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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개요
일터혁신은 근로자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양립시
킬 수 있는 노사관계의 전략적 요충이다. 국내에서는 종래 민간 기업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일터혁신이 2004년부터 정부 정책
사업으로 편입된 이래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와 이를
개편한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KOWIN센터)를 거쳐 현재는 노사발전
재단으로 이관되어 수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에 위
탁하여 일터혁신 컨설팅, 일터혁신교육, CEO혁신코칭 지원, 혁신지
수개발, 우수사례 연구, 일터혁신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사후지원서
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종래의 일터혁신 지원사업이 교대조 개편과 학습조직화
사업으로 협애하게 정의되어 추진되어 왔고, 그마저도 단기적인 양
적 성과 달성에 급급함으로써 집중적이고 충실한 혁신 컨설팅 및 사
후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사
업장의 혁신수준을 한층 더 높여 그 효과를 온전하게 지속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실천적 의문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우
리나라의 일터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그간 진행되어 온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전개과정과 현황 및 성
과를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적 논의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정부 일터혁신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전개과정과 성과 그리고 한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참여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추적 사례
조사, 그리고 최근 일터혁신 관련 주요 선진국 동향 분석 등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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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관련 통계의 분석 및 설문조사와
결과의 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해외 출장 및 전문가 면담 등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 일터혁신 지원사업과 한국형 모델의 진화
일터혁신 지원사업은 컨설팅, 노사협력, 교육, 연구,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컨설팅은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핵심 영역
으로서 평생학습체계 구축, 근무제도 개선, 임금직무혁신, 인적자원
관리 개선, 노사파트너십 구축, 참여적 작업조직 등의 영역에서 이루
어진다. 이전에 비해 사업 영역이 크게 넓어졌으며 상대적으로 인적
자원관리 개선 및 임금직무혁신과 관련된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컨
설팅 이외에 교육, 연구, 인프라 구축 등 여러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일터혁신지수를 개발하여 주기적으로 일터혁신 수준을 측정하게 되
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선행연구들은 일부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 일터혁신사업 참여 사업
체의 단기 성과를 분석하였고 당연한 귀결로서 일터혁신 사업의 긍
정적 성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그러한 성과가 정부재정 지원사업의
순효과인지 분명치 않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일터혁신
지원사업은 여러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기존 사업의 한계점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터혁신 지원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의제로 제대로 자리매김되지 못했고, 위탁사업 방식으로 수행되면서
사업의 누적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일터혁신지원에 대한 중
장기적 사업계획 및 실천이 부족했고, 정확한 정책방향의 부재와 일
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구체적 과제의 추진은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혼선과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초래했다. 사업수행 기간의 제약, 과도
한 사업물량, 비현실적 단가 등은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충실한 수행
을 방해했다.
한국형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원형인 유한킴벌리의 현재적 진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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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와 함의를 살펴본 결과 종래의 혁신 동력이 퇴화하지 않았으며 안팎
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유한킴벌리 모델에서 린 방식과 식스시그마 품질관리기
법이 강조되지만,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상당한 정도로 그러한 기법들이
활용되었고 현장에서 익숙한 기법이어서 무리 없이 수용되었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작업장혁신에 있어 기술적 측면보다 인간적․사회적 측
면을 중시하는 경영철학이 견지되고 있으며, 혁신 과정 전반에 걸쳐 노
동조합 및 현장 작업자들과의 쌍방향 소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린생산방식의 활용과 식스시그마품질관리기법의 도
입은 유한킴벌리 모델의 새로운 진화적 발전으로 볼 수 있다.

◈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업체를 실험집단으로 가정하고 이에 대응하
여 산업, 규모 측면에서 유사한 사업체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표
본을 추출한 후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성과 및 작업조직과 관행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단순분석, 단순단기효과, 비교단기효과,
비교장기효과 분석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일터혁신 지원사업 참여업체(실험집단)를 대상으로 일터혁신 지원
사업의 영향에 대한 단순분석의 결과, 노동생산성, 품질 제고, 고용
안정, 숙련 향상, 노동강도 개선, 근로자 참여, 조직 몰입, 직무 몰입
등 조사한 모든 항목에서 보통 이상의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
가 나타났다.
실험집단에 속한 일터혁신 지원사업 참여사업체만을 대상으로 실
시한 단순단기효과 분석에서는,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를 전후하여
매출액, 연평균 종업원 수 증가, 주당 근로시간의 단축, 연평균 휴무
일수 증가, 불량(고객 클레임)률의 감소, 일인당 연간 교육훈련시간,
교육훈련참여율, 회사의 연간교육훈련예산, 학습공동체(동아리) 수,
교육훈련 전담조직 유무 등의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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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단기효과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 방
식으로 보다 엄밀히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일인당 연간 교육훈련시
간, 교육훈련참여율, 회사의 연간교육예산, 학습공동체(동아리) 수,
그리고 교육훈련 전담조직 유무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단순단기분석에서 효과가 있었던 항목 중 매출액, 연평균 종업원 수,
주당 근로시간, 연평균 휴무일수, 불량(고객클레임)률 등의 항목은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다. 비교단기효과분석에서와 동일하게 구성
된 데이터세트를 가지고 분석 기간을 좀 더 길게 한 분석, 곧 비교장
기효과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들이 회사의 연간 교육예
산, 학습공동체(동아리) 수로 더욱 축소되었다.
일터혁신 지원사업 참여업체들에게서 참여 직전에 비해 직후에 교
육훈련 증대 효과는 물론 매출액과 고용 증대, 근로시간 단축, 휴무
일수 증가, 불량률 감소와 같은 직접적 경영 효과가 나타난 점은 다
수의 선행연구들이 밝힌 것과 같다. 이러한 단순단기효과 중 평생학
습체계 구축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효과는 비교집단(비참여업체)과의
비교분석을 통해서도 재확인되었다. 하지만 비교단기효과 분석에서
나 비교장기효과 분석에서 경영성과와 관련된 효과가 대부분 사라지
고 평생학습체계 구축 관련 효과만 부분적으로 지속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일터혁신지원이 일회성의 단기성과주
의를 벗어나 현장에서의 혁신 체계와 의식, 관행의 장기지속성 제고
에 역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작업․업무과정의 특성과 혁신 노력, 근로자 참여와 권한 정도, 일
터혁신 지원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업무량 관리통
제, 품질관리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정도, 자율업무팀제 실시율, 품
질관리서클 제도 활성화 정도, 작업방법과 안전관리에 대한 의사결
정권한 정도 등의 항목에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더 나은 성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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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터혁신 지원사업 참여업체 추적 조사결과와 함의
일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여섯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참여 시기부터 최근까지의 동향을 추적 조사하였다. 이 중 세 개는
뉴패러다임센터 및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시기에 컨설팅을 받은 사
업체이며, 나머지 세 개는 노사발전재단으로 사업이 이관된 후에 참
여한 업체들이다. 이 사례들은 모두 일터혁신 컨설팅의 필요성과 의
미가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뉴패러다임 일터혁신 지
원사업에 참여한 세 사례들은 사업의 단기적인 효과와 함께 장기적
인 지속성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지원사
업에 참여한 세 사례들은 시기상 장기적인 지속성까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단기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일부 성과가 파악되고 있다.
추적조사 사례들은 모두 일터혁신에 있어서 경영과 노동의 마인드
혁신 내지는 관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관건임을 시사한
다. 문제는 그러한 마인드의 변화를 얼마나 지속가능한 것으로 만들
고 공고화시켜 낼 것이냐에 있으며 그것에 성공하였을 때 혁신이 궁
극적으로 달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뉴
패러다임 일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세 개의 기업 사례들이 일정
한 혁신의 지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은 고무적이다.
혁신의 지속성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견인차와 핵심요인은 각 사례
별로 일정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분석적으로 그 공통성들을 살
펴볼 수 있다. 무엇보다 각 컨설팅에서 주도적인 수행인력들의 능동
적인 역할에 대하여 주목해야 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혁신효과의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경영진의 일관된 의지이다.
모든 사례들은 대체적으로 컨설팅의 성공적인 역할을 보여주지만
그렇다고 그것에 흠이나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노사발전재
단이 주도하여 행한 시기의 일터혁신 컨설팅의 경우, 사업 영역의 외
연이 확장되어간 면이 있으나 그것이 과연 주체들의 핵심적인 필요
와 부합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재고할 여지가 있었다. 앞으로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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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지원사업은 보다 수요자의 필요와 요구를 잘 반영하는 방향으
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주요 선진국 사례와 시사점
일찍이 국가정책으로 일터혁신 사업을 전개해 온 핀란드, 프랑스,
독일 세 나라 사례들의 정책적 함의를 프로그램의 내용, 운영 방식,
그리고 참여 주체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프로그램의 내용적 측면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대체로 세
나라 모두 일터혁신지원 프로젝트의 내용과 목표를 매우 정교하게
구성하고, 일터혁신의 목적과 방향에서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노동
생활의 질(quality of working-life)의 개선을 강조한다. 나아가 노동
생활의 질의 개선이라는 과제가 고령화하에서의 지속가능한 경제발
전과 복지국가 시스템의 수립 및 유지라고 하는 거시 사회경제적 목
적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터혁신 지원과정에서 연
구와 개발의 결합, 즉 연구의 지원을 받는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일터혁신에서 시스템적 접근과 구성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터혁신을 작업조직, 인적자원의 관리와 개발 등의 여러 요인들로
구성된 통합적 시스템으로 파악하면서 동시에 일터혁신을 단지 고성
과 작업 관행이라는 기성품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관행에서 협력적으로 구성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일터혁신 과정에서 일터의 노동자와 관리자
들이 직접 참여해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며 문제를 풀어가는
프로세스 지향적 접근법을 활용함으로써 현장성을 높이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프로그램 운영방식상의 주요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일터혁신을 통해 기술적 혁신뿐 아니라 사회적 혁신을 아우르는 ‘광
범위한 국가혁신전략’을 추구한다. 또한 일터혁신지원에서 임시방편
적 해법(quick fix)을 추구하는 단기적 프로젝트보다는 일터에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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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의 장기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토대를 놓는 프로젝트를 적극적으
로 지원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정권과 무관하게 일터혁신 사업
의 역사적 연계성과 전통을 강조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세 나라
모두 일터혁신 지원사업 대상들을 범주화하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효
율성을 높이고 있다. 예컨대, 관심 테마나 기업 특성에 따라 여러 기
업들을 하나의 프로젝트 그룹으로 묶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집단행동’ 방식을 실시하는 프랑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강제
나 규제가 아니라 지원과 유인을 통해 일터혁신과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하는 촉진적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참여자들의 구성 내지 구조적 측면에서의 시사점도 적지 않은데,
인상적인 것은 정부가 일터혁신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추진하되 광범
위한 사회적 행위자들을 동원 및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협력적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성하여 시행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우가 그러한데, 정부는 프로그램의 큰 기획자이자 재정적
인 지원자로서 역할을 하지만 학계, 노동계, 재계, 시민사회 등 다양
한 사회적 행위자들로 하여금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를 심화시켜 나
가도록 한다. 노사정 참여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프랑스
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일터혁신 사업을 전개하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협력적 거버넌스에는 다양
한 행위자들 간의 체계적인 협력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일터혁신 지원서비스의 지역화와 현지화를 증진하기 위해 민간 컨설
턴트들과의 공동협력구조를 구축하여 활용하는 모습도 주목할 만하
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경우 ANACT 네트워크와 민간 컨설턴트들
은 정례적인 공동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공동교육
과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들은 각 지역에서 강력한 신뢰관계에 근거
한 컨설턴트들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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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제언
조사 결과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지원프로그
램의 다양화, 사후서비스 제공, 맞춤형 지원방식으로의 개선, 개별 프
로그램 지원 방식 유지 등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정부는 일터혁신을 국가적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일터혁신
의 목표와 과제,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터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드는 것은 한국의 사회
경제시스템을 지속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
이다. 요소투입형 성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발전
을 위해서는 생산성을 반드시 높여야 하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는 지식노동자들이 참여하여 몰입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터혁신과 관련해 노사정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사업방식을 지금의 위탁사업방식에서 안정적인 사업방식
으로 변경해야 한다. 대개의 정책이 그러하지만 일터혁신정책은 특
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무엇보다 노
사의 공감과 참여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는 일터혁
신 지원사업을 전개하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
나는 특징이다. 지금 정부는 일터혁신 지원사업을 공모․선정을 통
해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방식하에서는 기본적으
로 사업수행기관이 중장기적 전망과 계획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 효과적인 일터혁신지원을 위해서는 경험과 역량을 가진 지
원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위탁사업방식에서는 그것이 어렵
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위탁사업방식의 일터혁신사업 추진은 1년 주
기의 단순순환을 반복하며 사업의 누적적 발전을 어렵게 하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터혁신 지원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 수행방식 역시 안정적인
형태로 바뀔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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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일터혁신을 핵심적인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전담
하는 조직을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기
존 조직의 부설 형태로서가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과 전문성
이 담보될 수 있는 조직형태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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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일터혁신은 근로자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양립시킬 수
있는 노사관계의 전략적 요충이다. 전후 황금기를 풍미했던 테일러-포디즘
적 생산방식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1980년대 이래 제조업에서는 린생산
(lean production)으로 명명된 도요타생산방식과 같은 새로운 작업조직과
관행(best practice model)이 확산되어 왔으며, 미국에서는 비제조업을 포
괄하는 보다 일반적인 일터혁신 모델로서 고성과작업조직(High Performance Workplace System : HPWS)이 풍미한 반면, 유럽 선진국에서는 인
간과 기술의 인터페이스에 주안점을 두면서 노동의 인간화에 보다 방점을
두고 효율성을 아울러 추구하는 사회기술체계(Socio-Technical System)론
이 대두하였다.
국내에서는 종래 민간 기업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일터혁신
이 2004년부터 정부 정책사업으로 편입된 이래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뉴
패러다임센터와 이를 개편한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KOWIN센터)를 거
쳐 현재는 노사발전재단으로 이관되어 수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
사발전재단에 위탁하여 일터혁신 컨설팅, 일터혁신교육, CEO혁신코칭 지
원, 혁신지수개발, 우수사례 연구, 일터혁신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사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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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일터혁신은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하는 노사
관계의 핵심 과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책 추진이 올바로 되고 있는지,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일터혁신 정책과제와 방향, 전략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그간의 작업장혁신 지원사업이 교대조 개편과 학습조직화
사업으로 협애하게 정의되어 추진되어 왔고, 그마저도 양적 성과 달성에
급급함으로써 집중적이고 충실한 혁신 컨설팅 및 사후관리 서비스가 제
공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사업장의 혁신수준을 한층
더 높여 그 효과를 온전하게 지속시키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을 수 있다는
실천적 의문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일터혁신을 지속적
으로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그간 진행되어온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
다. 이를 위해 일터혁신의 제도적 변천 및 현황, 그리고 일터혁신 현황과
지원사업 참여의 효과를 살펴보고 외국의 일터혁신 지원정책을 검토한
다음, 기존 일터혁신사업의 한계와 개선과제 등을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일터혁신 사업의 정책 방향과 발전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 정부의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단기 및 중장기적인 효과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뉴패러다임 컨설팅을 포함하여 2009년까
지 고성과작업장혁신 지원사업 수혜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일터혁신실
태와 경영성과의 변화를 조사하고 유사한 업종과 규모의 비교집단에서의
그것과 비교하였다. 또한 그간 작업장혁신 우수사례로 소개되었던 사업
장을 대상으로 일터혁신 전후와 현재의 상황을 다시 조사함으로써 사업
의 잔존 효과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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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터혁신의 개념과 의의
종래 작업장혁신으로 통칭되어 온 일터혁신(workplace innovation)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념 정의들이 제시되어 있다. 배규식 외(2008 : 18)는 일
터혁신을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작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혁신”
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혁신은 “작업현장에서 작업조직, 생산과 관련하여
형성되는 경험, 노하우, 지혜, 진단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어떻게 조직화하여 근로자들로부터 이끌어내고, 체계화하여 이용하는가
에 있다”고 하였다. 이영호(2009)는 “작업장 혁신이란 기업이 외부 환경
에 대응하기 위해 작업장 수준에서 일하는 방식 및 사람 관리 방식이라는
사회 시스템 변화와 관련한 혁신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조성
재(2010)는 “작업장혁신은 작업조직의 변화를 의미하며, 작업조직의 직무
구성과 직무수행활동 통합”을 의미하며 “창의성과 의지를 갖춘 존재로서
지식기반경제의 담지자가 될 인간 노동의 잠재적 능력을 끌어내고 적절
히 활용하며, 그에 합당한 보상을 통하여 경제적 효율성은 물론 사회적
정당성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요충”으로 이해한다.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일터혁신을 정초하는 기본적인 논리는 ‘같은
기술이라도 동일한 기술적 효과를 낳지 않으며, 작업조직의 사회적 특성
에 따라 상이’하다는 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일터혁신은 단위 기업 차원
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다. 일터혁신은 현장 근로자들이 경험하는 노동과정에서의 소외
를 극복하고 참여를 통한 자아존중감, 일의 보람, 성취감을 높임으로써
일하는 삶의 질(QWL) 차원에서도 커다란 함의를 지닌다.
European Commission(2010)은 경제위기 극복과 혁신적 경제를 위해
필요한 혁신 역량을 갖춘 근로자와 신뢰에 기반한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혁신적인 경제를 위해서는 항상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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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근
로자의 높은 숙련 수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뢰에 기반을 둔 새로
운 노사관계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 같은 접근방식은 모든 레벨의 직업에
필요하며, 지식기반 산업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다른 산업으로도 확장되
어야 한다.”(European Commission, 2010 : 22)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일터혁신을
‘노동과정의 인간화와 생산성의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하여 목적의
식적으로 실행되는 기술과 작업조직 및 작업관행의 상호작용적인 혁신
과정과 그 결과물’로 파악한다.

2. 일터혁신의 등장 배경
일터혁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외부의 경영 환경과 기업 내부 조건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외부 환경 요인으로는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이
일터혁신을 촉진했다. 기업 내부의 인간적 배경으로는 종래의 테일러주
의, 포디즘적 생산방식의 한계를 지양하고 보다 인간적인 작업환경과 노
동의 질,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혁신의 요구에 직면하여 선진적 기업들은 종래의 비용
절감형 경로가 아닌 새로운 고경로 접근(high road)의 우월성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그 요체를 작업장 곧 일터의 혁신에서 발견하였
다. 이 방식은 예전에는 상반되는 가치로 여겼던 지속적인 경쟁력과 노동
생활의 질이 높은 수준의 고용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저
경로(low road) 접근 방식은 당장의 이익을 강조하여 근로자가 입는 피해
를 고려하지 않고 비용 절감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저경로 방식은 근로자
의 권한확대(empowerment)와 적극적인 참여(participation)를 엄격한 틀
로 제한하고, 일의 효율을 높이기보다(job enrichment) 일의 강도를 높이
는(job intensification)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일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
은 작업장의 복지와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산
및 근무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고 창조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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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혁신적인 사고를 계속할 수 있는 작업장 환경을 만드는 데 방해가 된
다. 다시 말해, 단기간의 생산성 증가에 집중하게 되면 지속적인 경쟁력
을 갖추는 데 필요한 창조적 역량을 잃게 될 수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0)

3. 일터혁신의 방향성
일터혁신의 방향성은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크게
보면 인적자원관리(HRM) 지향과 작업조직 지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이정현(2008)은 고성과작업조직의 정의와 구성요소에 대해 논하면
서, 작업장혁신과 관련한 최근의 연구결과들을 HRM 제도에 초점을 둔
접근들과 작업조직에 초점을 둔 접근들로 구분하였다. 그에 따르면 HRM
제도에 초점을 둔 접근들로는 인적자원관리제도(HR practices), 몰입적
HR 시스템(Commitment HR systems), 혁신적 HR 제도(progressive HR
practices), 종업원 몰입 프로그램(Employee involvement programs), 고
몰입 관리제도(High-involvement management practices) 등이 있다.
다른 한편 작업조직에 보다 초점을 둔 접근으로는 고몰입 작업제도
(High-involvement work practices), 유연작업조직제도(flexible work organization practices), 고성과작업조직(high-performance work system)
등이 포함된다(이정현, 2008 : 8).
한편 일터혁신의 핵심이 작업장에서의 근로자 참여에 있다는 점을 고
려한다면 근로자 참여의 유형에 대한 논의도 경청할 만하다. 이선(2006)
은 근로자 참여의 형태는 나라마다, 기업에 따라 다양하지만 목적과 방식
등을 토대로 크게 ‘노동의 인간화 유형’과 ‘조직 효율화’ 두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이선, 2006).
첫째는 서구를 중심으로 발전되어온 노동의 인간화를 추구하는 유형으
로서, 이는 1970년대에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에서의 사회기술체계(sociotechnical system : STS), 독일에서의 노동의 인간화(humanization of
labour), 미국에서의 노동생활의 질(quality of working life : QWL) 개선
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포함한다. ‘노동의 인간화 접근’은 노동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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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감독의 대상으로 보는 과학적 관리법의 몰인격성과 비민주성을 비
판하며 따라서 작업조직은 기술적 요인과 노동자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
다는 견해(Schuman, 1997; Appelbaum and Batt, 1994)를 견지한다.
둘째는 조직의 효율화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작업장참여 형태이다.
‘조직의 효율화 접근’은 노동자의 헌신과 지적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조직
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보고 이를 위한 작업장참여를 주장한다.
근로자의 참여를 통한 품질관리기법을 주창하여 온 Deming을 비롯한
Juran, Crosby와 Drucker 등의 품질관리론자들이 성과중심의 흐름을 선
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Baugh, 1994).
노동의 인간화 접근과 조직의 효율화 접근의 양자 견해는 강조점의 차
이는 있지만, 테일러주의에서 탈피하여 생산과정에 근로자를 참여시켜
근로자의 헌신을 이끌어내고 지적능력을 활용한다는 점, 작업조직이 효
율성을 높여 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아울러 현실의 작업장에서는 노동의 인간화와 조직의 효율화라는 참여의
논리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4. 일터혁신의 구성요소와 성과 요인
일터혁신은 그 유형이 다양한 만큼이나 많은 요소들로 구성되는 복합
적 구성물이다. 이런 맥락에서 일터혁신은 여러 요소들의 다양한 접합으
로 구성되는 패키지로 이해할 수 있다. 조성재․이준협(2010)은 생산방식
(mode of production)을 기술체계와 작업조직의 결합으로 보는 관점을 수
용하면서 동시에 작업조직 자체가 기술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지니는
것으로 본다.
이들은 기업 경쟁력이 첨단기술, 제품기술, 생산기술, 현장기능(skill)의
네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생산방식은 생산기술과 현장
기능의 결합에 다름 아니며 이것이 기술체계와 작업조직의 총합의 진정
한 의미로 파악한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들은 작업장혁신의
주요 구성요소로 학습조직화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다기능화(기능적 유
연화), 교대제와 일자리나누기, 직무평가의 체계화와 직능 연계 임금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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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제시한다.
이 외에 ‘근로자 참여’도 일터혁신 개념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일터혁신 연구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Totterdill et al.(2009)은 참여적 작
업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는 근로자 참여 유형을 직접참여
와 대표자를 통한 간접참여로 구분하고, 대표를 통한 파트너십도 참여적
인 작업장 관행과 결합한다면 정보공유, 노사간의 신뢰 제고, 상호이익의
증대와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Totterdill et al., 2009
: 9～17).
한편 연구자들은 일찍이 일터혁신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 가운데 일
터혁신의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기
울여 왔다. 일터혁신의 성과와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로는 근로자 참여
(대표), 직무수행능력, 참여의지, 조직적 지원 그리고 노사관계 등이 꼽혀
왔다. 앞에서 살펴본 Totterdill et al.(2009)은 근로자 참여를 일터혁신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으로 보았다. 이정현은 고성과작업조직론의 대표자
인 Appelbaum et al.(2000)의 논지를 받아들여 직무담당자의 능력, 참여의
지, 참여의 기회를 고성과작업조직의 주요 성과 요소로 본다. 이 외에 정
보 공유와 노사협력도 혁신적 작업조직의 형성과 작동에 있어 중요한 요
소이다. 노병직․김동배(2002)는 노사협의회 활성화 정도와 고성과작업조
직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하였고, 이정현(2005)은 고성과작
업시스템이 노동조합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제3절 한국의 일터혁신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

1990년대 초 작업장혁신의 이론과 실천이 국내에 소개된 이래, 한국노
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가 중심이 되어 정부 차원의 정책사업으로
작업장혁신 지원사업을 전개한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작업장혁신
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
물은 이론적 논의에서부터 작업장혁신 또는 혁신 지원의 효과와 성공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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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노병직․김동배, 2002; 이정현, 2005; 이정현․김
동배, 2007; 구자숙, 2007; 최강식, 2008; 신은종, 2009; 최영섭, 2009), 그리
고 국내외 우수사례 및 국가별 부문별 일터혁신 모델 개발 등에 대한 연
구(정승국, 2005; 이선, 2006; 구자숙, 2007; 주무현․정승국, 2007; 배규
식․권현지․노용진, 2008; 조성재․이준협, 2010; 조성재 외, 2012)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최근의 주목할 연구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배규식 외(2008)는 작업조직을 기능적 유연화와 작업팀 활용을 기준으
로 자율형 학습조직, 린생산방식, 테일러주의 조직, 전통/단순조직으로 유
형화한 다음, 근로자 수 100인 이상의 우리나라 사업체 가운데 31.7%가
비합리적 전통적 작업장 유형에 속하며 혁신 수준이 높은 린생산방식과
자율형 학습조직은 각각 6.9%와 2.8% 정도로 파악하였다. 작업조직에 대
한 합리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소규모 기업까지 고려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업장의 작업장혁신 수준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
로 보인다.
이들은 또한 국내 작업장혁신의 실태와 관련하여 혁신을 둘러싼 기업
과 노조의 전략적 선택에 주목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기업은 혁신자동화
(기계화)에 집중하며 현장노동력을 배제하는 혁신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노동절약적 신기술과 자동화설비의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 추구 경
향은 대립적인 분배교섭 중심의 기업별 노사관계 관행과 더불어, 노동조
합이 유연성 관련 의제를 협의와 타협의 대상으로부터 완벽히 배제함으
로써 더욱 강화되었다. 대졸 엔지니어들의 기술적 경쟁력, 설계 및 제품
개발 등 R&D경쟁력에 의존해 온 기업의 전략으로 인해 엔지니어들과 현
장 숙련 기능공 사이의 인터페이스(interface)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작업 방식 및 생산 혁신의 가능성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했다는 것
이다.
이런 경향은 노사의 전략적 선택과도 무관하지 않다. 기업의 현장 기능
직 노동자들에 대한 배제, 기능적 유연성 증대 관련 논의에 대한 노동조
합의 비타협적 태도 등 노사간의 대립과 균열, 전략부재로 작업장혁신의
노사관계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게다가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직무와
노동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관리기법을 발전시키거나 작업조직 설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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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효율화를 실행할 만한 역량을 결여하고 있다.
요컨대 국내기업에서 기술혁신을 포함한 작업장혁신은 대개 경영 측이
주도해 왔으며, 분배교섭에 치중해 온 노조는 작업장 변화에 대한 대표권
을 경시하거나 혹은 교섭의제로부터 배제함으로써 작업장 변화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노동생활의 질(quality of working life)을 진전시키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조성재․이준협(2010)은 잠재집단군집분석(latent class cluster analysis)
과 기업가 심층면접 등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작업조직 유형별 혁신 성과
의 차별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작업조직유형 결정에서 집단적 노사
관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는 다양한 경로의 혁신 전략이 있을
수 있지만 기술 중심 테일러주의적 혁신은 재무능력이 탄탄한 기업들에
게나 가능한 선택지일 수 있으며, 참여와 자율 중심의 접근법이 적은 투
자비용으로도 더 높은 성과를 올릴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조성재(2012)는 최근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시계열적
으로 분석하여 주목할 결과를 내놓았다. 2005년, 2007년, 2009년 조사결과
를 분석한 결과 그는 작업장혁신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사업체 규
모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아울
러 노조의 약화가 작업장혁신의 약화를 초래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며, 혁
신 성향의 경향적 약화와 중소기업의 혁신 지체, 그리고 대기업에서의 혁
신 후퇴는 우리나라 고용관계와 작업장 경쟁력 측면에서 우려할 만한 현
상이라고 진단하였다.

제4절 연구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기존의 일터혁신 실태 조사 연구와 달리
정부 일터혁신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전개과정과 성과 그리고 한계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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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이어서 참여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추적 사례조사, 그리
고 최근 일터혁신 관련 주요 선진국 동향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첫째, 정부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진단에 있어서는 그간 진행되어온 일
터혁신 사업의 방향과 내용, 추진체계 결과 등을 중심으로 동 정책 사업
의 핵심 실무를 맡았던 공동연구자가 정리하고 연구자들이 함께 토의 검
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주요 진단 및 검토 내용으로는 ① 일터혁신
사업의 방향 설정, ② 일터혁신사업의 내용, ③ 일터혁신사업의 전달체계,
④ 일터혁신사업의 성과와 지속가능성, ⑤ 일터혁신사업의 평가와 피드백
등이다.
둘째,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업체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사례연구는 정
부 일터혁신사업 참여가 이후 작업조직이나 관행, 혁신 시스템의 유지 발
전 및 다양한 경영성과에 의미 있는 효과를 남기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한편 작업조직, 관행, 경영성과 면에서의 변화가 순수하게
일터혁신 지원사업 참여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참여업체와 유
사한 업종과 규모의 비참여업체를 비교집단으로 하여 그 차이의 유의성
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발
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셋째, 우리보다 앞서 기업 자율적으로 또 정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
하에서 일터혁신을 역동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를 통해 높은 숙련 및 제
품, 품질경쟁력을 구가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연구 목적
과 여건상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핀란드와 프랑스, 독일 사례를 보았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일터혁신 지원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세부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관련 통계의 분석, 설문조사와 결과 분석, 국
내외 사례조사, 해외 출장 및 전문가 면담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일터혁신 관련 국내외 논의 및 선행연구를 분석
하여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연구의 방향과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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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일터혁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였
다. 조사와 분석의 기본 방향은 일종의 유사사후실험적 비교방법(quasi
posterior experimental comparison)에 입각하였다. 이는 일터혁신 지원사
업 참여기업과 비참여기업으로 표본을 달리 구성하여 일터혁신 실태 및
성과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하여 일터혁신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일
터혁신 지원사업의 효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파악하려는 목적
에 따른 것이다.
일터혁신 및 작업장 관행과 관련한 내용은 참여기업과 비참여기업 모
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경영성과나 고용, 근로조건 등에 미친 효과
에 대해서는 일터혁신 컨설팅에 참여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이전
연도와 다음 연도의 변화에 대한 단순단기효과는 물론, 대응 비교집단의
변화까지 고려한 비교단기효과 분석, 그리고 더 나아가 컨설팅 전년도의
다양한 측정값과 가장 최근인 2011년의 측정값 변화의 유의성을 보기 위
한 비교장기효과 분석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효
과를 참여집단 내의 내재적 효과와 통제집단과의 비교효과, 단기효과와
중장기효과에 이르기까지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1)
셋째, 일터혁신사업 지원기업 추적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조화된
면접 조사표를 활용하여 일터혁신 컨설팅지원기업에 대한 추적 사례조사
를 현장 방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터혁신사업의 성
공과 실패 사례와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 사례 업체는, 일
터혁신 지원사업이 2009년까지는 한국노동연구원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KOWIN센터, 구 뉴패러다임센터)에서 실시되었고 2010년부터 노사발전
재단으로 이관되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KOWIN센터에서 이루
어진 사례 세 개와 노사발전재단 컨설팅 사례 세 개씩을 선정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기존의 사례조사가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초점을 둔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성과와 아울러 한계와 개선점을 찾는 데 주력하였다.
넷째, 주요 선진국의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 국가는 정부 차원
에서 일터혁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나라들인 핀란드,
1) 보다 자세한 실태 설문조사 내용과 분석방법 등은 제3장 제1절과 제3절 1항을 참
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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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독일 세 나라로 설정하였다. 해외 사례분석은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들에 대한 문헌연구를 기본으로 하고 웹검색과 정리의 방법을 활용
하였으며, 핀란드와 프랑스 사례조사를 위해 해외 출장을 통해 관계 기관
을 방문하여 전문가와 담당자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해외 사례에 대해 이미 적지 않게 소개된 바 있지만, 이번 조
사연구를 통해 해당 국가들에서 근래 상당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추진 체계
본 연구는 연구의 문제의식 및 목적상 연구 내용이 포괄적이고 연구
방법이 복합적이다. 그에 따라 다양한 전공배경과 일터혁신 연구․사업
경험을 지닌 연구진에 의한 학제적 협동연구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이
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연구 내용과
방법의 추진 과정 및 담당 연구기관 등 연구체계는 [그림 1-1]과 같다.
전체적으로 연구책임자가 연구를 기획하고 추진 과정을 총괄하는 가운
데 일터혁신 지원사업 수행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연구진을
구성하였다. 연구의 출발이자 연구문제를 도출하는 부분인 이론적인 부
[그림 1-1] 연구 내용과 추진 체계

제1장 서 론

13

은 한국노동연구원이 맡아 수행하였고, 2004년 이후 현재까지의 정부 일
터혁신 지원사업의 진단은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사업 책임자가 수행
하였다. 연구의 주요 부분인 일터혁신 현황과 장단기 효과 분석을 위한
조사와 분석 그리고 일터혁신 지원사업체에 대한 추적 사례조사는 한국
노동연구원과 성균관대학교의 연구진이 협력하여 수행하였다. 핀란드, 프
랑스,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의 일터혁신 지원프로그램 및 최근의 동향에
대한 사례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과 노사발전재단의 연구진이 분담하여
수행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및 발전방안은 연구진 전체 워크숍을 거쳐 한국노동연구원과
노사발전재단 연구진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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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혁신 지원사업과 한국형 모델의 진화

제1절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전개

여기서는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전개과정을 정부정책 및 사업수행기관
의 변화에 따라 발흥기(2003∼05), 발전기(2005∼08), 변동기 Ⅰ(2008∼10),
변동기 Ⅱ(2010∼12)로 구분해 살펴보고자 한다.2)

1. 발흥기(2003∼05)
국내에서 일터혁신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 데에는 현실적
으로 유한킴벌리라는 회사와 그 곳의 CEO였던 문국현 사장의 역할을 간
과할 수 없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유한킴벌리
가 ‘4조2교대제와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통해 보여준 인상적인 성공사례
는 2000년대 초반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당시 유한킴벌리 CEO였던 문국
현 사장은 한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한킴벌리 혁신모
델과 같은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연과 토론회를 통해 적극 주장하였다.
이런 주장에 공감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2003년 11월 5일 뉴패러다임포
2) 경과에 대한 논의 중 뉴패러다임센터와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와 관련된 사실관계
들은 사업 및 조직 백서에 해당하는 이영호․하현혁(2010)의 내용을 주로 참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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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이사장 : 문국현 사장, 조동성 교수)이 창립되었다. 뉴패러다임포럼은
창립대회 제안문에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노동과 고용의
문화를 바꾸는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며 “뉴패러다임은 고용
이 창출되고 근로자들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평생교육과 안전하고
활기 있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선언하
였다.
2003년 12월 10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노동부 장관, 산자부 장관, 교육
부 장관, 청와대 수석, 한국노동연구원장, 문국현 사장 등이 참석한 간담
회가 있었고, 여기서 뉴패러다임의 필요성과 방향, 추진모델과 추진체계
등에 대한 문 사장의 보고가 있었다. 보고 이후 토론이 전개되었으며 일
부 그 효용성과 적용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기도 했으나 최종적으
로 대통령이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으니 지원”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동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한국노동연구원 내에 뉴패러다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지원을 지시했으며, 2004년 2월 뉴패러다임센터 운영
경비 19억 507만 2천 원이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로 심의 의결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일터혁신지원 실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뉴패러
다임센터가 2004년 3월 3일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뉴패러다임센터의 사
업개요를 보면, 사업목적을 “노동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을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형태 모델을 발굴․보급”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기존 패러다임이 초과근로, 산재다발, 노사대립, 제조업 공동화, 일
자리 위축, 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하는 인건비 경쟁모델이라고 한다면,
뉴패러다임은 적정근로, 안전한 작업환경, 노사화합,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신경쟁력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중심(인적자원경쟁) 모델로서 대비
적으로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YK(유한킴벌리) 모델 심층
연구, 응용모델 개발, 컨설팅사업 및 홍보 등이 언급되었다.
뉴패러다임센터 설립과 더불어 대통령자문기구로서 뉴패러다임 확산
의 지휘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회(위원장 : 문국
현)가 2004년 5월 27일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
후 진행된 대통령 보고에서 문국현 위원장은 뉴패러다임 도입을 위한 제
도개선, 성공적인 희망기업 중심으로 뉴패러다임 적용, 공기업과 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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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선도 등의 시범사업을 통한 뉴패러다임 사업 확산, 국민적 공감대 확
산 등을 보고하였다. 보고 후 대통령은 혁신주도경제를 위해 학습사회 구
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범사업을 지원할 수 있
는 추진반 구성을 지시하였다.
일터혁신지원 실행기관으로서 뉴패러다임센터가 큰 구상과 목표를 갖
고 설립되었지만, 출범 당시 뉴패러다임센터 인력은 비상근 소장을 비롯
해 총 10명에 불과했다. 실제적 내용면에서는 상당히 왜소한 조직이었다
고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보강해 준 부분이 유한킴벌리에
서 파견된 컨설팅 인력이었다. 유한킴벌리에서 교대제 개편과 평생학습
등과 관련된 혁신활동의 현장경험을 갖고 있던 인력들이 뉴패러다임센터
에 파견됨으로써 뉴패러다임 컨설팅이 실시될 수 있게 되었다. 2004년 3
월 풀무원을 시작으로 동년에 13개 기관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되었다.3)
뉴패러다임센터는 컨설팅뿐만 아니라 연구사업도 수행하였다. 연구는
뉴패러다임의 이론적 기반이나 산업별 적용 및 확산 가능성에 대한 연구
와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매뉴얼 개발 등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외부 연
구진을 통해 진행되었다. 홍보는 홈페이지 구축, 브로셔 및 사이버 매거
진 발간, 언론 인터뷰 및 기고 등을 통해 뉴패러다임의 의미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05년 6월에는 뉴패러다임 평생학습클럽이 만들어졌다. 컨설팅 참여
기업들을 중심으로 창립된 뉴패러다임 평생학습클럽의 목적은 평생학습
의 지속적 실천을 위하여 회원 상호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보
공유 및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고 뉴패러다임 평생학습을 확산하여 사회
에 이바지하는 것이었다. 평생학습클럽의 주요사업으로는 평생학습 실천
경험 공유, 평생학습 확산지원사업, 회원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 뉴패러다
임 평생학습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 등이 제시되었다.
2004년 발족 이후 조금씩 기틀을 잡아 가던 뉴패러다임센터는 2005년
하반기에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된다. 이제까지 뉴패러다임 운동을 주도하
며 센터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던 문국현 사장이 2005년 8월 사람입
3) 이 중 6개 기관은 센터에서 직접 컨설팅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들이 뉴
패러다임을 실천하고 확산하겠다고 선언한 파트너십 유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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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특위 위원장을 사퇴하고 센터의 신봉호 소장도 퇴임한 것이다. 이후 사
람입국특위의 명칭은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로 변경되었고,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뉴패러다임 지원은 없어지고 사업으로서의 뉴패러다임만 남게
되었다. 뉴패러다임 운동과 뉴패러다임센터가 문국현 사장의 짙은 그림
자 속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 사장이 전면에서 물러난 것은 뉴패
러다임센터가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발흥과 관련해 주로 뉴패러다임센터 설립 전후의
상황을 중심으로 논의했지만, 지원사업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
는 재정지원사업이 이 무렵 새로 시작되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
다. 2003년 시작된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은 노사 공동으로 수
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경비지원을 통해 노사관계 발전과 일터혁신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지원사업이었다.4) 재정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이 되는 사업의 내용은 일터혁신, 생산성향상, 노사공동의 관심사 및 문
제해결, 근로자참여증진과 노사간 의사소통의 개선 등 상당히 광범위한
데, 이들 주제는 노사관계 발전 및 일터혁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들
이었다. 노사협력 재정지원사업의 연간예산은 2003년과 2004년에는 20억
원이었고, 2005년에는 2배로 증가하여 40억 원이 되었다. 그에 따라 2003
년과 2004년에는 각각 66개, 61개 프로젝트를 지원했으나 2005년에는 더
확대되어 109개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하였다.

2. 발전기(2005∼08)
2005년 9월 뉴패러다임센터 소장으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김훈 박사가
부임했다. 이전까지 센터는 공식적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그 사업과 운영이 문국현 위원장의 사람입국
특위와의 관계 속에서 주로 결정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 위원
장과 신봉호 소장이 물러나고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신임 소장이 부임하면
서 센터의 성격과 사업, 인력구성이 일정하게 변화되기 시작했다.

4) 이 프로그램은 한국노동교육원이 운영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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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센터는 외부 관련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
화하며 센터의 위치를 안정화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특히 노동부와의 교
류를 강화했는데, 이것은 과거 센터가 사람입국특위와의 관계 중심으로
일하면서 노동부와의 관계가 소원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센터의 향후
안정적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취해진 조치였다.
2005년부터 노동부 고용보험기금이 컨설팅을 위해 지원되면서 센터는
자체적으로 핵심업무인 컨설팅 수행을 위해 신규인력을 적극적으로 충
원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컨설턴트가 유한킴벌리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되었으나 계속 그와 같은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도 않고 현실
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는 판단에서 젊은 컨설턴트를 대거 채용했다.5)
하지만 이들 인력은 현장 경험과 컨설팅 경험이 부족한 상태였다. 그래
서 신규 채용된 컨설턴트의 역량을 빠른 시일 내에 강화하기 위한 ‘컨설
턴트조기전력화’ 과정이 강도 높게 시행되었다.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된 컨설턴트아카데미 프로그램이나 매주 진행된 토요일아카데미 프
로그램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센터 컨
설턴트의 역량이 발전되고 그에 따라 전반적인 컨설팅 수준도 향상될 수
있었다.
컨설턴트 규모와 역량이 확대되면서 뉴패러다임 컨설팅을 받는 기업의
숫자도 늘어났다. 2004년 13개였던 뉴패러다임 컨설팅 건수는 2005년 49
개, 2006년 76개, 2007년 73개로 증가했다. 또한 뉴패러다임 컨설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업구조가 장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2006
년 초부터 노동부와 신규사업을 협의한 결과,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 퇴직연금 컨설팅,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사업, 가족친화경영 컨설
팅, 여성고용촉진 컨설팅 등의 사업을 추가적으로 센터에서 수행하게 되
었다. 노동부와의 협력관계가 강화되면서 컨설팅 관련사업 영역이 확대
된 것이다.
센터는 뉴패러다임이 고성과작업장혁신을 지향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고성과작업장혁신포럼을 구축하기도 했다. 그러나
5) 2004년 말 7명(전원 유한킴벌리 파견인력)이었던 컨설팅팀 인력은 2005년 말에는
27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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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모임은 2006년 중반 이후 노동부 관련사업이 증가하고 뉴패러다
임 컨설팅이 본격화되면서 휴면기에 들어갔다.
이 시기 뉴패러다임센터는 컨설팅 참여기업의 실행역량 강화를 위한
사후지원의 일환으로 사내강사 양성교육을 많이 실시했다. 평생학습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업의 학습역량 향상 및 자체 평생학습 프
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해 강사 양성교육을 진행하였다. 사내강사, 퍼실리
테이터 강사, S-OJT 트레이너 양성과정으로 2007년 말까지 229개 기업,
1,638명에게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뉴패러다임 경영혁신이 지속될 수 있
도록 지원했다. 평생학습클럽 회원사에는 강사용․학습자용 교재와 매뉴
얼을 제작하여 무료 배포하는 등 기업의 학습인프라 구축을 지원했다. 강
사양성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 평생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학습과정을 개발해 제공한 것이다.
연구는 매뉴얼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뉴패러다임 경영혁신 성과
분석 및 사례개발, 노동부 지원사업 실천방안 관련 연구과제, 뉴패러다임
연구과제 등의 분야에서 외부연구용역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연구와 개
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는 했으나 센터의 자체역량이 취약한 상태에서
연구는 외부 의존적 형태로 진행되었다. 홍보 부문은 이전에 비해 더욱
강화되고 체계화되었다. 홈페이지 정비와 동영상 제작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했으며, 월간 뉴패러다임 발간, 세미나와 콘퍼런
스 등을 통해 일터혁신과 관련된 정보와 사례를 전파․확산시켰다.

3. 변동기Ⅰ(2008∼10)
2007년 말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뉴패러다임 사업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
었다. 뉴패러다임 사업이 지난 정부의 정치적 결정과 지원에 의해 시작되
었고 특정 기업과 인물에 너무 의존한다는 평판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
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 그러나 새로
운 정부는 이 사업의 의미를 일단 인정했고 센터를 계속 존치시켰다. 다
만 앞으로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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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점이 많았다.
일터혁신과 관련해 MB정부 노동정책의 청사진이 잡힌 것은 2008년 하
반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노동부에서는 2008년 10월 ｢작업장혁신 추진 5
개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일터혁신과 관련된 정책적 사업방향을 설정
했고, 관련사업 담당 주무국과 과를 노사협력정책국 노사협력정책과로
변경해 ‘일터혁신과 노사협력’을 연결시키고자 했다.6)
이 시기에 뉴패러다임센터의 재편이 다른 센터와 동시적으로 추진되었
다. 한국노동연구원 내의 뉴패러다임센터와 임금직무혁신센터를 통합해
부설기관으로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를 설치해 작업장혁신을 활성화하기
로 한 것이다.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는 공식적으로 2009년 1월 출범하였
다. 뉴패러다임이라는 다소 모호하고 포괄적인 용어가 고성과작업장혁신
이라는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용어로 대체된 것이다.
일터혁신에 대한 일종의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부의 ｢2009
∼12 작업장혁신 중장기 실천계획(안)｣을 보면, 정부는 일터혁신의 비전
을 “기업의 위기극복과 재도약할 수 있는 경쟁력 향상에 기여”에 놓고 목
표를 “작업장혁신의 내재화․체질화 지원을 통한 자율적인 고성과작업장
구축․확산”에 두고 있다. 추진전략으로는 ‘중장기-단계별 추진’, ‘산업현
장 및 민간 중심으로 추진’, ‘ 기업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실천가
능한 분야부터 실시 : 휴리스틱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문서에서는 세
부 실천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의 주된 내용
들은 이후 사업에 일정하게 반영되었다.
여기서는 추진체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작업장혁신센터를 중
앙센터 및 지역거점센터로 구분해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중앙센터로는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를 작업장혁신 ‘총괄 및 원스톱’ 창구로 활용하고,
지역거점센터는 대학, 자치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컨설팅사 등과 컨소시
엄 형태로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의 사업범위는 국가 작업장혁신 추진 전략 및 계
획 수립 지원과 작업장혁신 컨설팅 실시 및 운영으로 정리되고 있는데,
6) 뉴패러다임센터가 2005년 고용보험으로부터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때부터 2008
년 8월까지는 노동부 고용정책과가 센터의 주무과 역할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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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작업장혁신 비전과 추진전략

비
전

기업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할 수 있는 경쟁력 향상에 기여

목
표

작업장혁신의 내재화‧체질화 지원을 통한 자율적인 고성과 작업장
구축‧확산

성
과
목
표

 10-10 달성(비합리적 작업장 10% 감소, 고성과 작업장 10% 증
가)
 시간당 노동생산성 OECD 평균수준 달성
(20.4달러(2006년)→38달러(2012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대기업=100, 2001) : 34.5(2005년)→50(2012년)

중
점
추
진
과
제

1.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추진기반 조성
2. 기업의 작업장혁신 직접 지원

추
진
전
략

 중장기-단계별(형성-보급-확산)로 추진

3. 민간의 자율적인 추진역량 강화
4. 작업장혁신 인프라 구축

 산업현장 및 민간 중심으로 추진
 기업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실천가능한 분야부터 실시: 휴리스틱 전략

자료 : 노동부, ｢2009∼12 작업장혁신 중장기 실천계획(안)｣.

