5 2,311 21.7

-

- 4,679 36.4

상설임시혼재

3,271 19.2 2,941 23.5 2,902 27.3

-

- 4,569 35.6

임시조직

7,912 46.4 5,369 43.0 5,431 51.0

-

- 3,598 28.0

20% 미만

4,732 27.8 4,221 33.8 2,259 21.2 3,477 23.5 3,967 30.9

20～40%
소집단활동 40～60%
참여근로자
60～80%
비중
80～100% 미만

4,089 24.0 2,020 16.2 3,705 34.8 2,623 17.8 2,838 22.1
2,958 17.4 1,933 15.5 1,961 18.4 2,338 15.8 2,098 16.3
1,459 8.6

100%(전 직원)
소집단활동
의 기여도 평균 표준편차
(5점 척도)

942 7.5

981 9.2 2,100 14.2 1,289 10.0

2,149 12.6 1,696 13.6

926 8.7 2,407 16.3 1,482 11.5

1,650 9.7 1,681 13.5

812 7.6 1,827 12.4 1,172 9.1

3.75 0.64

3.76 0.73

3.85 0.49

3.61 0.66

3.61 0.57

<표 4-6> 정기적인 업무 로테이션
2005
빈도

2007
%

빈도

2009
%

빈도

%

2011
빈도

2013
%

빈도

%

정기 업무 로테이션 13,282 34.7 12,367 32.4 8,659 22.7 11,403 29.8 9,548 25.0
로테이션근로자비율
(표준편차)

46.1 34.1

44.2 32.6 43.3 33.2

40.7 33.2 45.7 33.1

이션을 실시하는 근로자 비중은 2005년 46.1%에서 이후 감소하여 2013
년 33.1%를 나타냈다. 정기적인 업무 로테이션을 실시하는 사업장 비중
이나 근로자 비중 모두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여진다.
다기능화는 근로자들이 다양한 업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기능 훈
련 등을 통해 다기능화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활동이다. 근로자는
다기능화를 통해 다양한 기술 및 숙련을 축적시킬 수 있고, 기업은 기능
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다기능화 훈련 등을 통해 다기능
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2005년 30.8% 정도 수준에서 2009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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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다기능화 추진 정도
2005
빈도
다기능화
(다기능훈 ‘예’의 비중
련) 여부

다기능교
육훈련
근로자 비
중

2007
%

빈도

2009
%

11,789 30.8 11,289 29.5

빈도

2011
%

5,908 15.5

빈도

2013
%

빈도

%

9,890 25.9 11,436 29.9

20% 미만

2,420 20.5

3,094 27.4

788 13.3

1,627 16.5

2,348 20.5

20～40%

3,081 26.1

2,405 21.3

2,009 34.0

2,262 22.9

2,222 19.4

40～60%

1,926 16.3

1,942 17.2

1,024 17.3

1,100 11.1

2,171 19.0

60～80%

1,548 13.1

1,123 10.0

638 10.8

874 8.8

1,505 13.2

80～100% 미만

944 8.0

1,488 13.2

559 9.5

1,282 13.0

1,243 10.9

100%(전 직원)

1,870 15.9

1,236 11.0

890 15.1

2,746 27.8

1,945 17.0

수준까지 감소하였다가 2013년 29.9%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다기능 교
육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비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다기
능화는 2005년에서 2013년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기적 팀이나 반의 운영, 그리고 각종 자율권 제도는 팀제 운영과 관
련된 제도이다. 팀제의 운영은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효율적
인 업무진행을 위해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정기적인 팀
이나 반 회의 진행 비중은 2005년 72.7%에서 2009년 59.9%까지 감소하
였다가 2013년 65.7%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자율권 정도는 4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2005년 업무수행방법이 2.83점으로 가장 높았고 신규팀원
채용이 2.42점으로 가장 낮았다. 2013년에는 업무속도가 2.75점으로 가장
높았고 신규팀원 채용이 2.32점으로 가장 낮았다. 팀원 훈련은 2005년
2.63점에서 2013년 2.51점으로 감소하였다. 정기적인 팀이나 반 회의 운
영과 이 과정에서의 각종 자율권 행사 정도는 약간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컴퓨터 활용능력은 최근의 자동화된 사업장에서는 필수적인 지식이나
기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를 활용하는 근로자 비중은 2005년
20% 미만이 35.8% 그리고 80% 이상이 41.8%에서 2013년 20% 미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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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정기적 팀/반 회의 실시와 각종 자율권 정도
2005
빈도

2007
%

빈도

2009
%

빈도

2011
%

빈도

2013
%

빈도

%

정기적팀/
‘예’의 비중 27,776 72.7 26,903 70.4 22,895 59.9 24,880 65.1 25,104 65.7
반회의 실시
평균
업무수행
2.83
자율권 정도 방법
2.81
(4점 척도, 1 업무속도
점 전혀 없 신규팀
2.42
다, 4점 많이 (반)원 채용
있다)
팀(반)원
2.63
훈련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편차
편차
편차
편차
편차
0.59 2.74

0.61

2.72 0.55

2.82

0.59 2.71

0.62

0.57 2.76

0.59

2.72 0.56

2.81

0.59 2.75

0.60

0.75 2.44

0.72

2.46 0.62

2.47

0.74 2.32

0.77

0.64 2.65

0.63

2.70 0.56

2.64

0.69 2.51

0.73

<표 4-9> 컴퓨터 활용 근로자 비율
2005
빈도
20% 미만

2007
%

빈도

2009
%

빈도

2011
%

빈도

2013
%

빈도

%

13,703 35.8 14,541 38.0 12,739 33.3 12,248 32.0 11,846 31.0

20～40%

4,384 11.5

3,730

9.8

4,779 12.5

4,051 10.6

4,224 11.1

40～60%

2,252

5.9

1,710

4.5

4,039 10.6

3,208

8.4

4,216 11.0

60～80%

1,910

5.0

2,168

5.7

2,402

2,676

7.0

2,208

80% 이상
5점 척도
(표준편차)

6.3

5.8

15,984 41.8 16,084 42.1 14,274 37.3 16,050 42.0 15,738 41.2
3.05 1.81

3.04 1.83

3.02 1.74

3.16 1.76

3.15 1.74

31%, 그리고 80% 이상이 41.2%로 나타났다. 5점 척도로 평가한 경우
2005년 3.05점에서 2013년 3.15점으로 나타나 컴퓨터 활용은 약간은 증
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산자의 자주보전 활동은 제조업 분야의 일터혁신에 있어 중요한 활
동이다. 자주보전 활동의 주체는 2005년 보전파트에서 대부분 담당하는
비중이 45%로 가장 높았고 직접생산자가 대부분 담당하는 비중은 16.4%
정도였다. 2013년에는 보전파트에서 대부분 담당하는 비중이 51.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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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졌고 직접생산자가 대부분 담당하는 비중은 13.6% 정도로 약간 낮
아졌다. 5점 척도로 평가한 자주보전 활동 수준도 2005년 2.45점에서 201
3년 2.38점으로 약간 낮아졌다. 자주보전 활동의 주체가 직접생산자보다
는 보전파트 담당자로 전환되는 경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자주보전 활
동은 감소세에 있다고 보여진다.
직접생산자의 자주보전 및 품질업무 향상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교육 실시 비율을 살펴보면
보전교육 실시비율은 2005년 71.7%에서 2009년 60.4%로 감소하였으며,
품질교육 실시비율은 2005년 92.2%에서 2009년 82.3%로 감소하였다.
2009년 이후에는 설문조사 문항에서 빠져 추가적인 경향 파악은 불가능
하다.
<표 4-10> 직접생산자의 자주보전 정도
2005

2007

2009

2011

2013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보전파트 전적 담당

3,284

18.7 2,478

15.5 2,274

13.2 3,023

17.8 2,603

15.5

보전파트 대부분
담당

7,927

45.0 7,320

45.7 8,227

47.8 7,085

41.6 8,707

51.8

보전과 직접생산자
동등

2,579

14.7 2,698

16.9 3,453

20.1 3,099

18.2 2,616

15.6

대부분 직접생산자
담당

2,882

16.4 2,570

16.1 2,965

17.2 3,306

19.4 2,280

13.6

전적으로
직접생산자 담당
전체
5점 척도
평균(표준편차)

931

5.3

941

5.9

297

1.7

515

3.0

592

3.5

17,602 100.0 16,007 100.0 17,215 100.0 17,027 100.0 16,798 100.0
2.45

1.12

2.51

1.11

2.46

0.98

2.48

1.08

2.38

1.01

<표 4-11> 직접생산자의 자주보전 및 품질업무에 대한 교육 여부
2005
보전교육 실시비율
품질교육 실시비율

빈도
12,618
16,221

2007
비중
71.7
92.2

빈도
10,595
13,894

2009
비중
66.2
86.8

빈도
10,400
14,161

비중
60.4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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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품질관리 개선 노력에 대해서는 2009년 이후에만 조사가 되
었는데 2009년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훈련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3.85점, 품질 DB 자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3.65점, 품질목표 달성에 대한 보상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3.33점으로 나타났다.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훈련과 품질 DB 자료를 체계
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2013년 약간 하락하였고, 품질목표 달성
에 대한 보상은 2013년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해결 능력 또한 일터혁신에서 중요한 역량 중의 하나이다. 2009년
이후 패널조사 분석결과를 보면 비일상적인 문제 발생 시 직접생산자의
문제해결 참여도는 4점 척도에서 2009년 2.41점, 2011년 2.39점, 2013년
2.41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2> 사업장의 품질관리 개선 노력
2009
N

2011
표준
편차

평균

N

평균

2013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훈련 충분히

17,215

3.85

0.78 17,027

3.86

0.90 16,798

3.63

0.92

품질 DB 자료
체계적 활용

17,215

3.65

0.84 17,027

3.72

1.00 16,798

3.59

0.95

품질목표 달성에
17,215
대한 보상이 존재

3.33

0.89 17,027

3.27

1.06 16,798

3.38

0.90

<표 4-13> 비일상적인 문제 발생 시 직접생산자의 문제해결 참여도
2009
빈도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2011
%

2013

빈도

%

빈도

%

788

4.6

2,224

12.9

5,171

13.5

별도의 문제해결팀 보조

9,043

52.5

6,690

38.9

14,509

38.0

상당부분 담당

6,980

40.5

7,589

44.1

16,245

42.5

전적으로 담당

404

2.4

712

4.1

2,308

6.0

17,215

100.0

17,215

100.0

38,233

100.0

2.41

0.62

2.39

0.76

2.41

0.80

전체
4점 척도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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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프로그램 시행 여부는 제품 생산공정/서비스 제공방식/업무수행
방식의 개선은 2007년 56.5%의 작업장에서 시행되었고 2013년에는
51.2%의 작업장에서 시행되어 약간의 감소가 있었다. 고객차별화 서비스
는 2007년 45.9%의 작업장에서 시행되었고 2013년에는 41.5%의 작업장
에서 시행되어 약간 감소하였다. 신기술/신기계 도입 등 기술 개선은
2007년 37%의 작업장에서 이루어졌고 2013년에는 40.8%의 작업장에서
이루어져 약간 증가하였다.
경영혁신 프로그램의 활용수단으로 생산 및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는
2007년 3.04점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현장 생산․서비스
인력의 기능 향상은 2007년 3.28점에서 2013년 3.21점으로 약간 감소하
였으며 엔지니어나 상품개발 인력의 역량향상도 2007년 3.13점에서 2013
년 3.08점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경영혁신 프로그램의 활용수단들도 전
반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14> 개선프로그램 수행 여부(지난 5년간)
(단위 : %)

2007
2009
2011
2013
미실 해당
미실 해당
미실 해당
미실 해당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시 없음
시 없음
시 없음
시 없음
제품 생산공정/서비스 제공
56.5 10.6 33.0 52.2 14.2 33.6 55.3 12.3 32.4 51.2 18.8 30.0
방식/업무수행방식의 개선
고객차별화 서비스 도입
45.9 18.3 35.8 51.0 18.5 30.5 39.5 27.2 33.3 41.5 30.2 28.3
신기술/신기계 도입 등 기술
37.0 15.6 47.4 34.2 15.0 50.8 36.9 18.5 44.6 40.8 20.9 38.3
개선
분석대상(빈도 수)
10,726
11,143
11,924
11,407
<표 4-15> 경영혁신 프로그램의 활용수단(5점 척도)
2007
2009
2011
2013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편차
편차
편차
편차
생산 및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
3.04 1.20 2.99 1.01 3.04 1.04 3.04 1.07
현장 생산․서비스 인력의 기능 향상
3.28 1.10 3.13 1.00 3.25 1.04 3.21 0.94
엔지니어/상품개발 인력의 역량 향상
3.13 1.20 2.89 1.12 3.04 1.12 3.08 1.01
분석대상(빈도 수)
10,726
11,143
11,924
1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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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 프로그램의 성과에 있어서 노동생산성 제고는 2007년 3.59점
에서 2013년 3.42점으로 하락하였고, 납품기한 단축도 2009년 3.49점에서
2013년 3.32점으로 하락하였다. 품질제고 또한 2007년 3.6점에서 2013년
3.44점으로 떨어졌다. 경영혁신 프로그램의 성과는 전반적으로 하락 추
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영혁신 프로그램의 근로자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는 고용안정(2007
년 3.65점에서 2013년 3.49점), 능력향상(2007년 3.74점에서 2013년 3.59
점), 노사 간 성과공유(2007년 3.58점에서 2013년 3.44점), 노동강도(2007
년 3.2점에서 2013년 3.1점), 근로자 간 소득격차 감소(2007년 3.15점에서
2013년 3.1점) 등 모든 분야에서 하락하고 있다.
<표 4-16> 경영혁신 프로그램의 성과
2007
표준
평균
편차

2009
표준
평균
편차

2011
표준
평균
편차

2013
표준
평균
편차

노동생산성 제고(시간당
3.59 0.68
3.36 0.66
3.44 0.66
3.42 0.65
제품생산/서비스 제공능
률 향상)
납품기한(서비스 제공기
3.49 0.70
3.34 0.66
3.41 0.70
3.32 0.67
한) 단축
생산/서비스의 품질 제고
3.60 0.71
3.40 0.68
3.46 0.76
3.44 0.72
(불량률/고객불만율)
분석대상(빈도 수)
10,686
11,106
11,916
11,407

<표 4-17> 경영혁신 프로그램의 근로자에 대한 영향
2007
2009
2011
2013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편차
편차
편차
편차
고용안정
3.65 0.65 3.45 0.60 3.62 0.63 3.49 0.63
숙련 등 능력향상
3.74 0.62 3.49 0.60 3.70 0.62 3.59 0.62
노사 간 성과공유
3.58 0.63 3.39 0.59 3.54 0.64 3.44 0.62
노동강도 완화
3.20 0.62 3.19 0.52 3.24 0.57 3.10 0.57
근로자 내 소득격차 감소 3.15 0.51 3.09 0.47 3.13 0.44 3.10 0.42
분석대상(빈도 수)
10,726
11,143
11,924
1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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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혁신에 대한 노조 혹은 노사협의회의 입장도 일터혁신의 효과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었다. 품질개선, 업무합리화, 신기
술 도입, 직업훈련 및 교육, 납기개선 노력 등에 있어서는 일터혁신의 효
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새 인사제도 도입과 성과
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효과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OECD Employment Outlook 2016에서 우리나라의 일터혁신이 업
무조직 분야에서는 OECD 국가들 중에 하위 수준이고 인사관리 제도 부
문에 있어서는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분석과 비슷한 해석으로 보여
진다.
이전의 일터혁신 연구(조성재, 2012)의 방식에 따라 일터혁신지수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일터혁신 경향을 살펴보았다. <표 4-19>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일터혁신지수는 직무분석 실시 여부, 6시그마 혹
은 전사적 품질관리 실시 여부, 제안활동 실시(1인당 1건 이상 제안 시),
<표 4-18> 일터혁신에 대한 노조 혹은 노사협의회의 입장
2007
평균

표준
편차

2009
평균

표준
편차

2011
평균

표준
편차

2013
평균

표준
편차

품질개선

3.66 0.79

3.64 0.77

3.62 0.76

3.49 0.68

공정/업무합리화

3.59 0.75

3.60 0.75

3.57 0.73

3.49 0.65

배치전환

3.38 1.02

3.44 0.85

3.44 0.81

3.39 0.69

작업속도/작업효율 개선

3.51 0.88

3.54 0.74

3.57 0.79

3.50 0.67

신기술 도입

3.57 0.83

3.56 0.75

3.55 0.77

3.51 0.69

새 인사제도 도입

3.28 1.02

3.29 0.77

3.39 0.79

3.37 0.70

성과급제 도입

3.30 1.04

3.35 0.82

3.49 0.79

3.41 0.70

노동시간 유연성

3.33 0.99

3.36 0.75

3.52 0.75

3.43 0.69

직업훈련/교육

3.61 0.72

3.41 0.64

3.58 0.67

3.53 0.61

납기개선 노력
분석대상(빈도 수)