후자에는 종합진단컨설팅, 임금직무체계 개선, 근무체계 개선, 평생학습
체계 구축, 노사파트너십 개선 등 작업장혁신 컨설팅의 직접 실시, 작업
장혁신 참여 컨설팅업체 평가 및 관리, 작업장혁신 노사 혁신리더 양성
및 전문가 육성, 작업장혁신 평가지표 개발 및 우수기업 인증, 작업장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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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우수모델 개발, 세미나․워크숍․경진대회를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사실상 일터혁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된 사업들이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로 일원화되는 것을 의미한다.7)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MB정부하에서 일터혁신 계획의 청사진이 잡
히고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가 일터혁신의 총괄 및 원스톱창구로 자리매
김된 상황 속에서 얼마 되지 않아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가 흔들리기 시
작했다는 점이다. 센터의 모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
사관계가 오랜 기간 파행을 겪으면서 센터 사업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
게 된 것이다. 정부는 노사갈등이 불거진 한국노동연구원을 불신했고 사
업위탁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했다. 2009년 기존사업 외에 임금
직무혁신사업, 중소기업고용구조사업, 노사파트너십지원사업 등 신규사
업들이 추가되며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의 예산과 사업이 크게 늘어났던
것과 달리, 2010년에는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가 위탁사업을 수주하지 못
하고 마침내 문을 닫게 되었다. 센터의 급격한 부침은 자기 영역과 근거
를 확립하지 못한 연구원 부설기관으로서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4. 변동기Ⅱ(2010∼12)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를 대신해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핵심수행기관으
로서의 역할을 새롭게 담당하게 된 곳이 노사발전재단이다. 노사발전재
단은 노사가 능동적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의 협력의제를 발굴하고 함께
사업을 추진할 것을 목적으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근거해 2007년 4월
설립된 노사주도적 파트너십 추진기구이다. 노사의 적극적 참여와 역할,
파트너십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노사발전재단의 주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설립 이래 노사발전재단은 노사파트너십 교육 및 연구, 노사공

7) 이와 관련해 ｢작업장혁신 중장기 실천계획안｣에서는 지난 정부 작업장혁신사업의
문제점 중 하나로 “작업장혁신사업의 다양화를 시도하였으나, 실시기관별․사업별
로 파편화되는 등 전체적인 조망 없이 추진되어 실질적인 효과 거양에 한계”가 있
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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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훈련 등 고용․HRD사업, 노사문화우수기업인증사업, 지역노사발전지
원사업 등 다양한 노사관계발전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0년 노사발전재단은 노동부가 공모한 작업장혁신지원사업 수탁자
로 선정되어 일터혁신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일터혁신 지원사업
에 필요한 인력은 공채를 통해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에서 넘어온 일부
인력과 신규충원 인력으로 충당하였다.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정이 설립하
고 노사단체가 참여하며 파트너십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사파트너
십을 통한 일터혁신사업은 조직의 설립취지와 정체성에 맞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이관이 충분한 준비 없이 전격적으로 이
루어지면서 노사발전재단은 적지 않은 사업 부담을 안게 되었다. 당시까
지 노사발전재단은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지원사업에 일부 참여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터혁신지원과 관련된 사업경험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나마
고성과작업장센터에서 경험을 축적한 컨설턴트와 행정요원 22명이 노사
발전재단으로 자리를 옮기게 됨으로써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위탁사업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사업기간, 예산 및 인력운영 등
에 많은 제한이 있었던 점이 원활한 사업추진의 애로로 작용하기도 했다.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전반적 내용과 방식은 2010년 노사발전재단에 넘
어와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주된 사업인 컨설팅은 통합진단(150개),
고성과근무체계개선컨설팅(선도기업 10개, 일반기업 20개), 대중소상생협
력컨설팅(1개), 임금직무체계개선컨설팅(120개), 사후지원서비스(20개) 등
으로 구성되었다. 이 밖에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지원사업, 일터혁신교육
과 중소기업코칭, 일터혁신지수개발과 우수사례연구, 우수기업 인증, 세
미나와 콘퍼런스, 홍보 등 일터혁신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2011년 국제노동협력원, 노사공동전직지원센터를 통합해 규모가 확대
되면서 노사발전재단은 조직을 재편하였고, 일터혁신사업은 새로 설립된
좋은일터만들기센터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좋은일터만들기센터는 기존의
일터혁신 지원사업뿐 아니라, 고용관련 컨설팅사업, 차별개선사업 등도
수행하였다. 사업과 관련해 2011∼12년에 주목할 점은 기존의 일터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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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외에 고용, 근로시간 등과 관련된 컨설팅과 지원사업을 노사발
전재단에서 추가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근로시간줄이기, 일
자리함께하기, 시간제일자리 등의 컨설팅과 지원사업이 새롭게 실시되
었다. 이런 사업들은 기존의 일터혁신 지원사업 속에 직접적으로 포함되
지 않지만, 일터혁신 지원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기준으로, 노사발전재단에서 수행하는 컨설팅과 관련된 지원사
업 규모를 보면(목표기준), 재단 내부 컨설턴트가 직접 수행하는 컨설팅이
통합진단(50개), 고성과근무체계개선(30개), 임금직무체계개선(20개), 중소
기업고용구조개선(12개), 근로시간줄이기(15개), 일자리함께하기(20개), 시
간제일자리창출(20개) 등 총 167개소이며, 외부 컨설턴트가 수행하는 간접
컨설팅을 포함한 지원사업이 통합진단(140개), 임금직무체계개선(100개),
소규모사업장협력활성화(40개),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116개), 근로시간줄
이기(60개), 일자리함께하기(60개), 시간제일자리창출(80개) 등 총 596개소
이다. 컨설팅의 규모가 커지고 영역이 다양해짐에 따라 컨설팅과 지원사
업을 좀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재편방안들이 검토되
고 있다.
일터혁신 지원사업은 뉴패러다임센터,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를 거쳐
현재 노사발전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사업수행기관이 교체되고 일터혁
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추가되면서 일터혁신 지원사업
이 전반적으로 변동기에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절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내용

일터혁신지원의 주요사업은 컨설팅, 교육, 연구, 인증, 재정지원, 인프
라 구축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하에서 각각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
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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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내용
사업 내용
통합진단

- 기업 전반적 혁신수준 진단
- 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 지원

장시간 근로 개선

-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시간제 도입, 근로시간 관리시스
템 구축 등을 통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컨설팅 임금직무체계 개선

-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관련 인사제도 개편방안 제시
-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기술서․명세서 표준안 산출 등

소규모사업장
- 10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관련 제 규정, 노사협
인사노무관리 개선 의회제도, 고충처리, 제안제도 등 정비

노사
협력

고성과근무체계
개선

- 평생학습체계(HRD) 구축, 인적자원관리(HRM), 근무제
도 등 개선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 노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관련
프로그램 소요 비용 일부 지원

일터혁신 교육

- 인사노무담당자, 노사협의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일터
혁신의 필요성, 기법 등 교육

중소기업혁신코칭

-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혁신 마인드 고취와 실행의
지 제고 등을 위한 전문코칭

교육

일터혁신지수 운영 - 기업규모, 업종별 등 혁신 수준 진단
연구

인프라
구축

일터혁신 연구

- 선진국 일터혁신 사례, 우리나라 선도기업 혁신사례 및
기법 연구 등

우수기업 인증,
포상

- 혁신활동 및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인증․포
상함으로써 공감대 확산

일터혁신콘퍼런스

- 세미나, 연구과제, 우수사례 발표 등 기업, 여론주도층
등의 관심과 참여 유도

일터혁신자문단

- 일터혁신의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포럼
등 운영

지역거점센터
네트워킹

- 지역 우수사례 전파, 벤치마킹, 실무운영포럼 등 지역
내 혁신분위기 조성

1. 컨설팅
컨설팅은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중심적인 부분이다. 일터혁신 컨설팅의
주요 영역과 내용은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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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컨설팅 영역과 내용
내용
중장기 평생학습 마스터플랜 수립, 평생학습체계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설계 등
- 평생학습 현황 분석 및 직무분석
평생학습체계 - 평생학습체계 구축 및 설계
구축
- 기업 내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사내강사양성
- OJT의 체계화 등 직무 숙련을 위한 제도설계 등
- 이-러닝 등 자기주도적 학습조직화
- 보상 및 인사평가와의 연계를 통한 학습공헌도 향상 등
근무제도
개선

과로해소, 일과 삶의 조화, 학습시간 확보, 일자리나누기 설계 등 교대제 개편
근무시간 단축 및 단시간근로모형 개발을 통한 생산적 일자리 나누기
유연한 근무제도(원격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집중근로시간제, 직무공유
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를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임금직무
혁신

임금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직무, 숙련 및 역량의 정도가
반영된 임금체계로의 개편
직무분석, 직무평가, 직무합리화
직무성과급, 직능급(능력급), 연봉제, 숙련급(기술급), 성과상여제
성과연동보상제도 등

노사 상생의 인적자원관리시스템 설계
인적자원관리 평가, 보상체계 설계
개선
경력개발을 위한 단계적 교육시스템 구축
각종 규정과 인사체계의 형평성 설계
노사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의 변화관리를 위한 효과
적인 커뮤니케이션 체제 마련 등
노사협력을 통한 변화관리 계획 수립
노사파트너십
노사신뢰 구축 및 노사협력증진프로그램
구축
노사갈등관리, 대화협상기법, 생산적 교섭 방법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제도의 공식화 및 현실화
노사 공동의 관심사 및 문제해결 등

참여적
작업조직

작업조직 및 근로자 참여 증대를 통한 조직구조 재편
유연배치전환 및 직무순환제 도입
팀제 도입
셀 작업조직 도입
3정5s, TPM, TPS 등

하지만 이 중에서 참여적 작업조직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컨설팅이 이
루어진 적이 없으며, 대부분의 컨설팅은 인적자원관리 개선, 임금직무 혁
신, 근무제도 개선, 평생학습체계 구축 등에 집중되어 있다. 주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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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뉴패러다임센터 시절의 컨설팅은 근무제도 개선과 평생학습 체계 구
축과 관련된 것이 많은 데 비해, 최근의 컨설팅은 인적자원관리 개선과
임금직무혁신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뉴패러다임센터
시절에는 유한킴벌리 모델과 관련해 교대제와 평생학습에 집중된 컨설팅
이 이루어진 데 비해 MB정부에서는 임금체계의 선진화와 성과주의 관리
가 강조되면서 인적자원관리 개선과 임금직무혁신과 관련된 내용이 늘어
나게 된 것이다.
컨설팅의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그림 2-2]와 같다. 사업장으로부터 컨
설팅 신청이 이루어지면 초두방문을 통해 사업장의 컨설팅 의지와 니즈
를 확인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컨설팅 사업장으로 확정되면 사업장에 대
한 통합진단을 실시한다. 통합진단은 사업장의 노사관계, 작업조직, 인적
자원관리, 인적자원개발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것이다. 통합진단을
통해 사업장의 취약한 부분과 문제점 등이 확인되면 사업장과의 협의를
통해 컨설팅의 영역과 내용을 결정한다. 컨설팅은 통상 컨설턴트 1∼2인
에 의해 8∼12주 정도 진행되며, 사례 개발적 의미가 있는 선도기업이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수행하는 패키지 컨설팅의 경우에는 최대 20주까지
기간이 연장되기도 한다. 컨설팅은 컨설턴트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
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관련 직원들로 구성된 디자인팀도 같이 참여한
[그림 2-2] 일터혁신 컨설팅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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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10명 정도로 구성된 디자인팀은 컨설턴트와 함께 분석 및 설계를
담당하고 다른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컨설턴트와
디자인팀은 통상 매주 미팅을 통해 디자인팀이 일주일 동안 직원들과 커
뮤니케이션하고 고민하며 디자인한 내용에 대해 같이 토의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디자인팀과 함께 하는 방식은 컨설팅의 상
황적합성과 실행가능성을 높인다. 분석과 설계를 담은 컨설팅 결과는 노
사 모두에게 최종보고회와 보고서를 통해 전달된다. 이후 사후관리를 통
해 컨설팅 결과가 그 기업에서 어떻게 시행되었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그동안 수행된 컨설팅 실적을 보면, 뉴패러다임센터부터 고성과작업장
혁신센터 시절까지(2004∼09) 모두 299개 업체에 대해 뉴패러다임 및 일
터혁신 컨설팅이 이루어졌고, 2010∼12년까지 매년 30개 내외의 일터혁
신 컨설팅(고성과근무체계개선 컨설팅)이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수행되었
다. 일터혁신 컨설팅의 또 다른 범주라고 할 수 있는 임금직무체계개선
컨설팅은 2010∼12년에 매년 120개의 컨설팅이 이루어졌는데, 이 중 20개
는 재단 컨설턴트에 의해 직접 수행되었고, 100개는 외부 컨설턴트에 의
해 진행되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소규모사업장협력활성화컨설팅은 근
로자수 10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의 노무관리 개선을 지원하는 컨설팅
으로 주로 노무사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컨설팅에 앞서 진행되는 통
합진단을 포함해 여기까지가 공식적으로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팀에
서 주관하는 일터혁신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컨설팅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다른 부서에서 주관하는 근로시간줄이기, 일자리
함께하기, 시간제일자리창출,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 컨설팅 등도 사실상
일터혁신사업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일터혁신 컨설팅에 포함시
킬 수 있다. 각각의 컨설팅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시간줄이기 컨설팅은 근로형태 개선, 교대제 전환, 유연근로
시간제, 스마트워크 도입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창출을 도모하
는 것이다. 일자리함께하기 컨설팅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사업장에 인사노무컨설팅을 제공해 고용창출을 촉
진하는 것이며, 시간제일자리창출 컨설팅은 반듯한 시간제일자리8) 창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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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일터혁신 컨설팅(목표기준, 2012년)
직접

간접

전체

통합진단

50

140

190

고성과근무체계개선

30

임금직무체계개선

20

100

120

40

40

소규모사업장협력활성화

30

근로시간줄이기

15

60

75

일자리함께하기

20

60

80

시간제일자리창출

20

80

100

12

116

128

167

596

763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
전체

주 : ‘직접’은 노사발전재단 소속 컨설턴트가 수행하는 컨설팅, ‘간접’은 외부 컨설
턴트를 통해 수행하는 컨설팅을 말함.

관련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다.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 컨설팅은 중소
기업에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인력운용 방안,
인사관리 체계 및 제도상 차별적 요소 개선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함으
로써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들 컨설팅을 포함해 2012년 기준으로 일터혁신 컨설팅의 건수(목표
기준)를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컨설팅의 예비단계 성격인 통합진단
을 포함하면 노사발전재단에서 167개의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부
컨설턴트가 596개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2. 교 육
일터혁신교육사업은 기업 CEO, 인사노무담당자, 근로자대표들에게 사
업장 내 일터혁신 리더로서의 역량 개발을 위해 각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
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시절까지는 주로 컨설
8)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상용형 시간제 일자리)란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사
업’에서 인건비 지원대상인 ‘시간제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
시간 이하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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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과 연계해 소규모로 사내강사나 촉진자(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을 운
영하는 수준이었으나, 노사발전재단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부터는 교
육대상 및 규모가 확대되어 기업 CEO, 인사노무담당자, 근로자대표, 컨
설턴트, 근로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교육예산 및 규모
는 2010∼12년 사이에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9)
일터혁신교육의 운영방식, 내용, 기간 등은 <표 2-4>와 같다. 전반적
으로 단기교육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혁신코칭지원사업은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일터혁신에
대한 코칭을 제공함으로써 혁신에 대한 마인드를 고취하고 일터혁신에
대한 실행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사업
은 일터혁신 추진에 있어 CEO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
<표 2-4> 일터혁신교육(2012년)
운영방식
CEO
대상교육

교육내용

중소기업 CEO혁신 코칭 및
일터혁신의 개념, 프로그램
일터혁신 지역 네트워크 사
및 일터혁신 사례 공유
업과 연계하여 교육 운영

기간/시간
5～9월
/3시간

-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나
- 기초과정 : 일터혁신의 개념
누어 단계별 학습을 할 수
및 프로그램, 직무체계, 임
인사노무
5～9월
있도록 운영
금, 평가 등의 기본개념, 생
담당자,
/기초-4시간,
- 실무에 적용 가능한 내용
산적 노사관계
근로자대표 중심 교육
/심화-6시간
- 심화과정 : 인사 평가 제도
- 교육을 통하여 내일희망
설계, 보상제도 개선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유도
컨설턴트
전문성
강화교육

- 실무에 적용 가능한 내용
- 컨설팅 수행기법
중심 교육
- 인사평가 및 보상 제도설
- 교육을 통하여 일터혁신
계등
컨설팅 참여유도

- 일터혁신의 개념 및 프로
그램
근로감독관 - 강의와 토론 중심의 집체
․희망일터를 위한 근로감
특별교육
학습
독관 역할
․긍정조직 개발 등

5～9월

5～9월
/4시간
(총 8회)

9) 예산액은 2010년 210,000천 원, 2011년 150,000천 원, 2012년 100,000천 원으로, 교
육목표인원은 2010년 1,432명, 2011년 1,004명, 2012년 800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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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에 CEO에게 일터혁신에 대한 코칭을 하는 것이다. 사업진행은 코칭
과 관련된 경험과 스킬을 갖춘 코치들을 선발하여 일터혁신 지원사업에
대한 관련 교육을 진행한 후 신청기업과 코치를 매칭시켜 코치를 하는 방
식10)으로 이루어진다. 코칭은 매년 신청․심사를 통해 선정된 50개 기업
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3. 연 구
연구는 일터혁신과 관련해 중요한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며 컨설팅, 교
육, 재정지원, 홍보 등 다른 일터혁신 지원사업들을 지원하는 분야이다.
그동안 일터혁신연구는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진단지 개발, 국내외
정책 및 사례연구, 사업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표 2-5 참조).
최근 연구 분야에서 주목되는 것은 일터혁신지수가 개발되어 매년 조
사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개발된 일터혁신지수는 노사관계, 인적자원
개발, 인적자원관리, 작업조직이라는 네 범주에 따라 정량, 정성지표를 개
발하고 그것을 종합하여 구성한 것이다. 2010년부터 노사발전재단은 매
년 100인 이상 사업체 1,000여 개를 대상으로 일터혁신수준을 조사해 일
터혁신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2011년 일터혁신지수의 항목별 평가점수
는 <표 2-6>과 같다.
<표 2-5> 연구사업(2010∼12년)
내용
2010

일터혁신지수 개발, 일터혁신 심층사례 연구, 일터혁신 평가 및 발전방안 연
구, 생산적 노사관계 컨설팅 매뉴얼 등

2011

일터혁신지수 조사, 인적자원관리 컨설팅 매뉴얼, 인적자원개발 컨설팅 매뉴
얼, 일터혁신 심층사례 연구,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 연구 등

2012

일터혁신지수 조사,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통합적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
성 향상 방안 연구, 일터혁신 심층사례 연구, 일터혁신사업 평가 및 발전방
안 연구, 인적자원개발 컨설팅 모듈개발 등

10) 코치는 기업을 4∼5회 정도 방문해 기업 CEO에 대해 코칭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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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일터혁신지수 항목별 평가점수(2011년)
만점
(a)
총점

최소값 최대값

평균
(b)

표준
편차

100점 만점
환산치
(b/a*100)

400

85.61

350.78

198.84

41.17

49.71

100

26.50

96.20

64.58

10.32

64.58

(1) IR분위기

20

5.80

20.00

14.24

2.15

71.20

(2) 노사협력 프로그램과
노사갈등

25

.00

25.00

16.50

3.98

66.00

(3) 정보공유와 의사소통

25

3.00

23.00

14.60

3.80

58.40

(4) 고충처리

15

3.10

15.00

8.78

2.23

58.53

(5) 노사협의회

15

2.61

14.44

10.44

2.07

69.60

100

15.65

85.52

47.53

11.36

47.53

(1) HRM체계

15

.75

15.25

10.31

3.03

68.73

(2) HR선발 및 배치

15

2.28

13.13

7.60

1.70

50.66

(3) 인사고과

20

1.71

18.85

8.08

4.20

40.40

(4) 보상관리

25

2.12

21.25

10.76

3.50

43.04

(5) 고용안전

25

3.85

22.72

10.76

3.72

43.04

100

7.00

92.37

45.31

14.72

45.31

(1) 교육훈련 인프라

20

.00

20.00

10.54

6.38

52.70

(2) 교육훈련 프로그램

25

.00

25.00

6.52

5.48

26.08

(3) 교육훈련 실태

20

4.00

20.00

12.44

2.30

62.20

(4) 교육훈련 실적

20

.00

20.00

5.80

4.87

29.00

(5) 교육훈련 효과성

15

3.00

15.00

9.99

1.60

66.60

4. 작업조직 평가결과

100

11.59

83.16

41.41

13.18

41.41

(1) 참여활동

25

.00

25.00

7.97

5.57

31.88

(2) 작업방식과 관리

25

7.50

27.50

18.42

3.01

73.68

(3) 숙련

15

.00

14.00

4.31

4.28

28.73

(4) 직무설계

20

1.40

19.53

9.57

4.91

47.85

(5) 혁신적 생산기법

15

.00

11.25

1.13

1.75

7.53

1. 노사관계 평가결과

2. 인적자원관리 평가결과

3. 인적자원개발 평가결과

자료 : 노용진․손동희(2011),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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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 증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사업은 일터혁신 활동 및 성과가 우수한 기업
에 대해 정부가 ‘일터혁신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
로써 기업의 일터혁신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마련된 제도로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은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3년 이내 일터혁
신 활동 및 성과를 중심으로 심사․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사항
목은 노사협력적 실행, 현장적합성 및 창의성, 지속가능성, 성과, 활용 및
전파가능성 등이다.
일터혁신 우수기업에는 인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되고, ‘일터혁신대상’
수상기업에는 고용노동부장관상이 수여된다. 일터혁신 우수기업에는 관
련문구 및 로고 사용이 인정되고 노사문화우수기업 및 대상 심사 시 우대
된다. 이 밖에 사례집 발간, 동영상 제작 등을 통해 인증기업에 대한 홍보
가 이루어진다.
매년 우수기업은 통상 30개 내외, 대상기업은 10개 내외가 선정된다.
2011년의 경우에는 인증기업이 24개, 대상기업은 10개 선정되었다. 선정
기업을 특성별로 보면, 인증기업은 중소기업 13개, 대기업 6개, 공기업 5
개였고, 대상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4개, 공기업이 2개였다.
<표 2-7>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심사항목

심사기준

노사협력적
실행

일터혁신을 노사협의 또는 합의하에 상호 협력적으로 실행한 정
도, 현장 근로자들의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정도

현장적합성 및
창의성

일터혁신의 방법이나 프로세스 등이 현장에 얼마나 적합한지,
또는 얼마나 새롭고 창의적인지의 정도

지속가능성

일터혁신이 얼마나 지속가능한지의 정도(체계성, 문화체화 등),
일터혁신이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정도

성과

일터혁신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고용창출, 장시간 근로문화 개
선 등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의 정도(정량, 정성)

활용 및
전파가능성

일터혁신 내용이 다른 기업, 산업, 지역에 얼마나 전파․활용될
수 있는지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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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네트워크 및 인프라
일터혁신사업에 대한 자문 및 협력관계 수립을 위해 중앙과 지역에 자
문위원회와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중앙 자문위원회는 주로 대학,
연구소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사 관계자들도 일부 참여하고
있다(2012년 기준 38명). 지역 혁신위원회는 권역별로 지역 노사민정 관
계자들 6∼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 자문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정기적인 포럼을 개최하며, 일터혁신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일터혁신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
다. 이 밖에도 자문위원들은 일터혁신사업의 각종 심사나 평가에 참여하
고 있다. 지역 혁신위원회는 지역별로 연 2회 정도 개최되며, 지역 내 일터
혁신사업 현황에 대한 정보공유와 함께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컨설팅, 교육, 재정지원, 인증 등 일터혁신지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었던 사업장들을 클럽으로 묶어 일터혁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일
터혁신 확산을 촉진하는 인프라 구축 사업도 진행 중이다. 뉴패러다임센
터 시절, ‘평생학습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사업이 추진된 적이 있지
만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었다. 사업장들을 클럽으로 묶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사업장들이 클럽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만한 내용과
<표 2-8> 자문위원회 포럼(2011년)
일자

참여인원

세부업무내용

제1차
1.27∼1.28
포럼

15

- 주제 : 우수기업 현장견학 및 토론/연구
- 내용 : 일터혁신 우수기업 견학 후 토론

제2차
포럼

20

- 주제 : 유한킴벌리사례 공유 및 토론
- 내용 : 우수사례 공유 및 토론

6.3

제3차
포럼

10.14

35

- 1주제 : 중소기업의 통합적 작업환경개선을 통한 생산
성 혁신 방안
- 2주제 : 일터혁신의 발전적 정책방향을 위한 컨설팅
사례 공유 및 토론
- 내용 : 연구발표, 사례발표 및 토론, 발전방안 논의

제4차
포럼

12.9∼10

25

- 주제 : 사업의 평가를 위한 워크숍 및 우수기업벤치마킹
- 내용 : 호남석유화학 여수공장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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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동기가 제공되지 않으면 클럽이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가 쉽지 않다.

6. 재정지원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된 사업11)으로, 노
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를 지원함으로써 생산적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일터혁신 등을 도모하여 경쟁력 강화와 근로조건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추진방식은 신청에 의한 지원과 발굴을 통한 지원 두 가지로 구분
된다. 신청에 의한 지원은 공모를 통해 노사로부터 노사파트너십프로그
램 지원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한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발굴을 통한 지원은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 신규 노조 설립 사업장 등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
다고 고용노동부가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사업장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
이다.
지원대상프로그램은 노사 갈등관리, 대화․협상기법, 생산적 교섭방법
등에 대한 교육, 복수노조 갈등해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정착 등 노사관
계 선진화제도 정착 관련 워크숍 및 연구,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한 세
미나 및 연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재배치, 교육훈련 등 상생협력방
안 워크숍, 노사파트너십 우수사례 홍보 및 보급, 일터혁신과 관련된 컨
설팅 및 교육, 근로자 참여증진과 의사소통 개선방안 연구 및 교육, 기타
노사 공동의 관심사 및 문제해결 등 노사관계 향상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교육, 연구, 컨설팅, 세미나 등을 망라하고 있다.
지원대상비용에는 교육, 연구, 컨설팅, 워크숍, 화합행사 등에 대한 실
경비가 포함된다. 지원대상자의 인건비나 자산취득성 비용 등에 대해서
는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금은 단위사업장은 4천만 원, 단체사업장은 6천
11) 이 사업은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003년에 한국노동교
육원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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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 상황(2003∼12년)
공모
단위사업장 지역, 업종 비영리법인

소계

발굴

전체

2003

53

12

1

66

66

2004

44

15

3

62

62

2005

87

15

4

106

106

2006

94

16

6

116

116

2007

97

6

103

103

2008

68

15

83

83

2009

63

16

79

33

112

2010

85

9

94

33

127

2011

94

10

104

25

129

2012

103

9

23

135

만 원을 한도로 지원되며,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곳은 총 소요예산의
최소 10% 이상(대기업 및 공공부문의 경우는 최소 30% 이상)을 자체 부
담해야 한다.
2003∼12년까지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지원사업은 1,000개 이상의 프로
그램에 대해 재정지원을 제공했다.

제3절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성과

일터혁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컨설팅사업과 재정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수행기관에 의한 내부평가와 전문가(기관)에 의한 외부평
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여기서는 몇 가지 외부 평가자료들을 활
용해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12)

12) 내부 평가자료는 평가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외부 평
가자료만을 활용해 사업의 성과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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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뉴패러다임 컨설팅의 성과분석 결과(2007년)
재무적 관점
생산성, 수익성 개선
a. 생산량(5.61%)
b. 매출액(6.88%)
c. 이익(26.51%)

산재사고(-25%)
불량 생산(-3.11%)
새로운 제품/서비스 도입 건수(250%)
기존 제품/서비스 질적 개선 건수(61.53%)
조직 효율성 증대(3.47)
근로조건 개선(NA/3.21)
보상 체계 개선(NA/3.03)

내부 프로세스 관점

고객관점
외부 클레임(-55.34%)
시장 점유율(0.39%)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3.78)
고객 만족도 증가(3.46)
학습시간(142.73%)
교육 예산(46.95%)
교육 인원(28.87%)
사내강사(28.15%)
교육담당자(11.94%)
학습동아리개수(18.86%)
조직몰입(3.61/3.87)
직무만족(3.32/3.59)
직장만족(3.42)
노사관계 개선(3.44/3.46)
학습 및 성장관점

자료 : 구자숙(2007).

컨설팅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우선 박우성․구자숙(2006), 구자숙
(2007)에 의해 이루어진 분석이 있다. 두 결과는 거의 비슷한데 BSC적
관점에서 성과분석을 한 2007년 결과를 중심으로 보면, 재무적 관점에서
는 생산량 5.61%, 매출액 6.88%, 이익 26.51%의 개선효과가 있었다. 고객
관점에서는 외부클레임이 55.34% 줄었는 데 반해 고객만족도는 3.46%
증대했다. 내부프로세스 관점에서는 산재사고와 불량생산은 각각 25%,
3.11% 줄었고, 조직효율성은 3.47% 증대했다. 학습 및 성장관점에서 보
면, 학습시간은 142.73%, 교육인원은 28.87% 증가했고, 조직몰입도와 직
무만족도도 개선되었다.
2007년 노동부에서 미래경영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이루어진 컨설팅 사
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보면(미래경영개발연구원, 2007), 컨설팅을 통해
기업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는 컨설팅 실시 전에는 13.7%에 불과
했으나 컨설팅 실시 후에는 긍정적인 의견이 69.7%로 56.0%p 증가했으
며, 종업원 경쟁력 향상에 대한 견해도 컨설팅 실시 전에는 7.7%에 불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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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뉴패러다임 컨설팅사업의 효과성(1)
고용창출 효과성

기업경쟁력 효과성

종업원경쟁력 효과성

지식근로자 양성 경쟁력

자료 : 미래경영개발연구원(2007), ｢뉴패러다임센터 조직진단 및 컨설팅시범사업 효
과성 평가 (2007. 9 최종보고).

[그림 2-4] 뉴패러다임 컨설팅사업의 효과성(2)
한국근로자의 지식근로자 변화 효과성

한국기업의 지식경영 변화 효과성

한국사회의 지식사회 변화정책 효과성

자료 : 미래경영개발연구원(2007), ｢뉴패러다임센터 조직진단 및 컨설팅시범사업 효
과성 평가 (2007. 9 최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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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연평균 종업원 수 증감에 대한 이중차감법(업종별)-tailed test

컨설팅 대상
사업체 전체

고용평균의 차이

고용평균의 차이에 대한
표준오차

7.67

4.58

N

t-value
1.68

*

48
N

고용평균의 차이

고용평균의 차이에 대한
표준오차

t-value

제조업

14

3.22

3.47

0.93

서비스업

21

11.07

9.75

1.13

공공부문

13

6.98

4.13

1.69

N

48

주 : ** p<0.05, * p<0.1(two-tailed test).
자료 : 최강식(2008), p.48.

으나 컨설팅 이후에는 78.6%로 긍정적인 견해가 70.9%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컨설팅 이전과 이후의 주요 지적자본 지표들에 대한 인식의
방향이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했고, 그 변화수준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중차감법을 사용해 컨설팅사업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최강식(2008)에
따르면, 컨설팅 사업체 고용증가율의 증가분(사업참여 집단의 효과)은 해
당산업 고용증가율 증가분(사업비참여 집단의 효과)에 비해 평균 7.67만
큼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2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이 차이가
16.82에 달했다.
노사발전재단이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이 된 이후의 외부평가
로는 노용진․김동배(2010)와 김동배 외(2011)의 연구가 있다. 일터혁신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및 디자인팀원, 일터혁신 교육사업 참가자를 대상
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노용진․김동배(2010)의 연구에서는 평
생학습을 위한 일터혁신 지원을 받은 후 사업체의 교육 및 학습과 관련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고용증대효과도 나타났다. 근무제도 개편
지원사업의 경우, 다기능 교육훈련자의 비중 증대, 제안건수 증대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인적자원관리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체의 평가제도에서
개선이 있었고, 노사파트너십지원사업의 경우 노사간 소통에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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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이 나타났다.
김동배 외(2011)의 연구에서는 일터혁신 지원을 받은 후 약 43%의 기
업에서 교육제도의 개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시간, 사내강사 보
유 수, COP(학습분임조), 교육훈련비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
났다. 또한 일터혁신 지원사업 수혜 전후로 주당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다
기능근로자의 비중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터혁신 사업 수혜 후
인사평가제도, 배치/이동관리, 승진제도 등 기타 인사관리제도에서 일정
하게 개편이나 신규도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터혁신 지원사업
은 전반적으로 사업체의 일터혁신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5점 만점 중 3.86점), 고용 및 경영성과 지표에서도 양호한 결과
(근로자 수 증대, 이직률 감소,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대)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일터혁신 지원사업은 그동안 학습체계
개선 및 교육증대, 근무제도 개선, 인적자원관리 개선, 노사파트너십 증대
등의 측면에서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 통해 이직률 감소, 고용증
대와 같은 고용․HR 지표의 개선, 생산성 향상,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대
와 같은 경영성과지표 개선에도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표 2-12> 일터혁신 기여정도
일터혁신 기여정도
평균

표준편차

평생학습체계 구축

4.33

0.58

근무제도 개선

4.00

-

인적자원관리 개선

3.70

0.82

노사파트너십 구축

3.60

1.14

임금직무체계 혁신

4.20

0.45

작업조직 개선

4.00

-

3.86

0.77

전체
자료 : 김동배 외(2011),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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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한국형 일터혁신모델의 현재적 진화 - YK모델의 재음미

1. 유한킴벌리 모델의 의의
혁신이란 당연히 그러할 것이라고 여기던 사고와 행동의 패러다임을 바
꾸는 매너리즘의 극복과정이다. 또한 급격한 변화를 수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변화의 방향이 맞는 것인지,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변화의 결과는 좋을 것인지 등의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결단을 내려야 하
며, 따라서 이런 의문들의 원점으로 돌아가 “도대체 변화가 정말 필요한
것이기는 한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거듭 던지기도 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혁신을 통해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
는 기업을 벤치마킹하거나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것은 혁
신을 위한 훌륭한 방법론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벤치마킹 대상 혹은 전문
가 집단이 한 나라, 한 지역, 한 업종 안에 많을수록 집합적으로 혁신은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전파되고 산업 클러스터 전체에 혁신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일터 혁신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만한 기업들은
많이 존재하는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벌
계 기업들의 경영성과가 좋긴 하지만, 그들의 성과가 일터혁신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엄청난 자본조달능력, 혹은 유리한 정책 환경 때문인지
등은 불확실하다. 이러한 주변적 요인, 그리고 친재벌적인 경제성장 정책
의 유산으로 인하여 많은 중소기업들은 이들에 대하여 실질적 벤치마킹
을 하려 하기보다는 부러움과 질시가 섞인 시선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
한 점에서 보다 친근하고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중견 대기업 모델로
서 유한킴벌리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삼성전자
나 현대자동차에 비해 실제로 유한킴벌리는 일터혁신의 효과가 뛰어나다
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유한킴벌리는 인간존중의 경영이념을 갖고 있는 유한양행과 다국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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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인 킴벌리클라크의 합작회사로 1970년 출범하였으며, 외환위기 당시
지분율이 30 : 70으로 조정되어 킴벌리클라크의 지분이 더 많다. 안양공장,
김천공장에 이어 1994년 대전공장을 준공하면서 4조 3교대제를 도입하고,
여유시간을 활용한 교육훈련에 역점을 둠으로써 생산성과 품질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였다. 이후 김천공장과 안양공장에서는 4조 2교대제를
도입하여 더욱 혁신적인 교대제를 실현하였으며, 대전공장이 다시 이를
받아들여 전사적으로 4조 2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다. 외환위기를 거치면
서도 이렇듯 고용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에 힘입어 1994년 노조 설립 이후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던 노사관계에도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일터
혁신의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2011년 3월 안양공장을 폐쇄하면서
기존 설비와 장비를 신설된 충주공장 등으로 이전하였으며, 여전히 탄탄
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환경경영과 윤리경영, 여성과 가정 친화적 사업장으로도 유명한 유한
킴벌리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그 혁신적 작업장 관행과 성과가 알려
지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 들어 이를 기반으로 일자리의 양과 질을 확충
하고자 하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에 다수의 직원을 컨설턴트로 파견
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에 나섰으며, 이에 따라 교대제 개편과 학
습조직화 사업 등에서 매우 훌륭한 기반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후 뉴패러다임센터가 자체적인 컨설턴트를 육성하고, 또 고성과작업
장혁신센터와 노사발전재단 등으로 일터혁신의 시행주체가 변경되면서
유한킴벌리가 공익적 일터혁신 전파 활동에 나서지는 않게 되었으나, 여
전히 많은 관계자들에게 우리나라 일터혁신의 요람과 같은 존재로 여겨
지고 있다.
그러나 일터혁신은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 모멘텀의 유지가 중요하며,
또 기업경영환경은 나날이 변화하기 때문에 지난 수년 동안 유한킴벌리
가 일터혁신의 모델로서 자기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지, 어려운 경영 여건
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돌파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
요하다.
또한 이론적으로는 최근 정승국(2012)이 제기한 논의에서와 같이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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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모델을 사회기술체계론에 기반한 모델로 보는 것이 맞는지,
또는 린 생산방식을 채택한 기업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한 재평가
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터혁신의 프론티어에서 어떠한 변화
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은 우리나라의 일터혁신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분석으로서의 의의를 지니게 될 것이다. 본절의 내용은
유한킴벌리 혁신 모델에 대한 김동배 외(2004), 정승국(2009) 등의 기존
연구와 더불어 2012년 12월에 이루어진 본사 인력개발팀과 김천공장에
대한 추가 방문조사에 토대를 두고 있다.

2. 유한킴벌리의 최근 경영 실태와 일터혁신 전략
유한킴벌리는 주지하다시피 유아용품, 여성용품, 가정용품을 주로 생산
하는 제지업종의 대표 기업이다. 특히 유아용품 부문에서는 대전공장이
킴벌리클라크 내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성을 기록하고 있으며, 내수시장
점유율도 70% 이상이다. 여성용품과 가정용품에서도 경쟁업체에 비해 뛰
어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나날이 글로벌 경쟁은 격화되고 있으며,
중국 사업장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유한킴벌리는 2010년 3월 새로운 사장이 부임하면서 급변하는 경영환
경과 경쟁격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기로 하고, 전 직원의 뜻
을 모으는 현장 투어와 계층별 간담회(4, 5월), 비전 프로젝트팀 결성(6
월), 비전 수립을 위한 사원․임원 워크숍, 비전 선포 및 설명회(10월) 등
을 거쳐 비전 2020을 확립하였다. 이에 따라 “더 나은 생활을 향한 믿음”
을 미션 및 비전으로 삼고, 재무목표로는 2020년 매출 5조 원 달성이 제
시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한 핵심가치로는 도전과 창의, 신뢰와 배려, 책
임과 공헌이 선정되었다.
<표 2-13>은 이러한 비전 2020 수립 이후 2012년 상반기까지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시니어용 제품을 준비하는 등 68개 전략과제 중 이미 48개 과제
의 실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과 자율위임을
확대하는 등 업무 환경을 개선하였다. 무엇보다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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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비전 2020｣ 수립 이후 2011～12년 상반기 주요 변화
비전선포후 변화

세부내용

전략과제

68개

과제 실행계획 48개 수립 완료

시니어
서플라이스

TFT 구성

2012년 하반기 시니어 서플라이스 제품
출시 예정

비전공유
영상회의 시스템
및
5개
구축
전략실행

2011년 2월, 본사 및 군포, 대전, 충주,
김천 공장에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글로벌 인재
양성

해외파견
활성화

11명(2012년 1월 1일 기준) 킴벌리클라
크 해외 사업장 및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죽전)

내부통제 개선

45건

2011년 3월, 승인단계 최소화, 자율, 위
임, 책임 경영 강화

사내공모
업무효율
재택근무 시범
개선
운영

24명

총 8회, 24명 참여

5명

2011년 제도 마련 및 2012년 1월 1일
시범운영

스마트워크센터
2개소
운영

2011년 11월 1일 군포 및 죽전에 원격
근무센터 운영

사내 SNS 도입 Yammer 도입

2011년 1월 시행, 스마트폰, PC 활용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강화

매주 수요일
소통 및
수평적 가족 사랑의 날
문화 강화
매일

2011년 5월 1일부로 확대실시, 소등을
통한 정시퇴근 권장
2011년 12월 15일부로 본사 5개층 중 4
개층 19:30 이후 소등 시행

수평적 사내호칭
2011년 1월 1일 시행, 모두 ‘님’으로 호
사내호칭 통일
제도
칭 통일
유연복장제
복지 및
개인역량강화
교육 확대
핵심가치 교육

매일

2011년 5월 1일,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위한 복장제도 시행

30개

2011년 1월, 학습지원시스템을 통한 리
더십, 직무, 창의성 교육 진행

14회

2011년 6월, 약 600명 대상 본사 7회,
공장 7회 실시

자료 : 유한킴벌리 사회책임경영보고서, 2012년판.

하고 사내 SNS 도입, 재택근무 등 변화하는 사회기술적 환경에 능동적으
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인재양성, 가족 사랑의
날, 수평적 사내호칭, 유연복장제, 개인역량 강화 등 사람 중심의 경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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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비전과 실천 전략
수립 자체를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참여 중심으로 전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표 2-14>에서 볼 수 있듯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도 불구하
고 유한킴벌리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투자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투자가 2011년에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죽전연구개발센터
의 설립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각 사업부의 제품개발은 공장
마다 분산되어 있었는데, 죽전연구개발센터의 설립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 센터의 바로 옆에 킴벌리클라크 직속의
기술연구소도 설립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킴벌리클라크 아시아태평
양 지역사업에서 기술선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킴벌리클라크는 북대서양 부문(NACP)과 글로벌 부문(KCI : Kimberly
Clark International)으로 크게 사업지역을 구분하고 있는데, 글로벌 부문
은 중국 등 개도국 중심이어서 북대서양 부문에 비하여 성장세가 뚜렷하
다. 이 글로벌 부문에서 기술, 생산, 경영관리 등 많은 영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유한킴벌리인 것이다.
<표 2-15>와 <표 2-16>은 유한킴벌리의 재무지표로 본 경영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유한킴벌리의 2011년 매출은 1조 3천억 원으로서 2020년
5조 매출 목표가 얼마나 야심 찬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유한킴벌리의
매출은 지난 5년여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순이익도 2011년에 회복세
를 나타냈다. 2010년 등에 이익이 감소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표 2-16>
에서 볼 수 있듯이 유한킴벌리의 수익성은 동종 산업 대기업 평균이나 제
조업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좋은 편이다. 안정성과 활동성 측면에서도
<표 2-14> 유한킴벌리의 투자 현황
(단위 : 억 원, %)

설비투자
연구개발투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
자료 : <표 2-13>과 같음.

2007

2008

2009

2010

2011

492

726

518

728

718

59

69

75

62

105

0.65

0.68

0.66

0.51

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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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유한킴벌리의 최근 경영지표
(단위 : 억 원)
2007

2008

2009

2010

2011

매출액

9,050

10,221

11,341

12,094

13,041

매출총이익

3,438

3,871

4,238

4,255

4,328

영업이익

1,304

1,474

1,686

1,495

1,353

당기순이익

1,055

1,153

1,491

942

1,119

자료 : <표 2-13>과 같음.

<표 2-16> 유한킴벌리의 주요 재무지표
주요경영지표
성 매출액증가율 (%)
장 유형자산증가율 (%)
성 당기순이익(손실) 증가율 (%)
매출액영업이익률 (%)
수 매출액순이익률 (%)
익
성 총자산순이익률 (ROA, %)
자기자본순이익률 (ROE, %)
유동비율 (%)
안 당좌비율 (%)
정
성 부채비율 (%)
비유동장기적합률 (%)
총자산회전율 (회)
활 매출채권회전율 (회)
동
성 재고자산회전율 (회)
유형자산회전율 (회)

유한킴벌리

동종산업(대기업) 평균 제조업(대기업) 평균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6.65

7.83

9.37

5.53

18.51

14.33

8.28

-5.44

10.43

2.62

9.63

12.73

-36.78

18.79

12.36

10.37

6.38

3.57

7.83

6.13

7.79

8.58

2.91

0.72

7.36

4.74

11.4

12.41

2.62

0.66

7.98

5.41

14.12

16.82

5.44

1.30

15.25

10.38

244.20

234.16

116.88

104.58

116.12

118.41

165.39

174.15

77.92

70.69

87.30

86.86

27.36

32.34

112.25

102.08

86.32

92.60

60.6

60.46

93.80

98.05

92.14

90.55

1.44

1.45

0.90

0.91

1.08

1.14

9.61

9.17

6.90

6.49

7.56

7.31

9.94

9.91

9.50

8.91

11.98

11.04

3.34

3.81

1.64

1.70

3.02

3.21

주 : 유한킴벌리의 동종 산업은 표준산업분류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산업을
의미함.
자료 : 유한킴벌리 회사 자료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유한킴벌리의 탄탄한 체질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성장성이 제조업 평
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안양공장을 충주공장으로 이전
한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비전 2020｣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제2장 일터혁신 지원사업과 한국형 모델의 진화

47

성장성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앞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투자
가 활성화되는 추세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바이다.
유한킴벌리는 사람 중심의 경영철학을 실천한 기업으로 유명하기 때문
에 인력 관련 지표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표 2-17>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사원 수는 1,600～1,700여 명 수준에서 정체상태이다. 이는 그동안의
성장 지체 현상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력구성상에서 보면
대전공장 등의 생산직 채용이 수십 명 이루어졌으며, 주로 사무관리직의
신규 채용을 통하여 신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월 1일자로 새로 뽑은 신입사원도 40～50명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안양
공장의 충주공장으로의 이전 등을 계기로 2011년에 조기퇴직을 실시하기
도 하였다. 철저히 개인면담과 자유의지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정년까지
임금 100% 지급과 대학 자녀학자금을 보장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지만 예
상치를 크게 밑도는 30여 명에 그쳤다고 한다. 이는 그만큼 직원들이 일
하기 좋은 직장이기 때문일 것이다.
직원들이 선호하는 직장이라는 점은 다른 지표들에서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장애인 고용 비중은 높고, 매우 적었던 계약직 고용은 더욱
줄어들었으며, 월평균 근로시간은 180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본인 및 배
우자의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에 대한 제도적, 관행적 보장 등에 힘
입어 최근 여성 입사자의 비중이 50%를 넘어섰음을 알 수 있다. 기타 노
조 가입비율은 80% 이상에서 더욱 높아졌으며, 산재율은 거의 제로에 가
까운 등 인력과 관련한 각종 지표는 유한킴벌리의 사람 중심의 경영 철학
이 단지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 준다고 할 것이다.
유한킴벌리는 평균근속연수가 16년에 가까우며, 김천공장처럼 오랜 공
장에서는 21년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조직이 침체되고 혁신 마인드가 형
성되기 어려운 조건일 수 있으나, 김천공장을 비롯하여 유한킴벌리의 혁
신 모멘텀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안양, 김천, 대전 공장이 서로 내부 경쟁을 하면서 각기 자율적으로 혁신
적인 생산방식을 부단히 강구하고 실천하는 문화가 일찌감치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2008년 킴벌리클라크 전사 차원에서 린 생산방식을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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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유한킴벌리의 인력 관련 지표
2007

2008

2009

2010

2011

1,695

1,689

1,688

1,663

1,656

장애인 고용 (%)

2.1

2.2

2.2

2.3

2.2

계약직 고용 (명)

19

9

2

1

1

평균 근속 연수 (년)

13.3

14.0

13.9

15.9

15.7

월평균 근로시간

183

184

181

180

179

여성비율 (%)

15.7

16.0

15.6

15.8

16.5

사무직 여성비율 (%)

39.9

40.1

33.7

33.9

35.3

신규 채용 여성비율 (%)

48.0

31.0

20.0

55.6

52.0

출산휴가 사용자 (명)

25

33

31

29

24

육아휴직 사용자 (명)

5

15

17

20

22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명)

108

83

71

52

74

노조 가입자 수 (명)

953

945

939

935

903

노조 가입 비율 (%)

80.0

83.4

83.7

88.0

88.0

산업 재해율 (%)

0.06

0.06

0.00

0.18

0.06

전체 사원 수 (명)

자료 : 유한킴벌리 사회책임경영보고서, 2012년판.

로 방침을 세운 것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킴벌리클라크는 주가 상승
세가 주춤하고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것에 대응하여 새로운 경쟁력 요
소를 찾고자 하였는데, 여기에 린 방식과 식스시그마가 중요한 방법론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사업장에 린 식스시그마를 적용할 것을 지시
하게 된다. 이에 부응하여 유한킴벌리는 3개 공장에 각각 CI(Continuous
Improvement) 팀을 신설하여 새로운 혁신 툴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린 생산방식은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도요타생산방식 등을 기초로 하
여 주로 미국의 연구자들과 컨설턴트들이 정립한 낭비 없는 유연한 생산
방식 실천을 위한 유력한 개념이다. 또한 식스 시그마는 통계적 기법을
통하여 품질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모토로라와 GE 등에서 개
발되고 적용되었던 경영기법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톱다운 경영혁신 방
법으로서 최근 결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유한킴벌리가 이해하고
있는 린 식스시그마의 결합 개념도는 [그림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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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유한킴벌리의 린 식스시그마 결합도

주 : 일부 영어 용어를 필자가 한글로 번역함.
자료 : 유한킴벌리 김천공장.

이러한 린 식스시그마의 도입은 유한킴벌리에서 매우 용이하게 전개되
었다. 왜냐하면 이미 상당한 정도로 그러한 기법들이 활용되고 있었기 때
문이다. 유한킴벌리 혁신의 고향인 대전공장의 경우 1994년 출발부터 사
회기술체계론에 입각한 자율적 작업팀 방식과 린 생산방식의 하이브리드
형을 채택하고 있었고(정승국, 2012), 김천공장의 경우 1998년을 전후로
하여 도요타생산방식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도요타생산방식의 원조인 오
노 다이이치의 제자로부터 직접 컨설팅을 받고 1/3에 달하는 인력을 일본
에 연수 보내기도 한 바 있다. 다만, 킴벌리클라크 본사 차원에서 린 방식
의 심화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확산이나 심층 전개는 이루어
지지 않았었다. 이제 킴벌리클라크 차원에서 린 방식이 표준적인 혁신 기
법으로 도입되면서 김천공장은 대전공장과 더불어 매우 익숙한 기법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충분하였던 것이다.
또한 2006년경부터 대전공장과 안양공장에서는 이미 식스시그마 기법
을 도입하고 있었으며, 김천공장에서는 이와 유사한 통계적 품질관리 기
법을 실천하고 있었다. 센터라인을 중심으로 편차를 조정하는 ‘Run to
Target’이라는 툴을 이미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식스시그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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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역시 무리 없이 수용되고 실천될 수 있었다. 아울러 김천공장의 경우
제안제도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이것 역시 린 방식의 중요한 기법
중 하나로서 재활성화의 계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김천공장의 제안
활동은 연간 3천 건에 달하는 제안건수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이는 건당
3천～50만 원에 이르는 포상제도가 중요한 동기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다른 두 공장들과 마찬가지로 문제해결 중심의 워크숍 교육이 이를
뒷받침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흥미로운 것은 킴벌리클라크 전사, 그 중에서도 아시
아 등 개도국 사업에서 한국의 유한킴벌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는데,
생산방식 측면에서도 오히려 한국의 공장들에서 실현하고 있던 린 생산
방식과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 등이 본사의 린 식스시그마 확산 방침 결정
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김천, 안양, 대전
등이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새로운 혁신기법들을 실험해 왔다는 점을 통
해 짐작할 수 있는 바이다. 엄밀히 입증하기 쉽지 않은 주제지만, 한국 사
업장이 다국적기업 내에서 여러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만은 틀
림없는 사실이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내 킴벌리클라크 사업장에 대한 지
도에서도 훌륭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한다.