3.74 0.89
4,013

3.47 0.71
11,143

3.61 0.73
11,924

3.51 0.70
11,407

주 : 1) 1점은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반대, 3점은 무관심, 5점은 적극적 찬성과 참여
및 대안제시로 코딩한 결과의 5점 척도 평균임.
2) 2007년 조사는 유노조 사업장에 대해서만 실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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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단 활동 실시(참여 근로자 비중 20% 이상), 정기 로테이션 실시(참
여 근로자 비중 10% 이상), 다기능 교육훈련 실시(근로자 비중 20% 이
상), 정기적인 팀/반 회의 실시의 7가지 분야로 구성하였다. 이 중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0점으로, 그리고 모두 해당되는 경우를 7점으로
하는 7점 척도를 구성하였다. 결국, 7가지 제도 중 해당되는 제도의 수만
큼 일터혁신지수 점수가 부여되는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일터혁신지수
를 구성하였을 때, 2005년에는 일터혁신지수 점수가 2.82점, 2007년 2.46
점, 2009년 2.01점, 2011년 2.40점, 2013년 2.2점으로 나타났다. 이 일터혁
신지수를 통해 우리나라 일터혁신 경향을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09년
까지는 일터혁신이 감소하다가 2011년 증가하였고 2013년 다시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9년까지의 일터혁신의 감소는 일부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력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 2011년 왜 일터혁
신이 다시 상승하였다가 2013년 이후 다시 감소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
적인 분석 및 연구가 필요하다. 2015년 이후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사업체패널 자료가 구축되면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의 방식으로 도출된 일터혁신지수를 사업체 규모별로 나누어 살펴
보면 <표 4-21>과 같다. 대기업일수록 인사관리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
고 일터혁신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므로 일터혁신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2005년에는 50인 미만의 일터혁신지수는 2.7점이었고 기
업규모 증가에 따라 일터혁신지수도 증가하여 1,000인 이상에서는 3.9점
<표 4-19> 일터혁신지수(index)의 구성
번호

항목

1

직무분석 실시

2

6시그마 혹은 전사적 품질관리 실시

3

제안활동 실시하고, 1인당 연간 1건 이상 제안

4

소집단활동을 실시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근로자 비중이 20% 이상

5

정기 업무로테이션 실시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근로자 비중이 10% 이상

6

다기능교육훈련을 받는 근로자 비중이 20% 이상

7

정기적인 팀/반 회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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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연도별 일터혁신지수의 추이
2005

2007

2009

2011

2013

혁신
누적
누적
누적
누적
누적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지수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0

3,437

9.0

9.0 4,811

12.6

12.6 7,829

20.5

20.5 6,980

18.3

18.3 6,324

16.5

16.5

1

6,294

16.5

25.5 8,620

22.6

35.1 9,021

23.6

44.1 6,838

17.9

36.1 10,412

27.2

43.8

2

7,411

19.4

44.8 7,427

19.4

54.6 8,621

22.6

66.6 6,905

18.1

54.2 7,113

18.6

62.4

3

7,870

20.6

65.4 7,107

18.6

73.1 5,695

14.9

81.5 7,049

18.4

72.6 5,077

13.3

75.7

4

6,288

16.5

81.9 4,745

12.4

85.6 3,850

10.1

91.6 5,070

13.3

85.9 4,393

11.5

87.2

5

4,053

10.6

92.5 3,260

8.5

94.1 1,585

4.2

95.7 3,182

8.3

94.2 3,157

8.3

95.4

6

2,406

6.3

98.8 1,892

5.0

99.0 1,313

3.4

99.2 1,698

4.4

98.7 1,555

4.1

99.5

7

474

1.2 100.0

전
38,233 100.0
체
평균
(표준
편차)

2.82

1.73

371

1.0 100.0

38,233 100.0

2.46

1.73

319

0.8 100.0

38,233 100.0

2.01

1.65

509

1.3 100.0

38,233 100.0

2.40

1.80

201

0.5 100.0

38,233 100.0

2.20

1.74

을 보였다. 2013년을 보면 50인 미만의 일터혁신지수는 1.8점이고 1,000
인 이상은 3.8점을 나타냈다. 2005년과 비교하여 보면 1,000인 이상의 일
터혁신지수는 서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그 이하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모두 일터혁신지수가 감소하였다. 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000
인 이상의 작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일터혁신이 유지되고 있지만 이 이하
규모의 작업장에서는 일터혁신이 정체되거나 미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
석된다. 결국, 우리나라 일터혁신 정체 문제는 중견기업을 포함한 중소기
업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선프로그램 수행 여부별로 일터혁신지수를 살펴보면 명확한 결과가
나타난다. 2005년에 제품생산공정/서비스제공방식/업무수행방식의 개선
등이 있었던 경우의 일터혁신지수는 3.33점이었고 실시하지 않았던 경우
는 2.88점이었다. 이러한 점수 차이는 2013년에는 3.46점과 1.47점으로
더욱 증가하였다. 고객차별화 서비스 도입을 실시한 경우는 2007년 3.43
점이었고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3.17점이었으며, 2013년에는 실시하는
작업장은 3.16점, 그리고 실시하지 않는 작업장은 2.34점으로 격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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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사업체규모별, 연도별 일터혁신지수의 변화
2005
2007
2009
관측치
표준 관측치
표준 관측치
표준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수
편차
수
편차
수
편차
50인 미만
175
2.7
1.6
165
2.2
1.6
174
1.7
1.4
50～99인
177
2.6
1.8
178
2.4
1.8
173
2.1
1.7
100～299인
263
3.1
1.8
261
2.7
1.8
273
2.4
1.8
300～999인
268
3.4
1.9
266
2.9
1.8
259
2.6
2.0
1,000인 이상
77
3.9
1.7
90
4.0
1.9
81
3.2
1.7
2011
2013
관측치
표준 관측치
표준
평균값
평균값
수
편차
수
편차
50인 미만
171
2.1
1.7
172
1.8
1.5
50～99인
165
2.6
1.8
175
2.3
1.8
100～299인
267
2.6
1.9
263
2.5
1.8
300～999인
264
2.7
2.0
251
2.7
1.8
1,000인 이상
93
3.8
1.9
99
3.8
1.7

벌어졌다. 부품/중간재/제품의 물류체계 개선 등을 실시한 작업장에서는
2007년 일터혁신지수가 3.73점이었고 실시하지 않은 작업장은 2.68점이
었으나 2013년에는 실시한 작업장은 3.23점, 그리고 실시하지 않은 작업
장은 2.41점이었다. 마지막으로 신기술/신기계 도입 등 기술 개선을 실시
한 작업장은 2009년 일터혁신지수가 3.33점이었고 실시하지 않은 작업장
은 2.96점이었으며, 2013년에는 실시한 작업장은 3.31점, 그리고 실시하
지 않은 작업장은 2.15점을 나타냈다. 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한 작업장의
경우 실시하지 않은 작업장에 비해 일터혁신지수가 높은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하나 관찰되는 경향은 2007년에 비해 2013년으로 갈수
록 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작업장과 실시하지 않는 작업장 간의 일터
혁신 지수 차이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특히 개선 프
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작업장의 일터혁신지수가 떨어지는 경향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터혁신지수 경향을 고려하여 볼
때 특히 개선 프로그램 등에 소극적인 기업에서 일터혁신이 지체되고 있
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터
혁신에 대한 적극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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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개선프로그램 수행 여부별 일터혁신지수
2007

2009

2011

2013

평균 표준 평균 표준 평균 표준 평균 표준
값 편차 값 편차 값 편차 값 편차
제품생산공정/ 실시
서비스제공방
미실시
식/업무수행방
식의 개선
해당 없음

3.33

1.88

2.99

1.66

3.51

1.71

3.46

1.69

2.88

1.54

1.81

1.88

2.28

1.64

1.47

1.45

1.96

1.45

1.82

1.75

1.44

1.55

2.10

1.61

실시

3.43

1.95

3.01

1.73

3.58

1.70

3.16

1.74

미실시

3.17

1.53

1.98

1.70

2.72

1.74

2.34

1.89

해당 없음

2.22

1.62

1.74

1.70

1.60

1.70

2.33

1.70

부품/ 중간재/ 실시
제품의 물류체 미실시
계 개선
해당 없음

3.73

1.80

3.33

1.78

3.91

1.53

3.23

1.84

2.68

1.63

1.86

1.49

2.39

1.67

2.41

1.79

2.18

1.60

2.00

1.70

1.80

1.73

2.23

1.66

신기술/신기계 실시
도입 등 기술 미실시
개선
해당 없음

3.33

1.91

3.29

1.63

3.73

1.62

3.31

1.82

2.96

1.45

1.99

1.62

2.40

1.70

2.15

1.68

2.06

1.50

1.89

1.77

1.68

1.67

2.19

1.65

고객차별화
서비스 도입

<표 4-23>에서는 노조 유무별로 일터혁신지수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2005년의 경우에는 무노조 사업장에서 일터혁신지수가 약간
높게 나타났지만 그 이후에는 유노조 사업장에서 약 0.4∼0.5 정도 일터
혁신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노조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기
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언효과(voice effect)’로 인해 혁신적인 작업장
관행 등을 도입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23> 노조 유무별 일터혁신지수 추이
2005

2007

2009

2011

2013

관측 평균 표준 관측 평균 표준 관측 평균 표준 관측 평균 표준 관측 평균 표준
치수 값 편차 치수 값 편차 치수 값 편차 치수 값 편차 치수 값 편차
유노조 405

2.75 1.96 411 2.77 1.91 420 2.40 2.01 428 2.67 1.93 435 2.50 1.79

무노조 549

2.83 1.67 530 2.40 1.69 532 1.90 1.53 530 2.34 1.77 520 2.11 1.71

차이

-0.08

0.37

0.50

0.33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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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에 일터혁신지수에 있어 차
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2005∼2013년 전 기간에 걸쳐 민간부문
보다는 공공부문의 일터혁신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공공부문의 경
우 상대적으로 혁신을 위한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특히 공
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일터혁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간의 일터
혁신지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
이며 이는 주로 민간부문의 일터혁신지수 하락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간 동안 공공부문은 3.3점대 정도의 지속적인 점수대를 유지한
반면 민간부문은 상당한 점수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일터
혁신지수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25>에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일터혁신지수를 비교하고 있
다. 2005∼2013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조업의 일터혁신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터혁신이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추진된 정책
<표 4-24> 공공-민간 부문별 일터혁신지수 추이
2005

2007

2009

2011

2013

관측치 평균 표준 관측치 평균 표준 관측치 평균 표준 관측치 평균 표준 관측치 평균 표준
수 값 편차 수 값 편차 수 값 편차 수 값 편차 수 값 편차
민간부문

798 2.82 1.71 646 2.43 1.72 631 1.98 1.64 611 2.40 1.80 593 2.17 1.71

공공부문

85 3.30 1.68 22 3.39 1.54 13 3.10 1.63 21 3.32 1.37 16 3.38 1.19

차이
(공공-민간)

0.48

0.96

1.12

0.92

1.21

<표 4-25>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일터혁신지수 추이
2005

2007

2009

2011

2013

관측치 평균 표준 관측치 평균 표준 관측치 평균 표준 관측치 평균 표준 관측치 평균 표준
수 값 편차 수 값 편차 수 값 편차 수 값 편차 수 값 편차
제조업

355 3.07 1.68 355 2.73 1.72 356 2.38 1.63 356 2.79 1.87 356 2.48 1.86

비제조업 605 2.62 1.74 605 2.24 1.71 604 1.70 1.61 604 2.08 1.68 604 1.96 1.59
차이

0.45

0.49

0.68

0.71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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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간 동안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해
당 기간 동안 일터혁신지수에 있어 비슷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
만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일터혁신지수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업체패널의 2005∼2013년 자료를 통해 일터혁신 관련 제도들의 추
세를 살펴보았다. 일부 제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일터혁신 제도들
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사업체패널의 분석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첫 번째, 이 연구에서는 조성
재(2012)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일터혁신 관련 제도들의 추세를 분석하
였다. 조성재(2102)의 연구에서 분석하였던 일터혁신 관련 제도들은 주
로 작업조직이나 작업장에서의 기술 및 숙련개발과 관련된 제도들이다.
물론 일터혁신에서 이러한 작업조직 관련 제도들이 핵심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인적자원관리 제도나 지원제도 등도 일터혁신의
구성요소에 포함된다. 따라서, 조성재(2012)의 연구는 일터혁신 제도의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업데이트하여 분석한 이 연
구도 일터혁신의 한 구성요소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혁신보다는 인적자원관리 제도
에서의 혁신이 더 활발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기술혁신 부문을 집중적
으로 분석하는 경우 일터혁신 제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둘
째, 우리나라 작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일터혁신 제도가 후퇴하고 있을 가
능성도 존재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가 2000년 이
후 하락하고 있는 추세 등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 및 숙련에 대
한 투자의 소극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작업조직 혁신 등을 통한 기
술혁신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이러한 추세가
사실이라면 이러한 기술혁신 정체의 원인을 진단하여 기술혁신을 통한
일터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다. 셋
째, 기존의 일터혁신지수로는 파악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혁신이 이루
어지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재의 일터혁신을 파악하는 도구는 이
미 과거에 개발되었던 도구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새롭게 개발된 혁신방
식은 기존의 일터혁신지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현재의 일터혁신에 대한 분석 결과가 이러한 일터혁신지수와 실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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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활용되는 혁신방식 간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면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일터혁신지수에 현재 실제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일터혁신 방식을 추
가하여 일터혁신지수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2절 기존 일터혁신지수 분석

2016년 OECD Employment Outlook에서는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자료를 활용하여 고성과작업제도(HPWP : High-Performance Work Practices)
에 대해 분석하였다. 비록 이 자료는 고성과작업제도에 대한 것이지만
고성과작업제도가 팀제, 자율성, 업무 재량권, 멘토링, 직무순환, 새로운
학습지식 적용 등의 작업조직 부문과 근로자 참여, 인센티브 보상, 훈련제
도, 업무시간의 유연성 등의 인사관리 제도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
에 내용상으로는 일터혁신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성인역량조사는 고성과작업장 제도와 관련된 직무의 특성들에 대
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수행하는 직
무의 순서, 업무의 방식, 업무속도, 업무시간 등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지, 근로자들이 얼마나 자주 자신들의 업무시간을
조직화하고 자신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 근로자들이 얼마나 자주 동
료들과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지, 근로자들이 얼마나 자주 다른
근로자들을 교육시키거나 훈련시키고 있는지, 지난 12개월 동안 교육이
나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근로자들이 보너스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
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면 명확한 특징이
나타난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고성과작업장 지수 점수는 낮은
수준(밑에서 5번째)이다. 하지만 이를 작업조직 부문과 인사관리 부문으
로 나누어 살펴보면 명확한 대비를 보인다. 작업조직 부문만 나누어 살
펴보면 전체 고성과작업장 지수와 마찬가지로 낮은 수준(밑에서 5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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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난다. 평균 고성과작업장 지수만 비교하면 더 낮은 수준(밑에
서 2번째)이다. 하지만, 보너스, 훈련, 유연근무시간 등 인사관리 부문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터혁신을 실질적인 작업장 기술이나 숙련을 향상시키는 데 직접적
으로 관련되는 작업조직 부문과 이러한 작업조직의 변화로 나타나는 인
력관리의 문제를 지원하는 인사관리 제도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인 작업장 기술이나 숙련 향상과 직접적으로 관
련된 작업조직 부문에서의 혁신은 미약한 반면 이에 대한 인사관리 제도
상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활발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23) 물론 일터혁신
에 있어 인사관리 제도의 지원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실질적인 작업
조직에서의 혁신을 통한 기술이나 숙련의 향상 없이 인적자원관리 제도
만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일터혁신을 위해 바
람직한 현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OECD의 일터혁신 제도 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일터혁신은 어떤 분야
의 어떤 제도들이 일터혁신지수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일터혁신 관련 지수들을 검토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터혁신지수와 관련된 몇몇 주요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먼저, Arvanitis(2005)는 노동유연성을 기능적 유연성(Functional
Flexibility)과 수량적 유연성(Numerical Flexibility)으로 구분하고 이러
한 노동유연성이 노동생산성, 혁신과 같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았다. 수량적 유연성은 기업이 외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작업자
의 고용수를 조절하는 것으로 시간외근무, 계약직 고용, 해고, 용역 등이
해당되며, 노동유연성에 대한 미국식 모델이다. 반면, 기능적 유연성은
기업이 외부 변화에 조직변화를 통한 일터혁신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기
능적 유연성은 새로운 정보기술, 새로운 형태의 작업장 조직에 의해
23)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지수를 살펴보더라도 2010년 전체평균 190.77점(노사관
계 61.85, 인적자원관리 46.49, 인적자원개발 45.01, 작업조직 37.41)에서 2015년
전체평균 214점(노사관계 69.7, 인적자원관리 54.7, 인적자원개발 51.9, 작업조직
37.7)으로 전체평균에서 어느 정도의 향상은 있었지만 작업장 기술향상의 핵심적
인 요소인 작업조직은 정체상태에 있으며, 4가지 영역 중 가장 점수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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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일터혁신제도 OECD 비교

자료 : OECD Survey of Adult Skills(PIAAC), 2012, 2015.