3. 유한킴벌리 모델의 새로운 전개 - 린 식스시그마(6σ)
킴벌리클라크 전사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린 식스시그마 활동은 유
한킴벌리에 유사한 관행이 이미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수용
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 기법에 대하여 김천공장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간략히 설명하기로 하자.
린 방식의 채택에서 유한킴벌리가 최근 중점을 두고 있는 관리지표는
설비종합효율, 즉 OEE(Overall Equipment Effectiveness)이다. 이는 주로
초지기계 등 설비를 운영하여 가정용품을 생산하는 공정의 특성과도 관
련된 것이다. OEE는 계획된 모든 시간에 대해 양품을 생산하는 시간(혹
은 물량 단위로 계산)으로 구해진다. 총 가용시간을 분모로 쓸 수도 있지
만, 보통은 계획된 생산시간을 토대로 한다. 계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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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 만큼 양품이 생산되지 않았다면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요인
들로서 설비가 정지되거나 재료를 바꾸거나 보전작업을 하거나 청소를
할 수도 있다. 또한 예정된 생산속도에 미치지 못하거나 불량품이 나서
재작업을 할 수도 있다. 이 모든 낭비시간을 최소화하면 할수록 OEE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낭비의 제거를 기본으로 하는 린 생산방식
의 개념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초지기계의 OEE는 김천공장의 경우 린
방식 적용 이전 77.3%였는데, 2012년에는 83% 수준으로 높아졌다. 린 방
식 적용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초지기계 기준으로 2010년 3대,
2011년 6대, 2012년에 5대가 순차적으로 준비에서 실행으로 나아갔다.
한편 가공기계의 경우 중간에 종이의 종류를 바꾸어 주는 것이 불가피
한데, 이렇게 품목을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효율이 떨
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요타의 금형교체 시간을 줄이기 위한 기법이
적용되어, 내준비와 외준비를 구분하고, 가급적 외준비 시간을 늘리는 방
식으로 대응하게 되었다. 이에 힘입어 최근 가공기계의 경우도 OEE가
75% 수준에 달하게 되었다.
한편 식스시그마는 린 방식보다는 늦게 도입되어 결합되었는데, 2011
년에 도입되어 2012년 확산기를 지나 2013년에 정착기로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천공장의 경우 2개년 추진 결과 2012년 12월 현재 블랙
벨트 16명, 그린벨트 34명을 배출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과제수행이 늘어
나고 있다(2010년 7건, 2012년 10건). 이에 따라 이미 효과금액이 11억 8
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자체 집계하고 있었다.
OEE 이외에 린 식스시그마의 도구들은 다양하다. [그림 2-6]은 낭비의
제거를 기본 원리로 하는 린 방식이 도입되면서 가치의 흐름과 물류의 흐
름, 불량품의 발생지에서의 발견, 눈으로 보는 관리 등이 강조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앞서 가공기계의 경우 품목교체 시간을 줄이는 것이 OEE
개선에 핵심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것이 Quick Change Over
(Single Minute Exchange Die : SMED)이다. 또한 표준작업이 우상귀에
보이고 있는데, SOP(Standard Operation Procedure)는 개선의 준거로 작
용한다는 점에서 워크숍 시간을 활용하여 사내강사와 오퍼레이터의 참여
하에 작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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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유한킴벌리 린 식스시그마를 위한 13개의 도구

자료 : 유한킴벌리 김천공장.

그러나 유한킴벌리는 이러한 설비종합효율을 비롯한 기술적 시스템과
성과에 대한 부단한 리뷰보다도 사람들의 의식과 역량 수준을 가장 중요
한 전환 요소로 본다. 왜냐하면 기법을 적용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역시
이에 참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김천공장에서 14대 초지기계의 린 방
식 적용에 3년이나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전에 작업자들의 마음과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여전히
유한킴벌리는 사람 중심의 혁신 철학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2-7]은 혁신으로 조직을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자동차 운전
에 비유하고 있다. 즉 자동차라는 하드웨어는 린 식스시그마와 설비종합
효율(OEE), 표준작업절차(SOP) 등의 기술적 시스템(Technical System)
에 비유되고 있으며, 베스트 프랙티스의 공유와 KPI(Key Performance
Index) 등의 경영기법들(Management Infrastructure)은 교통 신호에 비
유되고 있다. 이러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자동차를 움직
이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과 역량(Mindsets & Capabilities)이다. 이는
혁신에 있어서 경영이념과 철학, 종업원과 공유하는 가치가 가장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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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유한킴벌리의 혁신 전환을 위한 요소들

자료 : 유한킴벌리 김천공장.

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유한킴벌리의 사람 중심의 접근법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8대 낭비요소 규정이다. 린 방식에서는 일반적으
로 7대 낭비, 즉 과잉생산, 대기, 운송, 과잉프로세싱, 재고, 결함, 이동 등
을 줄이는 활동을 혁신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데, 유한킴벌리는 여기에 여
덟째 낭비요소로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잠재적 인재”를 들고 있다. 결
국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capability)을 개발하고 발휘하는 것이 인간성
의 고양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혁신의 출발점이자 중심점이
라고 할 것이다.
한편 정승국(2012)이 언급하고 있듯이 분명 OEE(설비종합효율성)의
상승은 노동강도의 강화를 수반하게 된다. 그러나 필자의 인터뷰에 의하
면 모든 과정은 노동조합과 사전, 사후 협의를 통해 시행되는 관행이 여
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작업자들은 글로벌 경쟁의 환경이 쉽지 않다는 것
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한다. 고용보장이 완벽한 유한킴벌리라고 하
여도 중국 사업장의 빠른 발전 등 경영환경은 작업자들에게 항상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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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여전히 4조 2교대제와 높은 임금수준, 그
리고 최근 기계 운전실을 리모델링하는 등 작업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환
경 개선은 부단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작업자들이 가질 수 있는
반발감은 쉽게 드러나거나 조직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최근 동향의 시사점
유한킴벌리는 우리나라의 일터혁신 정책이 1990년대의 아이디어 차원
에서 2000년대의 구체적인 실천 단계로 나아가도록 촉진한 베스트 프랙
티스 사업장이었다. 유한킴벌리 사례에 대한 심층분석을 포함한 김동배
외(2004)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면서 한국노동연구원 부설로 뉴패러다임
센터가 만들어지고, 유한킴벌리 직원들이 여기에 컨설턴트로 참여하여
다른 사업장들의 일터혁신을 도와주기도 한 바 있다. 본절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일터혁신의 대표적 모델이 최근 어떻게 혁신 모멘텀을 유지하
고 새로운 기법들을 실험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혁신의 고향인 대전공장과 최근 준공된 충주공장보다 오
히려 혁신이 뒤처진 것으로 평가된 김천공장이 더 궁금하여, 김천공장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김천공장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적고 경
쟁이 치열한 가정용품, 즉 화장지 등을 만들기 때문에 그만큼 혁신이 필
요하면서도 혁신이 용이하지 않은 사업장이다. 또한 농촌지역에 인접하
여 인력의 도시화나 산업화 마인드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고, 평균근속연
수가 21년, 평균연령이 47세에 달할 정도로 인력의 고령화와 설비 낙후화
도 상당히 진행된 사업장이다. 다른 두 공장에 비해 일터혁신의 여건이
좋지 않은 김천공장에 대한 사례분석은 오히려 다른 기업들에 대해 더 많
은 시사점을 던져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예상대로 김천공장은 대전이나 충주공장에 비해 혁신 여건과 환경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설된 CI(Continuous Improvement) 팀을 중
심으로 린 식스시그마 기법 실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혁신 툴(tool)의 도입에 있어서 기술적 측면보다는 역시
인간적, 사회적 측면의 기반 조성에 더욱 많은 역점을 두고 있었다.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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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준비에서 실천, 사후평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노동조합 및 현장작
업자들과의 쌍방향 소통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으며, 작업자들의 참여와
워크숍 형태의 교육을 중심으로 성과를 높이는 과정이 이전의 혁신 과정
과 다를 바가 없었다. 비록 여유와 자율을 중시하는 사회기술체계론으로
부터는 다소 후퇴하여 톱다운 방식을 특징으로 하는 린 생산방식과 식스
시그마 품질관리기법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게 되었지만, 그 내용에 있어
서 여전히 인간의 잠재적 능력 개발과 그에 토대를 둔 창의적 작업방식
모색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한 점에서 정승국(2012)이 제기한 유한킴벌
리 모델이 사회기술체계론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출발부터 린 방식과
의 하이브리드 모델로 전개된 것인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의 요체는 혁신 툴을 활용하는 조직의 철학과 사회적 맥락이기 때문
이다.
이렇듯 철학과 접근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유한킴벌리 모델이 린 방식
의 원류인 도요타생산방식과 갈라지는 지점에 바로 창의, 자율과 노사파
트너십이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도요타생산방식은 노사일체적 노
사관계라고 표현되듯이 사실상 어용노조에 기반하고 있으며, 따라서 노
동강도 강화를 제어할 수 없어서 ‘과로사의 기업’으로도 유명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JIT(Just In Time) 부품조달을 비롯한 생산 기법만큼은 최근
벤츠조차도 린 방식을 채택할 정도로 탁월하기 때문에 결국 철학과 혁신
툴을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나라 일터혁신의 대표적 모델인 유한킴벌리의 최근 양상
을 김천공장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혁신의 동력을 계속 유지하면
서 혁신 툴도 새롭게 도입하는 등 부단히 일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
여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사람 중심의 철학
과 원칙을 굳건히 견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다른 사업
장들이 일터혁신을 추진하고자 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일러
준다고 할 것이다. 즉 린 생산의 기법이나 식스시그마와 같은 통계적 관
리기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향식(bottom up) 의견수렴과 작업
자들의 참여 의지를 끌어낼 수 있는 노사 동반자 의식과 인간 존중의 경
영철학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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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의를 조금 더 전개하자면, 일터혁신은 때로 교대제 개편이나 노동
시간 단축을 매개로, 때로는 임금이나 승진체계 개편을 지렛대로, 혹은
학습조직화 사업을 기반으로 전개될 수도 있으나, 그 중심에는 사람을 존
중함으로써 조직과 직무에 대한 몰입을 끌어내는 근본적 접근방법의 쇄
신이 자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터혁신의 골간은 작업조직과 노동과정
자체에 대한 변화이며, 그것은 일터혁신이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노
동의 인간화와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
문이다.

제5절 소 결

본장에서는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전개과정과 내용, 성과, 그리고 한국
형 일터혁신 사업의 원형인 유한킴벌리 모델의 현재적 진화 양태와 함의
를 고찰하였다. 일부 기업들은 이전부터 나름대로 일터혁신 체계와 관행
을 발전시켜 왔지만 정부 차원에서 일터혁신 지원사업이 시작된 것은
2004년 초부터이다. 그 모태는 유한킴벌리사의 작업장혁신 모델이었다.
2003년 민간에서 시작된 뉴패러다임 운동이 2004년 정부 사업으로 편입
된 것이다.
당시 정부는 뉴패러다임센터를 한국노동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립하
여 이 사업을 주관하게 하였다. 센터는 초창기에 유한킴벌리에서 파견 나
온 전문가 집단의 지원하에서 작업장혁신 컨설팅과 교육을 위한 자체 역
량과 경험을 배양하였으며, 설립 후 작업장혁신 컨설팅과 교육, 연구 등
을 통해 교대제 개편과 학습조직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유한킴벌리형의
작업장혁신 모델 확산에 기여하였다.
뉴패러다임센터 사업은 새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2008년까지는 순항
하였다. 2009년 초에는 센터 명칭을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KOWIN센터)
로 바꾸고 정부의 작업장혁신정책에 발맞추어 사업영역과 내용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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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화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2010년 급작스럽게 노사발전재단으로 사업
이 이관되면서, KOWIN센터가 해체되고 6년간 일구어 온 일터혁신의 소
중한 인프라가 와해되고 사업은 노사발전재단으로 넘겨졌다.
2010년 사업을 이관받은 노사발전재단은 일터혁신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나 이해도 부족하고 유능하고 경험 있는 컨설턴트도 부족한 악조건
하에 있었지만, 외부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착수하였
다. 이관 후 4년차에 접어든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지원사업은 내부
전문 역량 문제 외에도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정책사업들을 위탁 수행하
면서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초점과 대상이 모호해진 측면도 없지 않았다.
2004년 이래 현재까지 정부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전개과정은, 일터혁
신사업의 조직적 정책적 위상의 제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노동부의 수
많은 사업들 중의 한 개 사업으로 자리매김된 채 정책 당국의 뜻에 따라
사업수행자가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
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가적 차원에서 일터혁신이 시급하
고 중요한 과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일터혁신 지원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하여 그에 상응하는 위상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
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법률의 제
정 또는 개정 그리고 관련 제도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일터혁신 지원사업은 컨설팅, 노사협력, 교육, 연구, 인프라 구축
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컨설팅은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핵심 영역으
로서 평생학습체계 구축, 근무제도 개선, 임금직무혁신, 인적자원관리 개
선, 노사파트너십 구축, 참여적 작업조직 등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이전
의 노동연구원 시절에 비해 사업 영역이 크게 넓어졌으며, 사업 실적 면
에서 뉴패러다임 시절의 컨설팅이 근무제도 개선과 평생학습 체계 구축
에 역점을 두었던 것에 비해 인적자원관리 개선 및 임금직무혁신과 관련
된 내용이 많아졌다. MB정부의 임금체계 선진화와 성과주의 관리 정책
이 사업 방향에 반영된 결과이다. 컨설팅 이외에 교육, 연구, 인프라 구축
등 여러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기할 만한 것은 일터혁신지
수를 개발하여 주기적으로 일터혁신 수준을 측정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간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성과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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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박우성․구자숙(2006), 구자숙(2006) 등은 뉴패러다임 컨설팅의 성과
를 참여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재무적 관점(생산량, 매출액
증가, 이익 개선), 고객 관점(외부클레임 감소, 대외 이미지 등), 내부 프
로세스 관점(산재 감소, 불량률 감소, 품질 개선, 조직 효율성 증대 등),
학습 및 성장 관점(학습시간, 교육예산, 교육인원, 학습동아리 수 등) 등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는 사업참
여 업체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고용효
과 면에서는 최강식(2009)의 연구가 주목되는데 그는 해당 산업의 뉴패러
다임사업 비참여 집단의 변화를 고려한 이중차감법을 활용하여 뉴패러다
임컨설팅사업이 고용증대에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하였
다. 뉴패러다임 컨설팅 참여업체 집단에서 각종 경영성과 지표, 교육 및
학습, 고용 면에서 양호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은 노용진․김동배(2010)
및 김동배 외(2011)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한편 한국형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원형인 유한킴벌리의 현재적 진화
양태와 함의를 살펴본 결과, 종래의 혁신 동력이 퇴화하지 않았으며 안팎
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정승국(2012)은 유한킴벌리 내에서 톱다운 방식을 특징으로 하는 린
생산방식이 널리 활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식스시그마품질관리기법이 도
입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기존의 통설과 달리 유한킴범리 모델
이 출발부터 린 방식과의 잡종형(하이브리드 모델)일 개연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없지 않지만,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상당한 정
도로 그러한 기법들이 활용되었고 현장에서 익숙한 기법이어서 무리 없
이 수용되었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작업장혁신에 있어 기술적 측면보다
인간적 사회적 측면을 중시하는 경영철학이 견지되고 있으며 혁신 과정
전반에 걸쳐 사측이 노동조합 및 현장 작업자들과의 쌍방향 소통에 만전
을 기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린생산방식의 활용과 식스시그마
품질관리기법의 도입은 유한킴벌리 모델의 새로운 진화적 발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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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일터혁신 실태와 함께 정부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혁신관행 및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동 사업
의 발전 방향을 탐색할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정부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
여한 사업체(유사 실험집단)와 이와 유사한 규모와 업종의 비참여 사업체
(비교집단)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
였다. 본 조사연구의 기본적인 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이는 본 조사연구가 업종과 규모 면에서 유사한 성격을 지닌 두 사업
[그림 3-1] 조사연구의 기본 모형

실험집단
(WIP 참여)
비교집단
(WIP 비참여)

일터혁신 지원
사업 참여

-

작업조직
혁신관행
혁신제도
경영성과

주 : WIP는 일터혁신 지원 프로그램(Workplace Innovation Program)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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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집단, 곧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서 정부의 일터혁신 지원사업 참여 여
부에 따라 이후 작업조직과 관행, 혁신제도, 더 나아가 경영성과 면에서
차이가 났을 것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함을 의미한다.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조사대상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뉴패러다임센터, 고성과작업장혁신
센터에서 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진 업체로 한다. 일터혁신이 이루어진 업
체는 총 299개인데 이 중 제조업이 90개, 서비스업이 140개, 공공부문이
69개이다.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63개, 100인 이상 300인 이하 기업이
93개, 100인 미만 기업은 143개이다. 전체 조사대상기업 299개 업체 중 평
생학습선언기업 6개와 보건복지부를 제외하면 292개 업체이다. 이 업체
들은 다시 (A) 평생학습지원기업, (B) 근무제도 개선 및 평생학습지원기
업으로 나누어진다. 평생학습지원기업은 154개 업체이며 근무제도 개선
및 평생학습지원기업은 138개 업체이다.
한편 참여업체 조사대상에서 공기업은 제외하였다. 공기업은 독과점적
인 기업이 많아 비교집단 구성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사업체 인원, 매
출 등 여러 측면이 정부예산 등으로 제약이 되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일
터혁신 사업 참여 사업체 221개가 선정되었으며 이를 다시 산업중분류와
규모별로 분류하여 비교집단 선정의 준거로 삼았다. 참여집단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221개 중 135개 사업체가 응답하였지만, 업종과 규모 면에서 대
응되는 비교집단 사업체가 조사되지 않은 13개를 제외하고 122개 사업체
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일터혁신의 효과를 컨설팅이 이루어진 업체와 이루어지지 않은
업체를 비교하여 측정하기 위해 작업장혁신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
참여 사업장 221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비참여 사업체 선정
을 위해 26만 개의 기업체 정보를 수록한 대한상공회의소의 2012년 전국
기업체총람 DB를 표집틀로 사용하였다. 비참여집단은 214개 사업체가 응
답하였으나, 업종과 규모 면에서 대응되는 실험집단 사업체가 조사되지
않은 37개를 제외하고 177개 사업체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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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일터혁신 지원사업 참여 사업체는 참여집단 혹은 실험집단, 비참
여 사업체는 비참여집단 혹은 비교집단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사전에 전화 접촉을 통해 협력 의사를
타진한 다음 이메일이나 팩스, 방문 면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본조사를 진
행하였다. 업체 내 조사대상은 회사 내 책임자나 인사 혹은 기획 분야 팀
장 1명으로 하였으며 가급적 과거 컨설팅에 관여한 사람들을 우선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심층추적 사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
다. 대상은 뉴패러다임, 고성과작업장혁신 참여 사업장 3개소 및 노사발
전재단의 일터혁신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3개소로 하였으며, 조사방법으
로는 심층 면접조사를 주로 활용하였다.

2. 설문 구조와 조사 내용
설문조사표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다르게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A. 작업과정 특성(공통), B. 작업장혁신 노력(공통), C. 혁신제도와 근로자
참여(공통), D. 작업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결정권(공통), E. 업무수행방
식(공통), F. 일터혁신 발전 방향(공통), G. 일터혁신프로그램 참여 내용
(참여업체만 설문), H. 재무, 운영, 교육훈련 현황(공통), I. 일터혁신프로그
램 참여의 정성적 효과(참여업체만 해당. 노동생산성, 품질제고, 고용안
정, 능력향상 등), J. 사업체 개요(공통)의 10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표 3-1> 설문 구조와 조사 내용
설문영역

A. 작업과정 특성
(※ WPS 문항)

실험집단
-정부 WIP 참여그룹-

비교집단1)
-정부 WIP 비참여
그룹-

- 표준화 정도
- 단순반복성 정도
- 자동화 정도
좌동 (공통)
- 작업양 관리와 통제 정도
- 작업의 품질 관리 정도
- 작업장혁신노력에 대한 노조/노사협
의회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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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의 계속
설문영역

실험집단
-정부 WIP 참여그룹-

비교집단1)
-정부 WIP 비참여
그룹-

B. 작업장혁신 노력

- 생산공정 또는 서비스제공방식 개선
좌동 (공통)
- 업무수행방식 개선

C. 근로자 참여

- 제안제도
- 품질관리서클
- 문제해결팀
- 자율적 업무팀제
- 제도정책변경 직원의견수렴

좌동 (공통)

D. 근로자 결정권 정도

- 작업일정과 속도
- 작업방법
- 작업량
- 업무할당(배정)
- 목표설정
- 업무로테이션
- 품질관리
- 안전관리

좌동 (공통)

E. 업무수행방식

- 이상(트러블) 처치
- 직무로테이션
- 설비보전
- 품질관리

좌동 (공통)

F. 일터혁신 발전 방향

- 예산규모
- 지원대상 규모
- 집중 지원
- 지원프로그램 다양화
- 지원기간 연장
- 통합지원 방식 전환
- 개별 프로그램 지원방식유지

좌동 (공통)

- 컨설팅기간
- 컨설팅내용(유형)
G. 일터혁신지원 참여내용
∙학습체계구축
∙근무제도개선+학습체계구축

비해당

<컨설팅 실시 전년, 다음 해, 2011년>
- 매출액(백만 원)
<2007, 2009, 2011년>
H. 재무, 운영, 교육훈련 - 영업이익(백만 원)
<내용은 좌동>
현황 등
- 연간가동일수(서비스 제공일수)
- 연평균 종업원 수(명)
- 주당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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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의 계속
설문영역

실험집단
-정부 WIP 참여그룹-

- 연평균 휴무일수(일/인당),
∙불량 생산율(고객클레임) (%)
- 산재사고 발생(명)
- 이직률
H. 재무, 운영, 교육훈련
- 인당 연간 교육훈련 시간
현황 등
- 연간 교육훈련 예산(백만 원)
- 연간 교육훈련 참여율(%)
- CoP(학습공동체) 개수
- 교육훈련 전담조직 여부

비교집단1)
-정부 WIP 비참여
그룹-

<2007, 2009, 2011년>
<내용은 좌동>

I. 일터혁신 참여의 정성적 - 노동생산성, 생산서비스품질제고, 고
효과(※ WPS H09124
용안정, 근로자능력향상, 노동강도, 비해당
～09131 참조)
근로자참여, 조직몰입, 직무몰입

J. 사업체개요(공통)

- 설립연도, 직원평균연령, 평균근속연
수, 여성직원비중
좌동 (공통)
- 기업(기관)형태, 경영체제, 업종, 노
조유무, 조직률

주 : 1) 비교집단의 조사대상 사업체는 정부 WIP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체 중 실험
집단 사업체와 유사한 속성(업종 동일성, 규모 유사성 등)을 지닌 사업체를
선정.

개발 단계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WPS)와 노용진․김동
배(2010)가 노사발전재단 작업장혁신 지원사업을 조사한 설문 문항을 참
조하였으며, 일부는 본 연구를 위해 새로 개발하였다.

3. 분석방법
조사결과는 사회과학통계패키지(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
석, 교차분석, 변량분석(ANOVA), T-Test 등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에
대한 설문 중 H부분, 비교집단에 대한 설문 중 G부분은 각 변수별로 컨
설팅 직전 연도와 컨설팅 실시 다음 연도 간의 단기적 변화, 컨설팅 실시
직전 연도와 2011년도 간의 장기적 변화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대상으
로 비교 분석하였다. 조사결과에서 답변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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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시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유의수준은 5%를 기본으로 하되, 경우
에 따라 10% 수준으로 하기도 하였다.

4. 표본 특성
실험집단 표본은 122개 사업체로서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37.7%, 서비
스업에서 60.7%를 차지하고,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에서 36.9%, 50∼99인
에서 18.9%, 100∼299인에서 30.3%, 300인 이상에서 13.9%를 차지하였다.
비교집단 표본은 177개 사업체로서, 제조업에서 42.4%, 서비스업에서
57.1%를 차지하고,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에서 35.6%, 50∼99인에서 16.9%,
100∼299인에서 31.1%, 300인 이상에서 16.4%를 차지하고 있다. 실험집
단과 비교집단은 규모 면에서는 유사하게 표집되었으나 산업 측면에서는
약간 다르게 표집되었다.
이들 표본 사업체의 컨설팅 시작 연도는 2004년이 2개, 2005년 15개,
2006년 23개, 2007년 33개, 2008년 30개, 2009년 10개로 나타났다. 이들 표
<표 3-2> 실험집단 응답 사업체 특성
(단위 : 개소, %)
빈도

구성비

122

100.0

제조업(경공업)

13

10.7

제조업(중화학공업)

33

27.0

개인서비스업

9

7.4

유통서비스업

1

0.8

사업서비스업

15

12.3

사회서비스업

49

40.2

2

1.6

50인 미만

45

36.9

50∼99인

23

18.9

100∼299인

37

30.3

300인 이상

17

13.9

전체

업종

기타

규모

제3장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

65

본 사업체를 컨설팅이 종료된 연도별로 보면 2004년이 1개, 2005년 11개,
2006년 23개, 2007년 32개, 2008년 31개, 2009년 14개 등이었다.
<표 3-3> 비교집단 응답 사업체 특성
(단위 : 개소, %)
빈도

구성비

177

100.0

제조업(경공업)

17

9.6

제조업(중화학공업)

58

32.8

개인서비스업

9

5.1

유통서비스업

2

1.1

사업서비스업

26

14.7

사회서비스업

64

36.2

1

0.6

50인 미만

63

35.6

50∼99인

30

16.9

100∼299인

55

31.1

300인 이상

29

16.4

전체

업종

기타

규모

<표 3-4> 참여업체의 연도별 컨설팅 시작 및 종료 시점의 분포
(단위 : 개소, %)
시작
사례수

종료
구성비

사례수

구성비

2004

2

1.6

1

0.8

2005

15

12.3

11

9.0

2006

23

18.9

23

18.9

2007

33

27.0

32

26.2

2008

30

24.6

31

25.4

2009

10

8.2

14

11.5

2010

-

-

1

0.8

잘모름

9

7.4

9

7.4

전체

122

100.0

1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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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표본 사업체를 컨설팅 유형별로 보면 중 교대조 개편과 평생학습
을 같이 받은 유형이 42개 사업체(34.4%)이고, 평생학습만 받은 유형은
65개 사업체(53.3%)이며, 잘 모르는 유형은 15개 사업체(12.3%)였다. ‘잘
<표 3-5> 컨설팅 유형
(단위 : 개소, %)
컨설팅 유형
사례수

교대제 개편
+평생학습

평생학습

잘모름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122

42

34.4

65

53.3

15

12.3

제조업(경공업)

13

7

53.8

3

23.1

3

23.1

제조업(중화학공업)

33

13

39.4

16

48.5

4

12.1

개인서비스업

9

2

22.2

7

77.8

0

0.0

유통서비스업

1

0

0.0

1

100.0

0

0.0

사업서비스업

15

0

0.0

13

86.7

2

13.3

사회서비스업

49

20

40.8

24

49.0

5

10.2

2

0

0.0

1

50.0

1

50.0

전체

기타

<표 3-6> 컨설팅 참여 세부 프로그램
(단위 : %)
했음

안했음

잘모름

진단

63.1

25.4

11.5

근무제도 개선

62.3

26.2

11.5

학습체계 구축

65.6

23.0

11.5

직무분석

54.1

34.4

11.5

평가제도 개선

45.1

43.4

11.5

임금제도 개선

36.9

51.6

11.5

조직문화 개선

44.3

44.3

11.5

업무 개선

47.5

41.0

11.5

인원 산정

33.6

54.9

11.5

주 : 응답사례 수는 122개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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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이라는 범주는 담당자가 바뀌고 신입직원이 응답한 경우이다.
이들 표본 사업체에 대한 컨설팅 유형을 보다 세분하면 진단을 받은
사업체가 63.1%, 근무제도 개선 컨설팅 사업체가 62.3%, 학습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체가 65.6%, 직무분석 컨설팅 사업체가 54.1%, 평가제도 개선
컨설팅 사업체가 45.1%, 임금제도 개선 컨설팅 사업체가 36.9%,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사업체가 44.3%, 업무 개선 컨설팅 사업체가 47.5%, 인원 산
정 컨설팅 사업체가 33.6%이다. 이 중 진단은 2004년을 제외하고는 컨설
팅을 받은 거의 모든 사업체에 실시하였다고 하나(이영호․하헌혁, 2010)
실제 응답은 상당히 적게 나왔다.

제2절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영향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정부의 일터혁신 지원사업 참여업체들을 대상으로 그 영향을 노동생산
성제고, 품질제고, 고용안정, 숙련 등 능력향상, 노동강도 개선, 근로자 참
여, 조직몰입도, 직무몰입도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근로자 참여(3.51점), 품질제고(3.50점), 노동생산성제고(3.49점), 숙련
<표 3-7>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영향에 대한 평가
(단위 : 점)
평균값
노동생산성제고

3.49

품질제고

3.50

고용안정

3.36

숙련 등 능력향상

3.44

노동강도 개선

3.26

근로자 참여

3.51

조직몰입도

3.35

직무몰입도

3.40

주 : 1점(매우 부정적)～5점(매우 긍정적)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값임.
응답사례 수는 115개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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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일터혁신 지원사업 영향 평가
(단위 : 점)

향상(3.44점), 직무몰입도(3.40점), 고용안정(3.36점), 조직몰입도(3.35점),
노동강도개선(3.26점)의 순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3절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효과에 대한 심층분석

1. 분석내용과 방법
정부의 일터혁신 지원사업이 경영성과와 근로조건, 교육훈련 등에 미
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내용은 매출액, 영업이익 등 직접적 경영성
과 항목 이외에 연간 가동일수, 종업원 수와 같은 간접 경영성과 항목, 그
리고 주당 근로시간, 연간 휴무일수, 불량률, 산재사고인원수, 이직률, 교
육훈련시간, 교육훈련참여율, 교육예산, 학습공동체 동아리 수, 교육훈련
전담조직 유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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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혁신 지원사업의 효과에 대한 분석은 ① 단순단기효과분석, ② 비교
단기효과분석, ③ 비교장기효과분석의 세 가지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단순
단기효과분석은 일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사업체들, 곧 실험집단에서
앞에 제시한 여러 측면에서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단순단기효과분석은 일터
혁신 지원사업과 관련한 경영성과 등을 이 사업에 참여한 122개 사업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각 사업체의 컨설팅 참여 직전 연도와 컨설팅 참여 다
음 연도, 곧 컨설팅 전후의 변화량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전후의 변화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지 아닌지를 검정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사회과학통계패키지(SPSS)를 이용하여 비모수통계분석 기법의 하나인 윌
콕슨부호순위검정(Wilcoxon Signed Rank Test) 방법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실험집단 내 사례만을 대상으로 한 단순단기효과분석은 일터혁
신 지원사업의 순수한 단기효과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를 갖는다. 같은 기
간 동안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아울러
고려하여 비교해 보아야 그 효과를 제대로 알 수 있다. 비교단기효과분석
은 이러한 판단에 따라 참여집단과 그에 대응하는 비교집단 사이의 같은
기간 내의 변화량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정함으로써 일터혁
신 지원사업의 단기 순효과를 파악한 것이다. 분석 대상은 2008년 일터혁
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사업체와 그에 대응되는 비교집단 사업체로 설정
하였으며,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 이전 연도인 2007년도의 측정치와 컨설
팅 다음 연도인 2009년도의 측정치의 집단별 변화의 평균값을 분석하였
다. 분석방법은 독립표본 T검정 기법을 활용하였다. 각 변수별로 분석대
상 집단 간 변량의 동분산성에 대한 Leven의 F값 검정을 거친 후 집단별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는 식으
로 진행하였다.
한편 일터혁신 컨설팅을 받은 사업체에서 드러난 효과들이 지속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관심사이다. 일터혁신 컨설팅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해당 사업체에 일터혁신의 관행과 제도가 뿌리내리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혁신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비교장
기효과분석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분석 대상은 2008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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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사업체와 그에 대응되는 비교집단 사업체로
설정하였으며,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 이전 연도인 2007년 측정치와 최근
연도인 2011년 측정치의 집단별 변화의 평균값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
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독립표본 T검정 기법을 활용하였다.
이하에서는 각 분석 항목별로 단순단기효과, 비교단기효과, 비교장기효
과의 순으로 분석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2. 항목별 분석 결과
가. 매출액 변동에 미치는 효과
컨설팅을 받은 기업과 기관들의 컨설팅 실시 직전 연도 평균 매출액은
244억 1천8백만 원이고, 컨설팅 실시 다음 연도 매출액 평균은 283억 2천
<표 3-8> 컨설팅 참여업체의 매출액 변동
(단위 : 개소, 백만 원)
컨설팅 직전 연도

컨설팅 다음 연도

사례수

매출액

사례수

매출액

사례수

매출액

122

68

24,417.65

71

28,325.70

82

38,269.16

제조업(경공업)

13

7

103,803.57

9

94,700.78

11

102,851.82

제조업(중화학)

33

13

24,204.23

14

34,132.93

18

66,243.83

9

6

18,916.67

6

19,171.67

7

19,282.71

전체
전체

2011년

개인서비스업
업
유통서비스업
종
사업서비스업

1

0

-

0

-

0

-

15

9

8,685.00

9

9,700.67

12

11,588.17

사회서비스업

49

33

12,953.18

33

14,503.67

34

15,890.44

2

0

-

0

-

0

-

45

32

5,933.84

33

6,964.88

37

7,547.70

규 50～99인
모 100～299인

23

13

6,516.54

14

7,779.14

16

13,941.38

37

18

39,240.22

19

47,544.47

22

51,970.00

300인 이상

17

5

135,895.60

5

153,806.20

7

213,200.57

기타
50인 미만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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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백만 원이며, 2011년 평균 매출액은 382억 6천9백만 원이다. 이를 단순
비교하면 컨설팅 실시 이전보다 모두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일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실험집단 122개 사업체 사례를 대상으로
컨설팅 직전 연도와 다음 연도의 매출액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를 윌콕슨부호순위검정 방법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3-9>와 같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매출액의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
터혁신 컨설팅이 단기적인 매출액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시사
한다.
그리고 일터혁신의 매출액에 대한 비교단기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008
년 일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실험집단 사례(30개)와 그에 대응하는
비교집단 사례(99개)를 선별하여,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컨설팅 다음
연도(2009년)와 컨설팅 실시 직전 연도(2007년) 매출액의 증감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만을 대상으로 컨설팅 전후 변화를 단순분
석했을 때 의미 있게 나타났던 것이 비교집단의 변화까지 고려하여 분석
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진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일터혁신이
매출액 증감에 미치는 비교단기효과는 없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표 3-9> 일터혁신 지원이 매출액 변동에 미치는 단순단기효과

컨설팅 다음 연도 매출액
- 직전 연도 매출액

빈도

평균순위

음의 순위

6

26.67

160.00

양의 순위

56

32.02

1,793.00

6

-

Z=-5.725
***
- s=0.000

68

-

-

동률
전체

순위합

유의도

주 : 유의도 ***<.01.

<표 3-10> 일터혁신 지원이 매출액 증감률에 미치는 비교단기효과
(단위 : 개소, %)
집단구분

빈도

증감률 평균

표준편차

유의도

실험집단

20

24.68

42.90

t=0.486

비교집단

49

19.34

37.68

s=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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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일터혁신 지원이 매출액 증감률에 미치는 비교장기효과
(단위 : 개소, %)
집단구분

빈도

증감률 평균

표준편차

유의도

실험집단

20

48.57

60.85

t=0.866

비교집단

49

34.32

64.86

s=0.392

된다.
한편 일터혁신 지원사업 참여가 두 집단의 매출액의 장기적 변화에 미
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은 2008년 일터혁신에 참여한 30개 사업
체와 그에 대응하는 99개 비교대상 사업체 중 응답한 사례들이며, 분석변
수는 2011년 매출액과 2007년 매출액의 증감률이다. 분석 결과 일터혁신
지원의 매출액에 대한 비교장기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매출액 변동 측면에서 실험집단 122개 사례만을 대상으로 한
단순단기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지만, 2008년 참여 실험집단과 그에 대응하는 통제집단에서의 일터
혁신 전후 매출액 변화까지 고려한 비교단기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동일한 두 집단을 대상으로 컨설팅 직전 연도인 2007년과 2011
년 사이의 매출액 증가율을 분석한 비교장기효과 역시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매출액 변화에 관한 한 일터혁신 지원
은 참여업체의 컨설팅 전후의 단순단기효과는 있지만, 비교단기효과나
비교장기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영업이익 변동에 미치는 효과
컨설팅을 받은 기업과 기관들의 컨설팅 실시 직전 연도 영업이익 평균
은 20억 2천2백만 원이고, 컨설팅 실시 다음 연도 영업이익 평균은 24억
3천4백만 원이며, 2011년 평균 영업이익은 21억 1천7백만 원이다. 컨설팅
실시 이전보다 컨설팅 실시 다음 연도 영업이익 평균은 증가했으나 2011
년 영업이익은 도리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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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컨설팅 참여업체의 영업이익 변동
(단위 : 개소, 백만 원)
컨설팅 직전 연도

컨설팅 다음 연도

사례수

영업이익

사례수

영업이익

사례수

영업이익

122

71

2,021.66

72

2,434.11

74

2,117.08

제조업(경공업)

13

6

5,415.67

7

7,050.57

7

8,820.71

제조업(중화학)

33

17

2,796.71

17

3,751.82

18

-206.67

9

5

4,430.80

6

2,351.17

6

3,868.33

전체
전체

2011년

개인서비스업
업
유통서비스업
종
사업서비스업

1

0

-

0

-

0

-

15

11

1,846.45

10

2,444.10

11

4,215.64

사회서비스업

49

31

139.74

31

220.13

31

204.84

2

1

16,703.00

1

16,749.00

1

22,707.00

45

29

508.14

30

667.77

31

1,324.87

규 50～99인
모 100～299인

23

14

1,791.57

14

1,852.57

14

2,384.36

37

22

3,218.00

22

3,872.86

21

5,232.86

300인 이상

17

6

5,487.33

6

7,347.33

8

-3,459.75

기타
50인 미만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영업이익 관련 설문조사 응답결과가 무응답, 잘못 기재된 것이 많아 통
계적 유의성에 관한 엄밀한 분석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영업이익 관련
실험집단, 비교집단 비교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 연평균 종업원 수 변동에 미치는 효과
컨설팅을 받은 기업과 기관들의 컨설팅 실시 직전 연도 연평균 종업원
수는 176.6명이고, 컨설팅 실시 다음 연도 연평균 종업원 수는 190.0명이
며, 2011년 연평균 종업원 수는 218.1명이다. 이를 단순 비교하면 컨설팅
실시 이전보다 그 이후 연평균 종업원 수는 모두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일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실험집단 122개 사업체 사례를 대상으로
컨설팅 직전 연도와 다음 연도의 종업원 수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3-14>와 같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종업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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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컨설팅 참여업체의 종업원 수 변동
(단위 : 개소, 명)
컨설팅 직전 연도

컨설팅 다음 연도

사례수

종업원수

사례수

종업원수

사례수

122

107

176.59

109

189.95

118

218.11

제조업(경공업)

13

12

220.75

12

237.25

13

248.38

제조업(중화학)

33

24

173.08

26

215.77

30

312.30

9

8

548.50

8

549.75

9

492.78

전체
전체

2011년
종업원수

개인서비스업
업
유통서비스업
종
사업서비스업

1

1

90.00

1

90.00

1

100.00

15

13

115.77

13

117.69

15

143.07

사회서비스업

49

48

119.54

48

121.58

49

123.84

2

1

371.00

1

394.00

1

390.00

45

42

26.12

42

26.43

45

26.09

규 50～99인
모 100～299인

23

21

55.48

21

59.14

23

65.04

37

32

167.75

33

183.09

34

186.71

300인 이상

17

12

938.75

13

947.00

16

1,044.94

기타
50인 미만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표 3-14> 일터혁신 지원이 종업원 수 변동에 미치는 단순단기효과
빈도

평균순위

음의 순위

11

32.05

352.50

컨설팅 다음 연도 종업원수 양의 순위
- 직전 연도 종업원수
동률

46

28.27

1,300.50

50

-

-

107

-

-

전체

순위합

유의도

Z=-3.774
s=0.000***

주 : 유의도 ***<.01.

의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터혁신 컨설팅이 단기적인
종업원 수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일터혁신의 종업원 수에 대한 비교단기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008년 일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실험집단 사례(30개)와 그에 대응하
는 비교집단 사례(99개)를 선별하여,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컨설팅 다
음 연도(2009년)와 컨설팅 실시 직전 연도(2007년) 종업원 수의 증감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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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만을 대상으로 컨설팅 전후 변화를 단
순 분석했을 때 의미 있게 나타났던 것이 비교집단의 변화까지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진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일터혁신
이 종업원 수 증감에 미치는 비교단기효과는 없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서 일터혁신 지원사업 참여가 두 집단의 종업원 수의 장기적 변화
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은 2008년에 일터혁신에 참여한 30
개 사업체와 그에 대응하는 99개 비교대상 사업체 중 응답한 사례들이며,
분석변수는 2011년 종업원 수와 2007년 종업원 수의 증감률이다. 분석 결
과 일터혁신 지원의 종업원 수에 대한 비교장기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종업원 수 변동 측면에서 실험집단 122개 사례만을 대상으로
한 단순단기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8년 참여 실험집단과 그에 대응하는 통제집단에서의 일
터혁신 전후 종업원 수 변화까지 고려한 비교단기효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으며, 동일한 두 집단을 대상으로 2011년과 컨설팅 직전 연도
인 2007년의 종업원 수 증가율을 분석한 비교장기효과 역시 통계적 유의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종업원 수 변화에 관한 한 일터혁
<표 3-15> 일터혁신 지원이 종업원 수 증감률에 미치는 비교단기효과
(단위 : 개소, %)
집단구분

빈도

증감률 평균

표준편차

유의도

실험집단

29

1.63

11.77

t=-1.099

비교집단

67

5.65

24.00

s=0.274

<표 3-16> 일터혁신 지원이 종업원 수 증감률에 미치는 비교장기효과
(단위 : 개소, %)
집단구분

빈도

증감률 평균

표준편차

유의도

실험집단

29

5.18

34.35

t=-0.973

비교집단

67

14.05

53.28

s=0.333

76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평가와 발전 방안

신 지원은 참여업체의 컨설팅 전후의 단순단기효과는 있지만, 비교단기
효과나 비교장기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주당 근로시간 변동에 미치는 효과
컨설팅을 받은 기업과 기관들의 컨설팅 실시 직전 연도 주당 근로시간
평균은 43.5시간이고, 컨설팅 실시 다음 연도 주당 근로시간 평균은 42.1
시간이며, 2011년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1.5시간이다. 이를 단순 비교하
면 컨설팅 실시 이전보다 그 이후 주당 근로시간은 추세적으로 감소했다
고 할 수 있다.
일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실험집단 122개 사업체 사례를 대상으로
컨설팅 직전 연도와 다음 연도의 주당 근로시간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3-18>과 같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근로
시간의 단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터혁신 컨설팅이 단기
<표 3-17> 컨설팅 참여업체의 주당 근로시간 변동
(단위 : 개소, 시간)
컨설팅 직전 연도

컨설팅 다음 연도

사례수

근로시간

사례수

근로시간

사례수

근로시간

122

110

43.51

109

42.05

115

41.52

제조업(경공업)

13

12

51.83

11

51.82

12

49.50

제조업(중화학)

33

26

42.42

26

40.42

29

40.24

9

8

43.25

8

41.75

8

41.75

전체
전체

2011년

개인서비스업
업
유통서비스업
종
사업서비스업

1

1

40.00

1

40.00

1

40.00

15

13

42.15

13

41.85

15

41.07

사회서비스업

49

49

42.59

49

40.90

49

40.49

2

1

40.00

1

40.00

1

40.00

45

43

42.67

43

41.53

44

41.05

규 50～99인
모 100～299인

23

21

45.57

20

43.45

22

42.18

37

33

44.18

33

42.18

33

42.09

300인 이상

17

13

41.23

13

41.23

16

40.75

기타
50인 미만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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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일터혁신 지원이 근로시간 변동에 미치는 단순단기효과
빈도

평균순위

순위합

음의 순위

26

13.50

351.00

컨설팅 다음 연도 근로시간 양의 순위
- 직전 연도 근로시간
동률

0

0.00

0.00

83

-

-

109

-

-

전체

유의도

Z=-4.487
s=0.000***

주 : 유의도 ***<.01.

<표 3-19> 일터혁신 지원이 근로시간 변동에 미치는 비교단기효과
(단위 : 개소, 시간/년)
집단구분

빈도

변동량 평균

표준편차

유의도

실험집단

29

-2.14

7.52

t=-1.633

비교집단

63

-0.54

1.43

s=0.106

적인 근로시간 단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시사한다.
일터혁신의 근로시간에 대한 비교단기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008년
일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실험집단 사례(30개)와 그에 대응하는 비교
집단 사례(99개)를 선별하여,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컨설팅 다음 연도
(2009년)와 컨설팅 실시 직전 연도(2007년) 근로시간의 변동을 비교 분
석한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만을 대상으로 컨설팅 전후 변화를 단순분석
했을 때 의미 있게 나타났던 것이 비교집단의 변화까지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진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일터혁신이 근
로시간 단축에 미치는 비교단기효과는 없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된다.
한편 일터혁신 지원사업 참여가 두 집단의 근로시간의 장기적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은 2008년에 일터혁신에 참여한 30개
사업체와 그에 대응하는 99개 비교대상 사업체 중 응답한 사례들이며, 분
석변수는 2011년 주당 평균 근로시간과 2007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의 변
동이다. 분석 결과 일터혁신 지원의 근로시간에 대한 비교장기효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8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평가와 발전 방안

<표 3-20> 일터혁신 지원이 근로시간 변동에 미치는 비교장기효과
(단위 : 개소, 시간/년)
집단구분

빈도

변동량 평균

표준편차

유의도

실험집단

29

-2.62

7.71

t=-1.369

비교집단

63

-1.10

2.99

s=0.174

요약하면, 근로시간 변동 측면에서 실험집단 122개 사례만을 대상으로
한 단순단기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8년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 실험집단과 그에 대응하는 통제집단에서의
일터혁신 전후 근로시간 변화까지 고려한 비교단기효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으며, 동일한 두 집단을 대상으로 2011년과 컨설팅 직전 연도
인 2007년의 근로시간 변동을 분석한 비교장기효과 역시 통계적 유의성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근로시간 변화에 관한 한 일터혁신
지원은 참여업체의 컨설팅 전후의 단순단기효과는 있지만, 비교단기효과
나 비교장기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연간 휴무일수 변동에 미치는 효과
컨설팅을 받은 기업과 기관들의 컨설팅 실시 직전 연도 연간 휴무일수
평균은 83.9일이고, 컨설팅 실시 다음 연도 연간 휴무일수 평균은 86.3일
이며, 2011년 평균 연간 휴무일수는 89.3일이다. 이를 단순 비교하면 컨설
팅 실시 이전보다 그 이후 연간 휴무일수는 일관되게 증가했다.
일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실험집단 122개 사업체 사례를 대상으로
컨설팅 직전 연도와 다음 연도의 휴무일수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3-22>와 같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휴무일수
의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터혁신 컨설팅이 단기적인
휴무일수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일터혁신의 휴무일수에 대한 비교단기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008년 일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실험집단 사례(30개)와 그에 대응하
는 비교집단 사례(99개)를 선별하여,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컨설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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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컨설팅 참여업체의 휴무일수 변동
(단위 : 개소, 일)
컨설팅 직전 연도

컨설팅 다음 연도

사례수

휴무일수

사례수

휴무일수

사례수

휴무일수

122

101

83.86

102

86.30

108

89.31

제조업(경공업)

13

11

95.64

11

103.82

12

103.08

제조업(중화학)

33

24

81.92

24

86.52

26

94.65

개인서비스업

9

7

79.29

7

79.14

7

79.57

전체
전체

2011년

업
유통서비스업
종
사업서비스업

1

1

120.00

1

120.00

1

120.00

15

12

78.50

12

82.33

15

82.33

사회서비스업

49

46

83.37

46

85.11

47

85.85

2

0

-

1

7.00

0

-

기타
50인 미만

45

40

76.05

40

80.61

42

81.88

규 50～99인
모 100～299인

23

21

91.90

21

93.10

22

94.73

37

29

91.07

29

94.41

29

98.55

300인 이상

17

11

77.91

12

73.75

15

84.27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표 3-22> 일터혁신 지원이 휴무일수 변동에 미치는 단순단기효과
빈도

평균순위

순위합

음의 순위

5

10.90

54.50

컨설팅 다음 연도 휴무일수 양의 순위
- 직전 연도 휴무일수
동률

26

16.98

441.50

70

-

-

101

-

-

전체

유의도

Z=-3.802
s=0.000***

주 : 유의도 ***<.01.

음 연도(2009년)와 컨설팅 실시 직전 연도(2007년) 휴무일수의 변동을 비
교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만을 대상으로 컨설팅 전후 변화를 단순
분석했을 때 의미 있게 나타났던 것이 비교집단의 변화까지 고려하여 분
석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진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일터혁신이
휴무일수 변동에 미치는 비교단기효과는 없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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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일터혁신 지원이 휴무일수 변동에 미치는 비교단기효과
(단위 : 개소, 일/년)
집단구분

빈도

변동량 평균

표준편차

유의도

실험집단

29

0.69

2.25

t=1.241

비교집단

63

0.08

2.05

s=0.220

<표 3-24> 일터혁신 지원이 휴무일수 변동에 미치는 비교장기효과
(단위 : 개소, 일/년)
집단구분

빈도

변동량 평균

표준편차

유의도

실험집단

29

2.14

4.27

t=0.991

비교집단

63

1.19

4.23

s=0.326

한편 일터혁신 지원사업 참여가 두 집단의 휴무일수의 장기적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은 2008년에 일터혁신에 참여한 30개
사업체와 그에 대응하는 99개 비교대상 사업체 중 응답한 사례들이며, 분
석변수는 2011년 휴무일수와 2007년 휴무일수의 변동이다. 분석 결과 일
터혁신 지원의 휴무일수에 대한 비교장기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휴무일수 변동 측면에서 실험집단 122개 사례만을 대상으로
한 단순단기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8년 참여 실험집단과 그에 대응하는 통제집단에서의 일
터혁신 전후 휴무일수 변화까지 고려한 비교단기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으며, 동일한 두 집단을 대상으로 2011년과 컨설팅 직전 연도인
2007년의 휴무일수 변동을 분석한 비교장기효과 역시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휴무일수 변화에 관한 한 일터혁신 지
원은 참여업체의 컨설팅 전후의 단순단기효과는 있지만, 비교단기효과나
비교장기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 연간 가동일수 변동에 미치는 효과
컨설팅을 받은 기업과 기관들의 컨설팅 실시 직전 연도 연간 가동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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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은 309.0일이고, 컨설팅 실시 다음 연도 연간 가동일수 평균은 308.1일
이며, 2011년 평균 연간 가동일수는 307.3일이다. 이를 단순 비교하면 컨설
팅 실시 이전보다 그 이후 연간 가동일수는 도리어 감소했다고 할 수 있다.
일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실험집단 122개 사업체 사례를 대상으로
컨설팅 직전 연도와 다음 연도의 가동일수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3-26>과 같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
타났다.
<표 3-25> 컨설팅 참여업체의 가동일수 변동
(단위 : 개소, 일)
컨설팅 직전 연도

컨설팅 다음 연도

사례수

가동일수

사례수

가동일수

사례수

가동일수

122

106

309.03

106

308.06

111

307.31

제조업(경공업)

13

11

327.73

11

329.91

12

324.17

제조업(중화학)

33

25

285.04

25

284.96

27

287.78

9

8

346.63

8

345.75

8

346.25

전체
전체

2011년

개인서비스업
업
유통서비스업
종
사업서비스업

1

1

248.00

1

248.00

1

248.00

15

13

263.69

13

259.62

14

257.07

사회서비스업

49

47

323.66

47

322.28

48

322.27

2

1

365.00

1

365.00

1

365.00

기타
50인 미만

45

41

299.00

41

296.61

43

295.60

규 50～99인
모 100～299인

23

19

301.53

19

301.58

21

300.90

37

33

313.00

33

312.82

33

311.39

300인 이상

17

13

341.54

13

341.54

14

343.2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표 3-26> 일터혁신 지원이 가동일수 변동에 미치는 단순단기효과
빈도

평균순위

순위합

음의 순위

12

13.21

158.50

컨설팅 다음 연도 가동일수 양의 순위
- 직전 연도 가동일수
동률

10

9.45

94.50

84

-

-

106

-

-

전체

유의도

Z=-1.041
s=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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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터혁신의 가동일수에 대한 비교단기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008년 일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실험집단 사례(30개)와 그에 대응하
는 비교집단 사례(99개)를 선별하여,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컨설팅 다
음 연도(2009년)와 컨설팅 실시 직전 연도(2007년) 가동일수의 변동을 비
교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만을 대상으로 컨설팅 전후 변화를 단순
분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비교집단의 변화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도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한편 일터혁신 지원사업 참여가 두 집단의 가동일수의 장기적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은 2008년 일터혁신에 참여한 30개 사
업체와 그에 대응하는 99개 비교대상 사업체 중 응답한 사례들이며, 분석
변수는 2011년 가동일수와 2007년 가동일수의 변동이다. 분석 결과 일터
혁신 지원의 가동일수에 대한 비교장기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가동일수 변동 측면에서 실험집단 122개 사례만을 대상으로
한 단순단기효과, 2008년 참여 실험집단과 그에 대응하는 통제집단에서
의 일터혁신 전후 가동일수 변화를 고려한 비교단기효과, 동일한 두 집단
을 대상으로 2011년과 컨설팅 직전 연도인 2007년의 가동일수 변화를 분
석한 비교장기효과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
<표 3-27> 일터혁신 지원이 가동일수 변동에 미치는 비교단기효과
(단위 : 개소, 일/년)
집단구분

빈도

변동량 평균

표준편차

유의도

실험집단

29

비교집단

63

-0.38

4.57

t=1.017

-4.22

29.24

s=0.313

<표 3-28> 일터혁신 지원이 가동일수 변동에 미치는 비교장기효과
(단위 : 개소, 일/년)
집단구분

빈도

변동률 평균

표준편차

유의도

실험집단

29

0.34

7.35

t=0.212

비교집단

63

0.02

5.87

s=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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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동일수 변화에 관한 한 일터혁신 지원의 단순단기효과, 비교단기효
과, 비교장기효과는 모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 불량 생산율 변동에 미치는 효과
컨설팅을 받은 기업과 기관들의 컨설팅 실시 직전 연도 불량 생산율
평균은 1.67%이고, 컨설팅 실시 다음 연도 불량 생산율 평균은 1.45%이
며, 2011년 평균 불량 생산율은 1.64%이다. 이를 단순 비교하면 컨설팅
실시 이전보다 컨설팅 실시 다음 연도 불량 생산율은 감소했으나 그 이후
불량 생산율은 도리어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일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실험집단 122개 사업체 사례를 대상으로
컨설팅 직전 연도와 다음 연도의 불량 생산율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3-30>과 같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불량
<표 3-29> 컨설팅 참여업체의 불량 생산율 변동
(단위 : 개소, %)
컨설팅 직전 연도
전체

컨설팅 다음 연도

2011년

사례수

불량
생산율

사례수

불량
생산율

사례수

불량
생산율

122

97

1.67

97

1.45

101

1.64

제조업(경공업)

13

11

3.95

11

3.50

12

3.54

제조업(중화학)

33

22

2.76

22

2.43

23

2.59

9

전체

개인서비스업
업
유통서비스업
종
사업서비스업

6

4.33

6

2.93

6

3.17

1

1

0.00

1

0.00

1

0.00

15

12

1.33

12

1.33

13

1.23

사회서비스업

49

45

0.36

45

0.34

46

0.62

2

0

-

0

-

0

-

45

38

1.04

38

0.92

40

1.20

규 50～99인
모 100～299인

23

20

1.45

20

1.40

22

1.77

37

28

2.53

28

1.98

28

2.01

300인 이상

17

11

2.09

11

2.09

11

2.05

기타
50인 미만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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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0> 일터혁신 지원이 불량 생산율 변동에 미치는 단순단기효과
빈도

평균순위

순위합

음의 순위

9

5.61

50.50

컨설팅 다음 연도 불량 생산율 양의 순위
- 직전 연도 불량 생산율
동률

1

4.50

4.50

87

-

-

97

-

-

전체

유의도

Z=-2.347
s=0.019**

주 : 유의도 **<.05.

<표 3-31> 일터혁신 지원이 불량 생산율 변동에 미치는 비교단기효과
(단위 : 개소, %P)
집단구분

빈도

변동량 평균

표준편차

유의도

실험집단

28

0.00

0.00

t=0.933

비교집단

58

-0.16

1.32

s=0.355

생산율의 감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터혁신 컨설팅이 단
기적인 불량 생산율 감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일터혁신의 불량 생산율에 대한 비교단기효과를 알아보기 위
해, 2008년 일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실험집단 사례(30개)와 그에 대
응하는 비교집단 사례(99개)를 선별하여,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컨설팅
다음 연도(2009년)와 컨설팅 실시 직전 연도(2007년) 불량 생산율의 변동
을 비교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만을 대상으로 컨설팅 전후 변화를
단순 분석했을 때 의미 있게 나타났던 것이 비교집단의 변화까지 고려하
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진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일터
혁신이 불량 생산율 감소에 미치는 비교단기효과는 없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터혁신 지원사업 참여가 두 집단의 불량 생산율의 장기적 변화
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은 2008년 일터혁신에 참여한 30개
사업체와 그에 대응하는 99개 비교대상 사업체 중 응답한 사례들이며, 분
석변수는 2011년 불량 생산율과 2007년 불량 생산율의 변동이다. 분석 결
과 일터혁신 지원의 불량 생산율에 대한 비교장기효과는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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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일터혁신 지원이 불량 생산율 변동에 미치는 비교장기효과
(단위 : 개소, %p)
집단구분

빈도

변동량 평균

표준편차

유의도

실험집단

28

0.46

2.46

t=1.599

비교집단

58

-0.65

3.98

s=0.114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불량 생산율 변동 측면에서 실험집단 122개 사례만을 대상으
로 한 단순단기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2008년 참여 실험집단과 그에 대응하는 통제집단에서의 일터혁신
전후 불량 생산율 변화까지 고려한 비교단기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동일한 두 집단을 대상으로 2011년과 컨설팅 직전 연도인 2007
년의 불량 생산율 변화를 분석한 비교장기효과 역시 통계적 유의성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불량 생산율 변화에 관한 한 일터혁신 지
원은 참여업체의 컨설팅 전후의 단순단기효과는 있지만, 비교단기효과나
비교장기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 산재사고 변동에 미치는 효과
컨설팅을 받은 기업과 기관들의 컨설팅 실시 직전 연도 평균 산재사고
발생자는 0.26명이고, 컨설팅 실시 다음 연도 평균 산재사고 발생자도
0.26명이며, 2011년 평균 산재사고 발생자는 0.40명이다. 이를 단순 비교
하면 컨설팅 실시 이전과 컨설팅 실시 다음 연도 산재사고는 같으며 그
이후 산재사고는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일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실험집단 122개 사업체 사례를 대상으로
컨설팅 직전 연도와 다음 연도의 산재사고 발생 수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3-34>와 같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터혁신의 산재사고 발생 수에 대한 비교단기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008년 일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실험집단 사례(30개)와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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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컨설팅 참여업체의 산재사고 발생 수 변동
(단위 : 개소, 명)
컨설팅 직전 연도

컨설팅 다음 연도

사례수

산재사고

사례수

산재사고

사례수

산재사고

122

101

0.26

103

0.26

109

0.40

제조업(경공업)

13

11

0.36

11

0.36

12

0.50

제조업(중화학)

33

25

0.44

27

0.41

30

0.33

9

5

0.40

5

0.20

5

0.40

전체
전체

2011년

개인서비스업
업
유통서비스업
종
사업서비스업

1

1

0.00

1

0.00

1

0.00

15

11

0.00

11

0.00

14

0.71

사회서비스업

49

47

0.19

47

0.23

46

0.35

2

1

0.00

1

0.00

1

0.00

45

40

0.10

40

0.08

40

0.10

규 50～99인
모 100～299인

23

21

0.29

21

0.24

23

0.26

37

29

0.17

31

0.23

31

0.29

300인 이상

17

11

1.00

11

1.09

15

1.67

기타
50인 미만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표 3-34> 일터혁신 지원이 산재사고 발생 수 변동에 미치는 단순단기효과
빈도
음의 순위
컨설팅 다음 연도 산재사고 양의 순위
발생 수 - 직전 연도 산재사
동률
고 발생 수
전체

평균순위

순위합

6

5.50

33.00

5

6.60

33.00

90

-

-

101

-

-

유의도

Z=0.000
s=1.000

대응하는 비교집단 사례(99개)를 선별하여,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컨설
팅 다음 연도(2009년)와 컨설팅 실시 직전 연도(2007년) 산재사고 발생
수의 변동을 비교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만을 대상으로 컨설팅 전
후 변화를 단순 분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비교집단의 변화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도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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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일터혁신 지원이 산재사고 발생 수 변동에 미치는 비교단기효과
(단위 : 개소, 명/년)
집단구분

빈도

변동량 평균

표준편차

유의도

실험집단

29

0.03

0.42

t=0.166

비교집단

61

0.02

0.59

s=0.868

<표 3-36> 일터혁신 지원이 산재사고 발생 수 변동에 미치는 비교장기효과
(단위 : 개소, 명/년)
집단구분

빈도

변동량 평균

표준편차

유의도

실험집단

29

0.10

0.41

t=0.859

비교집단

61

0.00

0.73

s=0.393

한편 일터혁신 지원사업 참여가 두 집단의 산재사고 발생 수의 장기적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은 2008년에 일터혁신에 참여
한 30개 사업체와 그에 대응하는 99개 비교대상 사업체 중 응답한 사례들
이며, 분석변수는 2011년 산재사고 발생 수와 2007년 산재사고 발생 수의
변동이다. 분석 결과 일터혁신 지원의 산재사고 발생 수에 대한 비교장기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산재사고 발생 수 변동 측면에서 실험집단 122개 사례만을
대상으로 한 단순단기효과, 2008년 참여 실험집단과 그에 대응하는 통제
집단에서의 일터혁신 전후 산재사고 발생 수 변화를 고려한 비교단기효
과, 동일한 두 집단을 대상으로 2011년과 컨설팅 직전 연도인 2007년의
산재사고 발생 수 변동을 분석한 비교장기효과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산재사고 발생 수 변화에 관한 한 일터혁
신 지원의 단순단기효과, 비교단기효과, 비교장기효과는 모두 없는 것으
로 보인다.
자. 이직률 변동에 미치는 효과
컨설팅을 받은 기업과 기관들의 컨설팅 실시 직전 연도 평균 이직률은
9.90%이고, 컨설팅 실시 다음 연도 평균 이직률은 9.87%이며, 2011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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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이직률은 10.66%이다. 이를 단순 비교하면 컨설팅 실시 이전과 그 이
후 이직률이 약간 낮아졌다 다시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일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실험집단 122개 사업체 사례를 대상으로
컨설팅 직전 연도와 다음 연도의 이직률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를 살펴본 결과는 <표 3-38>과 같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
났다.
<표 3-37> 컨설팅 참여업체의 이직률 변동
(단위 : 개소, %)
컨설팅 직전 연도

컨설팅 다음 연도

사례수

이직률

사례수

이직률

사례수

이직률

122

105

9.90

107

9.87

113

10.66

제조업(경공업)

13

12

6.75

12

5.25

13

6.72

제조업(중화학)

33

26

8.50

27

8.83

29

8.70

9

7

11.29

8

7.38

8

7.13

전체
전체

2011년

개인서비스업
업
유통서비스업
종
사업서비스업

1

1

10.00

1

10.00

1

10.00

15

11

10.18

11

9.55

13

9.38

사회서비스업

49

47

11.41

47

12.36

48

14.01

2

1

0.00

1

0.00

1

3.20

45

40

11.23

41

11.91

43

13.29

규 50～99인
모 100～299인

23

20

9.63

20

8.54

22

9.85

37

32

10.00

33

9.63

33

9.77

300인 이상

17

13

5.98

13

6.11

15

6.25

유의도

기타
50인 미만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표 3-38> 일터혁신 지원이 이직률 변동에 미치는 단순단기효과

컨설팅 다음 연도 이직률
- 직전 연도 이직률

빈도

평균순위

순위합

음의 순위

20

18.40

368.00

양의 순위

16

18.63

298.00

동률

69

-

-

105

-

-

전체

Z=-0.551
s=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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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혁신의 이직률에 대한 비교단기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008년 일
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실험집단 사례(30개)와 그에 대응하는 비교집
단 사례(99개)를 선별하여,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컨설팅 다음 연도
(2009년)와 컨설팅 실시 직전 연도(2007년) 이직률의 변동을 비교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실험집단만을 대상으로 컨설팅 전후 변화를 단순 분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비교집단의 변화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도 통계적 유
의성이 없었다.
한편 일터혁신 지원사업 참여가 두 집단의 이직률의 장기적 변화에 미
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은 2008년에 일터혁신에 참여한 30개 사
업체와 그에 대응하는 99개 비교대상 사업체 중 응답한 사례들이며, 분석
변수는 2011년 이직률과 2007년 이직률의 변동이다. 분석 결과 일터혁신
지원의 이직률에 대한 비교장기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이직률 변동 측면에서 실험집단 122개 사례만을 대상으로 한
단순단기효과, 2008년 참여 실험집단과 그에 대응하는 통제집단에서의
일터혁신 전후 이직률 변화를 고려한 비교단기효과, 동일한 두 집단을 대
상으로 2011년과 컨설팅 직전 연도인 2007년의 이직률 변동을 분석한 비
교장기효과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이직
<표 3-39> 일터혁신 지원이 이직률 변동에 미치는 비교단기효과
(단위 : 개소, %포인트)
집단구분

빈도

변동량 평균

표준편차

유의도

실험집단

29

0.90

3.34

t=0.650

비교집단

58

0.36

4.26

s=0.518

<표 3-40> 일터혁신 지원이 이직률 변동에 미치는 비교장기효과
(단위 : 개소, %포인트)
집단구분

빈도

변동량 평균

표준편차

유의도

실험집단

29

2.11

7.14

t=0.630

비교집단

58

1.14

5.77

s=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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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변화에 관한 한 일터혁신 지원의 단순단기효과, 비교단기효과, 비교장
기효과는 모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차. 교육훈련시간 변동에 미치는 효과
컨설팅을 받은 기업과 기관들의 컨설팅 실시 직전 연도의 일인당 연간
교육훈련시간은 42.63시간이고, 컨설팅 실시 다음 연도의 일인당 연간 교
육훈련시간은 52.21시간이며, 2011년 일인당 연간 교육훈련시간은 51.75
시간이다. 이를 단순 비교하면 컨설팅 실시 이전보다 컨설팅 실시 다음
연도 일인당 연간 교육훈련시간은 증가했으나 그 이후 일인당 연간 교육
훈련시간은 감소했다고 할 수 있다.
일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실험집단 122개 사업체 사례를 대상으로
컨설팅 직전 연도와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시간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
<표 3-41> 컨설팅 참여업체의 교육훈련시간 변동
(단위 : 개소, 시간)
컨설팅 직전 연도
전체
전체

사례수

컨설팅 다음 연도

교육훈련
사례수
시간

2011년

교육훈련
시간

사례수

교육훈련
시간

122

95

42.63

95

52.21

107

51.75

제조업(경공업)

13

11

57.09

11

72.18

12

74.17

제조업(중화학)

33

18

37.72

19

40.37

25

41.36

9

개인서비스업
업
유통서비스업
종
사업서비스업

7

21.29

7

40.00

8

36.38

1

1

48.00

1

48.00

1

48.00

15

11

53.18

11

61.64

14

64.36

사회서비스업

49

46

42.07

45

52.56

46

50.93

2

1

26.00

1

28.00

1

30.00

45

38

36.26

36

54.61

41

51.24

규 50～99인
모 100～299인

23

19

46.74

19

52.11

21

48.86

37

27

47.59

29

51.59

31

53.74

300인 이상

17

11

45.36

11

46.18

14

53.14

기타
50인 미만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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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3-42>와 같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교육
훈련시간의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터혁신 컨설팅이
단기적인 교육훈련시간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시사한다.
일터혁신의 교육훈련시간에 대한 비교단기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008
년 일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실험집단 사례(30개)와 그에 대응하는 비
교집단 사례(99개)를 선별하여,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컨설팅 다음 연
도(2009년)와 컨설팅 실시 직전 연도(2007년) 교육훈련시간의 변동을 비
교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교육훈련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일터혁신이 교육훈련
시간 변동에 미치는 비교단기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터혁신 지원사업 참여가 두 집단의 교육훈련시간의 장기적 변
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은 2008년에 일터혁신에 참여한
30개 사업체와 그에 대응하는 99개 비교대상 사업체 중 응답한 사례들이
며, 분석변수는 2011년 교육훈련시간과 2007년 교육훈련시간의 변동이다.
분석 결과 일터혁신 지원의 교육훈련시간에 대한 비교장기효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2> 일터혁신 지원이 교육훈련시간 변동에 미치는 단순단기효과

음의 순위
컨설팅 다음 연도 교육훈련 양의 순위
시간 - 직전 연도 교육훈련
동률
시간
전체

빈도

평균순위

순위합

2

11.75

23.50

29

16.29

472.50

62

-

-

93

-

-

유의도

Z=-4.401
s=0.000***

주 : 유의도 ***<.01.

<표 3-43> 일터혁신 지원이 교육훈련시간 변동에 미치는 비교단기효과
(단위 : 개소, 시간/년)
집단구분

빈도

변동량 평균

표준편차

유의도

실험집단

25

4.40

13.08

t=2.063

비교집단

58

-0.38

7.83

주 : 유의도 **<.05.

s=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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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 일터혁신 지원이 교육훈련시간 변동에 미치는 비교장기효과
(단위 : 개소, 시간/년)
집단구분

빈도

변동량 평균

표준편차

유의도

실험집단

25

3.72

13.94

t=1.400

비교집단

58

0.87

4.59

s=0.165

요약하면, 교육훈련시간 변동 측면에서 실험집단 122개 사례만을 대상
으로 한 단순단기효과와 2008년 참여 실험집단과 그에 대응하는 통제집
단에서의 일터혁신 전후 교육훈련시간 변화까지 고려한 비교단기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동일한 두 집단을 대상으로 2011년과
컨설팅 직전 연도인 2007년의 교육훈련시간 변동을 분석한 비교장기효과
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교육훈련시간 변화
에 관한 한 일터혁신 지원은 단순단기효과와 비교단기효과는 있지만, 비
교장기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카. 교육훈련 참여율 변동에 미치는 효과
컨설팅을 받은 기업과 기관들의 컨설팅 실시 직전 연도 교육훈련 참여
율은 75.5%이고, 컨설팅 실시 다음 연도 교육훈련 참여율은 80.3%이며,
2011년 인당 교육훈련 참여율은 79.5%이다. 이를 단순 비교하면 컨설팅
실시 이전보다 컨설팅 실시 다음 연도 교육훈련 참여율은 증가했으나 그
이후 교육훈련 참여율은 거의 비슷하거나 아주 적게 감소했다고 할 수
있다.
일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실험집단 122개 사업체 사례를 대상으로
컨설팅 직전 연도와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 참여율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3-46>과 같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교육훈련 참여율의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터혁신 컨
설팅이 단기적인 교육훈련 참여율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시
사한다.
일터혁신의 교육훈련 참여율에 대한 비교단기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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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5> 컨설팅 참여업체의 교육훈련 참여율 변동
(단위 : 개소, %)
컨설팅 직전 연도
전체

컨설팅 다음 연도

2011년

사례수

교육훈련
참여율

사례수

교육훈련
참여율

사례수

교육훈련
참여율

전체

122

107

75.48

107

80.26

114

79.45

제조업(경공업)

13

12

74.50

12

80.50

13

78.77

제조업(중화학)

33

25

75.88

25

81.80

28

79.14

9

8

62.50

8

63.50

8

62.75

개인서비스업
업
유통서비스업
종
사업서비스업

1

1

100.00

1

100.00

1

100.00

15

13

80.00

13

83.08

15

80.00

사회서비스업

49

47

75.57

47

80.72

48

81.63

2

1

93.00

1

95.00

1

97.00

45

41

75.10

41

79.49

43

78.65

규 50～99인
모 100～299인

23

21

76.19

21

81.14

23

79.96

37

32

68.25

32

75.00

32

74.66

300인 이상

17

13

93.31

13

94.23

16

90.44

기타
50인 미만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표 3-46> 일터혁신 지원이 교육훈련 참여율 변동에 미치는 단순단기효과
빈도
음의 순위
컨설팅 다음 연도 교육훈련 양의 순위
참여율 - 직전 연도 교육훈련
동률
참여율
전체

평균순위

순위합

1

1.00

1.00

25

14.00

350.00

81

-

-

107

-

-

유의도

Z=-4.447
s=0.000***

주 : 유의도 ***<.01.

2008년 일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실험집단 사례(30개)와 그에 대응하
는 비교집단 사례(99개)를 선별하여,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컨설팅 다
음 연도(2009년)와 컨설팅 실시 직전 연도(2007년) 교육훈련 참여율의 변
동을 비교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교육훈련 참여율의 변동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일터
혁신이 교육훈련 참여율 변동에 미치는 비교단기효과도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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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7> 일터혁신 지원이 교육훈련 참여율 변동에 미치는 비교단기효과
(단위 : 개소, %포인트)
집단구분

빈도

변동량 평균

표준편차

실험집단

30

4.70

18.33

비교집단

60

-0.30

2.79

유의도
t=2.077
s=0.041**

주 : 유의도 **<.05.

<표 3-48> 일터혁신 지원이 교육훈련 참여율 변동에 미치는 비교장기효과
(단위 : 개소, %포인트)
집단구분

빈도

변동량 평균

표준편차

유의도

실험집단

30

3.20

21.30

t=0.933

비교집단

60

0.60

2.91

s=0.353

한편 일터혁신 지원사업 참여가 두 집단의 교육훈련 참여율의 장기적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은 2008년에 일터혁신에 참여
한 30개 사업체와 그에 대응하는 99개 비교대상 사업체 중 응답한 사례들
이며, 분석변수는 2011년 교육훈련 참여율과 2007년 교육훈련 참여율의
변동이다. 분석 결과 일터혁신 지원의 교육훈련 참여율에 대한 비교장기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교육훈련 참여율 변동 측면에서 실험집단 122개 사례만을 대
상으로 한 단순단기효과와 2008년 참여 실험집단과 그에 대응하는 통제
집단에서의 일터혁신 전후 교육훈련 참여율 변화까지 고려한 비교단기효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동일한 두 집단을 대상으로 2011
년과 컨설팅 직전 연도인 2007년의 교육훈련 참여율 변동을 분석한 비교
장기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교육훈련
참여율 변화에 관한 한 일터혁신 지원의 단순단기효과와 비교단기효과는
있지만, 비교장기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타. 연간 평균 교육예산 변동에 미치는 효과
컨설팅을 받은 기업과 기관들의 컨설팅 실시 직전 연도 연간 평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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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9> 컨설팅 참여업체의 교육예산 변동
(단위 : 개소, 백만 원)
컨설팅 직전 연도

컨설팅 다음 연도

사례수

교육예산

사례수

교육예산

사례수

교육예산

122

85

44.99

86

42.27

92

45.56

제조업(경공업)

13

8

122.13

7

57.57

9

67.00

제조업(중화학)

33

16

19.38

17

24.59

18

24.47

9

7

40.86

7

67.00

7

57.43

전체
전체

2011년

개인서비스업
업
유통서비스업
종
사업서비스업

1

1

5.00

1

5.00

1

5.00

15

11

41.18

11

44.36

13

41.81

사회서비스업

49

41

39.67

42

40.60

43

42.98

2

1

167.00

1

147.00

1

349.00

45

36

25.15

36

28.66

39

31.99

규 50～99인
모 100～299인

23

16

8.50

17

9.02

18

9.16

37

25

45.52

26

58.54

26

62.19

300인 이상

17

8

205.63

7

132.57

9

129.06

기타
50인 미만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육예산은 4천5백만 원이고, 컨설팅 실시 다음 연도 연간 평균 교육예산은
4천2백만 원이며, 2011년 연간 평균 교육예산은 4천6백만 원이다. 이를
단순 비교하면 컨설팅 실시 이전보다 컨설팅 실시 다음 연도 연간 평균
교육예산은 감소했으나 그 이후 연간 교육예산은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일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실험집단 122개 사업체 사례를 대상으로
컨설팅 직전 연도와 다음 연도의 교육예산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3-50>과 같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교육예산
의 증가가 이루어진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터혁신 컨설팅
이 단기적인 교육예산 변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시사한다.
일터혁신의 교육예산에 대한 비교단기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008년
일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실험집단 사례(30개)와 그에 대응하는 비교
집단 사례(99개)를 선별하여,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컨설팅 다음 연도
(2009년)와 컨설팅 실시 직전 연도(2007년) 교육예산의 변동을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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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교육예산의 변동
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보아 교육예산 변동에 미치는 일터
혁신의 비교단기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터혁신 지원사업 참여가 두 집단의 교육예산의 장기적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은 2008년에 일터혁신에 참여한 30개
사업체와 그에 대응하는 99개 비교대상 사업체 중 응답한 사례들이며, 분
석변수는 2011년 교육예산과 2007년 교육예산의 변동이다. 분석 결과 일
터혁신 지원의 교육예산에 대한 비교장기효과는, 유의 수준을 10%로 한
다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0> 일터혁신 지원이 교육예산 변동에 미치는 단순단기효과
빈도

평균순위

순위합

음의 순위

5

30.80

154.00

컨설팅 다음 연도 교육예산 양의 순위
- 직전 연도 교육예산
동률

41

22.61

927.00

38

-

-

84

-

-

전체

유의도

Z=-4.227
s=0.000***

주 : 유의도 ***<.01.

<표 3-51> 일터혁신 지원이 교육예산 변동에 미치는 비교단기효과
(단위 : 개소, 백만 원/년)
집단구분

빈도

변동량 평균

표준편차

유의도

실험집단

21

0.05

0.12

t=2.203

비교집단

54

-0.03

0.17

s=0.032**

주 : 유의도 **<.05.

<표 3-52> 일터혁신 지원이 교육예산 변동에 미치는 비교장기효과
(단위 : 개소, 백만 원/년)
집단구분

빈도

변동량 평균

표준편차

유의도

실험집단

21

1.14

4.84

t=1.708

비교집단

54

0.02

0.25

s=0.092*

주 : 유의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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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교육예산 변동 측면에서 실험집단 122개 사례만을 대상으로
한 단순단기효과와 2008년 참여 실험집단과 그에 대응하는 통제집단에서
의 일터혁신 전후 교육예산 변화까지 고려한 비교단기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동일한 두 집단을 대상으로 2011년과 컨설팅 직전
연도인 2007년의 교육예산 변동을 분석한 비교장기효과도 유의 수준을
10%로 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일터혁신
지원은 교육예산 변화에 관해 단순단기효과, 비교단기효과, 비교장기효과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파. 학습동아리 수 변동에 미치는 효과
컨설팅을 받은 기업과 기관들의 컨설팅 실시 직전 연도 평균 학습동아리
수는 2.5개이고, 컨설팅 실시 다음 연도 평균 학습동아리 수는 3.3개이며,
<표 3-53> 컨설팅 참여업체의 학습동아리 수 변동
(단위 : 개소)
컨설팅 직전 연도
전체

컨설팅 다음 연도

2011년

사례수

학습
동아리

사례수

학습
동아리

사례수

학습
동아리

122

101

2.51

102

3.25

109

3.80

제조업(경공업)

13

10

1.70

10

1.80

11

1.64

제조업(중화학)

33

22

6.09

23

6.43

28

7.54

9

전체

개인서비스업
업
유통서비스업
종
사업서비스업

7

1.57

7

2.00

6

2.50

1

1

0.00

1

0.00

1

0.00

15

12

3.75

12

4.25

14

4.14

사회서비스업

49

48

0.96

48

2.06

48

2.31

2

1

1.00

1

1.00

1

1.00

45

39

1.28

39

2.18

41

2.20

규 50～99인
모 100～299인

23

19

1.63

19

2.79

21

2.43

37

30

3.43

31

3.90

32

4.28

300인 이상

17

13

5.38

13

5.54

15

9.07

기타
50인 미만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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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평균 학습동아리 수는 3.8개이다. 이를 단순 비교하면 컨설팅 실시
이전보다 그 이후 평균 학습동아리 수는 계속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일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실험집단 122개 사업체 사례를 대상으로
컨설팅 직전 연도와 다음 연도의 학습동아리 수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3-54>와 같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학습
동아리 수의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터혁신 컨설팅이
단기적인 학습동아리 수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시사한다.
일터혁신의 학습동아리 수에 대한 비교단기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008년 일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실험집단 사례(30개)와 그에 대응하
는 비교집단 사례(99개)를 선별하여,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컨설팅 다
음 연도(2009년)와 컨설팅 실시 직전 연도(2007년) 학습동아리 수의 변동
을 비교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학
습동아리 수의 변동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보아 학습동아
리 수 변동에 미치는 일터혁신의 비교단기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터혁신 지원사업 참여가 두 집단의 학습동아리 수의 장기적 변
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은 2008년에 일터혁신에 참여한
<표 3-54> 일터혁신 지원이 학습동아리 수 변동에 미치는 단순단기효과
빈도
음의 순위
컨설팅 다음 연도 학습동아 양의 순위
리 수 - 직전 연도 학습동아
동률
리수
전체

평균순위

순위합

0

0.00

0.00

27

14.00

378.00

74

-

-

101

-

-

유의도

Z=-4.584
s=0.000***

주 : 유의도 ***<.01.

<표 3-55> 일터혁신 지원이 학습동아리 수 변동에 미치는 비교단기효과
(단위 : 개소, 개)
집단구분

빈도

변동량 평균

표준편차

실험집단

28

0.79

2.06

t=2.600

비교집단

64

0.09

0.39

s=0.011**

주 : 유의도 **<.05.

유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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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6> 일터혁신 지원이 학습동아리 수 변동에 미치는 비교장기효과
(단위 : 개소, 개)
집단구분

빈도

변동량 평균

표준편차

유의도

실험집단

28

1.29

3.20

t=2.591

비교집단

64

0.20

0.69

s=0.011**

주 : 유의도 **<.05.

30개 사업체와 그에 대응하는 99개 비교대상 사업체 중 응답한 사례들이
며, 분석변수는 2011년 학습동아리 수와 2007년 학습동아리 수의 변동이
다. 분석 결과 일터혁신 지원의 학습동아리 수에 대한 비교장기효과도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학습동아리 수 변동 측면에서 실험집단 122개 사례만을 대상
으로 한 단순단기효과, 2008년 참여 실험집단과 그에 대응하는 통제집단
에서의 일터혁신 전후 학습동아리 수 변화까지 고려한 비교단기효과, 동
일한 두 집단을 대상으로 2011년과 컨설팅 직전 연도인 2007년의 학습동
아리 수 변동을 분석한 비교장기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다시 말해 일터혁신 지원은 학습동아리 수 변화에 관해 단순단기
효과, 비교단기효과, 비교장기효과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하. 교육훈련 전담조직 변동에 미치는 효과
컨설팅 받은 기업과 기관들의 컨설팅 실시 직전 연도 교육훈련 전담조
직 보유비율은 50.9%이고, 컨설팅 실시 다음 연도 교육훈련 전담조직 보
유비율은 61.6%이며, 2011년 교육훈련 전담조직 보유비율은 62.7%이다.
<표 3-57> 컨설팅 참여업체의 교육훈련전담조직 보유비율 변동
(단위 : %, 개소)
컨설팅 직전 연도

컨설팅 다음 연도

2011년

50.9 (110)

61.6 (112)

62.7 (118)

주 : ( )안은 응답사례 수.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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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단순 비교하면 컨설팅 실시 이전보다 그 이후 교육훈련 전담조직 보
유비율은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일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실험집단 122개 사업체 중 컨설팅 직전
연도와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 전담조직 설치 유무를 밝힌 110개 사례를
대상으로 전담조직 설치정도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본 결
과는 <표 3-58>과 같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교육훈련 전담조직의 증
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터혁신 컨설팅이 단기적인 교육
훈련 전담조직 확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시사한다.
일터혁신의 교육훈련전담조직 변동에 대한 비교단기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008년 일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실험집단 사례(30개)와 그에
대응하는 비교집단 사례(99개)를 선별하여,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컨설
팅 다음 연도(2009년)와 컨설팅 실시 직전 연도(2007년) 교육훈련 전담조
직 유무에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교육훈련 전담조직의 변동을 비교 분
석한 결과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교육훈련 전담
조직 증가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보아 교육훈련 전담조직
변동에 미치는 일터혁신의 비교단기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터혁신 지원사업 참여가 두 집단의 교육훈련 전담조직의 장기
적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은 2008년에 일터혁신에 참
<표 3-58> 일터혁신 지원이 교육훈련 전담조직 변동에 미치는 단순단기효과
집단구분

빈도

설치율 평균(%)

표준편차

유의도

컨설팅 전

110

50.9

50.2

t=-3.480

컨설팅 후

110

60.9

49.0

s=0.001***

주 : 유의도 ***<.01.

<표 3-59> 일터혁신 지원이 교육훈련 전담조직 변동에 미치는 비교단기효과
(단위 : 개소, 개)
집단구분

빈도

변동량 평균

표준편차

유의도

실험집단

30

0.10

0.31

t=2.781

비교집단

71

0.00

0.00

s=0.006***

주 : 유의도 ***<.01. 변동량은 ‘있음’=1, ‘없음’=0으로 하여 계산(표 3-60도 동일).

제3장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 101

<표 3-60> 일터혁신 지원이 교육훈련 전담조직 변동에 미치는 비교장기효과
(단위 : 개소, 개)
집단구분

빈도

변동량 평균

표준편차

유의도

실험집단

30

0.13

0.35

t=1.653

비교집단

71

0.04

0.21

s=0.102

여한 30개 사업체와 그에 대응하는 99개 비교대상 사업체 중 응답한 사례
들이며, 분석변수는 2011년 교육훈련 전담조직 수와 2007년의 전담조직
유무의 차이이다. 분석 결과 일터혁신 지원의 교육훈련 전담조직 변동에
대한 비교장기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교육훈련 전담조직의 변동 측면에서 실험집단 122개 사례만
을 대상으로 한 단순단기효과와 2008년 참여 실험집단과 그에 대응하는
통제집단에서의 일터혁신 전후 교육훈련 전담조직 변화까지 고려한 비교
단기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동일한 두 집단을 대
상으로 2011년과 컨설팅 직전 연도인 2007년의 교육훈련 전담조직 유무
의 변화를 분석한 비교장기효과에 있어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다.
이로 미루어 일터혁신 지원은 교육훈련 전담조직에 관한 한 단순단기효
과, 비교단기효과는 있지만, 비교장기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제4절 작업조직과 근로자 참여 측면에서의 함의

조사대상 사업체의 주된 작업과정의 특성을 업무의 표준화 정도, 단순
반복성 정도, 자동화 정도, 컴퓨터화 정도 등의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았
다. 조사 결과 컴퓨터화(3.88점), 작업과정의 표준화(3.78점) 정도가 높은
편이고, 자동화(3.16점)는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며, 업무의 단순반
복성(2.90점)은 보통 이하였다. 작업과정에서의 컴퓨터 활용도나 표준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는 데 반해, 자동화는 보통을 약간 상회하고
업무의 단순반복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약간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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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작업과정의 특성
(단위 : 점)

<표 3-61> 작업과정의 특성 비교
(단위 : 개소, 점)
전체
(299)

참여업체
(122)

비참여업체
(177)

유의도

작업표준화

3.78

3.78

3.79

t=-0.068
s=0.946

업무 단순반복성

2.90

3.01

2.83

t=1.435
s=0.152

자동화

3.16

3.04

3.24

t=-1.501
s=0.134

컴퓨터화

3.88

3.95

3.83

t=0.940
s=0.348

주 : 1점(매우 낮음)～5점(매우 높음)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값임.
( )안은 응답사례 수임.

정부 일터혁신 지원사업 참여업체와 비참여업체 간에 작업표준화, 업
무 단순반복성, 자동화, 컴퓨터화 정도의 수준을 비교해 보았을 때, 두 집
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작업의 품질관리 정도는 4.18점으로 매우 높고, 일터혁신 노력에 대한
노조나 노사협의회의 참여도(3.97점)나 업무 정보의 공유 정도(3.89점)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업무량 관리와 통제 정도(3.78점)는 비교적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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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었다.
일터혁신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일터혁신에서의 노조
(노사협의회) 참여, 업무상 정보 공유 정도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업무량 관리통제, 품질관리 정도 항목에서 참여업
체와 비참여업체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 3-4] 작업관리와 혁신 참여
(단위 : 점)

<표 3-62> 작업관리와 혁신 참여 비교
(단위 : 개소, 점)
전체
(299)

참여업체
(122)

비참여업체
(177)

유의도

업무량 관리통제 정도

3.78

3.62

3.89

t=-2.161
**
s=0.032

품질관리 정도

4.18

4.05

4.27

t=-2.160
**
s=0.032

일터혁신에 노조(노사협의
회)의 참여 정도

3.97
(292)

3.94
(121)

3.99
(171)

t=-0.530
s=0.597

정보 공유 정도

3.89

3.92

3.88

t=0.461
s=0.645

주 : 1점(매우 낮음)～5점(매우 높음)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값임.
( )안은 응답사례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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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혁신을 위한 관행․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제품생산공정/서비스제
공방식/업무수행방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비율은 88.1%, ‘고
객차별화 서비스’ 프로그램의 실시 비율은 69.9%, ‘부품/중간재/제품 등
물류체계 개선’ 프로그램의 실시 비율은 62.9%, ‘신기술/신기계 도입 등
기술 개선’ 프로그램의 실시 비율은 79.7%로 나타났다. 각 개선 프로그램
별 실시율을 비교해 보면 공정 및 업무방식개선 프로그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기술개선 프로그램, 고객차별화 서비스, 물류체계 개선 프로
그램 순으로 나타났다. 일터혁신을 위한 이러한 개선 프로그램의 실시 비
율은 정부 일터혁신 지원사업 참여업체와 비참여업체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각종 근로자 참여제도의 실시 여부와 활성화 정도를 제안제도, 품질관
리서클, 문제해결팀, 자율업무팀제, 제도 정책 변경 시의 직원 의견 수렴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근로자 참여제도 중에서 전체적으로 ‘제도나 정책 변경 시 직원 의견
수렴’ 비율이 7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제안제도는 72.6%,
자율업무팀제는 61.8%였으며, 문제해결팀 운영 비율(58.8%)이나 품질관
리서클 운영 비율(52.4%)은 60% 미만이었다.
[그림 3-5] 일터혁신을 위한 개선프로그램 실시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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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3> 일터혁신을 위한 개선프로그램 실시율의 비교
(단위 : 개소, %)
전체
실시율

참여업체
실시율

비참여업체
실시율

유의도

공정/업무방식 개선 프로
그램 (260)

88.1

90.6

86.4

χ =1.056
s=0.336

고객차별화 서비스
(239)

69.9

73.1

67.4

χ =0.897
s=0.394

물류체계 개선 프로그램
(202)

62.9

65.1

61.2

χ =0.323
s=0.659

기술 개선 프로그램
(236)

79.7

77.2

81.5

χ =0.645
s=0.514

주 : ( )안은 응답사례 수임. ‘무응답’, ‘잘모름’은 제외하였음.

[그림 3-6] 현장 근로자 참여제도별 실시율
(단위 : %)

일터혁신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자율업무팀제 실시
율에서 일터혁신 참여업체와 비참여업체 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율업무팀제의 경우 전체 참여율은 61.8%로 나타났고, 일터혁
신 지원 참여업체의 운영 비율이 69.4%로 비참여업체의 운영 비율 56.6%
에 비해 크게 높았다.

106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평가와 발전 방안

<표 3-64> 현장 근로자 참여제도별 실시율 비교
(단위 : 개소, %)
전체
(296)

참여업체
(121)

비참여업체
(175)

유의도

제안제도

72.6

75.2

70.9

χ =0.681
s=0.429

품질관리서클

52.4

52.9

52.0

χ =0.023
s=0.906

문제해결팀

58.8

62.0

56.6

χ =0.865
s=0.401

자율업무팀제

61.8

69.4

56.6

χ =5.005
s=0.029**

직원 의견 수렴

78.4

81.8

76.0

χ =1.429
s=0.253

주 : ( )안은 응답사례 수임.