생성되고, 노동자의 고숙련이 요구되며 멀티태스킹, 업무로테이션, 직능
자격제 등이 해당되며 유럽식 모델이다. 기능적 유연성은 조직자원
(Organization Capital)과 인적자원(Human Capital)으로 구분되며, 조직
자원은 팀워크, 업무로테이션, 관리자 수의 감소, 의사결정권의 관리자에
서 노동자로의 전환, 작업자의 문제해결 자율성, 고객과의 접촉(판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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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표를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인적자원은 작업자의 교육수준,
업무교육, 컴퓨터 교육과 같은 IT기술 교육의 정도를 지표로 측정할 수
있다. 수량적 유연성은 기업의 노동비용을 줄여주고 정규직 고용의 짐을
덜어줄 수 있으므로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Shepard et al.(1996)의 연구에서도 수량적 유연성이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작
업장 조직과 작업자에 의한 문제해결, 품질관리, ICT 등과 같은 기능적
유연성 역시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많은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다(Black and Lynch, 2000; Capelli and Neumark, 2001;
Caroli and Van Reenen, 1999; Bertscheck and Kaiser, 2001). 이 연구
는 스위스의 1,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능적 유연성과 수량적 유연성
같은 일터혁신이 노동생산성, 기업혁신과 같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력을 살펴보았다. 실증결과 기능성, 유연성 중 조직자원은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혁신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인적자원은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공정과정 혁신과 연관이 있었지만 제품혁신과는 연관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수량적 유연성의 경우 파트타임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노동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기간제 계약직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생산성과 제품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지만 그 외의 경우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Walsworth & Verma(2007)는 작업장의 국제화와 고성과작업장 제도,
일터혁신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작업장에서 고성과작업장 제도는 노동생
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일터혁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Terrin and Leoard(2003)의 연구에 따르면 해외 자본의 비율이 높
은 기업에서 일터혁신의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업장 국
제화가 높을 경우 일터혁신도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작
업장의 국제화가 높고, 고성과작업장 제도가 잘 갖추어진 기업의 일터혁
신은 높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작업장 국제화는 전체 매
출에서 해외 매출의 비중, 해외 자본 비중, 국제 경쟁의 중요성, 새로운
해외지역 진출의 중요성으로 측정하였고, 고성과작업장 제도는 변동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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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훈련, 근로자 몰입 등으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일터혁신은 새로
운 제품 개발 또는 제품의 질 향상, 새로운 공정과정 개발 또는 제품공정
과정의 발전 등으로 측정하였다. 실증결과 작업자의 국제화는 변동임금,
훈련과는 긍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나 근로자 몰입과는 연관이 없었다. 작
업장의 국제화, 변동임금, 근로자 몰입은 제품혁신과 긍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근로자 몰입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공정과정 혁신의 경우 역시 근로자 몰입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Goodridge, Haskel, & Wallis(2012)는 혁신과 생산성, 경제성장의 관
계를 살펴보고 있다. 이 연구에서 혁신은 무형/지식 자산의 투자로서 컴
퓨터 정보처리 시스템, 혁신적 자산, R&D, 금융상품의 개발, 광물자원
채굴권, 저작권, 보유 자본력, 시장조사 능력과 같은 경제적 경쟁력, 회사
평판, 인적/조직적 자원에 대한 투자와 같은 지표로 측정하였다.
Oeij, Dhondt, Kraan, Vergeer, & Pot(2012)는 작업장의 혁신이 기업
성과와 작업자의 헌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작업
장의 혁신은 여러 지표들의 지수 형식으로 측정되었는데, 첫째, 업무상의
자율성, 자기주도적 팀워크의 존재, 내부적 유연성, 둘째, 작업의 방식, 분
업, 업무시간, 운영에 방해되는 요소의 해결에 대한 자율성, 셋째, 자기주
도적 팀워크로서 조직 내 팀워크의 중요성, 작업 분할 시 관리자 또는 팀
구성원의 결정 유무, 팀 구성원이 결정하는 경우 자기주도적 팀워크 존
재 유무로 측정하였다. 넷째, 내부유연성은 채용에 있어서 관리자 또는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부, 개개인의 다기능 업무, 유연
근무제, 자기주도 당번제로 측정하였고, 다섯째, 조직이 계속적으로 작업
공정 과정을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또는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지,
최근 2년간 혁신을 시행하였는지(공정과정의 개선, 마케팅 방법의 개선)
등으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연적 완충(전체 노동자 중 파트타임과
기간제 노동자의 비중)과 자동화로서 일터혁신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일
터혁신과 생산성, 작업자의 헌신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일터혁신은 근
로자의 헌신, 질적 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양적 성장에는
약한 영향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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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onioli, Mazzanti, & Pini(2011)는 일터혁신이 작업장의 환경과 작
업자의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일터혁신은 조직
혁신활동, 제품혁신, 성과 인센티브, 기술혁신, 노사관계의 지수로 측정하
였다. 조직혁신 활동은 업무 로테이션, 노동자의 대표 유무, 훈련을, 제품
혁신은 품질분임조(quality circle), 팀워크, 전사적 품질관리(TQM)를 지
표로, 성과 인센티브는 개인별, 팀별 인센티브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기
술혁신은 업무 훈련, 기술 혁신, 공정과정에서의 ICT 활용도로 측정하였
다. 마지막으로 노사관계는 협력적 노사관계로서 노사 양측이 참여하는
기술위원회, 협상 유무, 경영진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정보공유, 컨설
팅, 협상), 노동조합이 바라본 노사관계에 대한 흐름 등을 측정하였다. 실
증결과 대체로 일터혁신은 작업장의 환경과 근로자의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6>은 지금까지 살펴본 일터혁신과 관련된 해외문헌의 측정지
표를 정리한 것이다. 연구에 따라 사용한 일터혁신지수의 내용들은 다르
지만 주로 작업장에서의 작업조직 중심의 혁신을 통한 기술혁신을 유인
할 수 있는 방식들을 중심으로 지수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
리나라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지수의 경우 노사관계,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개발, 작업조직의 4개 분야로 구성하고 있어 일터혁신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일터혁신의 핵심적인 요소
인 작업조직이 상대적으로 과소 반영되는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작업조직 분야의 문항을 더 추가하여 최근 기업들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실질적인 작업조직 방식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European Commission)은 일터혁신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2014년 일터혁신지수를 제안하였다. <표 4-27>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IPO(Input-Process-Output) 모형에 근거하여 7가지 분야로 구성되
는 일터혁신지수 구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일터혁신지수 구성
은 기존의 과정 중심이었던 일터혁신지수에 일터혁신에 대한 준비 정보
를 점검할 수 있는 투입 요소와 일터혁신의 결과 및 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산출물 요소가 결합되어 있어 일터혁신의 전 과정을 점검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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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 기존 연구들에서의 일터혁신지수 비교
Title

일터혁신 관련 지수

Arvanitis(2005)

- 조직자원(기능적 유연성 관련) : 팀워크, 업무로테이션, 관리자
수의 감소, 의사결정권의 관리자에서 근로자로의 전환, 작업장의
문제에 대한 근로자의 문제해결 자율성, 고객과의 접촉(판매)
- 인적자원 : 교육수준, 업무 교육, 컴퓨터 교육

Walsworth &
Verma(2007)

새로운 제품 개발 또는 제품의 질 향상, 새로운 공정과정 개발
또는 제품공정 과정의 발전

Goodridge,
Haskel, &
Wallis(2012)

무형/지식자산투자비중
- 컴퓨터정보처리시스템
- 혁신적 자산, R&D, 금융상품의 제품개발
- 경제적 경쟁성, 회사 평판에 투자
- 인적/조직적 자원에 대한 투자

- 업무상의 자율성, 자기주도적 팀워크의 존재, 내부적 유연성,
혁신
- 자율성 : 근로자가 작업의 방식, 분업, 업무시간, 운영에 방해되
는 요소의 해결에 대한 자율성
- 자기주도적 팀워크 : 조직 내 팀워크의 중요성, 작업의 분할에
서 관리자 또는 팀 구성원의 결정 유무, 팀 구성원이 결정하는
Oeij, Dhondt,
경우 자기주도적 팀워크의 존재 유무
Kraan, Vergeer, - 내부유연성 : 채용에 있어서 관리자 또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개개인의 다기능 업무, 유연근무제, 자기
& Pot(2012)
주도 당번제
- 혁신 : 조직이 계속적으로 작업공정 과정을 변화하기 위해 노력
하는가? 또는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가? 최근 2년간 혁신의 시
행(공정과정의 개선, 마케팅 방법의 개선)
- 유연적 완충(전체 근로자 중 파트타임과 기간제 근로자의 비
중)과 자동화

Antonioli,
Mazzanti, &
Pini(2011)

- 조직혁신활동 : 업무 로테이션, 근로자 대표 유무, 훈련
- 제품의 혁신 : 품질분임조, 팀워크, 전사적 품질관리
- 성과 인센티브 : 개인별 및 팀별 인센티브
- 기술혁신 : 업무 훈련, 기술 혁신, 공정과정에서의 ICT 활용도
- 협력적 노사관계 : 노사 양측이 참여하는 기술위원회, 협상 유
무, 경영진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 노동조합이 바라본 노사관
계 흐름

Totterdill,
Dhondt, &
Devons(2014)

- 능동적 근로조건 : 자율성(업무량 조절) 배움과 문제해결의 재
량권
- 노동자의 참여(반독립적인 그룹), 근로자 참여 및 조직변화
(EPOC : Employee Participation and Organisational Change)
- 근로자의 관여와 노사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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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의 계속
Title

일터혁신 관련 지수
- 참여적이고 다이내믹한 경영 실천, 조직의 유연성, 스마트워킹
(Smarter Working)
- 직장생활의 질 : 자기 조직화된 팀워크는 근로자의 동기와 웰빙
을 증가시키고 이는 근로자의 스트레스 감소, 업무만족도,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 직무권한위임과 자기주도팀
EUWIN(European - 유연한 조직구조, 사람중심의 제도, 간소화된 시스템, 신뢰를
Workplace
바탕으로 하는 내부절차
- 작업자 주도의 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기회제공
Innovation
- 전략적 의사결정에서 근로자의 발언권을 수용할 수 있는 참여
Network)
적 리더십
Beblavý, Maselli,
Martelucci(CEPS
Special report
2012)

- 유연근무제
- 수평적 조직구조
- 다양한 보상제도
- 근로자 권한위임과 자율권
- 업무로테이션과 다양한 직무기술개발
- 팀워크와 팀 자율성

European
Company
Survey(ECS,
2014)

- 관리시스템 : 사내공모제도
- 근로자의 혁신활동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 협력적 노사관계, 고충처리절차
- 조직학습(Organisational learning)
- 성과급제 : 팀 또는 작업조직 성과급, 개인성과급, 전사성과급,
성과평가제도
- 수평적 조직구조
- 자율적 의사결정권한
- 팀워크
- 수평적 의사소통 및 부서 간 협력
-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 신제품 혹은 혁신적 아이디어 수용
- 근로자 참여

우리나라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지수

- 노사관계 : 노사관계분위기, 노사협력 프로그램과 노사갈등, 정
보공유와 의사소통,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 인적자원관리 : HRM체계, HR 선발 및 배치, 인사고과, 보상관
리, 고용안정
- 인적자원개발 : 교육훈련 인프라, 교육훈련 프로그램, 교육훈련
실태, 교육훈련실적, 교육훈련효과성
- 작업조직 : 참여활동, 작업방식과 관리, 숙련, 직무설계, 혁신적
생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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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여진다. 향후 이러한 포괄적인 방식의
일터혁신지수를 구성하여 일터혁신 정책의 모니터링 기제로 활용하는 방
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4-27> 유럽연합의 일터혁신지수
분야

촉진요인
(개인수준)

일터혁신지수 내용

구체적인 지수

건강
근로자와 관리자가 일터혁신에 참 직무만족
여할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직무몰입
가?
기본 업무숙련
사회적 숙련

개별 근로자의 업무구조(업무내용,
업무내용
촉진요인
근로시간, 작업환경)는 근로자 및
업무시간
(개인업무수준) 관리자가 일터혁신에 참여할 수
업무환경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가?
관리체제
혁신에 대한 보상
근로자 참여
조직학습
노동계약 및 직무기술
조직 구조

촉진요인
(조직수준)

조직의 문화 및 구조적 측면이 근
로자 및 관리자가 일터혁신에 참
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가?

촉진요인
(사회수준)

일터혁신은 어떻게 외부 경제적,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사회적, 환경적 도전을 반영하고 혁신을 도전에 연계
있고 대응하고 있는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과정

근로자 및 관리자는 어떻게 일터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가?

학습
의사결정
팀제
내부적 협력
외부적 협력
근로자 참여

결과

일터혁신의 결과는 무엇인가?

기능적 성과 향상
근로생활의 질 향상
근로자 복지 증진
제품 및 서비스 향상

효과

일터혁신의 효과는 무엇인가?

재무성과 향상
조직유연성 향상

자료 : Workplace innovation : Concepts and indicators(European Commissio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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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제조업의 일터혁신 모델 - YK24)

제1절 들어가는 말

1970년에 설립된 YK는 일반 소비자 위생용품과 산업 및 의료용품 등
을 생산하고 있다. YK는 미국의 K사가 70%, 한국의 Y사가 30%의 지분
을 갖고 있다. 2016년 12월 말 현재 직원은 1,708명, 매출액은 1조 4,999
억 원, 영업이익은 2,289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매출의 82.3%는 내수이
며 나머지 17.7%는 수출이다. 제품별 매출구성을 살펴보면 아기기저귀
36.7%, 물티슈․유아수유용품․스킨케어․성인기저귀 등이 17.7%, 미용
지 및 화장지 16.5%, 여성용품 16.0%, 그리고 나머지 13.1%는 B2B 사업
이다. 본사는 서울에 있으며 대전, 김천, 충주 공장에서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YK의 최근 경영실적은 다음과 같은데, 지난 10년간을 돌
아보면 2013년 처음 매출감소를 기록했고 이어서 2016년에도 매출액이
감소했다.
학습과 자율을 핵심어로 하는 YK 작업장 혁신은 한동안 한국 작업장
혁신의 베스트 프랙티스로 널리 알려진 사례이다. 과거 참여정부는 YK
24) 본 장의 내용은 김동배(2005)의 “유한킴벌리 작업장 혁신 사례 – 대전공장을 중
심으로-”(산업연구원 포럼 발표자료)를 기본으로 하면서 그 후 10여 년 동안의
작업시스템 변화를 추적․조사한 것이다. 따라서 10여 년간 변화가 없었던 부분
은 일부 위 글과 중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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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최근 10년간 경영실적
(단위 : 억 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매출액 10,221 11,341 12,094 13,041 14,128 13,660 14,007 15,191 14,999
순이익 1,153

1,491

942

1,119

1,372

1,356

1,441

1,407

1,791

자료 : YK 지속가능성보고서, 각 연도.

모형의 확산을 위해 뉴패러다임센터를 설립해서 작업장 혁신의 확산을
기하기도 하였다. 대전공장 설립 초기에는 미국 킴벌리클라크 공장의 고
성과작업장(high performance work system)을 모방했지만 우리나라 실
정에 맞게 수정하고 토착화시킴으로써 지금의 YK 모델이 탄생했다.25)
작업장 혁신과 관련된 대전공장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2016년 한국
을 방문한 일레인 스톡(Elane B. Stock) 킴벌리클라크 인터내셔널그룹
(KCI) 회장의 다음과 같은 인터뷰 내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YK는 KCI그룹 내에서도 손꼽히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하고 있다…전
세계 40여 개 나라의 공장 중 한국 YK가 가장 우수한 기저귀를 개발․판
매하면서 인근 중국시장에서까지 프리미엄 부문 1위를 달리는 데 공헌하
고 있다…여성용품의 샘 방지 기술이나 프리미엄 기저귀는 YK에서 개발
돼 아시아 모든 시장과 러시아, 라틴아메리키까지 도입되는 등 그룹 내 최
고의 개발사례…한국은 공장기술이 가장 뛰어나…최근 중국과 호주 등 신
공장은 한국 공장을 벤치마킹하고, 한국의 공장제조 전문가를 초빙해 컨
설팅을 진행하기도 한다…(매일경제, 2016. 2. 21일자)”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킴벌리클라크와는 차별화되는 대전공장 작업조
25) 2000년대 초반 대전공장 작업시스템을 설계한 회사 자료를 살펴보면 외국의 선
진기업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High Performacne Work System’을 도입하게 되
었다고 기술하고 있고 관련 영어 문헌들도 사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초기 대전
공장 작업시스템을 설계한 디자인팀의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 킴벌리클
라크에서 파견된 Jack D. Cerva였으며, 제도 설계 당시 회사는 사회기술시스템
(Socio-technical System) 관련 도서들을 다수 참고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기 현장관리자인 기장과 조장(LO)은 미국 킴벌리클라크에서 30일 이상 교육
을 받았고, 초기 오퍼레이터 교육 프로그램도 킴벌리클라크에서 만들어 주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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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6) 우선 미국과는 달리 보전
업무의 상당 부분은 오퍼레이터의 업무로 통합시켰고, 미국에 있던 릴리
프(relief) 제도를 없애면서 8명으로 구성된 교대조를 7명 규모로 축소했
으며, 공정관리 매뉴얼의 작성에서도 보전 매뉴얼과 오퍼레이션 매뉴얼
이 엄격하게 분리된 미국과는 달리 오퍼레이션 매뉴얼에 보전 매뉴얼을
상당부분 통합했으며, 마지막으로 학습에 대한 높은 투자가 미국과 다른
YK의 작업시스템 특징이다.
YK 작업장 혁신의 메카는 1994년 완공된 대전 공장이다. 한국 작업장
혁신의 대표 명사였던 대전공장의 작업시스템은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
했을까? 변화가 있었다면 그 동인은 무엇이며 변화의 내용과 방향은 무
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대전공장 작업시스템이 그동안 한국작업장 혁
신의 모델이었던 만큼 향후 한국기업의 작업장 혁신모형 개발과 관련해
서 많은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최근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변화와 대부분이 성숙기에 접어든 한국 제조업의 생산기술의 특
성 등 기술적 특성들은 지난 10여 년간 한국기업의 제조현장과 작업시스
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작업장
혁신과 관련된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기
술변화가 작업시스템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또는 향후 미칠 것
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YK 모델의 변화를 살펴
보기 위해 연구진은 2017년 9월과 10월 두 차례 대전공장을 방문해서 관
계자들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도 제공받았다.
작업시스템은 크게 작업조직과 인사관리의 영역으로 구분한다. 노동과
정에서 노동자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고 설정하는가라는 의미에서의 작
업조직은 먼저 공정의 특성을 살펴본 후 테일러식 작업조직 원리와 정
반대의 원리로 구성되는 참여적 작업조직의 특성으로서 과업통합과 다기
능화, 작업단위의 자율성, 그리고 오프라인 참여의 순서로 살펴본 후 변
26) 작업시스템을 구성하는 두 요소는 작업조직과 인사관리인데, 인사관리는 국가별
문화․제도의 영향으로 국가별로 상이한 것이 당연하다. 예컨대 대전공장의 직
급체계와 체계, 교육, 평가 및 승진 시스템도 한국기업들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다.
이처럼 작업시스템을 미국의 킴벌리클라크와 비교할 경우 인사관리의 비교는 의
미가 없고 작업조직의 차이에 한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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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전망도 함께 정리한다. 노동자의 역량과 동기를 형성한다는 차원에
서 참여적 작업조직을 보완하는 인사관리 영역은 채용, 직급체계와 승진,
보상, 교육훈련, 정보공유와 노사협력의 순서로 살펴본 후 변화내용을 요
약한다. 마지막으로 대전공장 작업시스템의 변화 내용을 요약하고 이것
이 한국기업의 작업장 혁신에 갖는 함의를 정리하기로 한다.