[그림 3-7] 현장 근로자 참여제도별 활성화 정도 비교
(단위 : 점)

위 근로자 참여제도들의 활성화 정도를 5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품질
관리서클이 3.6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문제해결팀 3.63점, 자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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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팀제 3.55점, 직원 의견 수렴 정도 3.54점, 제안제도 3.45점의 순으로 나
타났다.
일터혁신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근로자 참여제도 활성화 정도를
살펴본 결과 품질관리서클 항목에서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더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작업 현장의 여러 사안에 대한 근로자의 결정권한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안전관리’가 3.5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작업방법
3.44점, 작업일정 3.40점, 품질관리 3.39점, 목표설정 3.23점, 작업량 3.22
점, 업무할당 3.16점, 업무로테이션 3.07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터혁신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현장 근로자의 다양한 의사결정
권한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안전관리에 대한 의사결정권한 정
도에서 일터혁신 지원사업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다. 유의 수준을 10%로 한다면, 작업방법에 대한 의사결
정권한 정도 또한 일터혁신 지원사업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항목에서는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3-65> 현장 근로자 참여제도별 활성화 정도 비교
(단위 : 점, 개소)
전체

참여업체

비참여업체

유의도

제안제도

3.45
(214)

3.45
(91)

3.46
(123)

t=-0.036
s=0.971

품질관리서클

3.69
(154)

3.88
(64)

3.57
( 90)

t=2.072
**
s=0.040

문제해결팀

3.63
(173)

3.63
(75)

3.63
( 98)

t=-0.044
s=0.965

자율업무팀제

3.55
(182)

3.61
(84)

3.51
( 98)

t=0.726
s=0.469

직원 의견 수렴

3.54
(231)

3.63
(99)

3.48
(132)

t=1.224
s=0.222

주 : 1점(매우 낮음)～5점(매우 높음)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값임.
( )안은 응답사례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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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현장 근로자 의사결정권한 정도 비교
(단위 : 점)

<표 3-66> 현장 근로자의 의사결정권한 정도 비교
(단위 : 개소, 점)
전체
(298)

참여업체
(122)

비참여업체
(176)

유의도

작업일정

3.40

3.47

3.35

t=1.129
s=0.260

작업방법

3.44

3.55

3.36

t=1.886
*
s=0.060

작업량

3.22

3.22

3.22

t=-0.003
s=0.998

업무할당

3.16

3.20

3.13

t=0.729
s=0.467

목표설정

3.23

3.32

3.17

t=1.395
s=0.164

업무로테이션

3.07

3.04

3.10

t=-0.590
s=0.556

품질관리

3.39

3.45

3.35

t=1.067
s=0.287

안전관리

3.55

3.66

3.47

t=2.067
**
s=0.040

주 : 1점(매우 적음)～5점(매우 많음)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값임.
( )안은 응답사례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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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업무 수행방식과 관련하여 일상적이지 않은 문제에 대해 어떻
게 대처하는지, 업무로테이션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설비 보전업무
와 품질관리에 현장 근로자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를 살펴
보았다.
현장근로자의 비일상적인 작업장 문제해결(trouble shooting) 참여 정
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사업체 중 76.7%가 ‘상당 부분’ 이상으로 문
제해결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일터혁신 지원사업 참여업체와 비참
여업체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직무로테이션(업무 전환)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사업체 중
67.1%가 직무로테이션이 종종 또는 자주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으며, 유
의 수준을 10%로 한다면, 일터혁신 참여업체와 비참여업체 두 집단 간의
<표 3-67> 근로자의 문제해결 참여 정도
(단위 : 개소, %)
전혀
별도의
상당 부분
참여하지 문제해결팀
담당
않음
을 보조

전적으로
담당

전체

유의도

참여
사업체

3
(2.5)

19
(15.6)

92
(75.4)

8
(6.6)

122
(100.0)

비참여
사업체

10
(5.7)

37
(21.1)

116
(66.3)

12
(6.9)

175
(100.0)

전체

13
(4.4)

56
(18.9)

208
(70.0)

20
(6.7)

297
(100.0)

χ =3.787
s=0.285

<표 3-68> 현장근로자의 업무전환 정도
(단위 : 개소, %)
전혀 없음 거의 없음

종종
매우 자주
이루어짐 이루어짐

전체

참여 사업체

0
(0.0)

36
(29.5)

76
(62.3)

10
(8.2)

122
(100.0)

비참여 사업체

6
(3.4)

56
(31.8)

107
(60.8)

7
(4.0)

176
(100.0)

전체

6
(2.0)

92
(30.9)

183
(61.4)

17
(5.7)

298
(100.0)

유의도

χ =6.559
s=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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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현장근로자들의 생산설비 보전 업무 담당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
답 사업체 중 49.5%가 보전파트와 동등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일터혁신 지원 참여 사업체와 비참여 사업체 근로자
들의 보전업무 담당 정도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현장근로자들의 품질업무 담당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사업체
중 59.0%가 담당공정 재공품 이상 수준으로 품질관리를 한다고 응답하였
다. 일터혁신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근로자가 담당공정 재공품 이상
<표 3-69> 근로자의 생산설비 보전 업무 담당 정도
(단위 : 개소, %)
보전파트
전혀
보조하는
와
대부분이 전적으로
담당하지 식으로
동등하게
담당
담당
않음 약간 담당
담당

전체

참여
사업체

2
(5.3)

21
(55.3)

9
(23.7)

3
( 7.9)

3
( 7.9)

38
(100.0)

비참여
사업체

7
(9.6)

26
(35.6)

17
(23.3)

15
(20.5)

8
(11.0)

73
(100.0)

전체

9
(8.1)

47
(42.3)

26
(23.4)

18
(16.2)

11
( 9.9)

111
(100.0)

유의도

χ =5.561
s=0.234

<표 3-70> 근로자의 품질업무 담당 정도
(단위 : 개소, %)
완성품
담당
담당공정
전혀
완성품의 품질관리,
공정에 (부품포함)
담당하지
품질까지 통계자료
필요한
재공품
않음
책임
의 수집
부품만 까지 책임
처리까지

전체

유의도

일터혁신
참여 사업체

5
(13.2)

11
(28.9)

10
(26.3)

12
(31.6)

0
(0.0)

38
(100.0)

일터혁신
비참여 사업체

11
(14.9)

19
(25.7)

22
(29.7)

16
(21.6)

6
(8.1)

74 χ =4.331
(100.0) s=0.363

전체

16
(14.3)

30
(26.8)

32
(28.6)

28
(25.0)

6
(5.4)

1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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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품질관리를 하는 사업체의 비중을 비교해 보면 일터혁신 지원
사업에 참여한 사업체는 57.9%, 참여하지 않은 사업체는 59.4%로 나타났
으며,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제5절 소 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뉴패러다임센터와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에서
수행한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참여 사업체는 총 299개였다. 우리는 이 기
간중 일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사업체 집단과 규모와 업종 면에서 이
와 유사한 비참여 사업체 집단을 각각 유사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상
정하여 일터혁신의 관행과 체계 그리고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실험집단 가운데 비교집단 구성이 어
렵고 정부의 예산 제약하에 있는 공기업을 제외한 221개 사업체를 실험
집단의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비교집단을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에서 135개, 비교집단에서 214개의 응답이 회수되
었다. 이 중 업종과 규모를 교차시킨 특성별 분포 면에서 서로 대응 사례
들이 없는 사업체들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에서 13개를 제외한
122개, 비교집단에서 37개를 제외한 177개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확정함
으로써 비교분석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였다.
주요한 분석 결과와 함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터혁신 지
원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이 사업의 영향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조사와 분석은 5점 리커
트 척도로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근로자 참여(3.51점), 품질제고(3.50점),
노동생산성제고(3.49점), 숙련 향상(3.44점), 직무몰입도(3.40점), 고용안정
(3.36점), 조직몰입도(3.35점), 노동강도개선(3.26점) 등 모든 면에서 다소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일터혁신 지원사업이 경영성과와 근로조건, 교육훈련 등에
미친 영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내용은 매출액, 영업이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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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경영성과 항목 이외에 연간 가동일수, 종업원 수와 같은 간접 경
영성과 항목, 그리고 주당 근로시간, 연간 휴무일수, 불량률, 산재사고인
원수, 이직률, 교육훈련시간, 교육훈련참여율, 교육예산, 학습공동체 동아
리 수, 교육훈련 전담조직 유무 등이다.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효과에 대한 심층 분석은 첫째, 일터혁신에 참여
한 실험집단 사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참여 전년도와 다음 연도 곧 사업
참여 전후의 변화를 보는 단순단기효과분석, 둘째, 단기효과를 보다 엄밀
하게 살펴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비교분석을 시도한바, 곧
2008년 컨설팅 참여 업체와 이와 유사한 성격의 비교집단 간에 컨설팅 전
년도(2007년)와 다음 연도(2009년) 실적치의 변화를 보는 비교단기효과분
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앞의 두 집단을 대상으로 하되, 분석 기간을
컨설팅 전해인 2007년과 컨설팅 이후 가장 최근 시점인 2011년 실적치를
살펴보는 비교장기효과분석의 세 가지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단순단기효
과분석은 참여집단에서의 컨설팅 전후 변화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는 데
목적이 있고, 비교단기효과분석은 단기효과가 비교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서도 나타나는지 보다 엄밀하게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장기비교
효과분석은 일터혁신의 체계와 관행이 작업장에 뿌리내려 단기효과가 중
장기적으로도 지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실험집단에 속한 일터혁신 지원사업 참여사업체 122개소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순단기효과분석에서는,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를 전후하여 매출
액, 연평균 종업원 수 증가, 주당 근로시간의 단축, 연평균 휴무일수 증가,
불량(고객 클레임)률의 감소, 일인당 연간 교육훈련시간, 교육훈련참여율,
회사의 연간 교육훈련예산, 학습공동체(동아리) 수, 교육훈련 전담조직
설치 등의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우리의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터혁신 지원사업
은 참여 사업체의 직간접적인 여러 경영성과에 단기적으로 상당히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터혁신 컨설팅의 긍정적인 성
과를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들(박우성․구자숙, 2006; 구자숙, 2006; 최강
식, 2008; 노용진․김동배, 2010; 김동배, 2011)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단기효과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비교 방식으로 보다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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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히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일인당 연간 교육훈련시간, 교육훈련참여율,
회사의 연간 교육예산, 학습공동체(동아리) 수, 교육훈련 전담조직 유무
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일터혁신 컨설팅이 평생학습 체
계 구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다시 한번 뒷
받침하며, 과거 뉴패러다임센터와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에서의 일터혁신
컨설팅 방향과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박우성․구자숙, 2006; 구자
숙, 2006; 노용진․김동배, 2010; 김동배, 2011). 이 시기 일터혁신 지원은
근무제도 개편과 평생학습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었는데 그 중에서 평생
학습체계 구축 관련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단순단기분석에서 효과가 있던 것으로 나타난 항목들 중 매출액,
연평균 종업원 수, 주당 근로시간, 연평균 휴무일수, 불량(고객클레임)률
등의 항목은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다. 평생학습체계 구축과 관련된 변
인들에서의 단기효과가 비교집단과의 평균값 비교분석에서도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살아남은 것과 달리 매출액이나 불량률, 종업원 수 등과 같은
직접적 경영성과와 관련된 변인들에서 단기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대부
분 사라진 것이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일터혁신 컨설팅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종업원 수, 이직률 등 각종 경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는 여러 선행연구들(박우성․구자숙, 2006; 구자숙, 2006; 신은종, 2009)의
결과가 본 연구에서 시도한 비교분석과 같은 보다 엄밀한 분석에 의해서
는 지지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비교단기효과분석에서와 동일한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으로 구성된 데
이터세트를 가지고 분석 기간을 좀 더 길게 한 분석, 곧 비교장기효과분
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들이 회사의 연간 교육예산, 학습공동
체(동아리) 수로 더욱 축소되었다. 앞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던 일인당 연
간 교육훈련시간, 교육훈련참여율과 전담조직의 변화조차 실험집단과 통
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각 항목별 세 가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표 3-71>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가
능하다. 첫째,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효과가 몇 년 정도는 유지되나 그 이
후 효과가 지속되지 못했다는 해석이다. 즉 희석화효과이다. 일터혁신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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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1> 일터혁신의 항목별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의 종합
단순단기효과 비교단기효과 비교장기효과
매출액(백만 원)

⊕

영업이익(백만 원)

․

***

․

․

․

․

⊕

***

․

․

⊕

***

․

․

연평균 휴무일수(일/인당)

⊕

***

․

․

연간 가동일수(서비스 제공일수)(일)

․

․

․

․

․

․

․

연평균 종업원 수(명)
주당 근로시간(hr)(단축)

불량 생산율(고객클레임)(%)(감소)

⊕

산재사고 발생(명)

․

이직률(%)

․

**

․

․

⊕

***

⊕

***

⊕

**

회사의 연간 교육예산(백만 원)

⊕

***

⊕

**

⊕

*

학습공동체(동아리) 개수

⊕

***

⊕

**

⊕

**

교육훈련 전담조직 여부

⊕

***

⊕

***

․

인당 연간 교육훈련시간(hr)
교육훈련참여율(%)

⊕

**

․
․

주 : 1) 단순단기효과는 일터혁신 참여업체 122개소(실험집단)를 대상으로 컨설팅
전후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임.
2) 비교단기효과는 참여업체(실험집단)와 비참여업체(비교집단)를 대상으로 컨
설팅 전(2007년)과 후(2009년)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임.
3) 비교장기효과는 참여업체(실험집단)와 비참여업체(비교집단)를 대상으로 컨
설팅 전(2007년)과 최근(2011년)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임.
4) ‘⊕’ 표시는 정의 유의한 효과. 유의수준은 * p<.1, ** p<.05, *** p<.01

설팅은 일정 시간 동안에는 효과를 발휘하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 마모되
고 희석된다는 것이다. 약 3개월 동안 컨설턴트 두 명이 노력한 것은 복
잡한 기업여건에서 추가적인 조치나 제도화 없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어
렵다는 것이다. 일터혁신 컨설팅의 초기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완, 개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2008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컨설팅
효과가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가능하다. 경제위기는 1997
년부터 시작된 외환위기보다 미친 영향이 약했지만 수출중심인 우리 기
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해석들이 모두 가능하며 두 가지가 복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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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편 조사 시점에서의 작업조직과 관행 그리고 근로자 참여와 관련된
여러 항목들에 대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사업체의 응답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집단 간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난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업무량이나 품질에 대한 관리통제의 정
도는 일터혁신 지원 비참여업체(비교집단)에서 참여업체(실험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터혁신 사업이 작업자들의 업무 자율성 신장과 연
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근로자 참여제도 중 자율업무팀제의 실시
율이 일터혁신 사업 참여업체에서 비참여업체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두드러지게 높은 것과 직결되는 결과이다. 현장 근로자들의 의사결정
권한 중에서는 작업방법 그리고 안전관리 영역에서 실험집단(참여업체)
이 비교집단(비참여업체)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현장근로자의 업무전환 정도 역시 일터혁신 지원 참여사업체가 좀 더
활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해서 볼 때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함축적인 의미를 지닌다. 우선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업체만을 대
상으로 하여 직전과 직후의 변화만을 가지고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효과
를 주장하는 것은 일면적인 진실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간의 많은
선행연구들이 주장해 온 일터혁신 컨설팅의 긍정적인 성과는 대부분 이
러한 제한적인 방식의 분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분석에 따
르면 단기효과의 경우에도 비교집단에서의 변화까지 고려하면 교육훈련
이나 예산, 학습동아리와 같은 평생학습체계의 구축과 밀접히 관련된 변
인들에서만 일자리 지원사업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을 뿐, 그
외의 직간접적 경영성과나 고용, 근로조건 등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일터혁신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
구된다. 우리의 분석은 단기효과 중의 상당한 부분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급속히 퇴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일터혁신 지원사업이 사업을 위한 사
업이나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해당 사업체의 작업장에 혁
신 관행과 시스템을 뿌리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앞으로 일터혁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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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은 단기적 효과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실
천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터
혁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가능하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으로, 더 많은 일터혁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많은 기업의 작업장혁신 노력을 지원하고 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의 작업장혁신 노력은 걸
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둘째,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무일수 증가 측면에서 일터혁신 지원사업이
효과적이므로 이 분야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 분야는 사회적 과제인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가 크므로 지원규모를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평생학습에 초점을 둔 일터혁신 지원사업도 효과적이므로 이 부
분도 향후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기능훈련수준이 낮고
대학교육이 기업실무와 동떨어져 있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기업에서의 평
생학습이 중요하다.
넷째, 일터혁신 지원사업이 종업원 수 증가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얻
지 못했다. 이는 노용진․김동배(2010)와 다른 결과이다. 그러므로 과거
의 일터혁신 지원사업과 노사발전재단의 지원사업을 비교하여 효과가 있
는 부분을 중심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섯째,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제반 효과가 컨설팅 다음 연도까지는 상
당 부분 유지되었지만 오래 지속되진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일터혁신 효
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일터혁신 지원 후 사후 서비스를 강화하
거나 혹은 일정 시간 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지원사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경우 효과 유지를 위
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여섯째, 분석결과에서 매출액, 종업원 수, 가동일수, 불량생산율, 산재
사고, 이직률 등 일터혁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요인들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직접적인 일터혁신 효과가 아니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따라서 일터혁신이 이 요인들을 초점으로 할 경우 이에 맞는
맞춤식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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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례조사 개요

제4장에서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정부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일터혁신
지원사업체를 대상으로 일터혁신 체계와 관행을 중심으로 그간의 변화와
현재 상황을 추적 조사하였다. 주지하듯이 정부의 일터혁신 지원 사업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는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와 고성과
작업장혁신센터(KOWIN센터)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고, 이후에는 노사
발전재단으로 이관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KOWIN센터 시기까
지의 세 개 사례(2, 3, 4절)와 노사발전재단으로 사업이 이관된 이후의 세
개 사례(5, 6, 7절)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사례조사의 목적은 일터혁신 지원의 성과와 한계, 문제점 등을 사례 수
준에서 질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탐색하려는 데 있다. 분석의 초점
은 일터혁신 지원을 받은 시기에 이루어진 컨설팅 활동의 내용과 그로 인
한 개혁들, 그리고 그 결과 기업들이 누리게 된 혁신효과를 파악하는 것
에 두었다. 각 사례를 통하여 일터혁신 지원사업이 기업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이 되었고 어떠한 단기적 및 중기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한계는 또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본 사례분석은 의의
를 지닌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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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패러다임센터 주도시기 컨설팅 수혜 기업 사례
먼저 뉴패러다임센터 및 KOWIN센터가 주관하던 시기의 일터혁신 컨
설팅은 진단, 근무제도 개선, 학습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직무분석,
평가제도 개선, 조직문화 개선, 업무개선은 절반 정도의 기업에 제공되었
으며, 임금제도 개선, 인원 산정 등이 대상기업의 3분의 1 정도에서 이루
어졌다. 원래 초점을 두었던 근무제도 개선과 학습체계 구축 외에도 다양
한 지원이 제공되었다. 임금제도 개선이 적게 이루어진 것은 예산제약으
로 인해 컨설팅 기간을 약 3개월로 제한하였기 때문이었다.
KOWIN센터 시기까지의 분석대상으로는 세 개 기업의 사례를 선정했
는데 그 이유는 일터혁신의 상이한 초점, 업종, 규모, 경영진 특성의 차이
때문이다. 사례 분석대상인 세 기관은 2004년, 2005년, 2006년에 각각 일
터혁신 지원을 받았다. 그들은 각각 제조업, 서비스업, 공공기관에 속한
다.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에서 지원한 기관을 업종별로 분류한 바에 의
하면 제조업 30.1%, 서비스업 46.8%, 공공부문 23.1%를 차지하였다. 이
세 곳에 대한 컨설팅 초점은 상이했다. A사는 교대제 개편을 주목적으로
하였고, B공단은 평생학습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였으며, C치과병원은 이
미 많은 학습을 하고 있던 곳으로 학습체계 개선과 교대조 개선이 목적이
었다. A사는 전문경영인이, B공단은 공모에 의해 선임된 경영자가, C치
과병원은 개인개업 병원이므로 개인이 각각 경영을 담당하였다.
각 기관에 대한 자료는 방문, 면담, 전화확인과 기존 사례보고서, 기업
자료 등으로 확보하였다. 사례는 기업 개요, 컨설팅 과정과 성과, 2012년
현황과 성과, 평가 순으로 기술하였다.

2. 노사발전재단 주도시기 컨설팅 수혜 기업 사례
최근 노사발전재단이 주도하여 지원을 행한 시기에 이루어진 컨설팅
13) 다만, 일터혁신 지원이 이뤄졌으나 성과가 좋지 않은 기업과 일터혁신 지원이 이
루어지지 않은 기업을 보다 엄밀하게 선정하여 비교작업을 수행하지 못한 점은
본 사례분석이 지닌 한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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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요지와 개혁의 방향은 앞서 뉴패러다임센터(혹은 고성과작업장
혁신센터) 시기에 행하여졌던 시도와 비교하여 일정한 차별성을 보인다.
내용의 초점상에서 일정한 변화를 겪었고 지원방식상에서도 차이가 생
겼다.
이 시기에 컨설팅 사업이 진행되었던 기간은 2010년과 2011년 약 2년
여 정도에 불과했고, 그 사이에 약 3∼4개월여 동안 컨설팅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컨설팅 이후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가늠하기란 아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기업들이 부분적
으로 다양한 혁신효과를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분석 대상은 2010년과 2011년에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일터혁신
컨설팅을 제공받은 세 곳의 기업체들로, 각각 D, E, F사로 표기하였다. 이
들은 보험업, 제조업, 유통업계에 존재하고 있고, 각 기업들에 행해진 컨
설팅의 주제상의 초점도 상이했다. D사의 경우 사내 교육체계의 강화를
도모하여 혁신을 추구해 오고 있다. E사는 고전적인 일터혁신의 주제와
는 일정하게 거리가 있으나 일터혁신의 외연을 확대시켜 내는 함의를 지
닌다고 볼 수 있는 주제인 협력업체와의 관계개선에 초점을 둔 컨설팅을
받고 혁신을 모색해 오고 있는 곳이다. F사의 경우 종래에 악화되었던 노
사간의 관계를 컨설팅을 받음으로써 혁신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 곳
이다.
이들 세 기업 사례를 선정한 이유는 핵심적으로 일터혁신의 주제적 특
성과 관련이 크다. 이 시기 일터혁신 컨설팅은 절반 이상이 임금체계의
개선을 도모하는 쪽에 주안점이 두어졌다. 그러나 임금체계의 개선은 일
터혁신이라고 하는 과제가 지닌 그 본연의 의미에 크게 부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례분석을 위한 대상 선정에 있어서 임금체계 개
혁을 주로 수행한 기업들은 제외하였고, 나머지 기업들 중 서로 다른 업
종들에서 서로 다른 주제의식하에 진행된 컨설팅 수혜 기업들을 선정하
였다.
분석을 위한 핵심자료는 컨설팅의 수용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그 실
행 역시 주도한 해당 기업 인사관리 부서의 핵심 담당직원 1인과 약 1시
간에서 1시간 반가량 행한 면접조사를 통하여 얻었다. 피면접자들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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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노사발전재단 주도 일터혁신 지원시기 컨설팅 수혜 기업 사례
회사

업종

핵심 컨설팅 내용

면접 일시

면접 장소

피면접인

D사

보험업 사내 교육체계의 강화

2012. 10. 11 해당 기업

ㅊ씨

E사

제조업 협력업체와의 관계 개선

2012. 11. 8 해당 기업

ㄱ씨

F사

유통업 노사관계의 질적 전환

2012. 10. 15 한국노동연구원

ㅇ씨

한적이나마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하여 유의미한 진술들을 제공해 주었다.
그 밖에 노사발전재단이 해당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한 이후 발간한
자료집과 해당 기업에 실행된 컨설팅의 내용과 관련된 문서자료 등도 참
조하였다.
서술은 먼저 사업체 상황에 대해 간단히 개관하고, 컨설팅 이전의 문제
적 상황을 살펴본 후에 컨설팅의 진행 과정과 내용을 소개하였다. 다음으
로 컨설팅 이후 해당 기업 내에서 단행된 개혁적 조치들과 그러한 개혁작
업이 가져온 효과와 혁신의 징후들이 무엇인지 헤아려 본 후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 요인이 무엇인지 논구하였다. 끝으로 컨설팅과 개혁의 한계
를 가름하면서 향후 과제와 전망 등을 헤아려 보고자 했다.

제2절 A사

1. 사업체 개요
A사는 1973년 12월 27일 설립되었으며 2005년 말 현재 직원 948명, 자
본금 150억 원으로 2005년 매출액은 2,900억 원 수준이다. 주요 사업으로
는 세계 최고의 철강포장사업과 철강원료생산을 하고 있다. 2005년까지
9년 연속 임․단협 무교섭을 실현하며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
고 있다. 2006년 4월 회사와 노동조합, 노경협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노경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고 뉴패러다임센터 컨설팅을 통해 4조2교대를 도입
했다. 직원들의 우려와 반발을 극복하고 도입한 4조2교대제를 통해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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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성취감은 높아졌고, ‘자발적 작업장혁신’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2. 작업장혁신 과정과 내용(2006년)
가. 작업장혁신의 환경요인
2006년경 당시 A사가 처한 여건은 ① 모기업인 P사 의존형 매출구조
② 저수익성 사업구조 ③ 육체적 단순노무업무 ④ 현실안주의 조직풍토
⑤ P사와의 근로조건 격차 등으로 발전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다. 경영 측
면에서는 모기업인 P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단순임가공의 경영모델로
는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직원들은 P사
와의 근로조건 격차(P사 : 4조3교대, A사 : 3조3교대)를 최소화하여 주 40
시간 시대에 걸맞은 고용형태를 취하기를 원하였다.
나. 근무제도 개선
모기업인 P사의 계열사들과 파트너 기업들 간에는 지난 10여 년 동안
넘을 수 없는 하나의 장벽이 있었다. 모기업과 계열사 근로자들 간에는 4
조3교대와 3조3교대라는 근무제도의 기본적인 차이가 존재해 왔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누릴 수 있는 학습, 휴식, 복지, 보상 등의 모든 제도들
이 차별적이었던 것이다. 모기업과는 달리 3조3교대 근무방식하에서 학
습과 발전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었던 계열사와 협력업체 근
로자들은 모기업과의 근로조건 격차 해소를 간절히 원하였다. 이는 A사
노사 간 핵심 현안의 하나였다.
A사가 선진기업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혁신활동을 할 수 있는 절대
적 시간확보가 절실하였고, 이는 직원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근무여건 개
선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다. 따라서 노사는 4조교대조 개편 및 평생
학습체계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2006년 4월 19일 한국노
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와 MOU를 체결하였다.
제도설계 과정 중 회사는 혁신활동을 위해 4조2교대를 주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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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노합은 작업강도와 P사의 근무유형 등을 감안하여 4조3교대를 요
구하였다. 노사의 첨예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4조2교대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으며, 결국 모든 유형의 교대조를 시범운영한 후에 결정하
기로 하였다.
5개월여간의 시범운영을 거치는 동안 수차의 설문조사를 통해 4조2교
대를 잠정 확정하였다. A사는 철강산업의 높은 업무강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다양한 지원과 작업장 개선활동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했다. 그 결과 직원만족도 조사에서 직원 80% 이상이 4조2교대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대체로 △ 여가시간이 많아져서 좋다, 학업시간을 낼 수 있게 되었다 △
농번기에 일손을 보탤 수 있게 되었다 △ 가족과의 여가생활이 가능해졌다
△ 작업강도가 높아지는 바람에 작업장혁신이 활발해졌다 등의 긍정적 반
응을 보였습니다.” (A사의 ㅈ 사장)

교대제 개편과 더불어 복수호봉제에서 단일호봉제로 임금체계를 개선
하였고, 고용안정을 위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 도입하였다.
다. 직장 내 평생학습체계 도입
A사는 근무제도 개선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인 혁신활동을 추진하였
다. 그 첫째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학습조직의 실천이었다. 새로운 학
습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은 일을 통한 평생학습이었다. 그것은 이러한 학
습은 현장 중심이어야 하고, 조직은 개인 역량 강화가 조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3일 근무 후 3일의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새로운 제도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남는 시간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능
력개발과 조직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학습 활동
과 시간을 어떻게 알찬 내용으로 채워야 하는가가 노사의 고민이 되고 있
습니다. 개인들도 3일의 여가시간을 계획적으로 활용하여 자기개발, 노동
력 재생산, 가족 활동 등으로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고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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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고 있습니다.” (A사 현장 근로자와의 인터뷰)

A사는 인적자원 육성 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면서 회사의 비전과 종업
원의 역량을 장기적 관점에서 결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
력은 회사의 중장기 학습체계 발전 전략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도입한 것은 능률적인 사내자격 제도의 독자적
인 도입이었다. 이는 기업 스스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능력체계를 구
축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7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자격 취득 현
황을 보면, 대상 인원 950여 명 중 초급이 10.3%, 중급이 11.45% 자격증
을 취득하였으며, 포장설비정비사는 대상인원 87명 중 초급 21%, 중급
52%의 수준을 보였다. 새로운 근무제도의 실시 이후에도 184명이 새로
자격증을 취득하여 평생학습과 자기개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자격증에
대한 근로자들의 취득 욕구가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자격증 취득자 수도
급속히 증가하였다. 과거 10% 수준에 머물던 자격증 취득자들의 비율도
현재 전체 직원의 33% 수준까지 높아졌다.
A사는 다양한 학습과정을 개설하여 의무학습일(12일 96시간)을 지정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특히, 직무교육 외에 조직 몰입
도 및 애사심 향상을 위해 자기계발(외국어 교육 등 10개 분야)과 여가선
용 프로그램(생활체육 등 15개 분야)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외 자투리
급여를 적립하여 불우가정 자녀를 지원하는 사회 봉사활동도 활발히 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무제도 개선 이후 품질관리(6시그마/QSS운동), 사내기
술자격제도, 제안제도, 산학공동연구에 의한 자동포장설비 개발, 전사업
무혁신 프로젝트 및 기업윤리프로그램운영 등 다양한 혁신활동을 전개하
며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혁신활동을 통한 성과창출이 고스
란히 직원의 몫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정기상여금 외에 다양한 성과배
분 프로그램도 마련하였다. 그 결과 인사제도의 직원만족도 조사에서 전
년대비 만족도 9.8%가 향상되어 혁신활동 → 성과 → 배분의 선순환 모
델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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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장혁신의 성과
A사에서는 4조2교대 도입으로 고용유지와 창출(143명), 승진 확대(44
명 증가), 근무시간 단축(404시간 감소), 휴일 증대(117일 증대), 의무학습
시간 증대(96시간 증대), 교육예산 증액(2억 원 증대) 등의 효과를 거두었
으며, 사내기술 자격보유자가 190명에서 409명으로 215% 증가하였다. 작
업장혁신 이후 제안제도 및 개선활동이 활성화되어 90억 원 정도의 원가
절감 효과도 거두었다.
그 외 대외적 성과로 회사 신용 등급이 6단계, 주가가 230% 상승하기
도 했다. P사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5,0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여 정
부로부터 표창도 받았다. 2009년 4월 6일 노동부장관상인 ‘제1회 노사 한
누리상’을 받았으며, 더불어 자원봉사유공 대통령 표창, 정부 인적자원 우
수기관 인증 수상, 국가 품질경영 대통령 표창, 노사문화 최우수기업 수
상 등 최근 2년간 14차례 정부기관의 포상을 받았다.
2009년 4월 중순 A사 노조는 철강업계의 경기부진 속에서 동료들 간에
일자리나누기를 추진, 조합원 1인당 연간 약 300만 원의 임금을 깎는 고
통 분담안을 내놓고 4월 14일 회사 측과 함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결의
대회를 가지기도 했다.

4. 작업장혁신의 현재와 지속성(2012년 상황)
2011년 말 A사의 기준 매출은 6,694억 원이다. 직원 수는 1,088명이고
평균근속은 12.6년, 평균연령은 39.5세이다. 2010년 4월 나인디지트 인수,
2011년 6월 리코금속 인수, 2011년 7월 인도네시아 Al사업 현지법인 설
립, 2012년 1월 포스하이알(고순도 알루미나) 설립 등으로 회사의 규모는
매출 중 소재사업이 64%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다. 철강포장사업은 2006
년 매출 중 50%를 차지했으나 2011년 매출 중 23%를 차지할 정도로 줄
어들었으며, 그 빈자리를 철강소재사업이 차지하고 있다. 그에 따라 2011
년 3월 주주총회에서 사명을 변경하였다.
2006년 전면 도입한 4조2교대는 P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의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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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될 정도로 잘 정착되었다. 이제 4조2교대가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
에 직원들은 더 이상 4조2교대에 대해 거론하지 않는다.
과거 4조2교대 도입과정에서 정착된 노사협력체제가 잘 발전하여 2011
년 9월 노경연구반을 구성하여 정년을 58세로 연장하고 다시 60세까지
재고용하는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하였다. 또 2010년 10월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 2012년 1월 1일부로 퇴직연금제도도 도입하였다.
2006년 구축한 평생학습체계도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학습시
간도 2006년 195시간에 비해 점점 증가하여 2011년에는 281시간으로 크
게 증가하였다. 아쉬운 점은 사내 교육이 2006년 106시간에 비해 67시간
으로 크게 감소하고 사이버 교육이 82시간에서 169시간으로 2배 이상 증
가하였다는 점이다. 사이버 교육은 여러 이점도 있지만 상호 대면토의가
어려우며 학습집중도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A사는 P사에 비해 평균
연령이나 근속연수가 적으므로 집합교육을 일정한 수준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학습이 축적될수록 그 성과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 자격증 취득
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6시그마벨트는 2006년 42명이 취득하였고, 2008
년 188명이 취득하여 절정을 이루었으며, 2011년에는 35명이 취득하여 이
미 취득자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사내자격도 2006년 55명
이 취득하였으나 2007년 428명 취득, 2008년 172명 취득, 2009년 442명 취
득으로 거의 전 직원이 취득하여 2010년 이후 운영을 중지하고 있다. 사
외자격도 2009년 총 941명 취득, 2010년 1,029명 취득, 2011년 1,151명 취
득이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A사는 자격증 취득이라는 측면에서는 국
<표 4-2> A사의 학습실적
(단위 : 시간)

사이버교육
사외위탁(직무역량 등)
사내교육(학습일 등)
전체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81.7

124.8

160.6

177.0

169.0

169.0

6.9

57.4

69.2

50.0

42.3

45.6

106.2

73.7

80.8

46.4

63.5

66.6

194.8

255.6

310.6

273.4

274.0

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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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06년 평생학습제도 도입 시 당시
사장이 직원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하면 엔지니어링 직무로 옮겨주고 급여
도 높여준다는 약속을 한 바 있었으며, 실제 일부 직원이 그 혜택을 보았
다. 그것이 가장 큰 동기부여 요인이 되고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작업장혁신 후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킨 결과 A사의 생산
성은 크게 높아졌다. 2007년 하루 인당 포장량이 1일 4.5본이었으나 2012
년 현재 하루 인당 포장량이 1일 6본으로 증가하였다. 철강원료 생산량도
2007년 월 2,700톤에서 2012년 현재 월 3,442톤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직원 일인당 봉사시간도 2008년 15.3시간에서 2011년 47.6시간으로 크
게 증가하였다. 이는 4조2교대 도입으로 인한 여가시간이 크게 증가하였
기 때문이다.
외부 전문기관이 매년 조사하는 직원만족도(행복지수)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 조사는 매년 11월 Aon Hewitt라는 국제적인 컨설팅회사가 실시
하고 있다. 직원만족도는 2009년 60%에서 2010년 79%로 크게 증가한 후
2011년 다시 92%로 크게 증가하여 거의 최고수준에 도달하였다.
A사는 2005년 디자인한 근무제도와 평생학습체계를 1년간 시범 운영
한 후 2007년 회사 전체에 실시하였는데 2012년에도 이를 잘 유지하고 더
욱 발전시키고 있다. 학습시간도 도입 초기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각종
자격증도 매우 많이 취득하였으며 생산성도 크게 향상되고 직원만족도도
거의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러면서 주력 사업이 철강제품 포장에서
철강소재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최고경영자도 바뀌었으나 기존의 혁신을
잘 유지․발전시키고 있다. 다만 자체적으로 새로운 작업장혁신을 시도
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P사가 먼저 혁신을 시도하고 그룹사가 그 혁신을
<표 4-3> A사의 생산성 변화
컨설팅 전(2007년) 컨설팅 직후(2008년)
인당 포장량
(냉연팀)
철강원료 생산량
(생산량/월)

현재(2012년)

3조 3교대제 54명
투입 4.5본/인, 일

-

4조 2교대제 28명 투입
6.0본/인, 일

2,700톤

2,950톤

3,442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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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따르는 관행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 예외가 그룹사 최초로 이루어진 4조
2교대 도입이었다. 기회가 있을 때 A사는 이 경험을 살려 새로운 혁신노
력을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3절 B공단

1. 사업체 개요
B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B공단 설치조례｣에 의거, 시장이
위탁한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
기 위해 2000년 1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2001년 6월 18일자로 “B공단”으
로 명칭변경을 하였다.14)
설립자본금은 3억 원(현금출자)이며 2012년 예산 규모는 215.8억 원이
다. 조직은 이사장 산하에 상임이사 1명, 1센터 7팀이며, 직원은 2012년
10월 현재 211명이다.
B공단이 맡아 운영하고 있는 주요시설은 시민회관, 공원, 청소년수련
[그림 4-1] B공단 조직도(2012.10 현재)

14) 2001년 만들어진 OOCS라는 명칭은 B공단의 새로운 이름이다. OOCS에서 CS는
Citizens Satisfaction(시민만족)의 머릿글자를 조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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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B공단 직원 현황(2012. 10 현재)
전체

행정직

기술직

체육직

업무직

상근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전 체 214

211

30

28

39

36

40

38

49

42

38

65

관, 공영주차장 등이다. 이 시설들은 종량제봉투사업과 함께 B공단의 주
요사업이며, 이 사업들에서 수익이 창출된다.

2. 뉴패러다임 경영혁신 추진과정 및 내용(2005년)15)
2003년 이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하기관에까
지 예외 없이 혁신 작업이 진행되었다. B공단이 속해 있는 지방공기업들
도 정부혁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기존의 업무에 혁신업무까지
더해져 과부하 상태가 되어버렸다.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혁신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다. 과로 및 여가시간의 부족으로 직원
들의 불만은 높아졌고 직원들의 삶의 질 또한 저하되고 있었다. 변화와
더불어 개인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B공단 내에는
이렇다 할 교육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직원들은 사기가
저하되어 새로운 시도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경쟁
력은 자꾸 저하되는 것 같고 민간위탁 가능성도 논의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만 갔다.
B공단의 뉴패러다임 경영혁신은 양대 노동조합과의 회의를 통해 이루
어졌다. 2005년 10월 6일 뉴패러다임센터와의 회의에서 뉴패러다임 경영혁
신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이 논의되었으며, 논의결과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 뉴패러다임 경영혁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차동옥․김정식, 2008).
양 기관 간의 양해각서는 2005년 10월 25일 체결되었으며, 공식적인 뉴
패러다임 경영혁신 기간은 2005년 10월 25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4
개월로 정하여졌다. 뉴패러다임 경영혁신 범위로는 근무체계의 개선과
평생학습체계의 구축으로 설정되었다(B공단 뉴패러다임추진계획, 2005).
15) 차동옥․김정식(2008), ｢뉴패러다임 경영혁신 : ○○CS 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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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조직은 운영위원회, 자문위원, 디자인팀, 컨설팅팀으로 구성되었다.
준비착수단계에서는 뉴패러다임센터와 B공단 간 양해각서(MOU) 조인식
체결과 팀빌딩 워크숍 그리고 벤치마킹이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근무
체계와 교육체계현황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 CEO를 비롯한 핵심관계
자 인터뷰, 그리고 조직진단과 학습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06년 2월 24일에 운영위원회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2006년 2월 18일
과 3월 6일 2회에 걸쳐 직원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과천시 관계자, 시의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운영위원회 보고도 3월 2일에 개최되었다. 그 외
에도 사내강사 양성 계획 수립, 평생학습운영지원체계 수립, 교육비 정부
지원 신청사항 점검, 뉴패러다임 경영혁신 관련 사전 직원만족도 조사 등
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
가. 근무체계 개선
B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업무들이 다양하고 근무체계 또한 사업
별, 업무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근무체계를 획일화하기에
는 무리가 따랐다. 또한 사무직보다는 시설관리기술직, 체육프로그램 강
사직, 안내를 담당하는 안내직과 같은 근무시간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간 동안에는 고정되어 버리는 업무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근
무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B공단은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내부화시킬 필요가 없는 부
수적인 업무들은 아웃소싱을 통해 정리하고 그 인력들을 충원이 필요한
타 부문으로 전향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또한 근로형태의 변경이나 사
업부문별 인력배치의 조정 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방안들도 고려하기로 하였다. 한편 근무체계를 재설계함에 있어서 사업
부문별로 해당 직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요구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B공단은 직원들의 과도한 시간외 근무를 예방하고 여유시간을 삶의 질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통개선안을 설계하였다. 우선적으로 시간외 근로시간 발생을 억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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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직급별 시간외 근로상한제를 도입하였다. 3～4급의 경우는 월 20
시간, 5급의 경우 월 30시간, 6～7급의 경우 월 40시간으로 상한선을 두었
다. 다만 사업부문별로 출산휴가, 장기휴가, 퇴직 등으로 인하여 직원결원
이 발생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한제 적용을 유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시간외 근로상한제의 도입은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를 감소시키고
업무시간 내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이 외에도 시간외 근무시간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자 하였으며,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대휴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를 통해 시간외 근로로 인하
여 휴식을 취하지 못한 만큼을 다른 날 대신 쉴 수 있도록 하여 피로누적
을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B공단은 사업부문별 상황과 특성을 반영하여 서로 다른 근무체계 개선
안을 추가로 마련하였다. 문화부문의 경우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부분
의 공연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표준 근무일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지정하고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무일로 지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체계의
변화로 생기는 근무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공연부문에 있어서 정규직 1명
과 일용직 1명을 충원하여 무대담당 3명, 음향담당 3명, 조명담당 3명으
로 이루어진 3교대 체제를 구축했다. 그 결과 일주일 동안 대극장과 소극
장에서 동시에 공연이 진행되더라도 3명 1조는 쉴 수 있게 되었다.
시설관리부문의 경우 정규직 2명을 감원하고 업무직 2명을 증원시켰
다. 정규근무시간을 제외한 야간과 휴일에 대하여 평일 야간근무시간 22
시까지 휴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정규직 1명과 업무직 1명이 근무하고
나머지 야간시간에 대해서는 업무직 1명만이 남아서 근무하도록 개선하
였다.
나. 평생학습체계로의 개편
뉴패러다임 경영혁신이 도입되기 이전 B공단의 학습체계는 매우 미흡
하였다. 연간 4～6회에 걸쳐 이루어진 성희롱․윤리경영․서비스 등의
의무교육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사내학습 지향적인 풍토가
조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조직 차원의 학습지원도 많이 부족하였다.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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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아서 교육훈련 전담부서를 전문적으로 유지해 나간다는 것도 어려
웠다. 사이버 교육, 학습동아리 등 타 기관들이 직원들의 교육훈련을 위
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하였던 방법들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었다. 직원들의 학습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었다.
평생학습체계의 구축은 3단계의 과정을 거쳤다. 첫째 단계는 교육체계
설계 준비과정으로 인재상 도출, 인재육성 중장기전략수립, 교육프로그램
소스 조사, 교육선호도 조사가 포함되었다. 둘째 단계는 교육체계 설계과
정으로 교육시간 확보 방안과 교육과정 설계가 다루어졌다. 그리고 셋째
단계는 운영효과 제고방안으로 교육참여 확보 방안, 교육효과 평가 방안,
교육운영예산 확보 방안 등이 고려되었다.
핵심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 다양한 관점의 인재상이 제시
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핵심전문
인재”라는 B공단의 인재상이 도출되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해 줄 세부적
인 인재상으로서 “핵심역량을 갖춘 부문별 전문 인재”, “미래지향적이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재”, “혁신 및 서비스 마인드를 갖춘 인재”가 제시
되었다.
3개년에 걸친 단계적 인재육성을 위한 중장기전략도 수립하였다. 2006
년은 제1단계 제도형성기로 변화된 새로운 근무체계의 수용성을 확보하
고 평생학습체계 구축과 관련된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개발을 시행
하였다. 2007년은 제2단계인 제도발전기로 1년 동안의 제도형성기를 거
치는 동안 드러난 새로운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방
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2008년은 제3단계인 제도정착기로 발전
된 근무체계와 평생학습체계가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기간으로 정하였다.
B공단의 경우 사업부문별로 다양한 근무체계를 취하고 있는 만큼 교육
시간을 확보하는 데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
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근무체계 개선과 시간외 근무 제한 등의 제도개선
을 실시하였다. 또한 3개 그룹으로 교육을 나누어서 실시함으로써 집적효
과와 교육시간확보의 유연성 두 가지 모두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자 노력
하였다.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각 그룹들은 과정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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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6시간씩, 분기별로 3회씩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B공단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선호도 조사결과와 실현가능
성 및 교육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공통직무 및 공통소양 교육프로그램들
을 선정하였다. 주요교과과정으로는 문서작성향상과정, 마케팅 및 고객관
리과정, 조직운영능력 향상과정 등이 선정되었다.
교육참여 확보를 위해 교육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인사고과
100점 중 20점을 교육마일리지로 반영하였다. 직원 차원의 평가방법으로
는 직원내부 만족도 조사를 도입하여 교육실시 전후에 실시하여 평가하
도록 하였다. 고객 차원의 평가방법으로는 용역을 발주하여 고객만족도
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회사 차원의 평가방법으로는 경영평가 결과(등급
상향 여부), 제안건수, 대외이미지 제고(수상실적, 노사분쟁), BSC(성과관
리) 결과를 도입하였다.
교육선호도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교육프로그램들을 설계하였고 월 6시
간(직무 5시간, 교양 1시간)씩 연 72시간의 교육시간을 확보하여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을 아우르는 모든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다양한 근무체계로 인하여 교육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
은 점을 고려하여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누어서 평생학습클럽을 운
영, 서로 다른 요일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내부직원들의 역량
을 최대한 활용하고 평생학습클럽 실시에 따른 강사를 안정적으로 확보
하기 위하여 사내강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사장이 솔선수범함은
물론 각 팀의 팀장들도 전원 사내강사로서 평생학습강의를 담당하게 되
었다.

3. 뉴패러다임 경영혁신의 단기적 효과(2007년까지의 변화)16)
평생학습체계의 구축이 이루어진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B
공단은 개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조직전체 차원에서도 역량이 향상되고
변화에 더욱더 유연해졌다. 공단의 경영 전반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경영목표가 변하고 직원들의 추구가치도 새로 생기기 시작했다. 지
16) 차동옥․김정식(2008)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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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B공단에서 뉴패러다임 도입 전후 학습진단 결과 비교
(단위 : 점)
뉴패러다임 도입 전(2005) 뉴패러다임 도입 후(2007)
지속적 학습기회

2.54

3.28

조직내 지식의 활용도 및 수준

2.64

3.14

팀 단위 학습조직화

3.08

3.31

전략적 학습리더십

2.89

3.50

토론 및 연구활성화

3.71

3.34

개인 조직 간 상호연계수준

3.20

3.40

자율적 역량강화

3.07

3.36

자기주도적 학습의지

3.82

3.61

자료 : 차동옥․김정식(2008).

금까지 공단의 핵심가치가 고객중심, 정도 경영, 성과와 수지였다면, 현재
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경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 잡고
있다. 뉴패러다임이 도입된 지 2년이 지난 2007년에 학습진단을 재실시한
결과 학습과 관련된 사항들이 대부분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12개 그룹학습조는
직무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역량의 향상, 직원들 간의 유대감 및 응집성 강
화, 직원들의 만족도 제고 등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 내었으며
사이버 교육도 시행되었다. 이런 성과가 축적되자 2007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HRD)인증도 받았다.
경영혁신 초기에 실시되었던 근무체계의 개선과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초과근무 상한제 도입과 변형근로제 및 대휴제 도입은 직원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조성하였다. 그 결과 많은 직원들이 피
로누적 감소, 자기계발시간 및 여가활용 시간 확보, 직무만족도 향상, 삶의
만족도 향상에 있어서 진전을 보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근무체계의 개
선은 직원들 개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
을 끼쳤다. 근무체계의 개선과 초과근무 상한제 도입으로 인하여 직원들
의 시간외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매년 시간외 근무수당이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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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소하여 2006년 3,552만 원, 2007년에는 1억 8천만 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왔다. 시간외 수당의 절감으로 생긴 예산을 활용하여 2007년에 카페
테리아식 복지제도인 선택적 복지카드를 만들었고 직원자녀 위탁 보육료
를 지원하였으며, 2008년에는 직원휴양시설 구입 등을 하였다.
B공단의 뉴패러다임 경영혁신이 도입되기 이전인 2005년과 도입된 이
후인 2006년과 2007년의 이용객 수와 수입액을 비교해 보면, 이용객 수의
경우 전년대비 2006년에는 6.79%, 2007년에는 4.96%가 증가해 매년 증가
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액을 살펴보면, 2006년에는 4.48%, 2007년에는
10.03% 증가함으로써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수치들은 과
천시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더욱 의미가 있으며, 이
용객 수와 수입액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은 괄목할 만하다.

4. 뉴패러다임 경영혁신의 지속성(2012년의 현황)
B공단은 2006년 초 개선된 근무제도를 2012년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
었다. 직급별 시간외 근로상한제, 시간외 근무시간의 적극적 통제, 부서에
따라 화요일-토요일을 표준근무일로 변경, 공연부문 3교대제 등이 잘 운
영되고 있었다.
또한 평생학습을 매우 중요시하여 더욱 발전시키고 잘 운영하고 있다.
2011년 사내강사를 13명 육성하였으며 직원 1인당 연간 평균학습시간
이 162시간에 달하였다. 연간 제안 수가 327건이며 멘토링제도도 도입
했다. 2011년 내부 고객만족도는 전년대비 13.7점 증가하였으며, 외부
고객만족도도 전년대비 6.8점 증가하였다. 경영성과도 계속 향상되고 있
으며, 8개 봉사단이 사회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또한 과거 수
립한 중장기 평생학습계획을 바뀐 여건에 맞춰 재수립하기도 하였다(표
4-6 참조).
학습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는데, 그 진단결과를 살펴보면, 2005년 이후 2008년 급격히 향상된 후
2009년, 2010년, 2011년에는 거의 전 부분에 걸쳐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
했다(그림 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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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B공단 평생학습 중장기계획 수립
1단계 학습기반형성기
(2006∼08년)

평생학습구축 운영
- 집합교육
교육마일리지 운영
사내강사 양성

2단계 발전기
(2009∼11년)

3단계 정착기
(2012∼14년)

학습방법 다양화
- 사이버/독서/학습조
- 일대일교육(코칭, 멘토링)
지식의 생산성 향상
학습조직문화 확산
그룹학습조 정착

자율적 학습조직
지식나눔 실천
지식의 생산성 향상
학습조직문화, 일대일 교육 정착
자기주도적 맞춤교육 정착
지식근로자 양성(전 직원)
종합교육시스템(e-HRD) 구축

[그림 4-2] B공단 학습수준 추이
'05년

3.79
3.70
3.67

3.863.80

3.98
3.92
3.83

3.61

3.63

'07년

'08년
3.89

3.92 3.94

3.33
3.14

'10년
3.86

3.81
3.76
3.71

3.84
3.75

3.50

3.52

3.63
3.50

3.36
3.28

'09년

'11년

3.98

3.68

3.82
3.74

3.91
3.84
3.77

3.61

3.34

3.31

3.82
3.74

4.06
4.00
3.96

3.40

3.51
3.3369
3.