제2절 작업조직

1. 공정 특성
2011년 청주공장이 신설되면서 공장별 제품 생산을 재배치하여 대전
공장은 유아용품과 부직포, 청주공장은 여성용품과 시니어 용품, 김천공
장은 생활용품을 생산하고 있다. 과거 대전공장에서 생산하던 여성용품
은 청주의 신공장으로 옮겨갔다. 아래의 사진은 유아용품을 생산하는 기
계인데, 기계 1대에는 4개의 교대조가 편성되어 있다. 잘 알려진 YK의 4
조 2교대 제도가 그것이다. 유아용품의 1개 교대조는 7명의 작업자로 구
성되는데 작업자 구성은 10년 이전과 동일하지만 6명으로 축소하는 방향
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림 5-1] 대전공장 생산현장

자료 : YK 홈페이지(http://www.yuhan-kimber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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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과정은 자동화된 고속기계장치가 특징이며 작업자들의 주요 업무
는 감시 및 통제, 이상사태 발생 시 문제해결(trouble shooting, T/S), 일
상적인 점검 및 보전활동이다. 작업자들은 모니터링 장치를 통해 공정상
의 이상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매우 속도가 높은 고속 기계이기 때
문에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공정과 작업의 표준화가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대전공장의 경우 매뉴얼관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장에는 센타라인 최적 운영값(good run setting : GRS) 유지를
위한 각종 점검시트나 각종 작업과 관련된 표준작업절차 관련 문서들이
노동자들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다. 요약하면 노동자들의
역할은 초고속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하면서 사전 및 사후적 문
제해결자인 셈이다. 초고속기계이기 때문에 문제해결능력이 생산과 품질
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2. 과업통합과 다기능화
대전공장 노동자들은 다기능공들로 구성된 자율작업 팀으로서 높은
수준의 과업통합이 특성이다. 과업통합이란 테일러식 작업조직과 같이
협소하게 정의된 오퍼레이션 업무만이 아니라, 업무의 수평적 및 수직적
확대나 보전이나 품질부서와 같은 전문부서의 업무를 어느 정도 담당하
고 있는가의 정도를 의미한다. 대전공장 작업자의 과업통합, 즉 역할구조
의 특징은 공정분할, DTK(document technical knowledge), 센터라이닝
(good run setting; GRS), 직무기술, 작업표준, 훈련요건이라는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전공장 관리자에 의하면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구조화된 현장훈련(SOJT)도 불가능
하다고 지적한다.
공정분할은 공정을 3개 파트(결합, 완성, 포장)로 나누고, 각 파트별 품
질, 낭비, 지연, 생산성, 비용 관련 제품속성들을 분해해서, 해당 제품속성
들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공정 및 재료에서 찾아내고 해당 원인들의
중요도를 계산하는 것으로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인과도
(causal map)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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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K는 공정분할에서 확인된 제품 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
해, 모든 세부 공정별로 기존의 지식(기술정보, 매뉴얼, 테스트 결과, 작
업자들의 노하우)에서 확인된 진단-해결방안을 중요도를 부여하여 정리
한 것으로서, 인과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해결지식을 총합한 것으로 조
직의 지식이 집약된 일종의 루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센터라인은 DTK
로부터 품질관리를 위해 원자재나 기계수치의 최적운영상태(GRS)를 표
준화한 것으로서 등급에 따라서 관리하는데, 그 변경절차는 작업자-조장
-기장/공정엔지니어-부서장이다. 센터라이닝을 위한 최적운영상태(GRS)
점검 및 유지관리가 공정관리의 핵심이 되며, 이로부터 직무기술서와 업
무분장, 각종 작업절차, OJT 내용 등이 도출된다.
센터라인 유지를 위해 교대조장(Lead Operator; LO)은 센터라인 로그
시트를 체크-관리하고 오퍼레이터들은 예방점검(PM) 체크리스트를 각
자 관리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문제해결(T/S)은 오퍼레이터들이 90%이
상 수행한다. 개별 노동자들은 선행공정 및 자신이 담당하는 재공품의
품질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교대조 내에서 교대조장이
MOP(주공정패널)에서 거의 1분마다, 교대조원인 Inspector는 30분 간격
으로 외관검사, 그리고 1시간 간격으로 계량검사를 실시하며, 3시간 단위
로 품질팀(Lab)에서 샘플링 검사를 수행하며, 20분 단위로 품질관리시스
템인 EWMA에 품질관련 수치자료를 입력하는데, 이러한 품질관리 활동
은 지난 10년간 더욱 더 강화되어 왔다.
2년 전부터 현장의 품질관리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다른 공장과 달리
대전공장은 QA shift 4명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코폼 생산라인에서 기계
가 가동중단되면서 잉여인력이 발생했는데 이들이 QA시프트로 직무가
변경된 경우들로서 이들은 모두 현장 오퍼레이터 출신들이다. 4명은 4개
교대조를 각각 담당하는데, 교대조의 모든 기계(총 6대)를 담당하며, 업
무는 inspector 활동 통제, 그리고 inspector의 점검활동에 대한 더블 체
크로서 독자적인 샘플링 검사이다. 독자적인 샘플링 검사 주기는 제품별
로 다른데 수출품이나 신제품과 같이 빠른 것은 1시간에서부터 내수용
등과 같이 느린 것은 3시간에서 6시간 간격도 있다. QA shift 제도는 아
직은 대전공장에만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갖는 의미는 현장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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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관리가 한층 더 촘촘해졌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27)
교대조 내 업무분장을 보면 다기능공으로 구성된 (자율작업) ‘팀’이라
는 용어에 부합되게 일상 작업만이 아니라 보전업무, 문제해결 업무, 품
질업무를 오퍼레이터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나아가 교대조원 간 유기적
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기능공으로 구성된 (자율작업)팀을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인 로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대전공장 설계 당시
디자인팀에서 정의한 로테이션의 의미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다기능습득과 자발적인 팀워크 형성을 위하여 직무순환시스템을 운영
하며, 조직의 유연성 확보와 능력개발에 따라 월간 직무순환, 주간 직무순
환, 일일 직무순환 등 팀 자율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직무순환을 할 수 있
다(YK 대전공장 인력개발부 2001년 2월).”

로테이션에는 기계 내 이동(소순환), 기계 간 이동(중순환), 공장 간 이
동(대순환)이 있다. 기계 내 로테이션 주기는 애초 공장 설립 시에는 6개
월로 설정했지만, 이후 1년 6개월 주기로 로테이션이 이루어지다가 지난
10년간 로테이션 주기가 다시 3개월로 단축되었다. 왜냐하면 근속연수가
길어짐에 따라 작업자들의 스킬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로테이션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개인별 스킬 매트릭스를 채워야 하고,
교육훈련 이수와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정해진 로테이션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로테이션 유형 및 직위별 교육기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다. 스킬
매트릭스는 다기능현황표로 관리하는데 1개 교대조 내 개별 노동자별 다
기능현황표를 예시하면 <표 5-2>와 같다. 개별노동자의 다기능화 여부
판단은 공정 Part별 정해진 이론과 현장 OJT 교육 이수 후 강사, 교대조
장, 기장이 업무 평가를 통해 결정한다.
27) 지난 10년간 가장 큰 변화는 2017년 3월 품질관리본부를 신설한 것이다. 과거의
품질관리는 제조영역의 품질관리(Quality Control; QC)였는데, 최근 5년간 소비
자 관심은 제품의 물성(기능)이 아니라 안전 등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아짐에 따
라 시작부터 끝까지(end to end) 품질보증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과거 공장별
로 설치되었던 품질팀을 통합해서 대전공장에 품질관리본부(규모 70명)를 신설
하고 품질본부가 제조부문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조직 체계를 갖추었다. 품질관
리본부는 공급망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기능부서들과 협업을 통해서 품질보증
활동을 총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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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다기능현황표

자료 : 회사 제공자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로테이션 유형별로 사전에 수료해야 할 훈련시
간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 대전공장의 중순환, 즉 기계 간 로테이션에 필
요한 훈련이수 시간의 예시를 살펴보면 <표 5-3>과 같다. 이에 의하면
이종기계 간 로테이션의 경우 동종기계 간 로테이션보다 이수해야 할 교
육시간이 2배 정도 더 길다. 로테이션 절차를 요약하면 [그림 5-2]와 같
은데, 본인, 교대조장, 기장, 인재개발팀, 강사가 모두 관련되어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로테이션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5-3> 중순환에 소요되는 훈련시간(이론 및 OJT 포함)

자료 : 회사 제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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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로테이션 절차

자료 : 회사 제공자료.

3. 작업팀의 높은 자율
일선 작업단위의 높은 자율성은 고성과작업시스템의 핵심적인 특성
중의 하나이다. 이른바 자율작업팀(self management team; SMT)은 사
회기술시스템 작업조직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고성과작업시스템의 핵심
징표 중의 하나로 널리 알려진 개념이기도 하다. 사실 자율성은 높은 수
준의 과업통합 및 이에 따른 노동자 역할 확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
다.28)
대전공장의 경우 높은 수준의 과업통합과 작업팀의 높은 자율성이 잘
결합되어 있다. 대전공장의 경우 기계의 책임자인 기장(machine leader,
team leader)에게 거의 모든 권한이 주어지고, 일상 작업운영 관련 권한
은 선임오퍼레이터(LO)인 교대조장(shift leader)에게 주어진다. 기장은
28) 숙련(skill)을 직무의 복잡성과 자율성으로 측정하고 있는 것도 과업통합과 자율
성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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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대전공장 작업조직

다른 기업의 경우 반장급에 해당된다. 통상 현장 작업자 출신인 프로세
스 스페셜리스트와 머신체커는 기장 산하에서 기장을 보좌하며, 전문부
서에 소속된 엔지니어들도 기장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기계와 관련된 모든 일차적인 책임은 기장에게 있다.
다음의 진술은 기장의 권한을 잘 보여준다. ‘기장은 거의 모든 권한을
갖는다. 인원, 기계관리 책임, 안전, 공정관리, 문제해결, 교육, 출장, 신입
팀원 채용 등…일상운영 관련 책임은 교대조장에게 위임하지만 관리책임
은 기장에게 있다(기장 면접)’ ‘기장과 엔지니어 간에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 대화로 해결하지만 최종 의사결정은 기장이 내린다(대전공장 관리
자 면접)’.
기장은 통상근무자이기 때문에 기장 부재 시 일상작업 관련 책임은 교
대조장에게 부여된다. 기장이 퇴근하고 나면 현장에는 관리자가 사라진
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장에 현장 관리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표현은
제프리 페퍼 교수에 의하면 고성과작업장의 상징적 징표 중의 하나이다.
<표 5-4>는 대전공장 작업팀의 책임과 권한을 정리한 것인데, 자율작업
팀으로서 높은 자율성을 누린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을 많이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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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팀의 책임과 권한
분야

업무

LO

품질관리

in-line inspection 및 품질관리
및 개선

○

보전

청소, 일상보전, 일상적 관리

○

안전

안전한 업무 수행, 문제점 기록

○

T/S

문제점에 대한 진단, 조사, 문제
해결

○

W/S

○

교육팀

교육 훈련 OJT

기장

성과 측정

생산, 품질, 안전, 원가, 기계효율
○(개선)
개선/측정

근무편성

근태관리, 교대조 편성

○

로테이션

로테이션

○

인원선발

신입사원 채용 시 면접

○

엔지니어 비고

○(측정)

○

주 : T/S=trouble shooting, LO=교대조장, 기장=team leader, W/S=work shop.
자료 : 회사제공 자료.

작업단위의 높은 자율은 지난 10년간 더 강화되었다. 즉 2017년에 직
제 개편을 통해 기장의 경력 경로를 임원 등급까지 확장함으로써 기장의
권위와 권한을 강화했다. 오퍼레이터 출신 기장의 실질적인 경력전망을
임원까지 확대했다는 것은 자율작업팀의 자율성을 더 강화한다는 의미도
지닌다. 기장의 경력경로를 확대한 배경에는 기장의 개인적인 경력 비전
의 확대와 함께 현장 조직력 강화가 있었다고 한다. 같은 맥락에서 앞으
로 교대조장(LO)의 권한 강화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오프라인 참여
테일러식 작업조직을 상징하는 ‘노동자들은 탈의실에서 옷만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머리도 탈의실에 보관하고 몸뚱이만 갖고 작업장에 들어간
다’는 표현이 있다. 구상(생각)과 실행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테일러리
즘을 풍자한 표현이다. 고성과/참여적 작업조직의 특징은 노동자의 구상
기능, 예를 들면 개선활동이나 문제해결 활동을 극대화한다는 특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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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몸뚱이만이 아니라 머리도 함께 작업장에 갖고 들어가는 노동자를
전제하는 작업조직이다.29)
다른 기업의 경우 오프라인 참여는 개선활동을 위한 소모임 활동이나
제안제도 등이 있지만 대전공장의 경우는 교육 방법으로 알려진 워크숍,
일일 회의(daily meeting), 품질포커스 미팅, 개선리포트 등 다양한 루트
를 통한 오프라인 참여가 있다. 대전공장의 경우 워크숍이 있기 때문에
제안제도나 다른 공장들과 같은 개선을 위한 별도의 소집단활동이 없는
대신 이러한 역할을 워크숍에서 수행한다. 워크숍은 오프라인에서의 개
인별 암묵지가 형식지로 되어 지식이 공유되는 집합적 학습 과정이자 문
제해결 과정이기도 하다. 워크숍에서 나오는 현장작업자들의 체화된 노
하우나 아이디어들은 공장 전체에 공유되며 참석한 기장, LO나 교수들
을 통해서 공정표준이나 작업표준의 개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
된다.
워크숍은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지는데, 팀 목표관리, 문제해결(T/S),
손실관리, 품질 워크숍이 대표적이며, 교대조원과 함께 해당 교수나 엔지
니어, 그리고 스페셜리스트들이 참여한다. 팀 목표관리 워크숍은 교대조
원 모두가 안전, 품질, 생산성, 팀워크의 4개 항목의 목표들에 대해서 목
표달성 장애요인 및 실천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문제해결(T/S) 리뷰
워크숍은 교대조원이 문제해결 시 안전사항, 문제 및 현상, 원인, 대책 및
조치(작업절차와 GRS)에 대해 토론한다. 그룹 손실관리(안전 포함) 워크
숍은 교대조원들이 안전과 여타 주제를 선정하여 발표 및 토론한다. 품
질 워크숍은 교대조원들이 제품 품질 문제 및 현상, 원인, 대책 및 조치
(작업절차와 GRS)에 대해 토론한다.
대전공장의 워크숍을 통한 집단학습은 액션러닝(action learning)으로
진화․발전했고 강사들도 사내강사들로 대체되었으며 성찰적 학습으로
진화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필수교육(품질, 안전, 핵심가치, 성희롱 교육
등 법정교육)을 제외하고는 액션러닝으로 전환되었고, 여기에 사외에서
29) 사실 여기에 노동에 몰입하는 가슴까지 요구하는 것이 고성과 작업시스템에서 의
노동자이다. 이와 관련해서 YK 사장을 지냈던 문국현 씨는 3H, 즉 손(hands), 머
리(head), 가슴(heart)을 모두 요구하는 작업조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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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개인 맞춤형 자기개발교육(직업전환교육 등)을 추가로 실시한
다. 워크숍형 학습과 액션러닝을 비교하면 과거 워크숍형 학습은 문제해
결 방안도출과 적용 여부에 그쳤지만, 액션러닝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적용한 결과의 성공 여부, 그리고 성공과 실패의 원인까지 분석해보는
성찰적 학습이 강화된다는 특징이 있다.
당사는 액션러닝을 “팀을 구성하여 부서(전사) 차원에서 꼭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를 액션러닝 프로세스를 통하여 해결하는 동시에 지식습
득, 질문 및 성찰을 통하여 과제의 내용 측면과 과제해결과정을 학습하
는 프로세스”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액션러닝의 출발점인 과제의 요
건으로 ⅰ) 실질적이고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 ⅱ) 가상으로 만든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이익(생존)과 직결되는 실존하는 문제, ⅲ) 중요하
고 난해한 과제로 정의하고 있다. [그림 5-4]는 액션러닝의 운영프로세스
를 도식화한 것인데, 과거 워크숍형 토론을 통한 학습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문제해결 대안 도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직접 실행하고
그 효과까지 관측한 후 이를 공유한다는 점이다. 문제의 적출부터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그 실행방안(액션플랜)을 과제에 적용해서 그 효과 측
[그림 5-4] 액션러닝 운영프로세스