3.37

3.20
3.08

3.07

3.12

2.89

2.64
2.54

지속적인 학습 조직내 지식의 부서단위 학습 전략적 학습 토론 및 연구 개인과 조직간 자율적인 역량 자기주도적
기회 제공
활용도
조직화
리더십
활성화 상호연계 수준
증대
학습의지

평균

B공단은 여러 부분에 걸친 노력으로 인해 많은 수상을 하였다. 2010 경
기도자원봉사대회 최우수상(경기도지사), 2012년 제36회 국가생산성대상
수상(지식경제부장관 표창), 2011년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공공부문)
대상 수상(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인증(노동부장관
상), 2010년 지방공기업발전 유공기관 표창(행정안전부장관), 2009년 작
업장 혁신대상(노동부장관상) 등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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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B공단 연도별 내․외부 고객만족도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B공단의 높은 성과에는 이사장의
3차에 걸친 장기 연임(2014년까지)이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B공단을 이끌고 있는 이성제 이사장은 정도경영과 평생학습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지고 직원들을 잘 지도할 뿐 아니라 본인도 평생학습활동
을 솔선수범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의 리더십은 2005년 실시한 작업장혁
신(뉴패러다임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하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시 산하기관인 B공단은 ○○시의 시장이 바뀌는 2014년 상반기까
지 경영진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2011년 직원들이 스스로 전 직원
의 의견을 모아 B공단 Way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는 조직문화가 확고하
게 정착되었다는 징표이므로 향후 경영진의 변동이 있더라도 상당 기간
기업의 핵심적인 가치와 행동방식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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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C치과병원

1. 사업체 개요
C치과병원은 2003년 6월 개업했으며 원래 강남역 사거리에 있다가
2009년 7월부터 I호텔에 분원을 개설하였다. 그리고 2011년 6월부터 I호
텔로 옮겨가면서 이름도 I치과로 바꾸었다. 이 치과는 UNICUM이라는
치과병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I치과를 중심으로 국내 7개 치과가 함께
하고 있다.
직원 수는 2004년 12명이었으나 2005년부터 19명으로 증가하여 계속
유지되다가 2009년 13명으로 줄어들고 2010년부터 9명으로 감소했다.
C치과병원은 2004년 일터혁신 지원 이후 매출액도 증가하고 이익도 증
가하였으나, 경제위기의 여파로 2008년부터 이익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감소했다. 분원을 설립한 것도 이러한 경영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라고 볼 수 있다.
<표 4-7> C치과병원 직원 수
(단위 :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2

19

18

19

19

13

9

2. 뉴패러다임 모델의 도입과 개혁의 전개(2003～05년)17)
가. 모델의 도입
C치과병원 대표원장인 ㄱ원장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서비스의 눈높
17) C치과병원에 관한 내용은 구자숙(2007)을 참고하였으며, 구자숙의 2007년 7월간
월간 뉴패러다임 기고 원고를 주로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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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높이지 못하면 병원이 생존할 수 없다는 지론을 갖고 있었다. 2003
년 6월 병원 설립 당시부터 학습의 중요성을 내걸고, 직원 일인당 연간
학습시간을 200시간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원장의 교육에 대한 이러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교육과 학습은 기대했던 만큼 효과적으로 운
영되지 못했다. 직원들의 주당 근로시간이 60시간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
한 상태에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교육을 받기 위해 아침
일찍 출근을 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일부 직
원은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 결과 기대했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치료받기 위해 내원한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 ㅅ소장과
의 만남을 계기로 뉴패러다임 모델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시간 단축과 학습체계의 혁신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구하게 되었다.
나. 혁신 추진조직 구성(2004. 7)
뉴패러다임센터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난 후, 본격적인 혁신을 추진하
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와 디자인팀이 구성되었다. 운영위원회는 프로젝트의
전반적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 과정을 모니터하면서 필요한 지원과 개
입을 하는 역할을 맡았다. 디자인팀은 자발적인 학습과 연구를 통해 대안
을 모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사실상 프로젝트의 진행을 담당한 실무적
주체였다. 뉴패러다임센터에서 파견된 컨설턴트팀은 뉴패러다임 모델을 C
치과병원의 현실에 잘 맞는 방식으로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일종의 촉진자
(facilitator)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실제 교육을 담당하게 될 사내 강사들의 육성 훈련도 담당하였다.
다. 실행 전 유예기간(2004. 12∼2005. 3)
2004년 12월 뉴패러다임 컨설팅이 완료되고 선포식을 가졌다. 하지만
시스템의 변화를 곧바로 도입하지는 못했다. 뉴패러다임 모델을 도입하
기 위해서는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이 인력의 확보인데, 시기상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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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시가 끝나야 추가적인 인력을 채용할 수 있었다. 일단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에 본격적으로 근무제도의 변화와 평생학습체계를 가
동시키기 시작하였다.
그 유예기간 동안, 팀별로 다양한 활동과 교육이 이루어졌다. 우선 팀
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고, 고객들 중에서 강남교회의 성가대 지휘감
독을 맡고 있는 분의 지도로 파트별 합창연습도 하였다. 스피치와 발성연
습을 포함한 연기 및 전문 서비스 교육도 이루어졌다. 스티븐 코비 박사
의 시간관리 강의도 이수하고 가운 수여식18)도 시작되었다. 이는 선배 직
원이 재계약을 하면 본인이 입던 가운을 후배에게 물려주는 의식으로 이
제는 치과병원의 전통으로 자리잡았다.
라. 뉴패러다임 모델의 실시(2005. 4)
2005년 1월에 인력 충원을 위한 신입 직원이 채용되고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졌다. 4월부터는 새롭게 개편된 근무 제도와 학습 제도가 본격적으
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3. 개혁의 심화(자체적인 제도 개선 추진)19)
제도 개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은 것은
근무체제의 개편이었다. 직원들의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동시에
365일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3조2교대제의 편성이 유일한 해결책
이었다.
가. Version 1 : 1차 근무체계의 개편
최초로 개편된 근무체계에서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상파트와 비
18) ㄱ원장은 이 의식이 간호사들이 사명감과 주인의식을 갖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
였다고 했다.
19) 구자숙(2007)을 참고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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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파트(행정파트)를 구분하는 근무 제도를 계획하였다. 임상파트의 근
무체계는 하나의 근무가 완료되는 근무 주기를 21일(3주)을 기준으로 이
루어지도록 구성되었다. 총 21일 중 근무는 12일, 휴무는 7.5일, 교육은
1.5일로 구성하였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3시간씩 하는 것으로 설계되었
으며, 근무시간은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계산하는 경우 주당
평균 44.5시간으로 정해졌다. 행정파트에서는 임상파트와 달리 2조2교대
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14일(2주)을 기본적인 근로주기로 설정하였다. 주
당 근로시간을 보면 주당 교육시간 3시간을 포함하여 총 45시간으로, 행
정파트 역시 제도개선 이전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대폭 감소하였다. 근무
시간은 이전에 주당 60시간에 달하던 것이 교육시간을 모두 포함하더라
도 44.5시간에서 45시간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근로시간의 감소
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나. Version 2 : 2차 근무체계의 개편
새로운 근무제도를 실시하고 난 후 직원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만족
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들도 점차 드러나
기 시작했다. 새로운 근무제도는 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의
사들의 진료시간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의사와 직원들 간
의 근무체계가 효과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환자의 예약이 지연되고 치료
일정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원래 근무 제도의 큰 틀은 그대로
두되 의사와 임상․비임상 직원이 한 팀으로 근무하는 새로운 근무체계
를 고안하여 2005년 10월부터 시행하였다. 의사도 40시간 근무라는 원칙
에 맞추고, 팀제를 활용하게 된 것이다.
다. Version 3 : 3차 근무체계의 개편
두 번째로 개정된 근무체계의 가장 큰 단점은 휴무일이 일정하지 않다
는 점이었다. 첫째 주는 주말에, 둘째 주는 주중에, 셋째 주에는 주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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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이 번갈아가며 찾아오게 되므로 본인의 휴무일이 언제인지 잘 알
지 못하는 혼란이 발생하였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2006년 1월 이후부터 팀제는 그대로 유
지하지만 쉬는 날을 가능한 한 일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근무체계를 개
편하였다. 즉 각 팀별로 주중에 휴무일을 하루씩 배치하고 주말 근무는 3
주 단위(토 : 근무, 일 : 근무/토 : 근무, 일 : 휴무/토 : 휴무, 일 : 휴무)로 변경
하여 재구성하였다. 근무시간도 변경하여 업무를 마치는 시간을 10시에
서 9시로 앞당겼다.
라. Version 4 : 4차 근무체계의 개편
근무체계에 대한 수정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었다. 주로 오전에 근무하는 팀과 오
후에 근무하는 팀으로 나누어졌던 기존의 근무 제도에도 비효율적인 점
이 존재하였다. 오전 팀인 직원은 지속적으로 아침 일찍 출근하고, 오후
팀인 직원은 계속해서 저녁 늦게 퇴근해야 하는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
다. 또한 원장들이 출장을 가서 자리를 비우면, 이로 인해 다른 팀이 이
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근무 스케줄을 모두 바꾸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
었다. 보다 유연한 근무 제도로 만들기 위해 팀 하나를 더 구성하여 총 4
개 팀에 적합한 근무체계로 변경하였다. 이 체계는 2006년 12월 4일부터
실시되었다.
기존 교육프로그램은 장기적인 계획 없이 단기적으로 운영되면서 일관
성과 방향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현행 교육제도에 대해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교육시간 및 일자의 조정과 아울러 임상 교육의 개
선 및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이 나왔다. 직원들도 서비스 교육의 강
화만이 병원의 지속적인 성장과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새로 개선한 학습 체계에서는 교육일자를 월, 목 주 2회가
아니라 수요일로 통합하였고, 1회당 교육시간은 과거보다 1시간 늘어난 3
시간으로 하였다. 교육시간은 연간 210시간에서 연간 170시간으로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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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수준을 확보하였다.
한편 교육내용의 강화나 심화에 대한 직원들의 욕구와 경영층의 교육
에 대한 비전을 고려하여 교육체계 개선이 이루어졌다. 교육훈련의 효율
성을 높이고 학습내용의 심화를 위해 임상과정과 매니지먼트 과정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과정에서 단계별 학습이나 심화가 가능하도록 학습내
용의 단계를 설정하였다.

4. 개혁의 지속성(2012년 상황)
현재 C치과병원 직원들의 근무는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
지, 매주 화요일 야간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토요일은 오
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며, 직원들은 격주로 근무한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는데 일요일, 공휴일 진료팀
이 따로 배치된다. 시간외 근무 시에는 수당이 지급된다.
C치과병원의 근무시간은 설립 초기인 2004년 주당 60시간이었으나 일
터혁신 지원 이후인 2005년 41.5시간으로 감소한 후 2006년 주당 40시간
으로 전환되어 이를 유지하다 2009년 다시 주당 41.5시간 근무하다 2010
년 주당 43시간 근무체제로 돌아갔다.
연차는 15∼25일 부여되는데, 1∼2년차 15일, 3년차 15일, 4년차 16일,
5년차 16일, 6년차 17일 등이며 최대 25일이 부여된다. 1년 만근 시마다 1
주일 연속 휴가가 추가로 부여된다. 2년 만근 시 2주일 연속휴가, 3년 만근
시 3주일 연속 휴가가 부여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총 6개월 부여된다.
현재 매주 수요일 아침 7시부터 W Morning Break Can Meeting이라
는 교육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원장이 강의하기도 하고 직원 한 명씩
발표를 하기도 하고 명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기도 한다.
<표 4-8> C치과병원의 연도별 주당 근무시간
(단위 : 시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60

41.5

40

40

40

41.5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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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C치과병원의 연도별 학습시간
(단위 : 시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96

144

144

144

144

72

56

학습시간은 2004년 96시간에서 2005년 144시간으로 증가한 후 계속 유
지되다가 2009년 72시간으로 줄어들고 2010년 다시 56시간으로 감소했다.
이는 직원들의 숙련수준이 향상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C치과병
원에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자 대형병원에서 많은 간호사를 스카우트하
였다.
C치과병원은 원장의 비전과 리더십에 의하여 학습조직으로 변신했으
며 최고 수준의 치료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C치
과병원이 옮긴 후에도 고객의 99%가 기존에 치료받았던 고객이라고 하
는 것을 보면, 고객만족도 수준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 그 바탕에는 의사
들의 치료수준, 간호사들의 높은 능력과 서비스 수준이 내재해 있다.
C치과병원은 2000년대 중반 일터혁신의 성공모델로 널리 알려졌으며
치과업계에서는 혁신적인 경영모델로도 널리 알려졌다. 이 병원은 꾸준
하게 근무제도와 평생학습을 유지하고 있다. 학습시간이 연간 56시간으
로 줄어들었으나 매주 수요일마다 열심히 학습을 지속하고 있으며, 간호
사도 의사와 같이 공부하고 있다. 현재도 이 병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새로
운 치료방법, 서비스 방식을 연구하고 학습하며 시도하고 있다. 2009년
분원을 개원하고 2011년 아예 병원을 옮기고 명칭도 변경하였다.20)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은 의사, 간호사 모두가 격의 없는 문화21)를 유지
하며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의 일터
혁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병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 강남역 사거리에 같은 이름의 병원이 있으나 원장이 다르며 C치과병원의 네트워
크 치과병원이다.
21) 이 병원에서는 의사, 간호사 모두 영문이름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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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D보험
1. 사업체 개요
D사는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중견기업으로 1988년에 설립되었고 약 300
여 명의 임직원이 종사하고 있다. D사는 ‘풍요로운 삶의 가치를 존중하고
고객 감동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기업’이라는 기업철학을 바탕으로
‘고객을 위한 전문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생명보험회사’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 새로운 경영의 핵심 슬로건인 ‘SMART Jump-Up ○○○○’
이라는 중장기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 혁신의 필요성(개혁 이전의 상황)
D사는 2011년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등을 통한
인사평가제도 개선과 직급/직위/직급제도의 개선을 준비 중이었다. 보험
산업의 특성상 타 산업에 비해 인력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성이 있어, 인
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인사제도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는 내
부인식으로 인해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 준비과정에서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통합진단을 통한 일터혁신 수준 진단과 고성과
근무체계개선 컨설팅 중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영역과 인적자원 육성 영
역을 개선하고자 컨설팅을 신청하게 되었다.
일터혁신 컨설팅을 받고 개혁작업에 돌입하기 이전까지 D사에서 교육
은 그다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
졌고 그때그때 이슈에 맞추어 필요성이 느껴질 때마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을 했다. 교육담당자도 직무순환으로 배정이 되어서 어떤 충
분한 이해나 고민을 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교육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체로 외부에 위탁하여 그
쪽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교육으로 실행했다.
개혁을 단행하기 직전에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보면 자신들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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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그러한 교육을 받으면서도 그 내용은 물론 효과에 대해서도 별다른 기
대나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D사의 임직원들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되었다.
교육에 대한 초보적인 관심을 프로그램으로 실현시키면서 2008년부터
2년 단위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우선 순위상 직급이 높은 사람보
다 낮은 사람들을 먼저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중간관리자급
인 과장이나 차장, 부서장들에 대한 교육은 매우 빈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시도가 있기 전에 그들이 아예 교육의 고려 대상조차 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이는 진일보한 태도였음에 분명했다. 회사에서는 그들에 대
해 무언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나, 무언가를 제대로
하지는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한편 D사에서 교육이 특별히 필요했던 또 다른 구조적 요인이 존재했
다. 2008년도에 100명이었던 이 회사의 직원 규모는 그 이후 약 200명에
서 250명 정도 더 늘어났다. 경력직이나 신입이 골고루 채워졌다. 그러면
서 기존의 직원들이 지녔던 노하우들이 공유가 안 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팀별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기도 하였고, 기존 직원들에도 약간의 폐쇄성
이 존재하기도 했다.
D사는 2011년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등을 통한
인사평가제도 개선과 직급과 직위제도의 개선을 했다. 그러한 준비과정
에서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통합진단을 받고,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및 육성 영역을 개선코자 컨설팅을 신청하였다.

3. 컨설팅과 개혁의 전개
가. 컨설팅의 과정과 내용
애초에 컨설팅 신청 당시에는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이라
는 광범위한 내용이 설정되어 있었다. 한정된 기간(3개월) 동안 D사에서
만족할 수 있는 컨설팅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하여 컨설팅 범위를 재설정
하는 것이 필요했다. 일터혁신 통합진단과 킥오프 미팅 등을 통해 도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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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최우선 개선과제로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관리를 실시하여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로 활용코자 했다. 이와 함께 직급별 교육, 사이버 교육,
외부 위탁교육 등도 실시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교육지원에 대한 명
확한 기준이나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존재함에 따라, 체계적인 교
육과정과 지원제도의 마련도 컨설팅 범위로 설정하고, 주요활동과 산출
물을 사전에 결정한 후 컨설팅이 진행되었다.
D사가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일터혁신을 위한 컨설팅을 받은 시기는
2010년 5월부터 8월까지였다. 1주일에 하루 컨설턴트가 회사를 방문하여
회사의 담당직원(ㅊ대리)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조언을 제
공하였다.
컨설팅의 핵심 내용은 사내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였다. 일단 기존에 D
사의 인사제도들이 어떤지 살펴보면서, 평가, 보상, 승진에 대한 진단부터
시작했다. 컨설턴트들 자체적으로 D사가 지니고 있는 제도에 대해 진단
을 수행하고 그 이후에 개선안을 제시했다. 그 밖의 컨설팅은 D사의 직원
과 함께 협업을 통해 진행하고 개선책을 모색했다. 직무조사서부터 작성
을 해서 직무체계를 살펴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판단했고, 그
런 후에 다시 역량강화를 추구하였다. 그 핵심에 있던 주제가 바로 학습
이었다. 그를 통해 어떻게 역량을 육성할 것인지에 관한 풍부한 내용을
짚어 나갔다.
학습체계와 학습지원체계로 나누어 현황분석을 실시한 후에, 인재육성
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가려냈다. 특히 중장기 인재육성 전략의 부재로
인해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했다. 지원체계도 인사정책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했던 것으로 인지되었다. 컨설팅 결과 다음과 갈은 인적
자원육성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 교육과 타 인사제도 연계를 통한 인사제도의 효과성 제고
○ 직급/직무 역할 수행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 사업전략 및 교육 필요 충족을 위한 교육 기획 마련
○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위한 환경 조성
○ 교육 콘텐츠 및 지식의 활용도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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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에 역량체계와 인재육성체계를 다루다가 끝이 좀 흐지부지된 면
도 있었으나 이러한 내용의 컨설팅은 대부분 D사 내에서 곧바로 개혁프
로그램으로 실현되어 갔다.
나. 컨설팅 이후 개혁의 전개
3∼4개월의 컨설팅이 진행된 이후 D사에서는 컨설팅 내용의 사내 실행
에 주력하게 되었다. 우선 전체적으로 회사에서 인재 육성이나 교육에 대
해 좀 더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한 지원을 확실히 늘렸다. 사내에서 교육 체
계와 학습 체계를 더 강화시켰고 체계화시켰으며, 물적 투자도 더 늘렸다.
교육의 대상과 범위도 최대한 넓혔다. 개혁적으로 확대 실시한 교육대상
의 범위는 일단 내근 정규직에 초점을 두었다. 지점들에 근무하는 지점
총무나 지점장도 내근 정규직이라면 교육대상으로 삼았다.
고무적인 것은 그 과정에서 과장, 차장, 부서장 교육 등 모든 고위 직급
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2011년에는 100명이 넘는 과장 이
상급 교육도 실시했다. 2012년부터는 부서장 교육도 매년 상하반기별로 2
회씩 실시하기 시작했다. 과/차장 같은 경우 매년 100명을 다 할 수 없어
조금씩 연차를 나누어 숙련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하려는 검토가 현재 진
행 중이다.
리더십 과정도 컨설팅 이후 꾸준히 정기적으로 시행 중이며, 그것을 위
한 틀도 이미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태이다. 사내집합이라고 불리는 리더
십 교육, 가치교육, 직무교육 등도 모두 2011년부터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통역량 교육으로 분기별로 명사 특강을 시행하는데, 그 전에는 회사
대표가 아는 사람을 한번 특강에 모시자고 제안하면 1년에 한두 번 비정
기적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분기별로 정례화해서 하고 있다. 그 내용은
의사소통에 관한 것,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것, 전문성에 관한 것, 그리고
자기계발, 책임감 등이다.
팀별 학습도 도입하여 진행 중이다. 2012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숙련도
가 높은 선배 사원이 후배 사원과 같이 학습동아리를 운영하는 식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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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추진하고 있다. 직무조사서에 필요한 자격증 등을 적고, 다시 팀장
들에게 필요한 자격이 무엇인지 최종적으로 검토를 받게 했다. 직군별로
필요한 자격증을 급수로 나누어서 지원제도를 구축하여 2012년 3월부터
지원하고 있기도 한데, 그 이후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원들이 대폭 증
가했다.
매월 사이버 교육 과정도 실시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독려나 안내하는
작업이 전혀 없이 단순 신청자만 1년에 몇 명 정도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컨설팅 이후에는 매월 사이버 과정을 오픈 하고, 인사부에서 학습 안내
메일도 발송하는 식으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둔다. 과정 마감 즈음에
진도율이 낮은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독려 메일까지 발송한다. 2012년
연말까지 약 500명 이상이 사이버 과정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부위탁교육을 받은 인원도 늘었으나 일단 그로 인해 비용이 많이 발
생해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난이도가 있고 좋은 교육들을 이전에
비해 더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교육에 다녀와도 만족도 조사
나 결과 보고서를 받지 않았으나, 이제는 외부위탁교육을 다녀오면 2주
이내에 교육결과 보고서나 만족도를 제출해야 한다. 과거에는 교육연수
기준도 없었으나, 교육과 관련된 내부 사규가 마련되어서 연말마다 정비
를 하고 있다.
아직은 교육에 대해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조성하는 과정에 있는 중이
라 그것을 바로 인사와 연계 짓지는 않고 있다. 일일 학점 취득량을 강제
하는 식으로 하면 분위기가 안 좋을 것이라고 보고, 오히려 매우 자유스
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대신 인사부에서 권장하고 독
려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현재 D사에서는 당시 컨설팅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다시 하나의
과정으로 직접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예를 들어, 컨설팅
과정에서 학습체계에 대한 진단은 나왔으나 직무과정을 어떻게 할지 등
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원칙만 언급되었지 그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운
영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따라서 재차 영업전문가 과정을 각 역할별로
나누고, 직급별 과정을 짜서 직무과정과 연계시키며, 구체적인 프로그램
을 만들고 실행해 가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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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매번 같은 과정으로 교육을 할 수 없잖아요. 사원 대리 지정 실무
과정이라고 했을 때, 그 과정을 3년차 정도로 변화해서 하자, 뭐 초기엔 처
음 업무를 하니까 기본적인 고객관리나 자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이
후에는 그 고객들로부터 생기는 컴플레인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문제
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해서 보통 직급을 승진하는 게 4년차니까 한 해는
쉰다고 하고 이렇게 난이도별로 교육을 해 가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만
든 거구요.” (D사 관계자)

D사에서는 교육체계를 강화하면서 각 역량별로 비율도 다르게 했고 리
더로 올라갈수록 직무에 관한 내용을 좀 낮추어도 미래에 대한 비전 부분
은 커지게 했다. 컨설팅 내용 중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주
안점을 두고 이론이나 직무에 대한 이해를 담은 실행안을 마련했다. 더불
어 심화된 내용들, 세부교육 내용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며 해당 역
량별로 연결짓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향후 계속해서 교육부문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직무과정을
꾸려 보는 쪽으로 노사가 합의를 이룬 상태에 있으며, 2013년부터 그것을
위한 과정을 개발하여 발족할 예정에 있다. 정기적으로 기본적인 필수직
무에 관한 과정들을 형성할 예정이며, 좀 심화된 과정은 외부위탁을 통해
구축하려 모색 중이다.
사이버 교육도 2013년부터 일정한 변화를 두어, 지금은 신청에 의해서
만 하고 있는 것을 전 직원들에게 아이디를 하나씩 부여해서 자신의 아이
디로 들어가면 다양한 콘텐츠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려 한다. 이를 통해 현재 부서장 이상급만 하고 있는 교육을 전 직원에게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기본적인 필수 자격증들의 취득도 직군별로 장려할 계획
이다. 예컨대 보험심사팀 같은 경우에 과장급까지는 손해배상과 관련한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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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혁의 성과와 성공요인
가. 개혁의 성과
컨설팅 이후에 진행된 개혁과정을 거치면서 교육수여 대상자들이 늘어
나고 있다. 컨설팅 이전에 보통 한 달에 한 20명에서 많아도 30명 정도만
교육과정에 참여했다면, 이제는 보통 매월 40명에서 50명, 많은 시기에는
60명까지 참가를 한다. 약 2배 이상의 호응이 생긴 것이다. 그로 인해 사내
분위기도 더 좋아졌다. 직급별 과정의 경우 필수이지만 사이버 교육이나
외부위탁의 경우 선택적 과정임에도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회사
분위기가 충분히 좋아졌음을 암시하는 신호로 보인다.
교육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개혁들로 인하여 마인드와 관계의 혁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종업원들의 회사에 대한 태
도, 교육에 대한 태도의 변화이다. 특히 직원들이 회사가 자신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느낌을 지니게 된 건 유의미한 변화이다.
“아,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런 메일도 처음 받아본 데다가, ‘어, 회사에서 교
육을 좀 하려고 하는구나, 관심 있구나’ 하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래서
사이버 과정이 정말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저희 쪽 입장에서
좋았던 것은 일단 직원들이 ‘아 회사가 봤을 때, 직원 육성에 관심을 가지
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셨다는 사실 자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D사 관
계자)

교육의 내용도 좋지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만도
상당한 의미를 두는 편이다. 이는 그만큼 그 이전에 D사에서 교육의 부재
와 공백이 컸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 전에 교육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교육 자체에 대해 되게 감동하셨
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컨설팅 이후에 진행된 거거든
요.” (D사 관계자)

특히 종래의 교육이 남성 위주로 편향되었던 점에 비해 이번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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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로까지 확대되면서 여성들의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원
래 보험회사에서 여성 직원들은 사원이 된 후 10∼15년차 되기까지 거의
교육이 없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20년, 15년차 되어야 여자 대리 달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교육하시고… 좀 오바긴 한데, 눈물을 흘리시
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리고 강사님한테도 되게 감동했다고 하는데, 저
한테도 그런 메시지를 가끔 주시거든요. 아 이런 과제 너무 좋았다고, 교육
이 진행되면서부터 사실은 개인적으로 되게 고맙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D사 관계자)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이제 교육의 기회를 기다리고 그것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기까지 하는 형국이다. 교육에 대하여 양적인 참여
를 늘리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모습에는 직원들 가운데 유의미한 내
면의 변화가 있음을 암시한다. 즉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매우 높아진 상태이다. 그러한 변화는 특히 교육에 둔감했던 중고위 직급
들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직급별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ㅊ씨는 과․차장
들의 경우 연말에 교육을 받고 나서 이듬해 초에 그들이 자신과 만나면
교육에 자주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빈번하게 한다고 밝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변화를 느끼거든요. 사람들이 ‘어 무슨 교육 있어
요?’ 하면서 자꾸 찾아보고 물어보고 이제 교육 쪽에서 뭔가 하는 것에 대
해서 되게 호의적으로 관심 갖고 이런 변화 자체가 문화가 이렇게 좀 바뀌
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D사 관계자)
“이런 교육 보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시고, 그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외
부 위탁 가시는 것도 신청도 되게 많이 하세요. 이런 과정 가도 돼요, 가도
돼요? 그러면, 저는 웬만하면 가실 수 있도록 힘을 쓰는 입장이라서. 교육
에 대한 열정이나 고민들이 되게 많아지신 것 같아요.” (D사 관계자)

교육을 통해 전 직급 교육이거나 혹은 팀 학습의 일환으로 만나는 상
급자와 하급자들 간의 소통의 기회가 넓어진 것도 교육의 무시할 수 없는
효과이다. 그들은 그러한 장에서의 만남을 통하여 회사 곳곳에 숨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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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노하우들을 공유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상향평준화를 이루어 가게
되었다. 고령층과 청년층들, 지점의 인력들과 본사의 인력들 간의 소통의
담도 이러한 교육기회를 통해 무너뜨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
한 장벽의 해소는 이후 업무의 운용과정에서도 훨씬 원활한 진행이 가능
하도록 하는 비가시적이지만 중요한 효과를 낳고 있다.
“내용도 있지만, 같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 자체로도 회사가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D사 관계자)
“지점 총무라고 하시는 분들이요, 이분들 연차가 오래 되시면 나이도 많으
시고 승진도 이번에 하신 분들이라서, 이 대리과정에 오시면… 이 기존에
본사 스텝으로 있는 젊은 대리들하고 같이 소통하시잖아요? 맨 처음에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직무과정이 아니고, 직급별 과정인데... 연차나 이
런 숙련도 생각, 문화, 이런 게 너무 다르신데… 이 과정에서 만나시면서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D사 관계자)
“저희가 이제 과정도 일부러 스위칭 드라마라고 해서 서로 상대의 역할도
바꿔 가면서 하고 이런 걸 했거든요. 그랬는데 저도 맨날 지점 총무가 맨
날 힘들다곤 하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지점 총무가 되게 단순한 일이라고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깨졌죠. 총무 분들은 다 지
점에 있으니까 이야기를 할 게 전화 말고 할 게 없는데요, 일단 얼굴을 뵙
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되게 편하죠. 일 부탁하기도 그렇고. 그분도 뭐 교
육에 관해 궁금할 때 저한테 기꺼이 전화 주시고. 원거리 지점에 계신 분
들하고 좀 마음이 열린 거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D사 관계자)

나. 성공요인
개혁조치가 혁신의 결과들로 일찍부터 이어지기 시작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존재한다. 그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아래로부터 직원들의 의사와 의견을 반영한 컨설팅을 수행했다
는 점은 그것이 성공가도를 달리기 시작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종래에 교육훈련의 결핍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미 스스로 인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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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상황이었고, 현장에서부터 그것의 극복을 향한 의지를 키워 오던 상
태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실상 교육에 대한 필요는 회사 상층부에서도
느끼고 있었고 그러한 위아래로부터의 문제의식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위
에서도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 여러 가지 다른 컨설팅 내용들 중에서도
교육 쪽의 그것에 더욱더 실행의 방점이 찍히게 되었다. 이는 사내 교육
체계의 절실함에 대한 전사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암시한다.
또 일터혁신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현재의 구성원들의 문제의식과 접
맥이 된 컨설팅과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
러한 가운데였기 때문에 본 컨설팅이 거둔 혁신효과는 상당히 가치가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은 탑다운은 아니고요. 직원들이 그만큼 원해서 그렇게 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팀에서 교육담당자를 뽑자, 이렇게 했던 게 CEO가 갖고 있
었던 생각도 있었지만, 그 컨설팅을 시작했을 때 사장님이 바뀌셨어요, 2
월 말에 그래서 사실은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는 CEO가 동력을 제공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은 직원들의 힘이 컸을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도 사장님도 계속 지원은 하셨지만, 교육담당자를 뽑자, 교육을 강
화시키자, 하는 것들은 직원들의 입 속에서 자꾸자꾸 커져서 힘이 돼서 위
에서 이렇게 그래 그러면 해보자 이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D사 관계자)
“그런 니즈(needs)는 아래위가 다 있긴 했었어요. 2008년부터 저희 신입사
원도 계속 뽑기도 했고,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긴축을 하다 보니
까 교육의 혜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정체된 것도 많이 느끼셨다
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결단을 하신 거 같아요. 우리 한번
해보자. 담당자도 뽑고, 뭐 이렇게 해보자, 해서 진행이 된 거고, 직원들의
힘인 것 같아요.”

둘째, 사내 상층부 인사들이 교육의 현장에 참석하면서 회사 측이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표출
한 것도 개혁이 혁신으로 공명을 일으키게 된 숨은 요인이기도 하다.
“사장님이 못 오신다면 본부장님이라도 오셔 가지고, 매번 과정을 되게 격
려하셨어요. 교육생들은 싫어하지만(웃음). 기존에 없었던 걸 이제 CEO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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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쇼맨십처럼 ‘우리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 이런 것도 한다’ 라는 것들도
과정마다 매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그 CEO의 메시지를 통해
서도 충분히 알았을 것 같아요. 관심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 CEO분들도
본인이 원치 않든, 원튼, 어쨌든 그렇게 하셨고, 저희 올해 사업 계획이 네
가진데요, 그중 한 가지도 맨파워(man power)거든요. 중요하다는 건 충분
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D사 관계자)

끝으로 컨설팅 수혜를 주관하고 사내에 실현을 주도한 인사부 직원의
남다른 역할이다. D사의 경우 이 점에서 특이한데, 그 이유는 바로 ㅊ씨
가 과거 KOWIN센터의 직원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런 만큼 ㅊ씨는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았고 자신의 전문성을 현장에서 접맥시키
기 위하여 남다른 노력을 했다. 특히 사원들이나 회사의 상부경영층으로
부터도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자원을 누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터혁신 프로그램의 실현을 보다 면밀히 주도해
낼 수 있었다. 이는 컨설팅 수행의 지점에서 그것의 수용을 주도하는 인
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5. 컨설팅과 개혁의 한계
D사의 컨설팅과 일터혁신을 향한 개혁의 한계는 몇 가지 측면에서 정
리될 수 있다.
첫째, 컨설팅을 수행한 이후 단행한 개혁조치들을 당장 가시적인 회사
의 성과와 연계 짓기는 무리가 있다. 내용적인 특성상 교육 측면에서의
개혁은 그 효과를 가늠하려면 수년간의 시간 정도는 두어야 할 것이다.
“제 생각에는, 특히 교육이라서… 뭐 인사나 이런 거면 바로 뭔가 있을 수
도 있을 것도 같은데, 교육이라서 그래도 3년 정도 텀이 좀 돌아가면 아,
그래도 직원들의 좀 역량이 높아졌어, 뭐 이런 얘기들….” (D사 관계자)

둘째, 컨설팅 과정에서 전사적인 참여를 동반하지 못한 것도 일정한 한
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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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아쉬웠던 거는 원래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좀 그 컨설팅 가운
데 문화도 바뀌고 이래야 하는데 저희가 그럴 여유가 없어서 담당자와 컨
설턴트 중심으로 했어요. 그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그런 변화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네, 좀 아쉬웠다는 거죠.” (D사 관계자)

셋째, 컨설팅의 기간이 짧고 그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까지 그
안에 담지 못했던 것도 일정한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저희가 그 이후에 작업들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계속 해
야 하는데요. 사실 컨설팅이라는 게 기간이 짧다 보니까 뭔가 되게 기업에
서 바로 쓸 수 있는 운영까지 나오기가 힘들고 큰 방향을 정해 주시면 저
희 실무자가 그 이후에 꼭지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단계입니다.” (D사
관계자)

넷째, 컨설팅의 내용은 사실 교육뿐 아니라 직무의 재구성, 인사, 평가
방식 등의 변화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것이었으나 교육을 제외한 다른 부
분들에서는 깊은 개혁조치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그러한 것들이 교육처
럼 바로 현장에 적용되거나 활용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섯째, 오히려 그러한 제도들로부터 교육이 암암리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들과 연계하여 함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지점의 총무들 같은
사원들에게는 애당초 승진의 기회가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자기 비전의 고양 같은 것이 구조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셈이다.
“지점 총무 분들은 10년에서 15년차 됐는데 아직도 사원이신 분들이 많거
든요.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지점 총무 대상으로 교육을 할 예정인데, 저는
그분들한테 승진이나 조직 내의 성장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
런데 저희 팀 내에서 팀장님 차장님하고 그 내용을 조율하다 보면 ‘실제로
인사에서 그 사람을 과장으로 승진시킬 생각이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렇다고 교육에서 그 사람한테 ‘우린 그런 게 없고, 너는 너 하던 일이나 열
심히 하면 돼’라고만 할 수도 없고….” (D사 관계자)

여섯째, 교육대상자의 선정과 연계된 교육의 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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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사고가 부족한 채 전사적인 교육에 대해서만 집착하는 것도 문제
였다. 향후 보다 전략적으로 수혜자들의 요구와 비전에 맞는 차별적인 교
육으로 질적인 도약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
“저희 회사만의 한계일 것도 같은데요, 타사 같은 경우는 전사 교육을 잘
안 시켜요. 사원일 때는 1년차까지 교육을 엄청나게 시키지만, 대리에서도
어떤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과장 이상부터는 정말 선발만 하거든요. 괜찮
은 애들만 골라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저희는 지금 현재까지는 회사 문화
때문이긴 한데, 교육도 차별받을 수 없다, 교육 가지고 쟤는 받는데 나는
안 받어, 소외되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전체를 다 하거든
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제 생각은 좀 달라요. 그 과정을 매번 다 할 순 없잖
아요. 뭔가 교육이 이제 전체 교육도 있지만, 핵심 중심으로 좀 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아직 그런 것들은 저희 회사에선 시기상조라고 하시더라구
요.” (D사 관계자)

제6절 E사

1. 사업체 개요
E사는 1972년 2월에 설립되어 “삶에 풍요와 편리를 더하는 아름다운
미래 창조”라는 기업이념하에 전자산업의 주요 핵심부품들이 작동될 수
있는 회로를 최첨단의 기술을 통해 제조해 내고,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다. E사는 PCB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세
계 통신장비용 PCB 시장에서 일류기업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이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역량은 하루아침에 얻
어진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 E사의 임직원들은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프
로세스 개선 활동, 전사적 원가절감운동 등 경영 전반에 걸친 개선활동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왔다. 또 연
구개발 활동 강화를 통해 차별화된 기술력을 확보하여 고부가가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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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1년 현재 약 780여 명의 임직원이 회사에 고용되어 있고 그 가운데
정규직은 725명, 비정규직은 60명가량에 달한다. 비정규직 60명은 인턴직
으로서 일정기간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이라, 사실상 정규
직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요생산품의 안정적인 매출구조
와 휴대폰 시장 성장 등에 힘입어 질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 혁신의 필요성(컨설팅 이전의 상황)
E사는 주문생산을 해야 하는 곳이라 파업을 하거나 잔업 거부를 해서
현장 조업이 중단되면 타격이 크다. 납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
객이 생산을 요청하면 15일이나 30일 이내에 반드시 그것을 만들어 주어
야 한다. 따라서 이 회사에서 노사관계는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동
안에도 대체로 노사관계가 아무리 악화되어도 다른 회사처럼 파업을 하
는 식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2004년 무렵 노사관계의 난항을 경험하였다. 그 해 잔업거부가
45일 정도 진행되었는데 이는 매우 큰 사건이었다. 그 영향은 2010년까지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회사는 큰 난관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다
행스럽게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가서 서로 법적 공방까지 벌인 후에 타결
을 보았다.
그 이후 노사간의 마인드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무파업 선언도 하는
등 2007∼08년을 거치면서 노사관계가 조금씩 안정화되어 갔다. 사내 노
사관계의 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별도의 연구작업도 수행했다. 그 일환
으로 자체 설문조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원을 투입하여 외부의 공인된
컨설팅을 받았다. 그러면서 많은 자료를 참고해서 노사관계 로드맵을 작
성했다. 당시 그러한 컨설팅을 받은 것이 이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어, ‘교육이 많이 약하다, 어떤 복리후생이 약하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
이면, 사측에서 나름대로 그것들을 반영하여 많이 바꾸려고 노력했다.
E사는 관련 계열회사 이외에 협력업체 8사가 제품공정 및 생산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긴밀한 업무협조와 지원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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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동안 회사 규모는
상당히 커졌고, 그에 맞추어 협력사들도 동반성장을 거두어, 매출이나 영
업이익 등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다. 2000년대 초반 처음 시작했을 때,
10～20명 정도였던 협력사가 지금은 100명씩 종업원을 고용하는 상태이
다. 즉 외형적 성장이 벌써 상당히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E사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이러한 상황은 E사와 협력사들의 관계를 보다 체계화시
켜야 할 필요성을 더욱 더 부추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E사에서는 그동안 협력사와의 관계를 너무나 모호하게 별
기준 없이 꾸려 왔다. 매년 일정한 차별을 두긴 했으나 주먹구구식의 작
업에 머물렀다. 예를 들어, 이 협력사는 작년 평가에 80점이었으니 올해
는 이 정도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식이었다. 또 A등급을 받은 곳은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했으나, 그것을 위한 명확한 기준들이 없었다.
핵심적으로 협력사를 평가하는 기준들이 없었고, 추가적인 가이드라인도
없었다.
어느 순간부터 E사와 협력회사 간의 현실적인 차이의 간극(임금，작업
량，계약관계) 등으로 인해, 상호 간의 발전모색이나 협조가 아닌, 다소
일방적인 지시와 대응에 매몰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동안 협력
업체에 대한 관리와 지원에 있어서 특별한 원칙이나 방침을 가지고 시행
했던 것이 아니기에, 보다 큰 틀에서 협력업체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
인 큰 그림을 그려 볼 필요를 가지고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컨설팅을 받
게 되었다.
일터혁신 컨설팅을 받을 당시 E사는 노사발전재단은 물론이고 노동부
와도 연결통로를 잘 활성화해 놓은 상황이었다. 원래 대구, 경북 지역에
큰 회사가 많지 않고 주로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이 많은데, 그 중에 E사가
지역에서 큰 회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노동부도 이 지역에서 벤치마킹
을 할 수 있는 우수기업으로 E사를 선정해 계속적인 지원을 해주려는 태
도를 취해 왔다. 노동부는 E사에게 ‘그간 실제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좀
더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컨설팅을 한 번 해봐라’고 조언을 하며 노
사발전재단과 직접 연결을 시켜 주기도 했다. 처음에 E사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2008년도에 했던 것처럼 노사관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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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컨설팅을 받으려 했다. 그런데 진행을 해 가면서 노동부, 재단, 그리고
E사 각자의 커뮤니케이션상에 잠시 착오가 생겼다가, 우여곡절 끝에 동
반상생협력에 관한 컨설팅을 일터혁신 컨설팅의 일환으로 받게 되었던
것이다.

3. 컨설팅과 개혁
E사가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받은 컨설팅의 핵심적인 내용은 협력업
체와의 관계 개선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협력사에 대한 관
리 부분이었고, 그것을 명확하고 체계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하자는 내용
이었다. 그러한 기준과 근거를 설정해서 추후에 협력사 평가를 하면 낫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내렸다. 협력사에 대해 무조건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모사가 원하는 일정한 기준을 만족시켰을 때 얼마만큼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성이 있었다. 그동안처럼 일부 필요한 부분을 지원만 해주
면 협력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마워하겠으나, 그것을 더 명확하게
구축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컨설팅의 포인트였다.
컨설팅은 협력업체에 대한 적정 지원범위 및 지원방안의 수립과 장기
적으로 협력업체와의 관계정립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적인 방향 도출을 목적으로 했다. 그것을 위하여 두 가지의 구체적인 작
업을 진행했다. 첫째, 협력업체의 취약점과 개선이 시급한 영역을 파악하
여 과제화하는 과정과 E사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영역 중 강화해야 할
영역을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둘
째, 장기적으로 E사와 E사의 협력업체들이 지향해야 할 상생협력을 위한
전략방향과 전략체계를 수립했다.
협력업체들과의 관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통합진단 설문을
실시했다. 여기에서는 경영환경,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수준, 인적자원 육
성 수준, 참여적 작업조직 현황, 협력적 노사관계 수준, 직장만족도, 조직
몰입도 등 각각의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9개사 이상의 협력업체
를 관리하는 상황 가운데 생산적 노사관계 측면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
다. 구체적으로 소규모인 협력업체 네 곳 모두에서 인적자원육성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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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항목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범위
로 문제점이 발견된 인적자원육성과 관련하여 고객사의 필요에 기반한
협력사 임직원 교육체계 구축 방안의 도출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
었다.
교육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E사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훈련체계상
의 계층별 교육과정, 직무교육, 품질교육, 해외연수 및 전시회 참관 등의
과정에 협력회사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하거나 또는 동일 교육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협력회사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협력회사의 취약점과 관련된 E사의 담당자가 직접 자문을 담
당하는 경영자문과 외부컨설팅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한 경영컨설팅 프
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자금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현금성 결제와 함께 긴급운영자금지원의
규모와 이자 및 융자금상환 유예기간과 유예 횟수 등을 협력업체 평가등급
에 연계하여 차등 지원토록 하였다. 또한 현재의 유휴설비장비 매각 시 제
공하는 혜택 역시 협력업체 평가등급에 따라 장비 할인율이 연동될 수 있도
록 하였다.
품질혁신을 위해서는 현행 품질혁신활동을 통해 개선방안의 실행 후
우수협력사에게 포상하는 형태에서 협력업체 품질 평가를 반영하는 개선
안을 수립하였다.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도 체계화시켰다. 그것은 E사 제품의 품질 안정
과 고객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협력업체 수준 평가를 통해 품질 수
준에 적합한 협력사를 확보하고 나아가 협력업체의 파트너로서 공동 발
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그리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협력업
체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한 현장심사 과정을
거쳐, 협력업체로 선정한 이후 부여한 등급에 따라 협력업체로서의 혜택
을 영구히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연 1회 협력업체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 여부와 우수성 유지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혜택의 수준과 지원의 범
위를 달리함으로써 협력업체 간 경쟁을 유도했다.
이때 협력업체를 평가하는 평가항목으로 품질실적, 납기실적, 업무협
조도 및 해당 협력업체의 자체 역량에 대한 평가와 같은 항목들을 구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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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러한 평가항목을 통해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업체의 평가
등급을 산출하고 평가등급별로 지원 혜택을 달리함으로써, 협력업체에
대한 비체계적 지원을 지양하고 E사와 협력업체 간 상호 호혜적이고 체
계적 지원체계를 갖추는 기반으로 삼도록 설계했다.
○ 품질실적(PPM) : QC담당에게 의뢰하여 전월 입고 부품 품질실적을
접수받아 집계 평가(PPM계산법 : 불량수량/총 입고수량 × 1,000,000).
○ 납기 실적 : 협력업체 담당은 협력업체의 전월 납기 지연 및 결품, 긴
급 품목 발생 횟수를 집계하여 평가.
○ 업무협조도: 협력업체 담당은 협력업체의 업무협조도에 대해 업체별
로 실적을 관리(회의참석, 데이터접수, A/S대응 등 포함).
○ 협력업체 역량평가 : 협력업체의 능력/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연 1회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협력업체 선정 평가 항목 준용).
컨설팅은 일정한 개혁으로 이어졌다. 계속해서 협력업체들에게 보이지
않게 지원을 하면서도 E사 경영진의 대표가 매 분기 한 번씩 협력업체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게 되었다. 경영, 품질기획을 하고 난 후에 E사의
경영현황 등은 전산으로 공유하며 거기에 협력사 직원들도 다같이 참여
하게 되었다. 그것을 통하여 E사가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부분
을 협력사 직원들과 서로 공감케 했다.

4. 개혁의 성과
정확히 가늠하긴 어려워도, 이제 협력사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정할 때
부터 E사를 많이 참고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알게 모르게 불합리한 요소
들을 최근에 많이 최소화시켰다. 장기 투자를 할 때도 E사의 경향에 맞추
어서 행하곤 한다.
사실 협력업체 쪽의 일부 대표들은 여전히 서로서로 자신들의 시스템
의 주먹구구식 경향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한 가운
데 어떤 회사가 E사와의 관계를 개선해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 우
리도 이런 컨설팅을 자체적으로 받고 싶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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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질문들을 많이 던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협력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기회도 더 늘리기 시작했다. 그
것은 직무교육뿐만 아니라 인성교육도 포함한다. 대체로 그것을 위하여
협렵업체가 E사에게 요청을 한다. E사는 그와 관련하여, 특정 교육업체
가 괜찮다, 어디에 가면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협력업체 대표들은 그런 쪽으로 계속 눈을 돌리고 있다. 또한 실제
그들도 그것을 위한 별도의 컨설팅도 받곤 한다. 특정 지원을 받아 교육
도 많이 하게 되었다.
자체 규모와 더불어 협력사의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E사는 어느 시
점에서 분명히 협력사에서 양자 간의 관계를 더욱 더 구체적으로 이슈화
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협력사에 대한 평가, 성과관리 등 모두 분명
히 팀을 만들어서 체계화하고 그 기준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공감을 서
로 키워 가고 있다.
분명 이번에 받은 컨설팅 결과 도출한 데이터를 참고로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경에 확고한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모두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체계화의 시점이 도래했음을 서로 다들 느끼고 있는
중이며, 이번에 단행된 컨설팅과 그에 뒤따른 개혁은 그것을 위한 주춧돌
을 놓았다고 볼 수 있다.

5. 컨설팅과 개혁의 한계 및 개선방안
협력업체에서 컨설팅 이후 개혁과정에 동참하려 해도 실제 그곳의 관
리자들이 나서서 하기가 어려운 점은 본원적 한계이다. 협력업체들은 대
체로 50명에서 100명 규모에 불과하며, 대부분 실무 관리자들은 인사, 총
무 등 많은 일들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업무 처리에 매우 바쁘
다. 따라서 그들은 중장기적인 전망을 고민하기가 어렵다. 협력업체의 대
표들도 그런 부분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다.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는 컨설팅이 개혁과 혁신으로 이르게 하는 데
장애물인 셈이다.
지원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대체로 금전적 지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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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로 느껴도 안전 점검이나 개선 활동 등의 방안들에 대한 지원의 경우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곤 한다. E사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방안
을 구축하면서 협력사에까지 확대 시행해 주며, 그러한 활동 자체만으로도
큰 지원이라 보지만, 정작 협력사에서는 그것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
인사부와 외주관리 부서 간의 입장 차이와 조율의 어려움도 또 다른
한계이다. 전자가 훨씬 폭넓게 지원을 하려고 해도 후자는 무언가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렇게 되면, 협력업체 쪽에서는 ‘한쪽에서는
지원해 준다고 그러고, 다른 한쪽에서는 쥐어짜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하
면서, ‘여기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게, 저기에서 쥐어짜면서 상쇄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볼멘소리들을 한다.
이러한 배경과 현재 설정된 기준에서 보았을 때, E사가 협력업체들에
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과 그들이 실제 받고 있는 부분 간에는 일정
한 갭이 크게 존재하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그러한 갭을 축소시키기 위
해서는 서로 공감대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E사는 간담회나 협력업체들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공감대를 강화해 나가려 한다. 그런 후에 각 조직 부문별로 각각의 지원
액의 연간 규모를 가늠하면서 적절한 지원액의 총액을 선정해 가려 하고,
그것을 기준화해서 협력업체들에서도 공감이 가도록 설득해 가려 한다.
그러나 그러한 작업은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수준이다.
컨설팅이 반드시 자연적인 필요에 근거하고 있지 못한 면도 있다. 일부
는 정말 필요에 의해 요청을 하는 기업체들이나, 여전히 그렇게 자발적이
지 못한 경우도 있다. 큰 기업체에서는 인력이 그나마 여유가 있기 때문
에 가능한 편이나, 중견기업체 이하로 갈수록 기업체들은 현업에 쫓기다
보니, 컨설팅에 시간을 쓸 여유가 없다.
“‘야 너희 이런 거 필요하지 않냐? 한번 해봐라～’ 이렇게 부추기는 그 정도
가 솔직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게 불필요한 게 아니고, 실제
필요한 거고요, 또 컨설팅 자체가 받아보면 괜찮은 거고.” (E사 관계자)
“워낙에 중소기업은 생산에 초점이 되어 있지, 이런 체계화시키고, 조직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관심이 없죠. 솔직히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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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쪽에 많이 컨설팅을 해주는 게 맞아요. 실제 실무자 선에서 부담
을 느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주면 너도나도 컨설팅 하려고
하겠죠.” (E사 관계자)

끝으로 컨설팅의 방법론상의 개선방안도 필요하다. 가능하면 컨설턴트
들이 일정하게 상주를 하면서 보다 실제적인 문제와 필요를 잡아내고 그
것을 기초로 해서 대안을 추구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에 대해서는 향후 방법론적으로 개선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
이다.
“예전에는 진짜 일부 비용 부담을 하면서 컨설팅을 하게끔 했는데, 요즘은
거의 무료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가능하다면 컨설턴트분들이 거의 상주를
해서 일주일에 3일씩 와서 점심식사 시간 등에 직원분들 한 분씩 잡아서
10～20분 인터뷰를 하면 돼요. 그런데도 실제 컨설턴트분들도 자기네들이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E사 관계자)
“기업체에서 제일 바라는 거는 건, 직접 와서 내가 실제 인터뷰를 해라, 실
제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얻어가라는 겁니다. 그걸 해주면 저희야 제일 좋
죠. 협력사의 대표 분들도 실제 대표이사가 ‘야 너희 고충이 뭐가 있냐?’ 이
러면 누가 대답을 하겠어요? 외부인이 오셔 가지고 30분씩 차 한 잔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빼내고 하다 보면 협력대표님들도 데이터 얻고 얼마
나 좋겠어요? 정말 실질적인 만족도 조사가 나오겠죠.” (E사 관계자)

제7절 F사

1. 사업체 개요
F사는 대규모 유통업체로 1978년 12월 22일 설립 이래, 백화점과 할인
점 사업을 통해 대표적 유통업체로 성장해 왔으나 과도한 부동산 투자와
무리한 점포 확장으로 1997년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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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M&A를 통해 법정관리를 종료하고 하나의 그룹으로 인수된 이후
2005년 12월 A사 인수，2009년 8월 유통사업부와 흡수합병을 거쳐 (주)F
기업으로 법인명을 변경하고 2010년 3월 모 백화점 사업부를 인수하였다.
F기업의 경영 콘셉트는 패션 중심의 백화점식 할인점(아울렛)으로，백화
점식 상품구성과 할인점 가격을 결합시킨 ‘패션아울렛’을 주력사업으로
하여 차별화된 시장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구상을 통해 2009년 현재
9.3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 관련 시장 규모에서 82.2%의 압도적 시장점유
율을 보이고 있다. F기업은 64개 산하 브랜드 및 지점으로 운영 중이며
총 근로자 수는 3,467명(2010년 10월 기준)이다.
경영현황 추이를 보면, 2008년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증가하
고 영업이익률은 4.2%(2010년 10월 기준)를 기록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고용불안 등으로 전반적인 내수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경기
민감도가 높은 의류상품이 주력상품인 데다가 실질적인 구매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의 구매여력이 장기간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년 이후 모든 영역에서 성장가도를 보이고 있다.