주 : A/P=액션플랜.
자료 : 회사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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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까지 문제해결의 전체 과정을 다루면서 성찰적 학습을 수행한다는 점
에서 문제해결 방안의 도출에 그쳤던 과거의 워크숍과는 차이가 있다.
액션러닝 워크숍은 과거의 워크숍과 달리 이상과 같은 문제해결의 총체
적 과정에 대해서 토론하고 성찰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된다.
이상과 같이 문제해결 방안의 도출에 그쳤던 과거의 워크숍에서 실행
방안의 도출 및 실제 적용결과까지 피드백해서 완결적인 액션러닝 워크
숍으로 전환된 후 노동자들이 보람은 느끼지만 학습 활동을 더 어려워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5-5]와 같이 실행방안을 시간․자금․인원
등 투입되는 자원의 요구 정도라는 하나의 차원과 그 결과 기대되는 수
익증대․비용절감․회전율 감소라는 투자수익의 또 다른 차원으로 구성
되는 pay-off matrix에 의거해서 실행방안들을 평가하고 도출하는 과정
은 노동자들로서는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기타 일일회의(daily meeting)는 매일 약 40분간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서 안전이나 품질관련 개선책들이 논의된다. 일일회의에는 교대조장, 기
장, 엔지니어, machine checker, 공정기사, 프로세스 스페셜리스트들이
참여한다. 교대조장이 기계설비 운전상황의 정리 보고를 통해 발생한 문
제점을 알리고 요구사항을 제시하면, 문제의 원인과 대책 등을 논의하는
[그림 5-5] 액션플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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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만약 중대한 문제점인 경우에는 교육시간을 배정하기도 한다. 간단한
문제의 경우에는 기장 선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자들의 논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한다. 품질 포커스 미팅으로 기장,
공정기사, 품질팀이 주1회 1시간씩 회의를 갖는데, 소비자 불만, 검사실
의 품질검사 데이터 등을 고려하여 행동계획을 작성하며, 경우에 따라서
R&D나 마케팅과 관련된 내용은 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한다.

5. 작업조직 요약
대전공장의 고성과작업조직 모형의 근간은 변하지 않았으며 진화 중
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전공장의 제품․시장전략, 생산전략, 작업조직 모
형의 핵심은 변하지 않았으며 업그레이드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과업통
합과 관련해서는 QA shift 제도 도입을 통해 현장의 품질관리 기능을 강
화했고, 작업팀의 자율성과 관련해서는 기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교대조
장 권한도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며, 오프라인 참여와 관련해서는
과거의 워크숍 방식을 발전시킨 액션러닝 워크숍 방식을 도입했다. 다만
2013년을 제외하면 2015년까지는 생산과 매출이 계속 증가했지만 2016
년 매출이 감소했고, 2017년에도 저출산과 고령화, 중국수출 문제가 겹쳐
서 매출 감소가 예상되면서 이것이 기존 작업조직에 일정한 부담으로 작
용하여 작업조직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기술변화나 4차 산
업혁명과 관련해서는 3년 전 스마트매뉴팩처링 연구를 시작했고 2017년
연구본부를 발족시켰다.

제3절 인사관리

고성과작업시스템의 핵심은 노동자의 역할 구조인 작업조직이지만, 노
동자들이 역량과 동기를 갖고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역할
은 인사관리가 수행한다. 인사관리의 이러한 역할에 주목해서 고성과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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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조직을 지원하는 인사관리(supporting HRM)로 지칭하기도 한다. 이른
바 AMO 모형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참여기회(opportunity;
O)가 노동자의 역할구조인 작업조직을 의미한다면 그러한 역할을 수행
하기 위한 노동자의 능력(ability;A) 육성과 동기부여(motivation; M) 제
고는 인사관리 영역에 해당된다. 이하 대전공장의 고성과작업조직을 지
원하는 보완재로서의 인사관리는 무엇이며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해왔
는지를 살펴보자.

1. 채 용
대전공장 생산직 근로자는 주로 주변 노동시장에서 조달되는데 공고
나 초대졸 또는 기능대학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채용과 관련해
서 생산직 오퍼레이터는 5년 전에 신규 채용한 것이 마지막으로 그동안
신규채용이 없었다. 왜냐하면 신규투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킴벌리클라
크가 중국에 이어 베트남에 공장을 세우고 생산하면서부터 한국은 인건
비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대전 공장의 경우 아직 정년퇴직에 따른 대체수요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추가 투자도 없고 대체 수요도 없었기 때문에 신규채용이 이
루어질 수 없었다. 앞서 품질관리와 관련해서 QA shift 제도를 도입했다
고 했는데 이는 기계가 가동 중단되면서 발생한 과잉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이다. 만일 제품시장과 투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규
채용이 문제가 아니라 인력과잉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2. 직급체계
생산직 직급체계는 직능자격제도이다. 대전공장에서 직능자격제도를
도입할 때 그 취지는 숙련 보상을 위한 것이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의 고성과작업시스템들 중에는 P&G와 같이 숙련급(skill-based
pay)을 운영하는 경우들이 다수 발견된다. 대전공장은 숙련급의 원리에
부합되는 한국형 제도로서 직능자격제도에 주목하고 이를 벤치마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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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의 상승에 따라 자격등급이 올라가고 자격등급이 상승할수록 자격수
당도 증가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대전공장 제도설계 당시 직능자격제
도와 직능자격수당의 취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기존의 연공급 제도와는 다른,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처우를 하는 제
도를 도입하여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육성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능
력향상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신축적인 조직운영을 할 수 있도록…(YK
대전공장 인력개발부 2001년 2월)”

이러한 취지에 따라 상위 자격등급으로의 승격 평가는 안전, 품질, 담
당업무에 대해서 각각 이론과 실무평가를 실시하고, 절대평가를 하되 종
합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처리했었다(단, 안전의 경우 과락 60
점). 제도 설계 당시 오퍼레이터들의 평가점수는 이론 100점, 실무 120점,
총 220점이 만점이었다. 실무평가는 1차 평가자는 교대조장, 2차 평가자
는 부서장이며, 이론평가는 교육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1년 승격 시 이론시험이 폐지되었다. 그 배경은 다른 공장
과 대전공장의 제도차이 때문이었다. 다른 공장 인원들이 대전공장으로
들어오면서 자기들은 승격 시 이론시험을 거치지 않았는데 대전공장에서
는 왜 하느냐고 항의하기 시작하고 여기에 노조가 동조하면서 결국 2011
년에 폐지하게 된 것이다. 물론 실무평가는 남아 있지만 사실상 연공적
승격이 되면서, 애초 제도를 설계할 때 숙련보상(skill-based pay)을 위한
자격제도로서의 직능자격제도의 성격은 변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전공장에는 생산직의 다양한 경력경로로서 스페셜리스트와 함께 엔
[그림 5-6] 대전공장의 생산직 직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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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어로의 직군 전환을 허용하고 있다. 전문직은 스페셜리스트를 말하
는데, 이에는 사내교수, 프로세스 스페셜리스트, 머신체크, 기타 각종 생
산직 출신 스페셜리스트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현장의 고근속자들로서
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생산직 사원들이 선호하는 직책들이다. 머신체
크는 기계운영 상황에 대해서, 프로세스 스페셜리스트는 최적운영값
(GRS), 각종 매뉴얼 관리, 원부자재 등 이슈들에 관해서, 그리고 기술지
원부에 소속된 스페셜리스트들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
한다.
생산직군에서 관리직인 엔지니어로 전직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동일
한 조건에서 시험으로 엔지니어로 직군을 전환한다. 대전공장의 경우 가
능한 한 현장출신의 엔지니어를 선호하는데 현장출신 엔지니어와 공대
출신 엔지니어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한다. 현장직에서 출발하여 플래
너 및 스페셜리스트를 거쳐 프로세스 엔지니어로 발령 난 사례들이 제법
있는데, 이들의 성과가 높고, LO나 기장의 T/O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력경로로서 생산직 사원에게 동기부여효과가 크다는 평가이다. 2017년
현재 생산파트 엔지니어가 30명 정도 되는데 그 중 대략 1/3 정도가 오
퍼레이터에서 전환한 사람들이다.

3. 보 상
대전공장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낮지 않은 수준으로서 2017년 현재 기
준 오퍼레이터 초임연봉은 3,500만～4,000만 원, 10년차는 6,000만～7,000
만 원, 20년차는 1억 원 정도 수준이다. 담당자의 표현에 의하면 대전공장
생산직 노동자의 연봉수준은 현대자동차에 비해서 낮지 않은 수준이다.
기본급은 단일호봉제이다. 호봉은 총 40단계이며 연간 1호봉 승급한다.
2017년 현재 1호봉의 임금수준은 시급으로 11,400원이다.30) 1호봉에서 7
호봉까지의 호봉피치는 41,700원, 7호봉에서 8호봉으로 승급할 경우 특
별히 189,000원이 상승하고 그 이후 8호봉부터 승급 시 호봉피치는

30) YK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80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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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0원이다. 7호봉에서 8호봉으로 승급할 경우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
하는 이유는 과거 고졸 사원의 5급 호봉테이블과 대졸사원의 4급 호봉테
이블이 단일호봉제로 통합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기본급이 단일호봉제
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표 5-5>에서와 같이 근로자들의 근속연수가
증가하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데, 퇴직률은 매우 낮고 근속연수
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본급 이외에는 앞서 설명한 직능자격에 따른 자격수당이 있다. 대전
공장은 애초 단일호봉제를 실시하면서도 연공급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 차등을 주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노동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제약이 많
았고 결국 직능자격제 도입과 자격수당으로 이를 대체했다. 자격수당의
내역은 <표 5-6>과 같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의 800%를 지급한다. 다만 상여금 지급규정에
재직요건이 있어서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회사측이 승소
했다. 재직요건이란 상여금 지급 당시 재직하고 있는 직원에게만 상여금
<표 5-5> YK의 평균근속연수와 이직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근속연수

14.0

13.7

15.9

15.7

16.3

16.8

17.3

17.9

18.6

퇴직률

2.3

1.5

2.0

1.2

1.2

1.9

1.9

1.9

2.2

자료 : YK 지속가능성보고서, 각 연도.
<표 5-6> 직능자격수당
기본급 대비 자격수당 비중
기원

3.4%

기선

4.8%

기사

5.7%

지도기사

7.3%

선임기사

9.5%

수석기사

12.0%

자료 : 회사제공 자료.

2017년 현재 자격수당 금액 예시
66,600

3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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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급한다는 규정이다. 정기상여금 이외에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으로서 연말성과급(profit-sharing)도 있다. 연말성과급을 공식
제도화한 것은 2014년도이다. 그 이전에는 지급기준 관련 산정식이 없었
고 경영진이 노조와 협의해서 지급했는데 그때마다 노조는 성과배분을
마치 협상임금인 양 접근해서 문제가 많았다고 한다. 2014년에 도입한
성과배분 산정식은 성과배분 지급률을 매출액 성장률과 영업이익 성장률
의 두 변수로 구성했다. 성과배분 산정식에 따라 2015년에는 400%, 그리
고 2016년 200% 정도를 지급했다.
연말성과급 지급률 = 매출액성장률 * 20% + 영업이익성장률 * 12.5%

4. 교육훈련
대전공장의 교육훈련은 4조 근무제와 관련해서 고강도 교육훈련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킴벌리클라크와 비교해서 차별화되는 대전공
장의 대표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우선 신입사원 교육은 인사팀에서 실시
하는 오리엔테이션 1주, 교육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 7주, 그리고 현장
OJT 4주로 구성된다.
재직자 교육으로서 교육팀에서 주관하는 오프라인 교육은 다양한 주
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4/2교대의 4일간의 휴일 중 마지막 날에 8시간
교육을 실시해왔다. 4조 3교대 당시에는 한 달 교육일이 3.5일 정도였는
데, 2004년 조합원들이 투표로 결정한 4조 2교대체제에서는 한 달 교육
일이 단축되어 3일 정도로 축소되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288
시간 정도이다. 오프라인 교육과는 별도로 현장에서는 일상적으로 OJT
를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OJT 교육내용은 공정분할, DTK, 업
무할당의 과정을 거쳐서 도출된다. 과거 대전공장 생산직 근로자의 교육
내용 사례를 보면 <표 5-7>과 같은데, 한 달에 3일간의 교육이 실시되
고 교육 내용을 보면 직무교육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양교육도 많이 이루
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방식은 2016년과 2017년에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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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1개 교대조의 2005년 특정월의 교육훈련 내용
○월 1일
08:00-09:00 영어회화
09:00-10:00 팀목표관리
10:00-11:30 품질(GMP,
소비자 불만)
12:30-14:00 안정규정검토
그룹손실관리회의
14:00-15:00 신뢰구축Ⅱ W/S
15:00-16:00 신뢰구축Ⅲ W/S
Change Road
Map

○월 12일
08:00-09:00 존중문화 W/S
09:00-10:00 영어회화
10:00-15:00 MPC과정
15:00-16:00 현장커뮤니케이션
*신입사원 리콜교육
안전(2H), 품질(2H),
기계공정(3H)

○월 28일
08:00-09:00 VTR사보/
커뮤니케이션
09:00-10:00 영어회화
10:00-11:30 원가 W/S
12:00-14:00 명화감상
14:00-15:00 신뢰구축 Ⅳ W/S
게임이론
의사결정
15:00-16:00 노동조합교육

주 : 1) MPC 과정 : 기술심화교육으로서 10년 이상 된 오퍼레이터들이 본인이 배우
고 싶은 스페셜교육을 전문적인 스페셜리스트와 조인하여 학습.
2) 현장 커뮤니케이션 : 휴일 4일차에 현장 기장과의 대화를 통해 공정과 품질
이슈에 대하여 확인하고 담당파트와는 기계상태 및 품목을 확인함으로써
휴일로 인한 작업상의 단절을 보완.
3) 신입사원 리콜 교육 : 신입사원 중 현장 적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추천받
아서 재교육.