2. 혁신의 필요성
F사는 2007년부터 비정규직법의 시행, 전환배치 문제로 434일간의 파
업이 발생하는 등 최악의 노사갈등을 겪은 후 2008년 8월 29일부터 3년간
무파업 선언을 하면서 노사갈등 상황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2년여 간의
파업 후유증으로 인하여 노사간, 동료 간 불신이 팽배해져 노사 공동체의
식 구축이 시급함을 공감하게 되었다. “새출발!! 노사신뢰와 화합의 한마
당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노사발전재단에 ‘2009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
램 지원 사업’을 신청,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2009년 8월부터 2012년 3월
선단체협약 체결, 취업규칙 단일화, 성과연봉제 확산, 근무시간 단축 등
신인사제도 도입, 계산대 의자설치 등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46명의
정규직 전환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하면서 노사
의 신뢰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과거의 컨설팅 경험을 통하여 그런 식
의 노력으로 인하여 노사가 득을 보지 실을 보는 건 아니라는 인식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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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대가 사내에 존재해 있었다.
그 이후 노사파트너십의 실천적 성과에 대해서 경영진을 비롯하여 직
원들도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으나, 노사가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신뢰를 회복하였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되
었다. 게다가 파업 이후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회복시키지 못한 노동조합
이 합병에 따른 조직 간 갈등과 동료 간에 팽배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에
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치열한 경쟁에서 전략과 비전을 공유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능동적 협력조직으로의 노사파트너십 체계
가 요구되었다.
또한 2020년까지 패션분야 10위 진입을 목표로 한 유통혁명 선언 이후,
선두업체들과 차별화된 고객관리 전략으로 성과를 이끌어내고자 고객접
점직무를 담당하는 SM(Service Manager : 고객상담직, 캐셔(casher))직군
의 CS(Customer Service : 고객서비스)역량 향상 및 직무역량을 통한 경
력개발 등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설계가 필요했다.

3. 컨설팅의 과정과 내용
F사의 컨설팅은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노사파트너십
의 구축과 고객접점직무를 담당하는 SM직군의 CS역량강화, 적합 직무개
발을 통한 경력개발 등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의 구축을 기반으로 유통혁
명의 선도적 입지를 달성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동안 노사협의회를 노사간의 대화의 채널로 활용하여 협력적 노사관
계의 출발점에 진입하였으나, 과반수 미달 노조와의 노사파트너십만으로
는 전방위적 협력관행을 이끌어내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여 노사협의회를 전 지점으로 확대, 설치하여 지방 지점의 참여를 통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대화를 통한 협력관행들을 효과적으로 실현해 내
는 데 필요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또한 2020년까지 패션분야 10위 진입을 목표로 한 유통혁명 선언에 부
응해 고객접점직무를 담당하는 SM직군의 역량향상을 위한 학습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기회의 균등 및 교육방법의 현실화에 중점을 둔 학습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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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설계하였다. 특히 다른 유사 직무별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발, 도
출하여 F기업만의 유통 아카데미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
하였다.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기간은 2010년 6월부터 11월 초
까지 약 4∼5개월가량의 시간 동안이다. 당시 컨설팅의 이름은 3G였다.
그것은 각각 투게더(toGether), 체인지(chanGe), 글로벌(Global)을 의미한
다. 그 취지는 그렇게 함께 변화해서 성장하자는 데에 있었다. F사는 세
부적인 업종으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이를 실시하기는 어
려웠고 그래서 일정한 제한을 두었다. 먼저는 파트너십 구축을 완벽하게
하고자 했다. 노사파트너십 구축 다음의 관건은 서비스 매니저들, 소위
캐셔들에 대한 역량강화였다. 이를 위해 직군 내 어떤 개인의 성장과 조
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체계를 구축코자 했다.
컨설팅의 내용에서는 노사파트너십이 약 절반가량의 비중을 차지했
다. 그 다음으로 평생학습체계, 고성과작업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
었다.
일단 파트너십 부분은 기존에 받았던 전체 내용을 다시 한 번 리뷰했
다. 종래에 나누었던 단계를 1부터 12까지 검토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가늠해 보고자 했다. 노사협의회가 아직도 덜 활발하고, 여러 가지 제안
제도가 부재하여 의사소통이 안 되는 점들을 체크했다. 13가지 정도의 개
선방안을 정하였고, 그것을 한꺼번에 다 개선하지는 못하므로 세 가지 정
도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기로 정하였다. 노사파트너십 중에서도 지점노사
협의회나 여러 가지 고충처리 기제들, 의사소통의 시스템 개발 쪽 등의
주제들을 파트너십 컨설팅의 주된 내용으로 삼았다.
다음으로 인적자원 관리제도의 개선을 추구했다. 교육에 약간의 복리
후생적 측면을 더하도록 하였다. 그 일환으로 회사, 컨설턴트, 노동조합 3
자가 참여해서 거의 1주일에 하루씩 약 6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해당 주제
를 다루며 연구를 했다.
그러나 인사와 관련한 컨설팅은 시작했다가 중단을 했다.22) 또한 교육
22) 인사는 독립적인 인사가 아니라 어떤 그룹의 방향성하에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
에 컨설팅을 통하여 완벽히 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 결국 인사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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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장기적으로 중요한 방안이지만 F사의 직원들의 인식은 그렇지 못했다.
그 대신에 복리후생 쪽의 내용을 담았다. 종래에 혁신은 일터에서 하고
나서 결국 기업이 좋아지는 거지, 직원은 나빠지는 것이라는 인식들이 팽
배해 있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하여 어떤 부분을 개선할지를 모색하면
서 복리후생 측면에서 플러스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내용을 강구
하였다.
또한 F사가 유통업이어서 기본적으로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있었기
때문에 컨설팅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살펴보았다.
복리후생의 부분적 개선, 평생학습체계의 구축 및 고령연령직을 위한 직
무개발 등의 작업이 현실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4. 컨설팅 이후의 개혁
컨설팅 이후의 개혁적 조치로 많은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었으나 몇
가지의 유의미한 개혁들을 현실화시켰다.
첫째는 근로시간의 변화를 도모했다. 근로시간 부분에서 고정연장분의
명목으로 약 1시간 정도가 존재해 있었는데, 이는 월로 따지면 연장근로
수당만 27시간에 이르는 규모였다. 30분을 줄이고 그 대신에 연장근로 30
분을 더 하게 하여 임금을 보존해 주면,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
가 나타날 수 있었다. 그 결과 2009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적으로 부
상했다.
둘째로 복리후생제도를 재정비했다. 복리후생제도에 관해서 설문조사
를 했는데, 다른 설문조사는 표본추출의 피면접자 수가 30∼70명이나 여
기에서는 전 직원 다 하자는 취지에서 전수조사를 수행했다. 설문조사 결
과 복리후생제도의 부족을 지적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래서 선택적 복
리후생제도, 즉 자신이 원하는 복지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을
받아 제도를 바꾸었다. 그 시행은 2010년 8월부터였다. 이는 직원들에게
된 내용은 컨설팅에 담지 말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컨설팅을 해놓고 바꾸지도
못할 거라면 의미가 없다는 취지에서 그러했다. 컨설팅을 받아 봐야 문제점만 노
출되고 개선은 안 된다는 상황이라면 무의미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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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우 유리한 방안이다.
셋째는 교육의 측면에서의 개혁이 있었다. 당시 유통업의 핵심은 돈을
받는 거였기 때문에 캐셔직이 중요했다. 모든 게 매출이 발생되어야 하는
데 영수증 주고 받기도 안 되는 상황에서 모든 기업이 다 캐셔를 정규직
으로 썼다. 그러나 현재는 캐셔가 정직원인 곳이 많지 않다. 그래서 업무
가 많이 바뀌었다. 지금은 이들에 대한 직무계발, 성장 등에 대해서 상대
적으로 덜 신경을 쓴다. 사실 이는 그 당시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 대체
로 관리직에게만 신경을 많이 쓰곤 했다. 설문조사 결과 교육이 없다는
지적들이 많이 대두되어서 그들에 대한 교육체계를 잡아주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전면적으로는 아니고 일부분 필요에 의해 그들에 대한 교육을
행하였다. 예를 들어 신입사원 교육을 하루 동안 했던 것을 3일로 늘렸다.
넷째 구조조정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게 되었다. 매년 연말에 이듬해 경
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직원들의 불안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F사의 경우
아예 구조조정을 안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계속 출점
하고 신규 오픈을 하면서도 일자리를 창출하여 기여하는 방안이었다. 개
인에게 어떤 가시적 복리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큰 것이었다.

5. 개혁의 성과와 한계
컨설팅을 받고 수행한 혁신 노력들은 우선 노사관계의 전면적 쇄신에
기여하였다. 특히 컨설팅의 범위로 노사관계적 주제를 담은 영역에서는
나름대로 효과들이 나타났다.
대체로 직원들은 노동조합에서 한다고 하면 따라오는 편이기 때문에,
조합이 직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주요하다. 따라서 컨설턴트가 나서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유의미한데, F사의 일터혁신 컨설팅에서도 바로
그러한 모습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가시적인 성과는 경영성과를 비롯해 정량적 차원의 결과들이 있겠으나
가장 핵심은 노사파트너십상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F사는 2011년에 고용
노동부에서 시상하는 노사문화우수기업 대상을 받았는데, 이는 해당 컨
설팅의 일정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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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등 경제적 성과의 측면에 있어서는 컨설팅과 개혁이 그것과 엄
밀한 연관성을 지니는지에 관해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점차적으로 성
장하고 이익률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1인당 생산성도 올라가고
있다.
한편 임금체계의 개혁도 간접적으로 노사간 신뢰의 증진이 형성되면서
이루어진 변화였다. F사는 2010년도에 성과연봉제를 대폭 도입할 수 있
었다. 아직도 3～4인은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체로 약 1,200인의
관리직 대부분을 본인의 동의하에 그렇게 바꾸었다. 그간 연봉제를 거부
하는 것이 보통 직원들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컨설팅 이후에 그러한 개혁
으로 연봉이 저하되는 게 아니고 플러스 쪽으로 간다는 조언들을 직원들
에게 많이 전달해 주어서 제도 전환이 원활할 수 있었다.
개혁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개혁대상 직종에 일정한 한계가 있
을 수밖에 없었고 모든 개혁이 다 끝까지 일관되게 완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지만 직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직종을 한정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SM 쪽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파트너십 부분은 하기는 많이 했는
데 이례적인 것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주니어보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한 번 하다 말고 이런 것도 좀 있었고.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은 그때 잠깐 하고 말았구요. 그러니까 파트너십은 웬만한 건 거의 다 하
고 있는데요. 노사합동이냐 전체적으로 하는 거냐는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만,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F사 관계자)

제8절 소 결

본장에서 다룬 여섯 개 사례들이 나타내고 있는 시사점들에 대해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이 사례들은 모두 일터혁신 컨설팅의 필요
성과 의미가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뉴패러다임 일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세 사례들은 사업의 단기적인 효과와 함께 장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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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도 함께 보여 주고 있다.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지원사업에 참
여한 세 사례들은 시기상 장기적인 지속성까지 가름하기는 어려우며 단
기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일부 성과가 파악되고 있다. 후자의 사례들은 당
장 변화와 혁신이 어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생산성의 증진을 초래한 것
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분명 혁신의 길이 시작되었고 또 이미 일정한 성
과를 거두어 낸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사례들은 모두 일터혁신에 있어서 경영과 노동의 마인드 혁신 내지는
관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관건임을 시사한다. 예컨대, D사처
럼 사원들의 교육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나 의미를 두지 않던 경영층이 그
것을 중시하게 되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도 하나의 혁신이고, E
사처럼 협력회사들과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전환시키고 생산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그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며, 전체적인 생산
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나가는 것도 하나의 혁신이다. 또한 F사처럼 노사
간의 관계가 불신과 갈등 속에 있던 상황에서 상호의 입장을 역지사지하
면서 신뢰의 폭을 넓히게 되는 것도 혁신의 일환이다.
문제는 그러한 마인드의 변화를 얼마나 지속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공
고화시켜 낼 것이냐에 있고 그것에까지 성공하였을 때 비로소 혁신이 궁
극적으로 달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뉴패러다
임 일터혁신 지원사업에 참가한 기업 사례들이 일정한 혁신의 지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은 고무적이다. 예컨대, A사는 경영진이 바뀌었으나
근무제도는 직원들이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근무제도는 한번 변경되
면 쉽게 바뀌지 않는 성격이 있는 데다 모기업인 P사가 4조2교대를 도입
함으로써 새로운 시스템이 유지되었다. A사는 평생학습체제는 바뀐 경영
진도 지지하고 모기업 P사도 지지하므로 잘 유지되고 있다. B공단은 경
영진이 세 번째 연임하면서 일관된 경영을 하고 있으므로 근무제도도 현
재까지 잘 유지되고 있고 평생학습도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C병원은 일
터혁신 이후 성공사례로 널리 알려지면서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가 2000년대 후반 경제위기로 직원 수가 줄어드는 위기가 있었다. 그럼에
도 병원을 이전하면서 근무제도도 유지하고 꾸준하게 학습을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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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지속성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견인차와 핵심요인은 각 사례별로
일정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분석적으로 그 공통성들을 대별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각 컨설팅들의 주도적인 수행인력들의 능동적인 역할에
대하여 주목해야 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혁신효과의 지속성을 유지하
려는 경영진의 일관된 의지이다. B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서는 드물게 경
영자가 계속 연임하여 일터혁신이 유지된 경우이다. 대체로 많은 기업에
서 경영자가 교체될 경우 기존의 혁신이나 제도들이 유지되지 못하곤 하
는데, A사처럼 경영자가 바뀌어도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일
터혁신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나, — C병원 사례에서 보듯이 — 경영위기가
닥치게 되면 기존의 혁신들이 무위로 돌아갈 위기에 빠지기도 하기 때문
에 그럴수록 경영진의 연속성과 의지가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크다.
모든 사례들은 대체적으로 컨설팅의 성공적인 역할을 보여주지만 그렇
다고 그것에 흠이나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노사발전재단이 주도
하여 행한 시기의 일터혁신 컨설팅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제의 외
연이 확장되어 간 측면이 있으나 그것이 과연 주체들의 핵심적인 필요와
부합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찰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일부
의 경우 컨설팅 주제의 선정이나 그것의 과정 등이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
이 있었는데, 예컨대 E사의 경우 컨설팅의 주제를 오히려 컨설팅 기관이
주도하여 결정을 하기까지 했다. 이는 이 프로젝트가 무언가 컨설팅 제공
자의 이해가 앞서 다소 인위적으로 진행된 면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모습은 일터혁신 지원사업이 수요자의 필요와 요구를 보다 잘 반
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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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일터혁신을 목적의식적으로 추구한 주요
선진국들의 일터혁신 프로그램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조사 대상
국가는 핀란드, 프랑스 그리고 독일 세 나라로 선정하였다. 물론 일본과
미국 역시 일찍부터 혁신적인 작업장 체계와 관행을 발전시켜 옴으로써
세계적인 경쟁력을 과시해 왔기 때문에 이들 국가를 살펴볼 필요도 있겠
지만, 미국이나 일본 사례는 기본적으로 기업 주도적인 일터혁신 모델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 목적에 비추어 위 세 나라를 택하였다.
주지하듯이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는 상대적으로 국가가 적
극적으로 일터혁신에 나서고 있는 국가군에 속한다. 이들 정부는 일터혁
신의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피
드백을 통해 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세 나라의 일터혁
신 지원 프로그램의 구조와 최근의 움직임은 새로운 단계로 도약을 꾀하
는 우리에게 여러모로 유용한 교훈과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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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핀란드의 TYKES

1. 역 사
핀란드에서는 1980년대 이후 일터혁신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증대되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했지만, 특히 다음 두 가지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노사가 협력의 수준과 영역을 일터로 확대해 나
갔다는 점이다. 핀란드는 일찍이 양자 수준에서 노사협력, 삼자 수준에서
노사정 협력의 전통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제 노사가 일터 수준에서도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1990
년대 초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일터협력에 대한 노사의 생각은 더욱 강화
되었다. 둘째, 1980년대 초반부터 핀란드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노동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특히 실행 지향적 연구(action-oriented
research)가 활성화되면서 일터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발전되었다. 구체
적으로 참여적 실행연구(action research), 사회기술체계설계, 조직개발,
개발적 작업연구, 공정관리 등의 연구 부분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Alasoini, 2011 : 24).
이런 전반적 분위기의 연장선상에서 1990년대 초중반 일터혁신과 관련
된 정부지원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다. 1993년에는 생산성프로그램이, 1996
년에 일터개발프로그램(TYKE)23)이 잇따라 시작되었다. 생산성프로그램
은 노사단체가, TYKE 프로그램은 노동부의 발의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두 프로그램 모두 노동부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노사단체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생산성프로그램은 실천적으로 지향
된 연구를 주요수단으로 활용하며 공학에 근거한 접근법에 초점을 두고
23) 1996년 만들어진 TYKE 프로그램과 2004년 통합 출범된 TYKES 프로그램은 모
두 영어로는 일터개발프로그램(workplace development programme)으로 번역한
다. 본 논문에서는 일터개발과 일터혁신이 내용적으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
터개발과 일터혁신을 상황에 따라 동일한 의미로 혼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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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TYKE 프로그램은 일터혁신이라는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최초의
지원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민당 연립정부인 리포
넨 정부시절 4년 계획(1996∼99 : 1기)으로 시행되었으며, 다시 4년간
(2000∼03 : 2기) 연장되었다. TYKE 프로그램의 주요활동은 ① 일터에서
의 생산성 및 노동생활의 질 개선에 이르는 변화의 촉진 ② 일터혁신에
대한 정보의 전파 및 확산 ③ 노동생활 및 일터혁신에 대한 전문지식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량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1996년에서 2003년까지 진행된 TYKE 프로그램은 약 1,600개의 핀란드
일터에서 거의 670개의 프로젝트에 대해 재정지원을 제공했다. 그 중 대
다수는 일터에서의 요구를 반영한 1∼3년 기간의 개발프로젝트들이었다.
이들은 주로 전문지식 개발과 일터에서의 웰빙뿐 아니라 작업과정, 작업
커뮤니티, 인사관리, 팀조직, 외부네트워킹과 같은 일터 관행의 주요 영역
들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프로그램은 또한 몇 개월간 진행되는
소규모의 진단활동과 네트워크 프로젝트 등도 지원했다.
프로그램의 초점은 전문가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었는데, 45%는 컨설
턴트가, 35%는 연구기관이, 그리고 나머지는 회사 내부의 전문가가 제공
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를 부문별로 보면, 제조 및 건설이 가장 많았고(1
기 52%, 2기 39%), 민간서비스 부문 같은 경우 1기에는 12%에 머물렀으
나 2기에는 20%로 상승하였다.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2기에는 그 비율이 전체의 65%(1기에는 46%)까
지 높아졌다. 이것은 초기에는 대기업들에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다가
지원의 방향과 초점이 중소기업으로 전환된 것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TYKE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참여에 제약을 두진 않았기 때문에 핀란
드 전역에서 다양한 부문과 규모의 일터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04년 초 핀란드 새로운 일터개발프로그램(TYKES)을 시작하는데,
이것은 기존의 TYKE에 다른 두 개의 소규모 프로그램인 생산성프로그
램(1993∼2003)과 일터웰빙프로그램(Wellbeing at Work Programme)을
통합해 확대 개편한 프로그램이었다.
2008년 핀란드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져 노동부와 통상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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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용경제부로 통합되었다. 이 시점에서 TYKES의 관리책임이 노동부
로부터 연구․개발․혁신에 대한 지원기관인 TEKES로 이관되었다. 이
러한 조직적 재편은 TEKES를 지원하는 법률개정과 함께 일터혁신 및
개발을 TEKES 내부의 영속적인 연구 및 기술영역으로 확립함으로써 일
터혁신 및 개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또한 노동생활의 질을 목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 특히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새로운 국가혁신전략이 마련되고 실행되면서, 일터혁신이 국가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자리매김되며 일터혁신지원프로그램이 더
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TYKES 프로그램은 원래 예정을 1년 넘겨 2011년까지 진행되었으며,
2012년 6월부터는 그것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새로운 혁신프로그램인
Liideri(｢비즈니스․생산성․즐거운 일터｣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Liideri
프로그램은 노동생활발전전략의 일환으로 2018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흥미로운 점은 TYKE 프로그램이 좌파 사민당 정부에서 시작되었던
것과는 달리, 그것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TYKES 프로그램은 중도우파적
성격인 중도당 정부하에서 진행되었고,24) 새롭게 시작되는 Liideri 프로그
램은 우파정부인 국민연합당 정부하에서 더욱 발전되고 있는데, 이것은
일터혁신지원프로그램이 갖는 정책적 보편성과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까지 진행되었던 TYKES 프로그램
을 중심으로 핀란드 일터혁신지원프로그램의 목적, 내용, 방법, 성과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24) 1996년 TYKES의 전신인 TYKE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을 때, 정부는 관련이슈들
에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있었던 사회민주당의 통제 아래 있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TYKES의 입지는 튼튼하지 못했다. 일터혁신과 QWL이 중요하게 여겨지
긴 했지만, 재정지원은 개별 프로젝트별로밖에 얻을 수 없었다. 오히려 TYKES
는 중도우파 정부하에서 국가혁신전략의 일환으로 통합되며 TEKES로 이관되면
서 안정적인 지위를 얻게 된다. 일터혁신지원프로그램이 좌파 정부에서 시작되었
지만 중도(/우파) 정부에서 더욱 발전․안정화되었다는 것은 흥미로우며 시사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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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 표
TYKES 프로그램의 비전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질적으로 지속가
능한 생산성 향상을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작업조직 발전을 위한 전문지
식네트워크를 갖는” 데 두었다. 여기서 ‘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
상(qualitative sustainable productivity growth)’이란 개념이 매우 중요한
데, 이것은 “생산성 향상과 노동생활의 질 향상 간의 상호 지원적 관계
(mutually supporting relationships)에 근거한 생산성 향상”을 말한다. 생
산성 향상이 독자적으로가 아니라 노동생활의 질 향상과의 관계성 속에
논의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TYKES 프로그램 수준별로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수준에서 일터수준
까지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다.
공공정책 수준의 목표는 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일터혁신환경의 발전 정도가 성공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본다. 혁신환경의 발전 정도는 ‘혁신센터’가 보유한 전문지식의 다
양성과 그들 간의 협력의 다양성에 의해 측정된다. 프로그램 수준에서는
프로젝트 및 기타 사업들이 기본분석, 개발프로젝트, 방법개발 및 학습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에 초점을 둔다. 생성
<표 5-1> TYKES 프로그램의 목표
공공정책 수준(public policy level)
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수준(programme level)
프로그램과 그 조치들이 어떻게 핀란드에서 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혁신환경을 개발할 수 있을까?
생성 수준(generative level)
프로젝트 결과가 어떻게 다른 작업장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들에게 학습과 영
감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일터 수준(workplace level)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일터에서 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운영
방식을 강화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자료 : T. Alasoini et al.(2005), p.34.

178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평가와 발전 방안

수준에서의 목표는 다른 일터 및 이해관계자 그룹들에게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지거나 검증된 새로운 일, 조직 및 관리관행, 개발방법, 모델 및 도
구 등을 학습 및 영감의 원천으로 전파하는 것이다. 일터에서의 목표는
개발프로젝트를 통해 일터가 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
는 방식으로 그들의 운영방식을 발전시키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은 일터
의 개발 전문성의 향상, 노사간의 긴밀한 협력, 전문가 네트워크의 효과
적 활용을 요구한다.
TYKES 프로그램의 목표에서 주목되는 점은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노동생활의 질’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TYKES 프로그램에서
는 일관되게 생산성 향상과 노동생활의 질 향상의 동시적 추구를 강조하
고 있으며, ‘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개념 속에서 그것
을 적극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노동생활의 질 향상이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핀란드의 경제발전과 복지시스템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TYKES 프로그램의 운영책임자였던 Alasoini의 논의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자.
그는 핀란드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복지국가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서는 일터혁신이 필요하다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생산요소
로서 노동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 두 가지 요소의 함수로 정리
해 볼 수 있다. 첫째 요소는 노동생산성(GNP/근로시간)이며, 둘째 요소는
경제활동에 대한 노동력 참여와 평균노동시간(근로시간/인구)을 말한다.
두 요소를 높일 때 경제발전이 가능하다. 그런데 평균노동시간의 경우는
증대를 기대하기가 힘들다. 핀란드 사람들은 가족과 여가시간에 점점 더
가치를 두고 있으며, 핀란드는 파트타임 노동자의 비율이 낮은 상태(2008
년 현재 파트타임 노동자 비율 9%)이기 때문에 평균노동시간이 늘어나기
어렵고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
해서는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거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져야 한다. 고령
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는 고령노동자들이 조기에 은퇴하기보다 좀 더
오랜 기간 일자리에 머물러 경제활동에 참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령자의 경제활동참여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비용도 더 줄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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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복지국가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런데 고령자들
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터환경의
정비와 인간화가 필요하다. 노동생활의 질 향상은 규범적 방향으로서뿐
아니라 고령자를 비롯한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Alasoini, 2011
: 26∼28). 이와 같이 핀란드 일터혁신 프로그램 TYKES에서는 노동생활
의 질 향상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3. 내용과 특징
TYKES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던 2004∼11년 동안 총 1,168
개의 프로젝트에 대해 7,100만 유로를 지원했다(사업운영비를 포함한 국
가의 전체 지원예산은 7,500만 유로). TYKES가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크
게 다음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가. 기본분석(basic analysis)
일터의 혁신 니즈를 구체화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간단한 기본분석을
지원한다. 기본분석은 이후 본격적인 개발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에 대한 탐색적 성격을 지니며, 보통 수개월간 진행된다. 기본분석을 신
청하는 조직은 대부분 기업들이며, 프로그램은 분석에 참여하는 연구자
나 컨설턴트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 분석당 최대 1만 유로까지 지원하
며 프로그램의 진행 기간 동안 모두 126개 기본분석 프로젝트가 승인․지
원되었다.
나. 개발 프로젝트(development projects)
개발 프로젝트는 사업성과 및 노동생활의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단일
또는 복수의 일터에서 운영방식 및 관행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개발
프로젝트에서 복수의 사업장이 참여한 비율은 전체의 40% 정도다.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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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에는 생산성 향상, 상품 및 서비스 품질 개선, 운영의 질, 전반적 효
율성 등이 포괄되며, 노동생활의 질 개선에는 직원의 인적자원개발 기회
확대, 작업과정에 대한 참여 및 영향력 확대, 작업커뮤니티에서의 협력,
신뢰 증진, 직원 기회 확대 등이 포함된다. 실제로 개발 프로젝트의 대상은
다양한데 TYKES 프로그램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주로 작업과정, 작업조
직, 작업방식, 생산네트워킹 및 파트너십, 개발과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고
참여관행, 감독작업, 인적자원관리 및 인적자원개발 관행, 성과평가체계,
보상체계, 근로시간 등이 개발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고 있다. TYKES 프
로그램으로부터 개발프로젝트가 승인․지원 받기 위해서는 노사가 프로
젝트의 성공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한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프로젝트
신청과정에서 해당 회사는 노조와 협의하고 그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노, 사,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대표로
구성된 운영그룹을 구성해야 한다. 개발프로젝트는 통상 1∼3년 동안 진
행되며,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금은 회사당 최대 10만 유로이다. TYKES
프로그램 기간 동안 모두 996개의 개발 프로젝트가 지원을 받았다.
다. 방법개발 프로젝트(method development projects)
방법개발 프로젝트의 목표는 새로운 방법, 모델 및 도구의 개발을 통해
핀란드 일터에서 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시하는 것은 지식 집약적이고 네트워크화되는 경제구조를 위해
설계되고, 폭넓게 적용할 수 있고 전파․확산에 적합한 실제적인 방법,
관행, 해법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프로젝트는 대학, R&D
기관에 의해 진행되며 관련기관은 프로젝트 결과를 어떻게 일터, 교육기
관, 컨설턴트들이 활용할 수 있게 유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프로그램 기간 동안 25개의 방법개발 프로젝트가 지원을 받았다.
라. 학습네트워크 프로젝트(learning network projects)
학습네트워크는 생성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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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프로젝트 활동이다. 학습네트워크는 R&D 기관과
일터들의 공동학습포럼이며, 연구자, 개발자, 현장관계자들이 함께 참여
한다. 또한 컨설턴트, 개발기관, 지역참여자 등도 참여할 수 있다. 학습네
트워크의 목표는 참여자들의 개발 전문성을 키우고, R&D 기관과 일터들
간의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만들고 시험하며, 노동생활을 위한 새롭고 혁
신적인 해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각 학습네트워크는 정기적으로 업데
이트되는 개발계획을 가지는데, 여기에는 네트워크의 단기(1년) 및 장기
(3∼4년) 개발대상이 명시되어야 한다. 학습네트워크 프로젝트의 승인․
지원에서는 새롭고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지식 및 전문성의 창조 여
부, 여러 수준에서 새로운 형태의 협력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창조․전파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다수의 전문단체 및 많은 다른 종류의 일터를 섭외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학습네트워크 신청자들은
R&D 기관들이며, TYKES 프로그램 기간 동안 모두 17개 프로젝트가 평
균 50만 유로의 지원을 받았다.
TYKES 프로그램 재정지원의 대부분은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하는 연
구자, 컨설턴트에 대한 인건비(교통․숙박비 포함)이다. 프로젝트에 참여
할 연구자와 컨설턴트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정하지만, 지원을 받기 위
해서는 사전에 참여할 전문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계획서에 담아야 한
다.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TYKES에 도움
을 청할 수 있다. TYKES는 대학, 연구소, 컨설팅기관의 전문가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자문을 제공한다. 프로젝
트에 소요되는 다른 비용들, 그리고 지원한도액을 넘는 금액은 프로젝트
를 진행하는 조직이 부담해야 한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기업이 자체적
으로 부담한 금액이 지원금의 2배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TYKES 프로그램 재정지원의 프로젝트 유형별 분포(지원금액 기준25))
를 보면, 개발 프로젝트가 전체의 79%로 가장 많고, 학습네트워크 프로젝
트와 방법개발 프로젝트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개발 프로젝트의 부문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이 35%로 가장 많지만, 민간서비스와 지방정부도 적
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기업의 개발 프로젝트 중
25) 이하의 비율은 모두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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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정도가 중소기업에 배분되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배분 비중은
사업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높아졌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속한 조직을 기준으로 재정지원 비율을 보면, 컨설팅기관이 5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학, 정부연구소 등의 순이다.
[그림 5-1] 프로젝트 유형별 TYKES의 자금배분

자료 : Alasoini(2012).

[그림 5-2] 부문별 TYKES 개발 프로젝트의 자금배분

자료 : Alasoini(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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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전문가 조직별 TYKES 프로젝트의 자금배분

자료 : Alasoini(2012).

그러면 이제 TYKES 프로그램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프로그램의 발전 속에서 일터혁신이 국가혁신전략의 일부로 추진되었다
는 점이다. 핀란드는 국가혁신시스템을 적극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 혁신에 대한 정책적 접근
이 체계적이긴 했으나 주로 기술적 혁신에만 초점을 맞춘 ‘협소한’ 것이
었다. 2007년 Vanhanen 중도당 연립정부는 핀란드의 새로운 국가혁신전
략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2008년 수요와 사용자 중심의 혁신, 기술적 혁
신뿐 아니라 사회적 혁신을 강조하는 ‘광범위한 혁신전략(broad-based
innovation strategy)’을 국가혁신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이 전략에 따르면,
일터혁신이 전반적인 혁신정책의 일부로 긴밀히 통합되고, 일터혁신 촉
진을 위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며, 일터혁신 확산을 위한 새로
운 방법을 광범위하게 개발하도록 되어 있다. 이제 일터혁신은 “주류혁
신정책(mainstream innovation policy) 속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부
문”(Alasoini, 2011 : 24)이 되었다.
둘째, 생산성 향상과 노동생활의 질 개선이 동시에 강조․추구되고 있
다. 일반적으로 일터혁신과 관련된 프로그램에서는 두 가지 목적이 관용
적으로 강조되긴 하지만, 종종 실제로는 어느 한쪽(대개는 생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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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추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핀란드의 경우에는 노동생활의 질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과 노동생활의 질 개선의 상보
적 측면이 중시되고 있다. 그것의 단적인 표현이 “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생
산성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핀란드에서도 종종 기업들의 개발 프로젝트
신청 시 QWL은 부차적 이슈로 다루면서 생산성 관점에서 시작하는 경우
가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은 QWL의 개
선계획과 그에 관련된 확고한 방법 및 지표를 다시 제시해야만 한다.
셋째, 일터혁신에서 시스템적 접근(system-level approach)과 구성적
관점(constructive view)을 강조한다. 시스템적 접근이란 일터에서 개발
과 혁신의 표적이 특정한 개별적 관행이 아니라, 작업조직,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개발 등의 여러 상호의존적 요인들로 구성된 통합적 시스템이라
는 것이다. 구성적 관점은 일터혁신이 단순히 고성과작업관행이라는 기
성품(ready-made set)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성과(생산성, 품질,
공정흐름 등)와 QWL(직원의 발전기회, 작업에서의 영향력 행사, 직원 복
지 등)의 동시적 향상을 이끄는 기업의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관행에서
협력적으로 구성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일터혁신의 보편
적인 만병통치약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
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상보적으로 구성되는 혁신의 방식을 중시하는 것
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혁신이 계획되고 진행되는 ‘일터’마다 혁신의 내용
과 방법이 ‘변모(reinvent)’될 필요가 있다. 일터혁신의 ‘로컬적’ 측면과
‘재구성/변모’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넷째, 일터혁신에서 ‘프로세스지향적’ ‘참여적’ ‘대화지향적’ 접근법을
강조한다. ‘설계지향적(design-oriented)’ 접근법이 외부 전문가(연구자,
컨설턴트 등)에 의해 이끌어지는 변화방법이라고 한다면, ‘프로세스지향
적(process-oriented)’ 접근법은 일터의 노동자와 관리자들이 직접 참여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며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다. 여기서 외부
전문가는 변화의 주도자가 아니라 조력자일 뿐이다(Alasoini, 2009 : 622).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터혁신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모범사례를 한 일
터에서 다른 일터로 옮기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지역적 학습과정
(local learning process)’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핀란드에서는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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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action research), 실행학습(action learning), 참여식, 대화식 접근법
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일터혁신의 방법 및 과정에서도 이런 방
법들이 중시되고 있다.
다섯째, 일터혁신에서 노사 참여와 협력을 중시한다. 그 이유는 노사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만 새로운 해법의 계획 및 실행에서 다양한 전문 지
식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향후 이루어질 결정에 대한 수용과 이해의
공유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TYKES 프로그램으로부터 개발 프로젝트
가 지원받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신청과정에서 노사협의와 노조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노사대표가 참여하는 운영
그룹을 구성해야 한다.
여섯째, 일터혁신에서는 연구가 뒷받침되는 개발(research-supported
development)을 강조한다. 프로그램에서 연구의 의미를 강조하고 그것을
기업에서 진행되는 개발 프로젝트와 적극적으로 연계시키고 있는 것은
핀란드 일터혁신 프로그램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이다. 연구자들은 기
업에서 진행되는 개발 프로젝트뿐 아니라 방법개발 프로젝트, 학습네트
워크 프로젝트 등에서도 일터혁신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핀란드 관계자들은 일터혁신 프로젝트에서 연구와 개발의 상호작용
(interplay)이 일터수준의 혁신적 해법을 만들어내며 새롭게 일반화된 지
식을 창출하는 데 보다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낸다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
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데는 연구자와 연구기관들이 일터와 네트워
크를 형성해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고, ‘실행 지향적’ 성격을 지닌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일터개발프로
그램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TYKES는 단순한 개발프로그램이 아니
다. 연구, 연구자 교육 및 훈련, 일터혁신 전문성(지식, 기술)의 강화 등
역시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이다. 연구의 지원을 받는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 전문성의 중요성를 강조함으로써 프로그램은 일터혁신을 위한 지속
가능한 국가 인프라를 강화하였다.
일곱째, 일터혁신을 위해서는 정책당국(/사회적 파트너), 일터, 연구개발
(/컨설팅, 교육)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핀란
드에서는 이것을 ‘확장형 3중 나선모델(expanded triple helix model)’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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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른다. 원래 혁신에서 3중 나선모델 개념은 Etzkowitz와 Leydesdorff
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새로운 혁신적 해법을 만들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업, 대학, 정부의 협력에서 나오는 학습과 지식의 강화에 근거
한다는 것을 말한다. 핀란드의 일터혁신프로그램 관계자들은 이 개념을
더욱 확장시켜 적용했다. 즉 정책당국뿐 아니라 노사단체와 같은 사회적
파트너를 모델에 포함시켰고, 일터개념에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부문과
제3섹터 조직도 담아냈다.26) 또한 대학, 연구소와 같은 연구기관뿐 아니
라 개발적 성격의 민간컨설팅기관이나 폴리텍, 교육기관 등도 넣었다. 한
마디로 협력네트워크를 훨씬 더 확장한 것이다. 이렇게 일터혁신에서 확
장된 3중 나선모델을 강조하는 것은 지식기반사회에는 다른 종류의 지식
을 소유한 여러 혁신클러스터가 있으며, 일터혁신을 위한 가장 좋은 조건
은 그들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과 협력에서 나온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림 5-4] 확장형 3중 나선모델
정책당국,
사회적 파트너

기업, 공공기관,
제3섹터 조직

R&D 기관 : 대학,
연구소, 민간컨설팅기관,
교육기관, 폴리텍 등

자료 : Alasoini et al.(2005), p.5.

26) 핀란드에서는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부문,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
서의 생산성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 사회경제와 복지시스템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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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 일터혁신프로그램은 임시방편적 해법(quick fix)을 추구하는
프로젝트보다는 일터에서 노사간의 장기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토대를 놓
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TYKES 프로그램은 일터혁신을 향한 필요를
구체화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간단한 기본분석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본
격적인 개발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는지 탐색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기
도 하다. 주된 지원대상인 기업의 개발 프로젝트는 1∼3년간 진행되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법을 추구한다.
아홉째, 포괄성(inclusiveness)이다. TYKES 프로그램은 성장성이 강하
고 수출지향적인 중소기업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긴 하지만, 대기업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지는 않는다. 또한 부문, 업종에서도 제조업뿐 아니
라 민간서비스, 공공부문 역시 지원대상에 포괄한다. 핀란드 사회경제와
복지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일터혁신과 서비스 향상이 매
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핀란드에서는 “모든 경제 부문과 모
든 일터에서 혁신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일터혁
신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4. 운영과 관리
TYKES(그 전신인 TYKE) 프로그램은 당초 노동부가 운영하였다. 노
동부는 내부에 TYKES 프로그램 전담인력을 두고 운영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신분은 계약
직이었다. 2008년 정부조직개편과 국가혁신전략 수립 속에서 TYKES의
운영관리는 노동부에서 TEKES로 이관되었다. TEKES는 기술혁신에 대
한 재정지원기구(Finnish Funding Agency for Technology and Innovation)로 1983년 설립된 이래 핀란드에서 R&D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활동을 해 왔던 곳이다. 주로 기술혁신과 관련된 R&D 활동을 지원해 왔
으나 혁신의 범위가 사회적 혁신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TEKES의 사업운영 영역 역시 확장되었다. 2008년 TEKES를 지원하는
법률이 개정되면서 TEKES의 조직적 과제는 노동생활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와 개발을 포괄하도록 확대되었다. 생산성 향상과 노동생활의 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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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역시 활동목표에 포함되었다. TEKES로 옮긴 TYKES의 직원들은 계
약직 신분에서 벗어나 정규직이 되었다. 이런 변화를 통해 일터혁신은 국
가혁신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하게 갖게 되었고, 일터혁신프로그램의 위상
과 조직적 운영기반 역시 공고화되었다.
TYKES 프로그램 운영관리자(프로그램 프로젝트팀)들은 프로젝트 접
수부터 종료까지 지원․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프로젝트의 모집․접
수과정에서 기업들의 프로젝트 신청을 도와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
서에 대해 피드백과 조언을 제공한다. 또한 신청자들이 프로젝트와 관련
해 협력할 적절한 연구자나 컨설턴트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전문
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여 신청자들이 필요한 전문가를 섭외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지원프로젝트는 경쟁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지원자
들에게 공정하고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청단계
에서 프로젝트 내용에 대한 적극적이고 세세한 조언을 하지는 않는다. 재
정지원 신청은 산업별로 나눠져 있는 담당자들에게 직접 신청하며, 지원
여부는 복수의 스태프들에 의해 결정된다. 통상 신청 대비 선정프로젝트
의 비율은 2 : 1 정도이다. 프로젝트 신청과 관련해 모집기간이 특별히 정
해져 있지는 않고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수시로 접수․선정이 이루어진
다.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은 보통 3번 정도 나누어 지급되며 마지막
잔금은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료 후 지급된다. 각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관
리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담당자는 프로젝트 진행을 세심히 모니터
링하며 그것의 성공적 수행을 지원한다. 재정지원을 받는 프로젝트 수행
자는 프로젝트 진행기간 동안 2개의 중간보고서와, 프로젝트 종료 후 최
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프로그램 운영관리자들은 각 프로젝트에 대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맞춤형 평가체계에 기초해 프로젝트의 성
과를 평가한다. 프로젝트의 성과 평가는 내부뿐 아니라 외부기관에 의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 TYKES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기간 동
안 중간평가를 비롯해 두 차례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TYKES 프로그램
진행기간 동안 운영관리자의 수는 10명 내외였으며, 현재 TEKES에서 일
터혁신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14명으로 좀 더 증가했다.
이렇게 직접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프로젝트팀 외에, TYKES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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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총괄하거나 지원하는 다른 조직들도 있다. 매니지먼트 그룹은 프로그
램이 당초 계획된 3자 합의의 정책적 목표와 방침을 따라 제대로 진행되
도록 그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는 조직이다. 고용경제부, 사회적 파트너
(노․사), 다른 R&D 재정지원기관 대표들로 구성된 매니지먼트 그룹은
전체 프로그램 기간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그램 평가를 담당하며 연간목
표와 운용계획을 정한다. 프로그램 중반에 외부 중간평가를 진행하고 프
로그램 완료시점에 최종평가를 한다. 매니지먼트 그룹은 노사정위원회에
관련사항들을 보고한다.
매니지먼트 그룹은 프로그램 목표설정에 커다란 영향력이 있으며, 접
수된 모든 신청프로젝트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매달 의사결정
단계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 신청서 목록이 위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진
다. 하지만 이 그룹이 실제로 선정절차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
다. 매니지먼트 그룹은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선정과 관련해서는 프로그
램 프로젝트팀의 선정 결과를 신뢰한다.
TYKES 프로그램에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전문가포럼(scientific forum
of experts)과 지역연락네트워크(network of regional contacts)가 있다.
전문가포럼은 R&D 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관으로 프로그램의
시행을 모니터링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개
발제안서를 만들고, 연구지원을 받는 등 일터혁신에서 전국적 전문가 네
트워크로 기능한다. 프로그램에는 또한 전국에 있는 고용․경제개발센터
(TE Centres)와 직업안전보건감시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연락네트워
크가 있다. 지역네트워크의 연락담당자는 그들 지역의 프로젝트에 대해
보고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그 결과를 전파하며 세미나를 조직하
는 등 프로그램 프로젝트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5. 성과와 평가
TYKES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
진 바 있다.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도 TYKES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
들이 평가했던 자료를 근거로 분석했던 Ramstad(2007)의 연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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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KES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Ramstad가 분석한 자료는 TYKES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312개 인적자
원관리 프로젝트의 경영자, 직원, 전문가들(842명)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 이들의 평가에 따르면, TYKES 프로그램은 프로그
램에 참여했던 조직의 경영관행 및 성과를 개선시켰고, 근로생활의 질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
구체적으로 프로젝트 실시 후 조직성과와 관련된 변수인 노동생산성,
제품과 서비스 품질, 운영품질, 고객서비스, 운영의 원활함 등에서 모두
개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조직성과 변수의 전체 평균
은 3.87로 나타났다.27) 근로생활의 질(QWL)과 개선된 변수인 팀작업, 경
영진과 직원의 협력, 사회적 관계, 전문적 숙련개발 기회, 정신적 복리 등
도 모두 프로젝트 시행을 통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팀작업,
경영진과 직원의 협력 분야에서 개선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높았다. 근로생활의 질 변수의 전체 평균은 3.95로 조직성과 변수의 전체
평균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2> 프로젝트의 효과
평균

표준편차

N

노동생산성

3.84

0.574

768

제품과 서비스 품질

3.94

0.547

794

운영품질

3.90

0.617

796

고객서비스

3.89

0.630

794

운영의 원활함

3.79

0.630

790

팀작업

4.27

0.658

821

경영진과 직원의 협력

4.02

0.700

826

사회적 관계

3.85

0.716

799

전문적 숙련개발 기회

3.99

0.720

814

정신적 복리

3.65

0.712

783

자료: Ramstad(2007), p.107.

27) 조직성과는 ‘분명히 악화되었다’=1, ‘약간 악화되었다’=2, ‘변화 없다’=3, ‘약간 개
선되었다’=4, ‘분명히 개선되었다’=5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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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별로 보면, 조직성과와 근로생활의 질 부문에서 모두 전문가들
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그 효과를 낮
게 보고 있었다. 부문별로 보면, 지방자치체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났으며,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에서도 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
고 있었다.
상관분석 결과, 조직성과와 근로생활의 질 간에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
고 있으며(Pearson r=0.501, Spearman rho=0.473), 특히 지방자치체 부문
에서는 모든 응답자들에게서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 5-3> 응답층에 따른 성과와 QWL의 평균치
응답층

조직성과

QWL

경영자

3.92

4.06

직원

3.72

3.70

전문가

3.97

4.13

전체


χ

3.97

3.95
***

46.913

96.566

주 : ***=p<0.001, Kruskal-Wallis test.
자료 : Ramstad(2007), p.97.

<표 5-4> 부문별 성과와 QWL의 평균치
성과

QWL

제조업

3.88

3.83

서비스

3.87

4.00

지방자치체

3.91

4.06

중앙정부

3.73

3.86

기타

3.80

3.93

복합부문

3.82

3.90

전체

3.87

3.95

χ

8.585

주 : ***=p<0.001, Kruskal-Wallis test.
자료 : Ramstad(2007), p.98.

2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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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프로젝트 수행 전후 경영관행의 비율 변화

자료 : Alasoini(2012).