수정되기 시작한다.31) 즉 과거의 교육훈련 모형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는 가능했지만, 중국 충격 등으로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게 되
면서 ‘유연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유연성은 3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크게 사원의 다기능화, 교육시간의 유연화, 교육의 원가경쟁력 기
여 강화가 그것들이다.
우선 다기능화는 원래 대전공장 교육훈련 모형에서도 핵심적인 내용
이었지만 소순환(기계 내 순환)을 넘어 중순환(기계 간)과 대순환(다른
공장 간)까지 포함하는 인력의 유연한 활용을 위한 다기능화가 필요해지
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례를 들면 2017년 7～8월간 중국수출이 줄어들
면서 유아용품 기계 한 대가 가동이 중단되었는데, 담당 인원들을 정리

31) 이러한 교육방식의 변화가 대전공장 작업시스템 변화의 상징이자 한국의 제조업
에 주는 함의가 크다고 판단된다. 성장 정체 내지 간헐적 쇠퇴기에 대전공장이
직면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출현하고 수정․보완되어 진화해나가는 작
업시스템의 대표적인 모습으로서, 이는 경쟁력 위기와 저성장기를 겪고 있는 대
부분의 한국 제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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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하지 않고 충주나 김천공장으로 배치 전환시켰다. 기계 1대에 4개의
교대조가 근무하기 때문에 인원은 총 28명(1개 조 7인*4개 조=28명)이
다. 배치 전환 방법은 직무공모제 방식을 통해서 추진했고 희망자가 너
무 많아 김천공장 팀장이 면담해서 선발했다. 이는 공장 간 로테이션으
로서 유형으로 구분하면 대순환에 해당된다. 평소의 교육훈련도 소순환
만이 아니라 중순환과 대순환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시간의 유연화는 과거와 같이 교대근무 마지막 날에 고
정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물량 변동 등에 맞추어 교육
시간을 유연화하는 것, 기계 가동 중단 시 교육실시, 제품 간 획일적인
동일시간 교육을 제품별 교육시간으로 다양화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교
육시간 유연화를 위해서는 강사가 추가로 필요해졌고 이를 위해 신규로
사내강사 31명을 선정하여 SOJT(중순환을 위한 다기능화 교육)와 액션
러닝 등을 담당하게 했다. 이로 인한 부수적인 효과로서 사내강사를 담
당하면서 자부심과 책임감도 증가했는데, 사내강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
해 교재개발비와 강의료를 일부 지원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원가경쟁력 강화인데 이는 ⅰ) 교육비용 절감, ⅱ)
교육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의 강화, ⅲ) 원가경쟁력 측정으로 구분 가능
하다. 교육비용 절감은 교육시간의 낭비를 줄이는 것인데 과거 획일적으
로 특근을 통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다가 가동률이 불규칙해지면서 기계
가동 중단 시 교육을 하는 식 등으로 유연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노조
등 일부에서는 특근비용 보전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교육을 통해 개선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까지만 다루었는데, 이를 넘어
아이디어의 실행과 그 효과까지 워크숍에서 다루도록 하는 문제기반 교
육, 즉 액션러닝을 도입하고 액션러닝 워크숍으로 발전시키면서 교육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의 강화를 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원가경쟁력 지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의 교육이다. 과거에도 다기능화를 추진한 결과(기계
내) 오퍼레이션 스킬은 매우 향상되었지만 트러블 슈팅 스킬은 약했다.
즉 낭비나 지연 등 전체적으로 원가절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해결 능력은 취약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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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육의 변화가 근로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가는 것에 대한 보
상으로 생애직업이나 경력개발 등 일․가정양립(WLB) 관점의 교육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유연성 제고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은 교육을 통한 원가경쟁력의 강화 방법이 인간을 로봇처럼 다루면서 추
진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문제해결자로 육성하면서 추
진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담당부서 책임자가 누누이
강조한 포인트이다. 담당자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원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교육도 인간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인간을
로봇처럼 취급하면 원가경쟁력은 대폭 강화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치를 높이면서 동시에 원가경쟁력도 강화하는 방식이
해답입니다. 인간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문제해결자로 육성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담당자 면담).”

5. 정보공유와 노사협력
대전공장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생산관련 모든 정보를 피
드백해주고 있는데 이는 공정매뉴얼에서 명기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
체 직원을 대상으로 중층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노사 간 신뢰를 형성하고
있다. 생산성, 생산 누적량, 효율, 낭비, 지연 등 생산관련 정보는 공정엔
지니어가 일일 생산현황보고를 작성해서 일일회합(daily meeting)과 교
대조 회의에 피드백하고 게시판에 공지하고 있다. 품질정보는 품질기사
내지 품질테크니션이 다양한 원천의 품질관련 정보를 다양한 주기로 피
드백하고 있다. 이와 함께 YK는 전사 차원에서 각종 정보를 폭넓게 공
유함으로써 노사 간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매년 2회 조합간부와 사장과
의 대화를 개최하여 경영현안 등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고 있다.
YK 노동조합은 1994년에 설립되어 1996년에는 8일간의 파업이 발생
할 정도로 처음부터 협력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으나, 이후 문국현 사장
재임 시 매우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했다. 그러나 2017년 9월 현재
대전공장 정문에 깃발과 플래카드, 정기적인 방송 등 외형상 노사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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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임금피크제 등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진
행되고 있는 듯한 양상인데, 정문의 플래카드에는 무능경영자 규탄, 교육
시간 변경 불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내용이, 공장 안에는 임금피크제
관련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정문에는 노동조합이 정기적으로 마이크로
선전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전반적인 노사관계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는 시선이 있는 반면 사회전반적인 분위기와 관련해서 사
태를 조금 더 심각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일부
노조 집행부의 성향의 문제이지 YK의 노사관계가 질적으로 변하지 않았
다고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작업시스템의 변화나 특히 최근
사회분위기의 변화와 연관시켜 심각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공존하고 있
어, 섣부른 판단보다는 추후의 전개과정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6. 인사관리 요약
YK의 고성과작업조직을 보완하는 인사관행들의 기본적인 골격은 변
하지 않았지만, 신규투자 중단으로 지난 5년간 생산직 신규채용 중단.
2011년 직능자격 승격에 있어서 이론시험의 폐지, 2016년부터 본격적으
로 시도되고 있는 교육훈련의 유연화 등으로 인사관행의 큰 틀은 변하지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 미세조정과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YK 모델의 중요한 인프라로 기능해왔던 협력적 노사관
계의 성격이 질적으로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4절 요약 및 함의

대전공장의 고성과작업조직 모형의 핵심은 변하지 않았으며 업그레이
드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과업통합과 관련해서는 QA shift 제도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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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현장의 품질관리 기능을 강화했고, 작업팀의 자율성과 관련해서는
기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교대조장 권한도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며,
오프라인 참여와 관련해서는 과거의 워크숍 방식을 발전시킨 액션러닝
워크숍 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인사관리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평가를 어렵게 하는 양면적인
메시지가 공존하고 있다. 킴벌리클라크의 신규투자 중단과 중국시장의
충격으로 인한 일부 기계 가동중단 및 과잉인력 발생, 그리고 신규채용
중단, 직능자격 승격에 있어서 이론시험의 폐지로 직급체계의 연공성 강
화와 고근속화 및 단일호봉제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 현상적으로 포
착되는 노동조합의 항의 시위 등은 고성과작업조직을 보완하는 인사관리
에 있어서 이상 징후들로 포착된다. 반면 다기능화를 통한 인력의 유연
한 재배치와 교육훈련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서 성장 정체기에 적응하고
있는 점 등은 대전공장 작업시스템이 그 합리적 핵심을 보존하면서 새로
운 환경에 적응해서 계속 진화․발전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
달한다.
대전공장 작업시스템 중 인사관리 측면에서의 최근 변화들이 전하고
있는 양면적 메시지에 대해서는 성급한 판단보다는 추후 전개과정에 대
한 보다 세심한 관찰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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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서비스업의 일터혁신 모델 - SH

제1절 들어가는 말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줄어들고 경제의 서비스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
되어 온 것에 비하면 서비스 산업의 노동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
성이 낮다는 비판은 여러 차례 경제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지만, 정
작 서비스산업에서 어떻게 혁신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는 드물고, 개방
도를 높이고 규제를 혁파하여 경쟁이 심화되면 저절로 서비스산업이 발
전할 것으로 전제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지적 풍토
하에서 서비스산업의 일터혁신에 대한 기존 연구는 조성재 외(2011)를
제외하면 거의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서비스산업이야
말로 노동과정의 혁신이 곧 품질 혁신이고 생산성 향상의 길이기 때문에
사람의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일터혁신에 대해 깊고 넓게 연구해야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생활의 질(Quality of
Working Life)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기술발달이 빠르게 이루어질 경우 기존의 서비스 노동과정이 근본적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는데, 향후 이를 어떻게 능동적으로 재편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역시 기술과 기능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필요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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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서비스 노동자와 소비자의 만족도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기
술체계와 숙련의 결합방식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비하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서비스산업의 일터혁
신에 대한 선행연구는 희소한 편인데, 그 요인 중 하나는 일터혁신 연구
가 대부분 제조업을 배경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 도요타자동차나
유한킴벌리 등을 모델로 한 제조업 혁신 모델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서
비스산업에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 더욱이 제조업 내 업종 간 이질성에
비하여 서비스산업 내 업종 간 이질성은 훨씬 더 커서, 서비스산업에 일
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일터혁신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따라서 상당한 시간 동안 우리는 몇몇 대표 업종과 직종에 대한
연구로부터 서비스산업의 일터혁신 모델들을 탐색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
하다.
본 장에서는 서비스산업의 대표적 업종으로 간주될 수 있는 병원의 간
호사 업무를 사례로 하여 서비스산업의 일터혁신 모델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서비스산업의 일터혁신에 대한 거의 유일한 연구인 조성재 외
(2011)에서는 호텔, 병원, 소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을 다루었는데, 이
중 병원의 간호사 노동과 관련하여 독일 샤리떼 병원 이외에 우리나라의
A병원 사례를 통하여 혁신 모델을 탐색한 바 있다. A병원은 민간 자본
이 투하되어 의사들이 아닌 전문경영인이 병원을 경영하면서 기존의 대
학 병원들과 차별화되는 조직운영과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으며, 따라서
일터혁신 모델로 주목받아 왔다. 다만, A병원은 노조 기피적 경영을 선
택함으로써, 일터혁신의 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인 노사관계 측면에서 베
스트 프랙티스 모델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노사관계가 비교적 양호하면서, 동시에 인적자
원관리와 인적자원개발 등에서 앞선 관행들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 SH병원 사례를 분석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이 병원은 이러한 노력
들의 결과 NCSI 평가에서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병원
중 최초로 국제의료기관 인증인 JCI도 통과한 바 있다. SH병원은 국내
의 유력한 사립대학 병원 중 하나로서 수도권에 세 개의 병원을 설립하
여 운영하고 있으며, 병상 수는 SH 가, 나, 다 병원 각각 2,453병상,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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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114병상으로 규모의 차이가 꽤 큰 편이다. 따라서 이하 내용은 주
로 주력 병원인 SH 가 병원을 중심으로 설명하게 될 것이다. SH병원에
는 총원 7,757명(2017년 11월 현재, 파견용역 제외)이 근무 중인데, 그 중
일반직 3,600여 명, 간호직 4,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호직 중 계
약직은 371명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17년 10월과 11월 중 회사측 간부 K씨와 전 간부
S씨, 그리고 노조측 간부 K씨와 J씨에 대한 인터뷰를 수행하고 련 문헌
자료를 검토하였다. 이하에서 일터혁신의 구성 요소인 작업조직과 노동
과정,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개발, 노사관계 등의 영역별로 SH병원이
어떤 고용관계를 지니고 있는가를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 일터혁신의 관
점에서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제2절 작업조직, 노동과정과 교대제

1. 작업조직과 노동과정
간호 업무를 중심으로 병원 조직을 살펴보면 [그림 6-1]과 같이 외래,
입원, 중환자(응급실 포함), 수술의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각 영역과 실별로 수간호사와 파트장을 중심으로 한 위계조직이 작동하
고 있으며, 이들은 다시 의사들의 통제 및 협력 하에서 일하게 된다. 의
료업계에서 상대적으로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의사들과의 갈등 혹은
억압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SH병원의 경우 간호 부원장 제도를 두고
있어서 나름대로 간호사들의 이해를 조직적으로 대변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또한, 각 업무 단위별로 각종 위원회에 간호사들이 의료기사나 지
원부서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합리적인 건의는 수용되는
조직문화가 발달해 있다고 한다.
[그림 6-1]에서 볼 수 있듯이 각 간호국의 영역마다 요구되는 서비스
의 종류와 역량의 중점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외래 부문은 환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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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과 설명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입원실은 적절한 처치 및 간호
와 더불어 교대근무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중환자실은 생명에 직결됨에
따른 전문적 능력 확보, 수술실은 차질 없는 수술보조에 중점을 두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네 가지 영역 모두에서 Expert를 강조하
고 있는 점인데, 결국 SH병원의 역량 중심의 접근법을 확인하게 된다.
그렇지만, 역량을 키우고 발휘하는 데 있어서 전제조건인 적정한 정원
의 확보는 초우량 병원인 SH에서도 고질적인 문제로 남겨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할 예정인데, 그나마 최근 간호 1등급을 획득하여 간
호사 수가 상대적으로는 많은 편에 속한다. 간호사 수가 부족할 때는 기
능적 간호(Team Nursing)를 채택했었는데, 이는 주사, 투약, 처치 등 간
호업무별, 기능별로 담당간호사를 정해 테일러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분
절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따라서 적은 인원으로도 효율적으
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지만, 환자중심과는 거리가 먼 시스템이다. 이
에 따라 SH병원에서는 1999년경부터 총체적 간호(일명 My Patient 시
스템)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는 어느 정도 직무 통합이 이루어져 환자
[그림 6-1] SH 간호국 영역별 중점사항

자료 : SH 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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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담당 간호사가 간호의 전 영역을 담당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호사 1명이 10명 내외의 환자를 돌봐야 하기 때문
에 환자에 대한 서비스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피면담자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사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환자의 입원에서 퇴원까지의 전 과정
을 책임지는 Primary Nursing(환자 입장에서 일명 My Nurse 시스템)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 수가 더 늘어나야
할 뿐 아니라(예 : 간호사 대 환자, 1 : 5), 간호사의 권한과 역량이 현재보
다 훨씬 높아져야만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범
실시 중이어서, 일단 새로운 제도의 적용과 평가 이후에 다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많은 간호사 수를 감당할 만
큼 국민들이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의 여부로서 국민적 공감대 형
성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SH병원은 일찌감치 기능적 간호에서 총체적 간호로 전환함으
로써, 간호 업무의 업그레이드를 이뤄왔는데, 최근 10여 년간 전산화가
빠르게 진척되면서 더더욱 업무 향상이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정보
기기들을 적절히 활용하게 되면서 기존에 의사가 독점하던 환자 정보를
공유하게 된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증진을 통한 서비스의 질 제고를 가능
하게 한 것이다. 의사와 간호사 간, 간호사와 환자 간,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와 간호사 간 정보의 소통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정확도가 높아
지면서, 의료사고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짧은 시간 내에 더 적절한 서비
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정보기기들을 활용하여 질환과 처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투약 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는 것에 의해서
도 서비스의 질은 제고될 수 있었다. 아울러 관련된 교육훈련의 효과가
향상된 것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구체적인 정보를
입력하는 시간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법의학
적 상식도 늘어나고 권리도 향상되어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진료
기록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산화와 정보화가 오
히려 업무량을 크게 늘리게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분명히 인원은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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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무량에 치이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산화에 따라 입력시간이 증가하였지만, 전반적으로는 간호 1등급 획
득을 위한 인력 충원에 따라 직접간호시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던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자에 대한 직접간호시
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혁신 활동이 필요했다. 이와 관련하여 몇
몇 혁신 사례를 들을 수 있었는데, 제도적으로는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우수한 제안의 경우 상․하반기 각 1회 100만 원의 포상이 이루
어지기도 한다.
업무 개선의 사례로서 주목할 만한 것은 간호사들이 전화 걸기와 받기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이를 분석하여 룰에 따라 처치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예를 들어 혈당 수치를 측정한 후 일정 범위
(sliding scale) 내에서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투약할 수 있도록 바꾼 것
이다. 또한 인턴 및 전공의와의 업무 분담을 분명히 함으로써,32) 순수한
간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한 사례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H병원조차 직무분석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한다. 제조업 공장에서는 혁신의 전제조건이 직무분석인 것에 비하면 서
비스업의 다른 발전 경로를 떠올리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병원측은 직
무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노조는 이것이 성과를 수치화하여
인사고과에 쓰겠다는 목적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 고용과 교대제
SH 가, 나, 다 병원의 전 직원은 대략 1만 명에 달하는데, 그 중 정규
직이 6,200여 명이며, 그 중 간호사가 3,700여 명(가 병원에 2,800명) 정
도이다. 이밖에 직접고용 계약직이 1,000여 명, 의사가 1,000여 명, 파
32) 특히 수도권 병원의 경우 전공의 숫자가 적어서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 요인 중
하나는 지방에 강제적으로 전공의들을 할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공의
숫자가 적을 경우 불가피하게 간호사들에게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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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외주 2,000여 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견․외주는 분당의 S병원
이 출범부터 확대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상대적으로 SH병원은
적은 편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수에 따른 간호등급을 매겨 수가에 반영하고 있
는데, SH병원은 최근 1등급을 획득하여 높은 수가를 적용받고 있다. 간
호등급은 병원의 종류별로 다른데, SH와 같은 초대형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도가 2.0 정도로 높기 때문에 간호사 수도 많을 것을 요구받고 있다.
SH병원은 간호등급과 더불어 다인실을 많이 확보하라는 정부 정책에 부
응하여 최근 78명을 추가로 채용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교대로 근무가 이루어지는 것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례로 한 병동에 52베드가 있다고 하면 주간(day; 06 : 00～14 : 00), 석
간(evening; 14 : 00～22 : 00), 심야(night; 22 : 00～06 : 00)조 인원이 각각
6, 6, 4명으로서 한 시점에 6명이 52명의 환자를 보면 간호사 1인당 환자
10명 이내로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33) 야간에는 4명이 근무하면서,
좀 더 많은 환자를 케어할 수 있다고 본다. 과거 2등급 때는 간호사 1명
당 12명을 보기도 했기 때문에 1등급을 획득하면서 확실히 업무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3교대 업무를 위한 교대조는 5조이
나, 실제로는 4.5조 3교대 정도로 운영된다고 한다.
교대근무의 순서를 번표라고 하는데, 이것을 둘러싼 엄청난 갈등과 작
업장 정치가 작동한다. 간호사 사이의 선호도 반영 문제도 있지만, 그보
다는 상급자가 하급자의 희망 휴무일을 얼마나 반영해주는가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에 따라 SH병원 노조는 단체협약 제41조 1항에 “3교
대 근무자들의 근무표는 당사자 및 부서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해당부서 번표위원회에서 작성한다. 단, 필요 시 부서원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제40조 4항에서도 “근무자들의 근무표는 당사자들과 협의
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조 간부는 이를 매우 중요한 노조의
성과로 언급하였다. 즉, 단협에 이러한 협의권을 명문화함으로써, 중간관
리자가 자의적으로 번표를 짜는 것을 피하고, 가급적 휴일을 필요에 따
33) 암병원의 경우 5, 5, 3명으로서, 이렇게 병동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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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우에 따라서는 연속하여 쓰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더욱 주목할 것은 최근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단협 조항들
이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단협 제40조 5항, “3교대 근무자의 근로시간이
바뀔 때 16시간 이상의 시차를 둔다. 단, 22 : 00～06 : 00 근무자가 1개월
에 7일 이상 또는 2개월 동안 12일 이상 야간근무 시 수면 off 1일을 부
여한다”가 그것으로서,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조의 노력의
결과이다. 이는 물론 충분한 휴식이 부여되어야만, 정상적인 업무와 환자
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간호 업무의 특성에 기반한 개선임에
틀림없다. 더욱이 수술실의 경우 과거 새벽 2～3시까지 수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당일 오전 7～8시에 출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비일비재했는
데, 노조의 노력에 의하여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이상 수술하
는 경우 다음날 수면 off를 부여하도록 되었다. 수술과 환자의 안전을 위
한 당연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단협 체결에서야 실현된 것이 놀
라울 정도이다. 이렇게 노조의 요구에 의하여 증원 요인이 발생했지만,
중요한 것은 적정한 휴게․휴식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 수
행과 나아가 노동과정의 혁신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SH병원은 간호조무사는 거의 쓰고 있지 않은데, 이는 간호사만이 멀
티잡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시범 도입에 따라 계약직 형태로 일부 간호조무사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고 한다. 기타 외래 병동에서 처결업무를 위한 계약직 간호사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대 분위기를 따라 2017년 임
단협에서 SH병원 노사는 200명을 정규직화하기 위한 T/F를 구성하였다.
한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간호사들의 이직률은 매우 높은 편이며,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의 40～50%만이 병원에 취업하고 있을
정도로 장롱면허가 많은 실정이다(보건복지통계연보 참조). SH병원의
경우도 이직률은 10%에 근접할 정도로 높은 편인데, 그나마 다른 병원
들의 15～20% 수준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 한 요인으로서
심야근무가 지목되어 왔기 때문에 SH병원 노사는 야간전담간호사 제도
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준비의 미비로 지원자가 적어서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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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고 있지 못하다.
높은 이직률 등으로 인하여 SH병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8～9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일반직이나 기능직들이 20년이 넘는 것에 비하면
짧은 편이다. 그나마 이것도 저근속자와 고근속자로 양봉 분포를 보이고
있어서, 현장에서 가장 왕성하게 일하고 숙련 수준도 높은 근속 3～5년
정도의 중견 간호사를 경력직으로 채용한 적도 있다. 노조와 회사의 여
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호 인력의 높은 이직률은 여전히 일터혁신의 과
제가 막중함을 제기해준다고 할 것이다.

제3절 인적자원관리와 인적자원개발

1. 평가와 승진
일터혁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려는 유인을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
을 해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성과주의는 오히려 팀워크
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동기유발 제도의 운용과 구성원들의 수
용성이 요구된다.
SH병원의 경우 일반직과 간호직 사이에 인사제도 상의 큰 차이는 없
다. [그림 6-2]에서 볼 수 있듯이 1～8급에 이르는 승급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고졸 기능원들은 보통 6～8급에 위치하며, 대졸자들은 입직구가
달라서 5급으로 입사한다. 간호사들은 5급에서 4년이 지나면 4급으로 승
진할 수 있는 시험 자격이 주어지며, 고시라고 불리우는 이 시험에 통과
해야 4급이 될 수 있다. 또한 4급에서 다시 2년이 지나면 3급 승진시험을
볼 자격이 생기는데, 역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승진이 가능하다. 1급 국
장급과 2급 부장급은 병원 전체로 100여 명에 불과할 정도로 적은 숫자
이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대부분 3～5급 사이에 분포한다. SH병원에는
현재 3급 간호사가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들 중 일부만 파트장, 수간호사
등 보직을 갖고 있으며, 많은 수는 무보직 3급을 부여받고 있다.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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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승진율은 10% 정도로 매우 낮아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4) 파트장 등 보직 간호사들의 경우는 50만 원의 활동비가 주어
지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인센티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시 승진 제도는 2000년대 초반에 도입된 것으로서, 그 전에
는 거의 인사고과에 의해 승진이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인사고과의 공정
성에 대한 의구심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노조의 요구 등도 있어서
결국 고시 중심으로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평가비중은 시험과
인사고과가 각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 20%의 비중을 차지
하던 면접 점수는 노조의 반발로 없어졌다. 즉, 최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고과 승진이 일부 남아 있기는 하다. 또한 3급에서 2급 이상으로 승
진하기 위해서는 면접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5급에서 3급까지는 직급 상승에 따른 업무의 차이가 적어도
간호사의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급의 경우도
[그림 6-2] SH병원의 승급 시스템

34) 그러나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정책적으로 승진율을 20%로 올
린 적도 있다고 한다.

138 일터혁신의 현단계와 발전 방향

대부분 무보직으로 일하기 때문에 4급과 업무상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
으로 풀이된다. 직급수당의 경우도 과거 5급 10만 원, 3급 15만 원에서
2015년에 각각 12만 원과 19만 원으로 인상된 정도로 직급 상승에 따른
보상의 차이도 크지 않은 편이다.
참고로 기능원의 경우는 시험은 없고, 연공에 따라 8～6급 승진이 이
루어진다. [그림 6-2]에서 볼 수 있듯이 6～8급 기능원의 숫자는 700여
명에 불과하고, 간호사와 일반직들은 3급에 3,000여 명, 5급에 2,000여 명
등이 분포하고 있어서, 일반직의 경우도 간호사와 같이 쌍봉 형태를 보
이는 조직 구성이라고 한다.

2. 임금체계
SH병원은 전 직원 단일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간호직과 일반직의
구분이 없이 1～8급 호봉표가 미리 정해져 있다. 그리고 각급의 최고 호
봉수도 다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8급은 23호, 5급은 30호, 4급 23호,
3급 32호, 1급 15호봉 등이다. 그런데, 각 급에서 상위 급수로 승급할 경
우 해당 급수의 1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받던 기본급보다 조금
더 높은 임금을 주는 호봉을 찾아서 올라가는 시스템이다.35) [그림 6-3]
의 화살표는 이 같은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각 급별로 우상향하는 호봉
표가 있는데, 한 급수에서 순차적으로 호봉이 올라가다가 승급이 되면
위 호봉 그래프의 유사한 액수 호봉으로 이동하고, 또 호봉이 올라가다
가 승급이 이루어지면 역시 위 등급의 직선으로 경로가 바뀌게 된다.
결과적으로 강한 연공성, 단조로운 우상향 곡선을 특징으로 하게 된다.
다만, 개인마다 곡선의 기울기는 역시 얼마나 빨리 승급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임금체계는 비경쟁적이면서도 승진체계와 결합할 경우 다소
경쟁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승진에서 시험성적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재량권이 큰
편은 아니다.
35) 인터뷰에 의하면 급수가 하나 올라갈 때 연봉의 차이는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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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SH병원의 직급별 호봉급 실태

자료 : SH병원 노조.

이렇게 기본급이 연공적으로 결정되지만, 실제 임금 결정에서는 야간
근무에 따른 수당이 큰 영향을 미친다. 그밖의 수당들로는 직무(기술)수
당과 책임수당, 복리후생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이 있
다. 직무수당은 약사, 간호사, 검안사 등 41,000원, 기술사 59,000원, 조리
사 16,000원, 외래수납 34,000원 등이며, 책임수당은 마약관리자 41,000원,
방사선안전관리의사 70,000원, 혈액관리의사 65,000원 등이다. 복리후생
수당은 중식보조비 100,000원을 의미하며, 위험수당과 가족수당은 15,000
～30,000원 수준으로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다. 직급수당은 8급 124,000
원에서 1급 312,000원까지이다. SH병원 수당 중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장
기근속수당으로서, 5～10년 미만 92,000원, 10～15년 미만 123,000원, 1
5～20년 미만 154,000원, 20년 이상 195,000원이다. 결국 수당체계에서도
연공성과 승급 여부가 중시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기본급과 통상수당을 합친 통상임금을 베이스로 하여 상여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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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어지는데, 그 중 600%는 정기 상여금이며, 400%는 통합수당이라고
불리며, 이는 명절 상여 50%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정기 상여와 큰 차이
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일시금 100만 원 등이 주어진다.
SH병원의 최근 임금인상률은 2017년 1.5%(호봉상승분/자연상승분 포
함 시 3.5%), 16년 3.5%, 15년 2.5% 등으로서, 경제성장세의 둔화 속에서
임금인상률은 분명히 하향 조정되었지만, 꾸준한 인상이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사업장에 비하여 고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 인적자원개발
일터혁신은 현장 근무자들의 암묵적인 지식과 창의적 아이디어, 열정
등을 조직적으로 발굴하고, 고무하고,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교
육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 실제로 현장감독자를 중심으로 한 구성원들
의 역량이 일터에서의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SH병원은 특별히 간호사들의 교육에 대하여 매우 큰 역점을 두고 있
다. 전체적으로 1년 동안 5급은 7학점, 4급은 8학점, 3급은 9학점을 이수
해야 하는데, 통상 1학점은 2시간 정도의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그밖에
간호국과 병동별로 별도의 교육이 실시된다. 교육의 이수 여부는 인사고
과와 승급에 반영되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이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1년 동안 요구되는 학점을 따도록 하기 위해서, 회사는 교육 메뉴를
제공하고, 개인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간호국과 병동별 교
육은 의무와 필수 교육이 적지 않다. 강사로는 선배 간호사와 의사 등이
나선다.
교육대상별로 SH병원의 교육체계를 살펴보면 [그림 6-4]와 같다. 온
라인 교육이 4종 41개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신규간호사, 재직간호사,
간호관리자, 간호국 직원별로 각기 다른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후진 양성을 위하여 자대 간호과 학생들뿐 아니라,
병원이 없는 대학의 간호과 학생들에 대한 수탁 교육도 실시되고 있
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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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SH 간호교육체계도

위 그림 가운데, 특별히 신입 간호사들의 교육 흐름도를 다시 정리한
것이 [그림 6-5]이다. 이론과 실기 교육 이후 부서에서 9주 이상 경력자
로부터 오버랩 교육을 받은 후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인사발령이
나게 된다. 이후에도 평가시험과 동료 미팅, 역량 강화 교육 등 1년이 되
기 전까지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거치게 된다.
실제로 SH병원에서 이러한 교육훈련 제도가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육인원을 확인하였다. <표 6-1>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6년에 교육 대상 인원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그림 6-5] 신입 간호사들의 교육 흐름도

36) 실제로 전국의 간호 관련 200여 개 과 중에서 자대 병원에서 실습하는 경우는
20%에 불과하다고 한다. 80%는 다른 병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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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2015∼2016년 교육인원 비교
(단위 : 명)

신규간호사

재직간호사

2015년 교육 인원

1,289

3,812

528

423

2016년 교육 인원

1,691

5,718

528

840

2015년 대비 증감
2016년 교육 대상자 수
1인당 교육횟수

31.2%↑
50.0%↑
- 신규간호사 - JCI 인증 준비
추가 채용 - 보수교육 증가

간호관리자 간호국 직원

-

98.6%↑
- JCI 인증
준비

237

2,545

107

609

7.13회

2.25회

3.95회

1.37회

자료 : SH병원

는 국제 인증인 JCI를 획득하기 위한 것도 작용했지만, 전반적으로 SH
병원이 훈련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1인당 연간 교육횟수
에서 신규 간호사 7.13회 이외에 재직간호사와 간호관리자들도 2.25회와
3.95회의 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필요 이
수학점을 채우게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주간 상시근무자의 경우 점심시간 전후를 활용하여 교육시간
을 확보하기 쉽지만, 간호사들은 교대 업무 때문에 교육받을 시간을 빼
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국 차원에서 방대한 양
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의료기술의 발달과 인사고과 및 승진에 미
치는 영향 때문에 간호사들은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
다고 한다.
한편 조성재 외(2011)에서 A병원의 우수사례로 소개된 경력개발제도
(career ladder system)는 SH병원에는 아직 전면 도입되지는 못하였으
나, 중환자실에서 우선 도입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1-2-3-4 단계로
경력승단제가 설계되어 있어서, 승단할 수 있는 요건들을 정해두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특정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대학원을 졸업해야
한다는 등이다. 현재 중환자실에 2단계까지 해당자가 탄생하여 3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A병원과의 차이는 이러한 경력 개
발이 경제적 보상과 연계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며, 업무 연관성이 떨어진
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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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인사고과와 경력개발이 따로 가는 이유 중 하나는 의사, 행정
직, 노조의 반발 등 때문이다. 즉, 전문간호사 등이 되어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에 대한 견제, 간호사만의 또 다른 승진과 보상 가능성에 대
한 행정직의 반발, 시험과목과 실제 업무 역량과의 괴리를 주장하는 현
장 조합원들의 저항과 현장 주도권 상실 우려 등 때문에 SH병원에서 경
력개발제도는 매우 조심스럽게, 장기에 걸쳐서 시험, 도입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이중 현장의 숙련을 객관화하기 어렵다는 노조의 반발은 수긍되는 측
면이 있지만, 전문간호사 제도에 대해서도 노조의 반응이 시큰둥한 등
역량 개발을 인사제도와 연계시키는 것에 대한 노조의 소극적 저항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노조는 경쟁형 내부노동시장이 도입되고 정착되어 집
단적 목소리가 약화될 것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한편
으로는 현재의 교육훈련 제도로도 충분히 환자 간호에 대응할 수 있었는
데, 조합원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제도까지 도입해가면서 훈련을 받기에
는 인원과 시간이 부족한 것에 대한 불만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것으로 풀
이된다. 물론 더욱 중요한 것은 의사와 간호사의 분업과 관련한 제도적
장벽 등 때문이기도 하다. 아무리 전문적인 역량을 키운다고 하여도, 처
방권을 주지 않는 한 간호사 업무의 한계는 분명한 편이며, 따라서 국내
어느 병원도 전문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한편, 흥미로운 것은 간호직의 경우 일반직과 교육훈련 예산이 통합
관리되고 있어서, 해외 연수를 쉽게 가지 못한다고 한다. 결국 간호국은
외국인 수탁교육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돌파하였는데, 이러한 관행들은 간호사들의 연수와 훈련에 대한
열의를 확인해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제4절 노사관계와 일터혁신

SH병원 노사관계는 상호신뢰와 협력적인 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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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노조가 결성된 1960년 이후 항상 그러했던 것은 아니며, 특히 2007
년 28일간에 걸친 장기 파업 이후에 상처를 보듬으면서 형성해온 관계라
고 볼 수 있다.
SH병원 노조는 한국노총의 핵심 사업장 중 하나로서 1960년 최초로
결성되었으나, 5.16 군사쿠데타 이후 해산명령을 받았다가 1963년에 재
결성되었다. SH병원 노조는 2013년 발간된 50년사에서37) 스스로의 역사
를 1) 노동조합의 태동과 재건(1960～1974년), 2) 노동조합의 성장(197
4～1981년), 3) 노동자대투쟁의 바람 - 탄압과 단결(1981～1990년), 4) 노
동조합의 강화와 안정(1990～2003년), 5) 대립과 갈등을 넘어 조합원 행
복시대로(2003～2012년) 구분하고 있다.
SH 노조는 오랫동안 기능직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식당 운영권
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회계 문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
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2005년 최초로 직선제에 의해 위원장을 선출
하게 되면서 민주성과 투명성이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선출된 C위원
장을 중심으로 회사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천명하게 된다. 마침 새 병원
을 건립하는 것을 계기로 하드웨어의 개선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의 개
선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다른 한편으로 간호사 정원의 확대, 경쟁적 평
가 제도의 완화 등의 요구와 상승 작용을 일으켰다. 결국 임단협의 결렬
을 계기로 2007년 장기 파업을 겪게 되며, 이후 파업의 후유증과 사용자
측의 공세에 따라 조합원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2008년 노사협
력 선언이 도출되기도 하였다.
2011년 C위원장 시절의 수석부위원장이었던 L씨가 17대 위원장으로
당선된 것은 수십 년 만의 간호사 출신 위원장의 등장을 알리는 것이었
으며, SH병원 노사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연 계기가 되었다. L위원장의
지도 하에 SH병원 노조는 내부 조직을 다시금 다지는 한편, 적극적인 대
외 연대활동과 정치세력화를 통하여 SH 노조의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내부적으로도 노조 활동의 위상과 공간을 더욱 넓힐 수 있었다. 정치세
력화의 일환으로 핵심 간부 중 한 명인 K씨를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당
37) 최근 SH 노조는 최초로 노조가 결성된 1960년을 다시 기점으로 삼아 역사를 3
년 당기고, 2020년에 60주년 기념식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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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시키면서 SH 노조의 활동 영역이 더욱 확장되었으며, 이후 K씨는 21
대 위원장으로 당선되어 또 한 차례의 노조 지평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상의 노조 略史에서 알 수 있듯이 SH 노조는 기능직 중심에서 간호
사의 리더십 중심으로, 위원장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사용자에 대한 하위
파트너 관계에서 대등한 협력 관계로 발전해왔다. 특히 2007년 장기 파
업 이후 노사 모두 상대방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갈등
보다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새
로운 협력 관계는 노사 대등과 자주의 원리 위에서 모색되고 있으며, 노
사의 이해가 상충된다는 사실을 무조건 덮고 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노사 간 이슈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살펴본 노동시간과 교대제 운영에서 간호사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단협을 개정한 것 등이며, 아울러 각종
모성 보호 조항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은 대외 연대와
정치 활동을 통하여 존재감을 높이면서 조합원들의 결속력을 다지고, 그
럼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확고한 견제세력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노조의 유연한 접근 방법은 역시 사용자의 유연한 전략을 끌어
내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경쟁형 임금체계나 평가와 승진
체계를 밀어붙이기보다는 특히 간호사들에 대해 교육훈련에 중점을 두면
서 역량 중심의 접근 방식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경직적인 연공 임금체계를 고수하고 있는 것
은 SH병원 노사의 과제로 남겨져 있다. 흥미로운 것은 간호사 조합원들
의 경우 임금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지는 않으며, 정원과 노동시간, 교대
제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기능직들이 임금
문제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연공 임금이 가장 공정하다고 판
단한다.
임금체계 이외에 임금 수준과 임금인상률은 다른 사업장에 비해 양호
한 편으로서, 최근 투자 확대와 매출액의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고임금을 주고도 SH병원의 수익성은 더욱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따라서 노동조합으로서도 임금보다 정원 확대에 더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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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둘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러 직종이 혼재되어 있는 조직의 특성상 기
존 관성을 돌파하여 비임금 요구를 중심으로 노조 활동을 전개하기는 쉽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5절 소 결

SH병원의 고용관계를 부문별로 살펴본 결과 임금체계와 평가 및 승진
제도에서 다소의 경직성이 발견되지만, 풍부한 교육훈련 속에서 정보화
기술과 제안제도 등을 활용한 간호 업무의 혁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업무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일
부 개명된 관리자들인 것으로 보이며, 노조는 2007년 장기 파업 이후 유
연한 전략을 채택하면서도 간호 노동에 대한 보호자로서, 노동시간을 줄
이고, 모성 보호를 증진시키며, 임금 수준을 높이는 데 성과를 거두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다른 병원보다 간호 노동에 대한 보호가 강하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주도하는 훈련과 혁신에 동참하는 것
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용관계 모델의 결과 NCSI 6년 연속
1위와 높은 수익성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기존의 일터혁신 모델과는 다소 상이한 결과이다. 동기유발 인사
제도가 일터혁신을 유인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것에 비하여 SH병원
의 경우 이러한 경쟁형 HRM 제도가 약한 상태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고
용관계와 경영 성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그 요인은 무엇일까?
우선 간호노동의 서비스산업으로서의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
비스 노동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에 여유 시간과
공간이 많지 않다. 결국 간호 1등급 병원으로서, 다른 병원보다 정원이
많지만, 이들이 모두 서비스 노동에 주력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더욱이 간호노동과 관련한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을 통
하여 부단히 직업윤리와 직무능력을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간호사들의
역량 중심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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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다른 병원과 구분되는 SH병원 모델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
것은 노사의 유연한 전략으로부터 도출되는 보호와 혁신의 양립 모델이
다. 경쟁적 인사제도를 배경으로 혁신을 밀어붙이기만 하는 것은 쉽게
혁신 피로증에 걸릴 우려가 있다. 이에 비하면 노동조합이 간호사들의
노동을 보호하는 가운데, 사용자 주도의 훈련 제공과 제안 제도 운영 등
이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점이다. 다른 병원들의 경우, 여전히 (남자)
의사와 (여자) 간호사, 그리고 간호사 직책자와 평간호사 사이의 위계적
갈등이 심각하고, 이것이 높은 이직률 혹은 의료 사고 등으로 이어지는
데 비하여,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SH병원 사례는 노조의 보호에 의
한 안정성이 사용자 주도의 혁신 노력을 뒷받침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되
었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간호 노동의 높은 노동강도를 고려
해보면 다른 병원에서 혁신을 모색할 여지가 없는 것과는 달리, SH병원
은 노조의 보호가 오히려 혁신 공간을 창출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경력개발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조성재 외(2011)의 A병원과 본고
의 SH병원은 모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빅5 상급 종합병원인데, 두 병
원의 혁신 모델은 사뭇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차이를 가져오는 연원에는 노사관계가 놓여 있다. A병원의 경우 노조
가 매우 약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의사들의 전문가로서의 고집도 꺾을 수
있는 철저한 관리 중심 모델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에, SH병원의 경우 의
사 중심의 경영이면서도 사립대 병원으로서의 예산 제약을 고려해야 하
고, 그러면서도 잘 조직화되어 있고 유연한 전략을 구사하는 노동조합과
의 협력 관계 속에서 일터혁신뿐 아니라, 부단히 경영혁신을 모색하는
노사 협력적 접근법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요컨대, SH병원 사례는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간호사 내 위계가 강한
병원 운영과 작업장 정치에서 노조를 통한 서비스 노동의 보호가 오히려
간호사들의 참여의식과 역량을 증진하여 바람직한 서비스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노조의 보호가 직장과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시켜
성과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서비스 노동의 혁신과 관련하여 향후
새로운 모델로 꾸준히 검증해나가야 할 명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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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델이 성립 가능한지, 정말 SH병원이 그러한 모델에 부합하
는지는 여전히 불확정적이다. SH병원의 성과에 대해서 재검증이 필요한
데, NCSI나 JCI와 같은 지표나 인증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병원보다는 낮지만, SH병원의 경우도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매우 높다는
점, 그리고 경직적 연공임금체계가 숙련 향상에 대한 유인을 떨어뜨린다
는 점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여하튼 빅5 가운데 어느 하나를 베스트 프랙티스 모델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상황에서 A병원과 대비되는 SH병원의 모델을 탐색한 데 본고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의사 중심의 병원 경영에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참여의 이점을 누리고 있는 SH병원 모델에 대해서 후속 연구가 이어지
길 기대해본다. 아울러 서로 다른 전략과 접근법을 택하고 있는 다른 빅5
병원들에 대한 연구들이 쌓이면서 우리나라 서비스노동의 혁신 모델에
대한 논의가 풍성해지는 것 또한 과제로 남겨져 있다. 궁극에는 서로의
모델을 보완한 제3의 모델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벤치마킹이 현재보다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
식적인 교류와 모델 개발을 위한 업종별 노사정협의회와 같은 틀이 도움
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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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일터혁신은 린 생산방식론이나 고성과작업장시스템론 등의 이론적 기
반을 토대로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고,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기술혁신
이 완전히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공정을 개발함으로써 심지어 새로운 산
업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러한 돌파형(breakthrough) 기술혁신은 실제
로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기존 성숙기술을 개량
하거나, 해당 기술을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하는가의 문제에 집중하며,
나아가 이를 적용하는 기능직들의 숙련 수준이 생산성과 품질을 좌우하
는 지점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점에서 작은 개선(kaizen)의 집적
을 통하여 미국 자동차산업을 훌쩍 앞서버린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산업
에 주목한 학자들의 린 생산방식 개념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술 중심주의의 영향력은 우리의 산업현
장과 정책당국자의 책상을 장악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불어닥친 4차 산
업혁명론에 따라 급격한 기술변동에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담론과 여
론이 각종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우
리나라의 일터혁신이 처한 현단계는 어떠한가를 가늠해보고자 하였다.
본고는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혁신과
상호작용하는 일터혁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일터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점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해외 사례를 알아보았다. 린 생산방식론의 고향인
일본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에 대해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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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도요타, 덴소, 아사히철공 사례를 IoT 적용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도요타는 도요타생산방식의 보완적인 기제로 IoT를 이
해하고 있었으며, 아직은 AI를 부가가치 창출 단계까지 밀고 나가지는
않고 있었다. 또한 도요타 계열의 세계적인 자동차부품업체인 덴소 역시
자신의 기술발달 경로를 따라서 전 세계 다수 공장을 연결하는 데 역점
을 두고 있었으며, AI 도입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때 인간과 기
계가 함께 성장하는 IoT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었다. 규모가 매우 작은 아
사히철공의 경우 노후화된 기계설비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초저가의 IoT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서 가장 일본적인 특성을 보여주었다. 즉, 아사히
철공은 범용적인 저가의 센서와 설비를 활용하고,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내제하여 개선활동과 연결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규모의 일본 기
업들의 사례는 기술 그 자체의 완결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공장운영에 따
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oT나 AI를 기존 인적자원과의 보완관계를
통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동화와
일자리 대체문제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는 접근법과 대비된다고 할 것
이다.
이러한 일본의 대처 방식은 4차 산업혁명의 진원지인 독일에서도 유사
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3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듯이 독일은 특히 제조 강
국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하여 전통제조기술과 ICT 기술을 접목시켜 스
마트 공장을 구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때 노동의 디지털화로 표현
되듯 기존 노동과정의 재편과 숙련의 고도화를 위한 향상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는 기존 노동의 단절이나 대체가 아니라, 어찌 보면 독일이
수용한 린 생산방식을 디지털 기술과 가상물리생산시스템(CPPS)을 활용
하여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사례 대상인 S사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S사는 과거 자동화를 전면
에 둔 컴퓨터통합생산(CIM)을 실패로 규정하고 ICT 기술과 사람의 결
합을 핵심으로 하는 ‘인간 중심의 자동화’ 혁신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결국 독일 사례는 산업 4.0이 숙련 노동자에게 노동의 자
율성을 부여하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결국 해외 사례들을 통해 볼 때 적어도 일터혁신에서 가장 선진적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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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일본과 독일에서 일터혁신 철학과 기법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
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4차 산업혁명 기법의 보
급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두 나라의 접근법이
기술중심주의와는 거리가 멀고, 인간 노동과 기계화, 자동화 등을 조화시
켜왔는데, 최근의 디지털화가 이러한 접근법에 수정을 가하기보다는 기
존의 경로에 덧붙여지거나 기술혁신과 새로운 결합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렇다면, 기존의 정식화된 일터혁신 지표나 지수를 통해 볼 때 우리
나라의 일터혁신은 현재 어느 수준에 있는 것일까? 4장은 이와 관련한
국내외 자료를 분석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노동연구원 사업체
패널 2005～2013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일터혁신은 조성재
(2012)에서 제기된 바와 마찬가지로 지체되거나 오히려 후퇴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일터혁신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견주어 놀라운 결과로
서 이러한 흐름을 되돌리려는 노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비교를 통해 볼 때도 우리나라의 일터혁신은 매우 낮
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일터혁신의 핵심이랄
수 있는 작업조직 측면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이를
지원하는 인사관리 제도에 있어서는 OECD 평균 이상의 수준을 나타낸
점이다. 일터혁신의 주변에만 집중하고,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방식을 바
꿔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노동의 인간화를 달성하는 데서는 크게 뒤처
져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미 이러한 특성은 노사발전재단이 매년 조
사하는 일터혁신지수에서도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근본적
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일터혁신은 이론의 영역이 아니라, 실천의 영역이기 때문에 베스트 프
랙티스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도요타
자동차나 볼보 우데발라 공장, GM 새턴공장 등의 우수 사례를 분석하여
벤치마킹 요소들을 드러내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이
러한 일터혁신의 모델로서는 그동안 유한킴벌리, 엘지전자 등이 거론되
어 온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정부 하의 모델 기업이었던 YK 회사
가 최근까지도 혁신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혹은 변화가 있었는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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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무엇이 변화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작업조직 모형의 근간
은 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품질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액션러닝 워크숍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인사관리의 변화들은 연공
성 강화 등 고성과작업조직과 정합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한 것들이
몇 가지 관찰되었으며, 노사관계도 다소 갈등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변화
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우량기업이 혁신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
운가를 보여준 사례이지만, 아직은 작업조직 측면의 혁신성이 베스트 수
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산업의 일터혁신 모델은 알려진 바가 적은데, 본 연구에서는 병
원의 간호 노동에 초점을 두고, 빅5 상급 종합병원 중 조성재 외(2011)에
서 다룬 A병원과 대비되는 SH병원 사례를 분석해보았다. 그것은 A병원
이 경력개발제도 등을 통해 교육훈련, 평가, 승진, 보상 등을 연계시키고
있는 우수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주도의 노사관계라는 단점을
갖고 있어서, 반대로 노사관계가 양호한 SH병원으로부터의 시사점을 얻
고자 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SH병원의 노사관계는 건강한 긴장 상태
를 유지하면서도 그것을 생산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노사 모
두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높고,
장롱면허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하여, SH병원의
경우 노조의 요구에 의해 합리적 교대제 실시와 휴식시간 확보 등이 가
능하였는데, 그러한 여러 노력의 결과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간호
노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산업에 있어
서 노조 활동에 의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안정적 노동과정과 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를 가져다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물론
SH병원의 일터혁신은 풍부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제안제도 등을 운영
하는 사용자 측의 노력에도 힘입은 것이다.
이상의 각 장의 분석들을 종합해볼 때 우리는 기술혁신과 함께 가는
일터혁신의 중요성을 재삼 확인하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이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신산업이 형성되는 영역 이외의 기존 산업에서는 성
숙기술의 개량과 기존 생산방식의 부단한 진화를 통해서 혁신이 지속되
고 있고, 또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럴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일터혁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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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적, 파괴적 혁신이라기보다는 본질상 점진적 혁신이라는 점이 다시
드러난다고 할 것이다. 그럴 경우 기존 일터혁신의 경로의존적 성격이
대단히 중요한데, 2장 사례에서 보았듯이 일본의 도요타 및 부품업체들
은 여전히 도요타생산방식, 혹은 린 생산방식의 연장선, 혹은 보완적 차
원에서 IoT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3장 독일 사
례 역시 기존에 독일 제조업이 지녔던 강점을 유지한 상태에서 노동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발달된 기술과 숙련의
재결합을 의미한다.
이렇듯 기존에 일터혁신에 대한 철학과 기법이 공고한 기업이 급속한
기술변동이나 디지털화에도 나름대로의 접근법으로 성공할 수 있다면 4
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도 기존 기술체계를 어떻게 빨리 대체할 것인가
에 집중하기보다는 기존 생산방식에서 미진한 부분이 무엇이었는가에 더
욱 집중하고, 그러한 면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자동화 및 정보화와 더불
어, 인간 노동의 역할을 어떻게 동시에 극대화할 것인가에도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기존의 일터혁신에 성공적인 기업이 앞으로도 지속적 혁신에
앞서 나갈 수 있다면 바로 우리의 현주소를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강하
게 제기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일터혁신 정도는 오히
려 후퇴해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 비교 측면에서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1장에서 보았듯이 로봇 도입의 정도에서 세
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일터혁신 접근법이 아닌, 노동배제적 자동
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할 것이다. 인간의 잠재
적인 창의성을 발굴, 육성, 활용하여 조직의 성과로 연결시키는 것이 일
터혁신이고, 그를 통해서 노동의 인간화와 생산성․품질 수준 제고를 동
시에 달성하는 노사 간 윈윈 게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산업현
장의 혁신 지체 현상에 시급히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렇듯 일터혁신을 재삼 강조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십수 년 동안 모델
역할을 해온 YK사는 여전히 혁신적 작업조직을 유지하고, 개량해온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도 YK, 엘지전자 등의 베스트 프랙티스 모
델을 중심으로 일터혁신을 정식화하고, 이를 특히 중소기업 등으로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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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 병원의 간호사 노동을 중심으로 SH병원 사례 등을 다
루었지만, 서비스산업의 일터혁신 모델 개발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
물러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제조업의 비중이 날로 줄어들고, 경제
의 서비스화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산업 노동의 특성
조차 제대로 분석되고 있지 못한 연구 상황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호텔, 도소매, 문화콘텐츠, 사업지원, 전문 서비스산업 등 세부 업종별 베
스트 프랙티스 모델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축적되면서, 제조업과 구분
되는 서비스업의 일터혁신 이론과 모형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며, 그에
기반하여 서비스업 일터혁신 정책이 발전해야 한다.
이러한 일터혁신 정책과 모델, 연구와 이론 측면의 미진한 상황은 지
난 10여 년간 정책이 방향성을 상실하고, 정책의 무게감도 실리지 않았
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일터혁신의 초점인 작업조직을 중심
으로 개념을 분명히 하고, 정책 전달체계를 가다듬으며, 기반이 되는 모
델과 이론 개발, 해외 사례 등에 대한 왕성한 논의가 지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는 여러 면에서 미진하지만, 그러한 일터혁신 재활성화의
밑거름이 된다면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로서의 의미를 지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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