또한 프로젝트 수행을 전후해서 경영 및 조직관행이 얼마나 바뀌었는
지를 확인한 결과, 팀제도, 성과급, 품질기준, 제안제도, BSC 등이 모두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TYKES 프로그램이 경영관행 및 성과, 근로생활의 질
향상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TYKES 프로그램이 이와 같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면서 그에 대한 평가
역시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TYKES 프로그램을 종료
하면서 매니지먼트 그룹은 외부의 중간평가(2006∼07)와 최종평가(2009∼
10) 등을 종합해, 향후 핀란드에서의 일터혁신활동과 광범위한 혁신정책
의 방향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TYKES, 2011 : 16∼17).
첫째, 일터혁신은 광범위한 혁신정책의 중요한 부문이며 한층 더 강화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하나는 근
로생활 연구와 일터혁신이 다른 혁신활동과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수준
에서 TEKES에서 결합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일터혁신 프로그램이
TYKES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28)
28) 이와 관련해 2012년 6월부터 TYKES 프로그램을 계승한 새로운 혁신프로그램인
Liideri(｢비즈니스․생산성․즐거운 일터｣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Liideri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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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핀란드 일터혁신프로젝트의 우수한 관행들은 향후 일터혁신 및
다른 혁신활동에서 더욱 활용될 필요가 있다. TYKES 프로그램은 이해
집단 간의 광범위한 협력, 전문가 포럼, 유연하고 쌍방향적인 프로젝트
신청 및 관리, 다면적인 프로젝트 평가체계, 학습네트워크, 정보전파에 대
한 강조, 프로젝트 신청 및 전문가 조직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서비스
등 많은 긍정적인 요소와 교훈을 남겼다.
셋째, 생산성과 근로생활의 질의 상호 지원적인 발전이 향후에도 핀란
드 일터혁신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출발점이 될 필요가 있다. 생산성 향상
은 근로생활 질의 동시적인 장기발전을 요구한다. 양질의 근로생활을 위
해서는 생산성의 지속적인 성장 없이는 불가능하다. 핀란드 일터혁신 프
로젝트의 결과를 보면, 일터 수준에서 생산성과 근로생활 질의 동시적 개
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넷째, 직원의 숙련과 역량, 광범위한 참여, 협력 등이 혁신정책에서 핵
심적인 원리로 강조되어야 할 성공요인이다. TYKES 프로그램과 그 프
로젝트의 경험들은 생산성과 근로생활 질의 동시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개발활동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노사간에 진정한 대
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다섯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SHRM)과 혁신경영이 향후 근로생활 발
전에서 핵심영역이 될 필요가 있다. 경영을 개선하고 경영혁신을 발전시
킴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다. 직원 숙련과 역량의 활용,
개발과 혁신활동에서의 주도성과 창의력의 중요성 증대는 전략적 인적자
원개발과 혁신경영 간에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
인시켜 준다.
여섯째, 근로생활과 일터혁신 활동에서 노사의 적극적 참여는 이 활동
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핀란드와 다
른 나라들의 사례는 정부가 지원하는 일터혁신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수
준에서의 노사 참여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노사
의 적극적 참여는 경쟁력의 중요한 원천이며, 향후 더욱 더 강화될 필요
가 있다.
그램은 노동생활발전전략의 일환으로 2018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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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프랑스의 ANACT

1. 역 사
ANACT(Agence Nationale pour l'Amélioration des Conditions de
Travail)는 1970년대 프랑스 기업들의 지배적인 테일러주의적 작업조직
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당시 위계적 통제와 저숙련노동의 단
순반복작업을 특징으로 하는 테일러주의적 작업조직에 대해 노동자들은
결근, 이직, 비공인파업 등을 통해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장노동자들
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노조 역시 작업조직 및 환경의 문제점을 적극적으
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생산성과 수익성에 골몰하던 경영자들도 노동자
들의 동기부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테일러주의적 작업조직의 문제
점이 어느 정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노사 모
두는 당시의 근로환경과 작업리듬이 지속가능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건강
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입안자
들은 작업조직에 대한 사회기술적 접근방식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작업
조직 혁신이 노사갈등을 줄이며 생산성 향상과 노동생활의 질 개선에 도
움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테일러주의적 작업조직에 대한 문제의식과 작업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1973년 Jacques Chaban-Delmas 정부하에
서 ANACT가 설립되었다. ANACT는 작업조직 혁신을 통해 노동자 건
강권을 확보하고 노사갈등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법률적 근
거를 갖는 국가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작업조직 혁신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정의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설립
당시부터 사업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노사정이 공동으로 참여
했으며 예산은 정부가 전액 지원하였다. 처음 사무소는 파리에 설립되었
으나 1990년에 본부가 리용으로 이전되었다.
ANACT의 활동은 기업에 대한 개입(intervention)과 지원을 통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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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개선과 일터혁신을 도모하는 것이다. 주된 사업의 방향과 내용은 고
용관계에서의 주요 현안과 노동정책의 거시적 방향에 따라 변화되어 왔
다. 전체적인 사업내용의 흐름을 보면, 1970년대에는 작업환경과 물리적
작업조건 개선에 대한 관심이 강했고, 1980년대에는 의사결정에 대한 노
동자 참여에 집중하였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는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최근에는 고령인력 활용방안, 기술변화 및
조직혁신 등이 중요한 사업과제로 제시되고 있다.29)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지역의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과 지원을
위해 사업의 지역화 과정(regionalization process)이 진행되었다. 1984년 알
사스에 지역조직이 설립된 것을 시초로 전국 각 지역(행정구역)에 ANACT
와 네트워크적 협력관계에 있는 지역조직(ARACT)이 설립되었다(26개).
ANACT가 공공기관인 것과 달리, ARACT는 민간기구로 지역의 노사대
표자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1973년 설립 이래 ANACT에 대한 국가의 지원 수준은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관적이었다. 그것은 ANACT가 수행하는 근로조건 개선과 일
터혁신을 위한 개입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좌파와 우파 간의 광범위한 합
의가 있었고 그것이 노동생활의 질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치문화에 착근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색채가 다른 정부는 정책변화가 노동생활과
비즈니스 관행에 영향을 미칠 때(예를 들어 노동시간 법령, 장애규정, 보건
안전 이슈 및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지침) ANACT가 조직과 그 종업원들
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며 동요를 최소화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ANACT 활동의 초기에는 사회기술체계론의 영향력이 컸지만, 지난 40
년간 ANACT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논의는 ‘노동에 대한 인간공
학적 접근법(ergonomic approach to work)’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접근법
은 암묵적(경험적, 직관적) 지식이야말로 노동자들로 하여금 각 작업장에
존재하는 한계와 기회들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세우고, 도구를 사
용하고, 절차를 개발하고, 상품을 혁신할 수 있게 하는 조직의 기능을 위
해 필요하고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러한 접근법은 컨
설턴트들이 그들의 방법을 정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기본틀을 제공하
29) ANACT의 역사와 활동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검토는 Velde(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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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컨설턴트들은 그룹들과 개인들 간의 ‘대화 촉진자(dialogue
facilitators)’ 역할을 하고,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종업원들의 암묵적 지
식으로부터 해답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2. 목 표
ANACT는 ① 근로조건 개선과 기업 효율성 향상 ② 모든 이해관계자들
의 변화방법 활용 촉진 ③ 노동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혁신프로젝트 개발
을 자신의 미션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한 운영목표
(operational objectives)로는 ① 일터에서의 건강증진 및 직업적 위험 예
방 ② 조직, 숙련, 자격을 연결하는 정책 개발 ③ 기술적 변화와 조직적 변
화의 통합 ④ 고령인력 관리 정책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ANACT의 사업목표와 방향은 고용관계의 트렌드와 노동정책의 거시
적 방향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통상 4년 단위로 사업목표와 중점사업이
결정되어 노동부와 계약형태로 확정되었다. 2009∼12년(4차 계약) 동안
중점적으로 제시된 ANACT의 네 가지 사업목표는 다음과 같다.
○ 소기업 및 영세기업에 대한 이전․전파 행위(transfer actions) 강화
○ 혁신적 프로젝트(근골격계 질환, 심리사회적 위험, 고령인력 관리
등)를 위한 수평적 접근법 개발
○ 사회적 파트너들에게 지역에서의 행동 실행을 위한 더 좋은 도구를
제공
○ 네트워크 내에서 유럽적/국제적 차원의 더 나은 통합을 증진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운영원리로는 다음 세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1) 첫째 원리 : 주요 활동영역으로 다음 여섯 가지 전문영역이 정해짐.
- 일터에서의 건강 증진(근골격계 질환, 심리사회적 위험, 직업적 위
험의 예방 등)
- 노동의 혁신 및 조직변화(e혁신, 조직변화, 돌봄서비스, 근로시간,
작업상황 설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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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에서의 노동, 숙련, 개인 발전(‘숙련기반 접근’, 전문화, 고
용과 숙련의 전향적 관리)
- 다양한 노동력에 대한 관리, 고령인력 관리,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
- 근로조건에 초점을 맞춘 경영관행
- 근로조건, 지속가능한 결과와 경제발전(조직변화)
2) 둘째 원리 : 고부가가치의 ANACT-ARACT 네트워크
- 개입 사유와 지속가능한 근로조건 개선 간의 연계
- 노동자의 개인적 발전과 회사의 경제적 성과의 원천으로서 노동
을 조망
- 조직적 이슈와 작업공정에 대한 연구
- 직업적 위험의 평가
- 경험에 근거한 지식과 생산, 그리고 회사 내의 변화에 대한 지원
- 상호적 접근에 근거한 작업방식
3) 셋째 원리 : 세 부분의 이해관계자에 초점을 맞춘 네트워크 행동
- 소기업과 영세기업에 우선권 부여
[그림 5-6] ANACT의 주요 활동영역과 프로젝트(2008∼12년)
직업건강 :
3개 프로젝트

- 심리사회적 요인
- 위험예방
- 근골격계 질환

기술변화와 조직변화 :
2개 프로젝트

인구구조변화와 작업관리 :
3개 프로젝트

- 기술적/산업적 투자
프로젝트
- 작업설계 : 린경영의
영향

- 고령노동자
- 양성평등
- 커리어와 역량개발
- 작업관리

작업과정과 전파 :
자료 및 책자제작, 콘퍼런스, 세미나, 웹사이트, e러닝, 훈련, 네트워크,
사회적 파트너와의 워크그룹 등
자료 : AN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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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지역 내에서 사회적 파트너 포함
- 인적자원 관리자, 컨설턴트, 예방전문가 등의 촉진자 활용
2008∼12년, ANACT는 3개의 주요 활동영역에서 9개의 프로젝트를 핵
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 조직과 예산
ANACT는 공공기관이지만 사업방향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
회는 노사정의 대표자와 전문가로 구성된다. 노사 대표자가 각각 9명이
며, 전문가 3명30), 그리고 정부 부처(노동부, 환경부, 농업부, 경제부, 여
성부) 대표자 5명이 참여한다. 이사회 의장은 민간전문가가 담당한다. 이
사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사업방향과 행동프로그램을 심의․결정한다. 또
한 ANACT에는 평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ANACT가 수
행한 활동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한다.
2011년 말 기준으로 ANACT에는 리용에 있는 본부에 80명이 근무하
고 있으며, 네트워크 협력관계에 있는 지역조직인 ARACT(26개 지역)에
200명이 있다. 전체 직원 중 170명 정도가 컨설팅, 교육, 연구 등을 통해
지원과 개입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이다. ANACT 네트워크의 전체 집
행예산은 2,600만 유로이며, 유럽사회펀드, 지역개발기구 등으로부터도
지원을 받긴 하지만, 대부분의 재원은 고용부로부터 받고 있다.
ANACT는 행정구역에 따라 26개 권역에 설치된 ARACT와 파트너십
을 유지하며 활동한다.31) ANACT가 법적으로 공공기관인 것과 달리,
ARACT는 민간기구로 지역의 노사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체 위원회를 두
고 있으며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ARACT는 노동부의 지역본부(31%),
ANACT(26%), 유럽사회기금(14%), 지역개발기구(14%) 등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ARACT가 ANACT로부터 지원받는 재정규모는 중요
한데, 그 규모가 다른 기관에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30) 노사 대표자와 전문가는 노동부 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31) 이 때문에 종종 ANACT라는 이름보다 ANACT Network(ANACT ARACT Network)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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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다.
ANACT와 ARACT의 관계는 그들의 상호 간 사명을 정의하고 있는
‘네트워크 헌장’(Network Charter)에 명시되어 있다. 이 헌장은 공동사명
의 성격을 확인하고 기업, 경영자단체, 노동단체들과의 관계에서의 운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ANACT는 ARACT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
며 ARACT의 활동을 지원하지만, 그것의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 직접 개
입하거나 관리하지는 않는다. ARACT는 노사 대표로 구성된 자체 위원
회를 중심으로 자율적 운영을 해 나간다. ANACT와 ARACT의 관계는
수직적 종속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협력관계라고 할 수 있다. ARACT가
지역에서 활성화된 것은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과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의 지역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 5-7] ANACT의 지역적 편재

자료 : AN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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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과 활동
ANACT 네트워크는 어떤 활동과 방법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과 일터
혁신을 도모하고 있는가? ANACT의 활동프로그램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기술적․과학적 활동(technical and
scientific activities)으로 이것의 목적은 “이전하기 위해 아는 것(to know
in order to transfer),” 즉 행동을 취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거나 업
데이트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커뮤니케이션과 이전 활동으로 이들의
목적은 “변화시키기 위해 이전하는 것(to transfer in order to transform),”
즉 지식을 행동실행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ANACT의 구
체적 지원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가. 단기진단(short diagnosis)
단기진단은 1989년에 만들어졌다. 이는 소규모 기업들에게 5～8일 간
의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으로, ANACT/ARACT의 내부전문가나
외부 컨설턴트에 의해 이루어진다. 외부 컨설턴트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필요경비가 지급된다. 외부 컨설턴트들은 기업이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
도록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단기진단의 니즈분석의 첫 단계는 비교적 심도 깊게 진행된다. 기업은
자신의 사회적 파트너를 그 과정에 참여시키며, 노조 및 사용자 측이 컨
설턴트와 누가 함께 일할 것인지를 공동으로 결정한다. 대체로 기업들이
스스로 문제점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일례로 특정
한 기능적 영역에서 종업원들의 기술 및 훈련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기업이 이슈를 제기했을 때, 노조는 그에 대해 기계들이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이라고 다른 생각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컨설턴트는 독립적
인 눈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바라보고 추후 대화를 위해 자신의 조사결과
를 회사와 노동조합에 제시한다.
인류학적 전통을 살려 ANACT는 노동자들과 컨설턴트들이 일터의 인
간공학적 역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성찰적 도구로 비디오를 많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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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 예컨대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기 이전에 인간공학적 요인들을 검
토하거나 개선영역을 찾아내기 위해 작업공정에 대한 심층분석을 진행
할 때 비디오가 활용된다. 작업활동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사용할 때, 시
간과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크로노타키오그래프(chronotachiograph)라는
특별한 장치가 사용된다. 수집된 통계는 성찰적 도구로 관리자와 현장 노
동자들에게 제공된다. 대표단으로 꾸려진 실행원회에서 비디오 발췌분을
보고 토론하며 여기에서 주로 작업관행의 재조직과 관련된 2개 혹은 3개
의 우선순위를 협의한다.
컨설턴트는 자신들의 개입이 지지받고 나중에 결과가 효과적으로 실행
될 수 있도록 처음 단계에서 노조 및 종업원 대표단, 사용자 측과 대화를
통해 목표를 명확히 한다. 컨설턴트는 절대로 해당조직이 무엇을 할 것인
가를 제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전문가로서 행동하지 않는다. 그보다
는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고, 모든 부문에서 암묵적 지식을 이끌어내며,
기업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단기진단은 진단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종종 장기혁신 프로젝
트로 이어지기도 한다. 후속작업이 이어지는 경우 기업체가 그에 소요되
는 경비를 부담하기도 한다.
나.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은 많은 기업들을 묶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 번에 많은 조직들에 비용효율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각각의 집단행동에 평균적으로 20만 유
로의 예산이 배정되는데, 실제 수치는 활동의 규모와 영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난다.
집단행동은 근로생활의 질, 생산성 향상, 근골격계 질환 등 특정 주제
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주로 중소기업들)을 프로젝트 그룹으로 묶어, 함
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취한다. 프로젝트 그룹으로 묶는 기업
수는 상황과 사안에 따라 다른데, 많게는 50개 내외의 기업들을 하나로
묶기도 한다. 집단행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컨설팅 운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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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5명의 컨설턴트가 5일에서 30일간 이들 50개 기업 중 10개에서 집중적으
로 일한다. 매달 또는 매 3개월마다 50개의 조직 모두가 함께 모여 10개 회
사들에서 컨설턴트들의 도움으로 얻은 결과물로부터 배우고 서로 경험을
교환한다. 이 모임의 목표는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증거기반 방법론(evidence-based methodologies)
을 만들고 배포, 전파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례연구, DVD, 연
구기록과 같은 학습자료들이 만들어지고 전국적 혹은 지역적 수준에서 광
범위하게 전파된다.” (Totterdill, 2009 : 124∼125)

집단행동은 초기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들며 프로젝트 착수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신청 또는 발굴을 통해 특정주제와 관련된 참여기업
들을 모으는 데에 상대적으로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 프로젝트 위원
회에는 기업, 노조, 종업원 대표들이 참여한다. 대표단은 임금을 받고 참
여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젝트의 목표나 방법에 항상 동의하는 것도 아니
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다. 사회적 파트너의 참여는 시작부터 아주 중
요하다. 프로젝트는 시작하기 전에 모든 참여자들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이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다. 또한 도중에 주제의 성격을 바
꿀 수 있는 법이나 규제정책의 변화에도 쉽게 영향을 받는다. 요컨대 협
력적 프로젝트를 설립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
집단행동의 방법론은 지역 경제개발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며 강력한
정치적 지원이 필요하다.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수의 종업원 및 조직
들이 보다 광범위한 지식 체계로부터 배우는 것뿐 아니라 아이디어의 교
환을 통해 관행과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집단행동은
ANACT의 중요한 지원 및 개입 형태가 되고 있다.
다. 장기개입(long intervention)
중소기업보다는 주로 대규모 조직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장기개입은
모델과 사례를 만들고 새로운 경험을 축적하는 데 활용된다. 장기개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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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컨설턴트보다는 ANACT의 내부 컨설턴트들에 의해 수행된다. 장기
개입의 경우 초기 자문은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참여회
사들이 실경비를 부담한다. 통상 6개월∼1년 정도의 컨설팅이 진행되며,
주제와 상황에 따라서는 더 길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장기개입의 경우, ANACT가 프로젝트에 기업을 적극적으로 섭외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 스스로가 ANACT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노조나 직원의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는 조직적 변화를 시행하려고
할 때 경영자들은 ANACT에 종종 도움을 요청한다. ANACT는 공공기
관으로서 공정성, 중립성,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사 모두의 높은
신뢰를 받으며 중재자와 촉진자의 역할을 통해 혁신프로젝트를 성공적으
로 지원하고 있다.
라. 재정지원
｢근로조건개선기금｣(FACT)은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근로조건 개선 및
일터혁신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재정지원프로그램이다. 1976년부터
시작된 FACT는 정부 관할하에서 별도로 진행되었고, 당시 ANACT는
원래 기업들이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장려하는 중개자(go-between) 역할
정도를 수행했다. 그러나 정부 관할하에서는 관료적 운영으로 인해 자격
조건이 너무 엄격하고 신청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지적되었
다. 따라서 기업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2008년 6월 FACT의
운용이 ANACT에 위임되었다. 2008년 160만 유로의 예산이 할당된
FACT 프로그램의 목표는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업
무관련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FACT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을 중
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자격조건과 관련해서는 ANACT에게 재량
권과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하더라
도 회사가 생산성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진정한 의도를 증명하면, 제
안서를 고려하고 ANACT에서 나온 관계자가 신청절차를 도와준다. 때로
신청기업들은 ANACT에서 실시하는 ‘단기진단’을 먼저 받은 뒤 재정지
원을 신청하라는 조언을 받기도 한다. 재정지원 신청과 관련해 조직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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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목표와 내용, 방법,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10～20
장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ANACT는 관련 프로젝트의 효과성과 효
율성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마. 교육훈련
ANACT는 기업, 사회적 파트너, 컨설턴트 등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개선 및 일터혁신을 위한 방법론, 도구, 기법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
시해 왔다. 교육훈련은 근로조건 개선 및 일터혁신과 관련된 정책적 목
표와 ANACT의 지식 및 자원을 전파․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ANACT는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관점에서 진단 방법론 및 기법에 있어
서 내부 컨설턴트와 ANACT가 함께 일하는 외부 컨설턴트들을 훈련시
켜 왔다. 이를 통해 ANACT는 기업에 대한 지원과 개입에서 품질과 일
관성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광범위한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 승수효과를
창출해 왔다. 보통 이틀 정도 진행되는 교육훈련코스에는 ANACT 네트
워크에서 10명, 민간 컨설팅 회사에서 10명 등 약 20명의 그룹이 참석한
다. 내부 컨설턴트와 외부 컨설턴트들은 함께 일하고 서로에게 배우며 지
식과 경험을 나눈다. 이 훈련 프로그램은 각 지역에서 강력한 신뢰관계에
근거한 컨설턴트들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ANACT는 또한 특정 주제 영역들과 관련한 추가적 교육 프로그램을 제
공하고 있다.
바. 협력네트워크
ANACT 네트워크는 고용 및 전문교육의 분야에서 관련기관 파트너들과
밀접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파트너에는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및 청년경영
자센터(Centre des Jeunes Dirigeants)와 같은 기관들이 있다. 또한 청년지
도자 양성기관 및 직업교육 기관들뿐 아니라 직장보건 및 장애인 고용과
같은 노동관련 이슈들을 직접 다루는 전문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한다. 나
아가 인간공학, 작업조직, 사회단체, 역량 관리, 인적자원에 경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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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들과도 수시로 정보를 교환한다. 또한 ‘유럽생활․근로조건향상
재단(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유럽산업안전보건청(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그 밖에 연구, 정책 및 실행기관들의 다양한 네트워크
를 포함하는 유럽 전역의 단체들과 밀접한 관계 및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사. 연구/전파/홍보
ANACT 초창기에는 일터혁신의 측면에서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이해
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실행연구(action research)가 적극적으로 추진되
었고, 지금도 매년 2～4개의 실행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회사에 대한 사
례작업에서 ‘실천 가능한 지식(actionable knowledge)’을 생산하고 프로그
램의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고 새로운 조직적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노
력이 계속되고 있다.
홍보와 전파를 중시해, 프로젝트팀들이 생산한 풍부한 자료를 체계적
인 방식으로 가능한 한 널리 사용 가능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부서는 본부 직원 80명 중 15명이
근무하는 ANACT에서 가장 큰 곳이다. 여기에서는 집단행동프로그램 등
을 통해 수집되는 지식과 경험을 체계화해 실천 가능한 지식을 전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지식 중개를 담보하기 위해서
MSD, 스트레스, 고령화, 작업조직, 기술 등 각 테마별로 10∼12개의 프로
젝트 팀이 있다. 각 팀은 지역별 프로젝트에서 지식을 모으고 방법, 시행
된 정책, 콘퍼런스 등에서 결론을 도출한다.
정부정책의 변화 혹은 EU 지침의 시행과 같은 이슈들이 사회적 파트
너들과 국가적 협정에 대한 협의로 이어지는데, 많은 경우에 ANACT는
현장관계자들이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종종
ANACT의 많은 자료들은 광범위한 효과를 낸다. 많은 컨설턴트들이
ANACT의 방법론, 도구 및 기법을 사용하며 그것들이 효과적으로 확산
되도록 한다. 관련학자들과 인적자원 관리자들도 ANACT의 자료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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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받고 있다. 지역의 ARACT들 역시 지역 네트워크 구축에 최선
을 다함으로써 ANACT의 전파․확산 승수효과를 향상시키고 있다.

5. 성과와 평가
사업보고서(ANACT 2009)를 통해 ANACT의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보
면, 2009년에 ANACT는 2,328개의 기업에 대한 개입과 지원업무(일수로
환산하면 8,982일)를 수행하였는데, 그 중에서 종업원 250명 미만 기업이
71%를 차지하였다. 기업 스스로가 ANACT에 지원을 요청한 경우가 전
체의 94%였으며, ANACT 네트워크가 기업에 제안을 해서 지원이 이루어
진 경우는 6% 정도에 불과했다. 테마별로 지원기간의 분포를 보면, 작업
변화가 25%로 가장 많았고, 산업보건(23%), 근로조건 및 지속가능한 성과
(15%), 근로조건과 관련된 경영관행(14%) 등이 뒤를 이었다. ANACT에
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집단행동은 107개가 조직되었으며 807개의
기업이 참여하였다. FACT는 231개의 신청요구 중 150개에 대해 도움
을 주었는데, 회사 단일 프로젝트가 121개였고, 집단행동은 18개였다.
ANACT가 관리하는 FACT 예산은 총 2백만 유로였다. 교육훈련을 보면,
지역에서 ARACT가 제공한 96개 훈련과정에 총 1,035명의 노사 관계자
가 참여했고, ANACT가 제공한 12개 훈련과정에는 174명이 참여했다.
ANACT 네트워크 웹사이트의 연간 접속자는 1,028,966명에 이르렀으며,
거기서 자료나 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는 45만 건을 상회하였다. 매월 발
간되는 e-뉴스레터는 17,822곳에 배포되고 있다. 6월에 열린 근로생활의
질 주간과 관련해서는 ANACT가 조직한 전국포럼에 1,350명이 참가했으
며, 지역에서 ARACT가 조직한 75개의 이벤트에 3,471명이 참여했다.
ANACT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평가는 산발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집단행동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직접 컨설팅 지원을 받은 기
업에 대해 연말에 평가설문지가 보내진다. 응답결과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컨설턴트들의 기술적 전문성과 ANACT의 중립성
이 프로젝트 성공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업 및
활동의 성과와 관련해 ANACT 관계자들은 그들이 지원하는 영역과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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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테마별 지원기간

자료 : ANACT(2009).

마에서 ANACT가 제공하는 방법론, 도구, 기법 등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
음을 강조하며 이것이 그들 활동의 성과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라고 주장한다. 일례로 2000년 프랑스 정부의 근로시간 지침(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을 시행함에 있어 ANACT는 지역 파
트너들과 협력해 2,000여 명의 컨설턴트들에게 교육과 지원을 제공했고,
이를 통해 수천 개의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도
울 수 있었다. 최근 중요하게 제기된 고령인력 관리, 스트레스, 숙련 및
작업조직 관련 영역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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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독일의 IAG 사업

이 절에서는 독일에서 지난 2000년대에 추진되었던 사업인 소위 ‘이아
게(IAG : Innovative Arbeitsgestaltung, 혁신적 노동발전을 뜻함)’ 프로젝
트에 대해 그 특징과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역사와 개요
IAG 프로젝트32)는 노동세계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독일 정
부가 시행한 지원사업으로, 이는 과거 독일에서 추진되었던 소위 ‘노동의 인
간화(Humanisierung der Arbeit : HdA)’ 프로젝트 및 ‘노동과 기술(Arbeit
und Technik)’ 프로젝트의 연장선에 서 있다.
우선 ‘노동의 인간화 프로젝트’는 일자리와 노동과정의 질적 증진을 모
색키 위한 적극적 시도로, 이미 1970년대부터 구축되었다. 당시 사회민주
당 정부하에서 노동조합과 정부는 이를 통하여 노동세계의 질을 개선하
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정책개발을 시도했다. 이 프로젝트는 1980년대 초
까지 독일 사회에서 그러한 정책과 관련된 담론의 주축으로 역할을 했다.
1980년대에 보수 정권으로 권력이 교체된 후 노동의 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위축되었으나, 1989년에 기민당 정부하에서도 ‘노동과 기술’이라
는 제하에 노동세계의 질적 개선에 관한 정책적 노력은 계승되었다. 다만
이 프로젝트의 주된 관심은 전자에 비해 더욱더 기술과 노동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는 쪽으로 옮아가 있었다.
1990년대 후반 적녹연정의 중도좌파 정권이 집권을 하는 과정에서 이
주제는 다시 부각되었다. 이미 선거전에서부터 사회민주당(SPD)은 “노동
-혁신-사회정의”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며, 노동연구의 재개와 노동정책
의 심화를 위한 대중적 자극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는 집권 이후 정부의
32) 이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은 독일 연방교육과학부가 별도로 구축해 놓은 웹사이
트인 http://pt-ad.pt-dlr.de/de/502.php에 자세히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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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되었으며, 그러한 배경에서 바로 ‘IAG 프로젝트’
가 태동했다. 정부는 2001년에 새로운 연구프로그램으로 이 프로젝트를
발주하여, 노동세계에 관한 심화된 연구를 도모, 지원해 갔다(Trautwein
-Kalms, 2003 : 617).
더불어 이후에 연방교육과학부(BMGF)의 주도로 IAG 프로젝트와 연
계되는 몇 가지의 실천프로그램들도 강구, 실행되었다. 그것은 각각 ‘21세
기를 위한 서비스’, ‘내일의 생산을 위한 연구’, ‘21세기 정보사회에서의 혁
신과 일자리’, ‘모두를 위한 생애동반 학습’ 그리고 ‘교육에서의 새로운 미
디어’ 등의 세부 주제들로 이루어졌다.
소제목들에서 나타나듯, 독일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미래지향적,
새로운 미디어 활용 지향적이며 학습지향적인 관점에서 서비스산업과 제
조업 모두를 아우르는 노동세계의 총체적 혁신을 향한 연구와 모색을 장
려코자 했다. 이들은 IAG의 파생프로젝트로서 2000년대 초중반 독일정부
의 일터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들의 패키지를 구성하는 주
요한 주제들이 되었다. 2000년대 중후반 들어 IAG 프로젝트를 계승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좋은 일자리(Gute Arbeit)’가 독일의 금속노조(IG
Metall)와 노총(DGB)의 주도로 태동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33)

2. 문제의식과 목표
가. 문제의식
IAG 사업의 목표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내용을 집약하여 소개한
BMBF가 공식적으로 발간한 이 사업에 대한 틀개념(Rahmenkonzept) 보
고서에 담겨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이 프로젝트는 노동세계의
변화가 새롭게 일고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노동을 혁신해야 할 필요가

33) 이 프로젝트에서는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의 지표들(Gute Arbeit Index)을 창의적
이고 표준적으로 개발하여 그것을 경험데이터와 결합시켜 분석하며 독일 노동시
장에서 노동의 질의 변모를 매년 관찰하고 있는 점이 주요하다. ‘좋은 일자리’ 프
로젝트의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박명준(2010)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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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된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핵심적으로 세
가지 문제의식을 프로젝트의 기반으로 삼았다.
첫째는 종래 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 기업문화와 조직형태가 탈
중앙화된 소규모의 단위로 변동하고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네트워크 내
에서의 협력과 혁신에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전통적인 “풀타임 정규직 고용관계”가 점차 다양하고 유연한
계약구조와 노동시간구조를 갖는 다른 형태의 고용들에 의해 보완되거나
심지어 대체되어 가고 있는 양상이다.
셋째는 개인들이 영리활동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물질적 보상을 넘어
자율성, 참여, 자기책임 등 새로운 가치들에 대한 지향성을 높여 가고 있
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새로운 가치들이야말로 새로운 직업유형, 직업경
력, 새로운 형태의 노동구조와 노동시간 구조 및 새로운 업무활동과 여가
활동 등과 긴밀하게 상호 연계되어 있기에, 그에 대한 깊은 고려 속에서
노동세계를 새롭게 재구조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IAG 프로젝트는 노동세계에 불고 있는 이러한 핵심적 도전들이야말로
바로 기업조직, 기업 간 관계, 노동시장, 사회적 파트너의 역할 등과 연계
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그것은 여러 구조들 및
직업경력의 측면에서 숙련의 강화, 경력의 강화, 사회적 연계 및 안전성
의 강화 등을 요구하며, 그것을 고려하여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려는 이들
과 밀접한 연계성을 지니고, 결과적으로 구조 및 가치변동의 맥락에서 노
동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들을 온전히 감내하기 위해서는 연구정책, 교육정
책, 기술정책, 경제정책, 환경정책, 특히 무엇보다도 노동정책과 사회정책
이 불가분한 상호연계를 밀접하게 맺으며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바라보면서, 독일 연방교육과학부는 연방노동사회부 및 연방경제기술부
와 협력하여 IAG 사업을 구축했다.
나. 목 표
IAG 프로젝트는 크게 네 가지의 목표를 표방하며 착수되었다. 첫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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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조직 및 작업조직을 위한 전체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발견시키려
는 시도를 전개하여 노동, 기업성과 및 고용발전의 인간적 구축 간의 균
형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둘째, 근로자들에게 스스로 급격히 변화해 가고 있는 노동세계에 대해
서 그것을 향한 지향성, 숙련가능성 및 개발가능성의 기회를 열어 주는
해결책과 전략을 개발케 하려는 것이다.
셋째, 이 프로젝트는 연구와 개발을 통하여 기업 및 노동세계에서 다양
한 사회적 및 개인적 전제조건들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회균등
실현의 자극을 제공하고자 한다.
넷째, 전체적인 혁신접근을 추구하는 노동 및 기업조직의 (연구)결과들
과 개념들의 광범위한 이용을 지원하고, 재계와 학계 간 및 다양한 분과
학문들 간의 학제적 협력을 심화시키고자 한다(BMBF, pp.7∼8).

3. 주요 내용 개관 : 행위영역과 프로그램 범주
IAG 프로젝트는 네 가지의 행위영역을 설정하고 그것들을 체화해 나
가는 약 10개의 하위 프로젝트들을 설정하여 노동의 혁신을 위한 구축방
안을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지원을 했다. 개별적인 하위
프로젝트 사업들이 다루어야 할 핵심적인 과제영역으로 설정된 네 가지
는 다음과 같다.
○ 행동역량과 고용능력을 개발하고 획득하게 하기 위한 영역
○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구축하기 위한 영역
○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미사용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영역
○ 실행과 전환의 새로운 길을 강구하기 위한 영역
위와 같은 영역들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13개의 하위 프로그램 범
주들을 구축하였고, 각 범주별로 다시 약 10여 개의 하위 프로젝트들을
선정하여 지원했다. 12개 하위 프로그램들의 범주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
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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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비즈니스와 노동(Arbeit im E-Business)’
○ ‘콜센터 노동’
○ ‘서비스 경제에서의 노동’
○ ‘인구변동 - 고령화하는 노동자들과 작업장에서의 혁신능력’
○ ‘혁신촉진적 기업문화의 구축과 확장을 위한 발전요인’
○ ‘가상(virtuell) 기업에서의 노동발전’
○ ‘노동구조와 기업조직의 성공적 변화 정의와 균형화’
○ ‘노동 및 건강보호에서의 예방’
○ ‘전환노동의 발전’
○ ‘긴급 요구 조치’
○ ‘지식경영 - 지식의 정체화, 소통 그리고 통합’
○ ‘미래지속적 노동연구’
위의 하위 프로그램 범주들에 대한 초점은 각 범주별로 시기를 달리하
여 이루어졌고, 각 범주별로 상이한 규모의 재원들이 투입되었다. 예컨대,
가장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대규모의 자원이 투입된 ‘노동 및 건강보호에
서의 예방’의 범주에 대해서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 9년간 약 1,718만
유로에 달하는 금액이 투입되어 지원되도록 구축되었다. 가장 단기적으로
지속되고 적은 금액이 투입된 프로그램 범주는 ‘노동구조와 기업조직의
성공적 변화 정의와 균형화’ 영역으로, 이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약 6백만 유로가량에 달하는 금액이 지원되도록 책정되었다. <표 5-5>는
<표 5-5> 혁신적 노동발전 : 노동의 미래 프로젝트 산하 프로그램의 주요 범주들
프로그램 범주

지속기간

재원규모(백만 유로)

인구변동의 미래 경제활동에의 영향

1999∼2004

9.87

노동 및 건강보호에서의 예방

1998∼2006

17.18

노동구조와 기업조직의 성공적 변화 정의와 균형화

1999∼2002

6.03

“미래에 지속가능한 노동연구” 아이디어 경쟁

2000∼05

11.40

E-비즈니스에서의 노동

2000∼06

16.72

가상기업에서의 노동발전

2001∼05

16.72

자료 : Trautwein-Kalms(2003 :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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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주요 프로그램 범주별 지속기간과 재정지원의 규모가 어떠했는
지 보여준다.

4. 개별 프로그램 실행 사례들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각 프로그램 범주별로 어떠한 목표들하에서 어
떠한 내용을 담으며 그것이 실행되었고 또 어떠한 효과를 거두었는지 살
펴보겠다. 12개의 범주 모두를 다루는 것은 지면 제약상 불가능하므로,
대표적인 것으로 이-비즈니스와 콜센터에서의 노동혁신을 다룬 두 개의
프로그램 범주들을 살펴보겠다.
가. ‘이-비즈니스(E-Business)와 노동’ 프로그램 범주34)
이 프로그램 범주는 소위 ‘이-비즈니스’라고 불리는 전자사업 거래의
다양한 형태들을 노동과 기업조직에 끼치는 영향력의 측면에서 인권지향
적이고 생산력촉진 유도적으로 노동혁신을 구축해 내기 위한 인식을 발
전시키겠다는 취지를 지닌다. 여기에서는 각각의 요인들, 즉 역량, 창의
성, 동기, 그리고 건강 등을 기업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원천으로 전체 개
혁과정의 중심에 둔다. 그것은 발전하는 개념들, 도구들, 모델들 및 해결
대안들을 위하여 기업의 경쟁력과 고용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또 성취된 결과의 실행을 위한 전제조건, 구조조건 및 조치들이
제시되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지니는 혁신과정을 위하여 이용 가능해진다.
이 범주하에서는 전체적으로 총 48개의 세부계획안을 담은 11개의 복
합프로젝트들과 7개의 개별프로젝트들이 지원을 받았다. 그것을 수행한
곳들은 연구기관들, 대학들 및 기업들로 그들은 다양한 규모와 다양한 부
문을 망라한다. 또 다양한 분과학문의 대표자들과 실행인들이 여러 부문
에 걸쳐 참여하였다. 이러한 이-비즈니스에서의 노동 프로그램 범주하에
서 지원을 받은 하위 프로젝트들의 제목, 수행기관, 지원기간 및 액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35)
34) 독일 연방교육과학부 웹사이트 http://pt-ad.pt-dlr.de/de/171.php 게재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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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산업에서의 미래지향적 노동과 기업의 발전 (IZA, akademie.de
asp사, Bianca Spalteholz 호텔 비즈니스 발전, 뮌헨대학 DWIF 등 /
2001. 6. 1〜2004. 6. 30 / 약 585,000유로)
○ 국내 수로사업 관계에서 전자네트워크의 영향 (뒤스부르크 대학 연
구그룹 / 2001. 8. 1〜2003. 7. 31 / 약 1,111,600유로)
○ 상호작용 조직–E-비즈니스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동을 위한 방
법과 모델 (INTERORG) (ATB 노동, 기술 및 교육, IZT사, Florena
Cosmetic사, Rubersteinwerk사, TISORA 특별기계회사, SMK VFabrik사 등 / 2001. 6. 1～2004. 5. 31 / 약 1,333,700유로)
○ 수공업과 산업 사이에서 E-비즈니스 사용의 시도와 노동조직적 최적
화(AIR-CRAFT) (함부르크 수공업협회의 미래공장회, 함부르크시 학
문과 연구 협력처, DIN 등 / 2001. 8. 1～2004. 7. 31 / 약 951,800유로)
○ 인간 - 노동 : 인터넷에서 미래 노동세계를 위한 조언(Erzbistum 파
더본 / 2001. 8. 1～2004. 10. 31 / 약 324,000유로)
○ 자동차 부품산업에서의 E-비즈니스(보훔대학교 조직사회학 및 공동
결정연구소 / 2001. 8. 1～2004. 7. 31 / 513,000유로)
○ e-조언–판매활동에서 새로운 전문조언을 위한 요구사항 (EHI사,
First온라인쇼핑사, Prodanet사, 독일 경제 합리화 및 혁신센터
(RKW) 등 / 2001. 9. 1〜2003. 8 .31 / 약 467,200유로)
○ E-비즈니스에서 인간적합적 노동의 모델 (카셀대학교 노동학연구소
/ 2002. 1. 1～2004. 6. 30 / 약 1,021,000유로)
○ Personal@Work–E-비즈니스에서 인력노동(함부르크 전문대, Schuelke
&Mayr사 / 2002. 4. 1～2004. 9. 30 / 932,000유로)
○ 신속한 생산발전 사례에서 e-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한 과정상 노동
과 조직의 구축(AGEPRO) (브레멘대학교 BIBA 연구소, 슈튜트가르
트 대학 IAT, CIRP 정보시스템사, 모델테크닉 신속 프로토타이핑사,
F&S사 / 2001. 8. 1～2003. 7. 31 / 약 903,000유로)
○ E-비즈니스의 중소기업에의 적용(ECAMUN) (Boenders사, Stahlbau
35) 그 내용은 http://pt-ad.pt-dlr.de/_media/Arbeit_im_E- Business.pdf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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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eppers사, Tekomedia사, RegioCom사, Stenzel-Herter-Fuest GbR
등 / 2001. 8. 1～2003. 7. 31 / 약 935,000유로)
○ 웹에서의 이동배달(SpiW) (도르트문트대학 소프트웨어기술연구소,
브레멘대학 경제학연구소, DEKRA사 등 / 2001. 11. 1～2004. 4. 30 /
약 1,300,000유로)
○ 새로운 기술의 조직을 위한 지능적이고 방향제시적 전략 및 잠재성
(SPIRIT) (트리어대학 E-비즈니스센터 / 2001. 10. 1～2004. 1. 31 / 약
940,000유로)
○ 파슬맨(ParcelMan) - 분배물류 종사자들에 대한 변화하는 요구사항
들 (아헨공대 노동학연구소, 아헨공대 FIR 연구소, TNT Express사,
IBM 독일지사, adisoft, BI-LOG사 등 / 2002. 10. 1～2004. 3. 31 / 약
1,027,000유로)
○ 주물산업 E-비즈니스에서의 노동 (도르트문트 사회연구소, DGV,
RKW, 독일 금속노조 / 2001. 11. 1〜2004. 3. 31 / 약 970,000유로)
○ E-프로젝팅 - 중소기업에서 E-비즈니스 개념의 도입과 개선을 위한
전체적인 접근방법의 발전과 시도 (기업사이버네틱 연구소, Siepe
컨설팅사, BOG 정보기술과 서비스사, 아헨공대 기계조립정보학 연
구소 등 / 2002. 4. 1〜2004. 9. 30 / 약 405,000유로)
이들 가운데 완결된 하위 프로젝트들은 그것의 외화된 결과물들을 통
하여 전자사업의 과정을 수립하고 확장함에 이어서 요구되는 구조조건과
기회 및 제약 등에 대한 학문적으로 심화된 인식을 제공해 주었고, 여러
매체들을 채널로 하여 그러한 인식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러한 결과들은 이-비즈니스에서의 노동지향적인 혁신을 위한 자극을
제공하고 시장경쟁력 있는 생산물 생산과 사업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데
기여하는 것들이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통하여 그들
을 위한 이-비즈니스의 성공적인 사용방식을 위한 활용잠재성을 증진시
키기도 하였다.

216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평가와 발전 방안

나. 콜센터 노동을 위한 프로젝트 사례36)
‘콜센터에서의 노동’과 관련한 프로그램 범주는 개별적으로 미래지향적
인 영역에서 노동과 조직의 새로운 형태의 발전을 다룬다. 그 목표는 지
속가능한 혁신적인 노동 및 조직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영역에서
노동을 구축하는 해법을 발전시키고 실행해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콜
센터에서의 조직과 노동의 과정을 구축하기 위한 많은 지식들이 존재함
에도, 실제로 그것이 콜센터의 시설들에서 사용되지 못해 왔던 그간의 상
황을 극복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이 범주하에서는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4개의 연계된 프로젝트들이
실행되었다. 거기에는 이 분야의 노동만큼이나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
다. 그것은 크게 조직발전, 참여 그리고 고객지향이라고 하는 부제하에서
세 가지의 하위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져 있다(그것들은 각각 FREQUENZ,
GECCO, INCCA 등으로 불리었음). 그 일환으로 다음의 연구들에 대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 콜센터 노동의 사회적 구축 (SoCa) (서비스 노조 베르디, 브레멘 노
동자위원회, 2001. 11. 1～2005. 5. 31, 130만 유로)
○ 콜센터에서 업종 및 지역 초월적인 벤치마킹 : 고객지향적 접근 (뮌
헨대학교 경영학과, 2000. 7. 1～2003. 6. 30, 50만 유로)
○ 혁신적 콜센터 조직체들에서 전문적 서비스 (INCCA) (information
회사주도, 슈튜트가르트대학 노동학 및 기술경영학과 등, 2000. 2. 1
～2003. 3. 31, 120만 유로)
○ FREQUENZ 종속적인 고객사무소에서의 인력관리 (B+S 통합 기업
자문사 주관, 겔젠키르헨 노동기술연구소 참가, 2000. 2. 1～2002. 12.
31, 55만 유로)
이 프로그램 범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지속가능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예컨대 하위 프로젝트 “프리퀀스 종속적인 고객사무소에서의 인사관리”
의 계속된 발전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특히 이 프로젝트에서
36) 독일 연방교육과학부 웹사이트 http://pt-ad.pt-dlr.de/de/508.php 게재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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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조직된 ‘팀 리더의 날’은 정례화되어, 2005년 12월 5회째 개최되
기도 했다. 한편 이 프로젝트에서 구축된 국제기업협회인 “씨씨 벤치마킹
(CC Benchmarks e.V.)”은 잘 작동하는 네트워크로 확장되었다. 이 협회
의 기본 목표는 파트너 기업들끼리 경험을 공유하는 것과 혁신적 경영의
확대, 그리고 전반적인 업종의 상황에 대한 공유를 함께 하는 작업 등이
었다.

5. 프로젝트에 대한 공식 평가
IAG 프로젝트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는 두 차례 이루어졌다. 지난 2004
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에 걸쳐 진행된 첫 번째 평가의 수행 주체는 빈
(Wien)대학의 ‘사회혁신센터(Zentrum fuer Soziale Innovation)’였다. 두
번째 평가는 2005년 3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약 1년 반에 걸쳐 수행되었
고, 그 주체는 쾰른의 ‘TUeV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었다. 이러한 평가 결
과에 대해서는 보훔(Bochum)대학의 토마스 헤르만(Thomas Herrmann)
교수가 주도한 연구팀이 별도의 분석을 행한 보고서가 발간된 바 있다
(Herrmann et al., 2007).
엄밀한 방법론적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평가를 위한 분석 절차를 거
친 이 보고서는 IAG 프로젝트의 여러 가지 면모들을 다섯 가지의 주요한
측면으로 구분하여 결론으로 제시했다. 그것은 각각 혁신성, 소통성 내지
커뮤니티 형성에의 기여, 학습성, 영향성,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위한
잠재성 등이다. 아래에서는 이 보고서에 담긴, 각각의 측면들에 대한 공
식적인 평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37)
첫째, 혁신성의 측면에서 보고서는 이 프로젝트가 강한 혁신지향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았다. 또 지금까지 프로그램에서 제안된 중점 요구사
항들의 시의성 및 사회적 연관성의 측면에서도 학문적 실천적 지식과의
연계에 있어 매우 높은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참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 현재의 주된
37) 이는 그 보고서의 결론부에 요약되어 있는 IAG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결과 내용
이다.

218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평가와 발전 방안

흐름(메인스트림)이 요구하는 바와 새로운 사고나 주제들로부터 생기는
요구 사항들 간에 일정한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다.
둘째, 소통성 혹은 커뮤니티 형성의 기여의 측면에서 보고서는 평가결
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촉진주제들 내에서의 협력과 네트
워킹이 좀 더 강하게 요구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을 위하여 공동의 지식
관리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평가과정에 동반한 설문
조사에서 피설문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한 바이다. 다음으로 보고서는
이 프로그램이 거둔 특별한 성과로 노동과 혁신연구 및 실천과 관련한 점
에서 학문적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강화한 점을 높이 샀다. 또한 프로그램
실행의 과정에서도 바람직하게도 프로젝트들 간에 상호연계가 증대되었
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즉 주제상으로 근접하고 공동의 이해를 정의 내릴
수 있는 유관 프로젝트들 간에 내용적인 교환이 높게 증대되었다는 것이
다. 다만, 그러한 연계된 내용들이 참여자의 관점에서 특히 핵심주제들
안에서 더욱더 촉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프로젝트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측면에서도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했는데, 무엇보다 비
공식적 소통과의 연계가 매우 높고 양호하다고 보았다. 이는 프로젝트의
시작 시점과 그 경과의 지속 가운데에서 바라던 바였다. 끝으로 보고서는
더욱더 지속적이고 자기심화가 깊어지는 커뮤니티의 형성에 더욱더 지원
을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를 했다.
셋째, 학습성의 측면에서 이 보고서는 IAG 프로젝트에 대하여 전반적
으로 높게 평가하며 약 네 가지 사항에 있어서 더욱더 분발할 필요가 있
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전의 프로그램들의 성취와 연결점을 찾고 그것들
을 잘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의 실
행자들에 의해 조직되는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반드시 프
로젝트 말미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특히 여기에서 양
적인 범주들보다 질적인 범주들을 우선에 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보고서는 이 프로젝트가 더욱더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는 학제적 작업, 지금까지의 노동연구 결과와 프로젝트 내용과의 긴밀한
연계, 관련된 프로젝트들 간의 협력과 그 결과의 원활한 전이, 높은 실천
관련성 그리고 기업의 파트너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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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했다. 끝으로 국제적인 행위자들과의 관련성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
다고 언급했다.
넷째, 영향성의 측면에서도 보고서는 다섯 가지의 측면을 지적했다. 우
선 기초연구의 부분을 유지하면서도 적용지향성을 강하게 지니도록 경주
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전이(Transfer)의 관점에서 프로젝트 결과의
활용계획이 잘 마련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그것의 실제적
인 실행 시 보다 강한 지원이 요구되며, 활용계획의 관련성을 프로젝트
이후의 단계들을 위하여 그 위상을 더욱 높게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지적
하였다. 또 프로젝트 효과의 지속가능성도 작업이 출간되고 복제되는 것
을 넘어서 더욱더 면밀하게 확인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기업가
들에 대한 방법론적이고 조직적 지원의 영역에서 개선가능성이 있을 것
을 기대했는데, 기술적 개선들은 그렇게 뚜렷하게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보
았다. 끝으로 보고서는 목표집단들이 지금보다 더 초기부터 프로젝트에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을 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위한 잠재성의 측면에서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언급했다. 하나는 지금까지 IAG 프로젝트하에서 지원한
대부분의 하위 프로젝트들은 현재와 미래의 연구를 위하여 높은 혁신지
향성과 관계 맺고 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이 프로젝트는 그것을 더욱더
신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바를 세 가지 정도 언급하였다. 그것은 각각
(i) 미래의 노동형태들(노동의 질과 관련한 노동의 형태, 노동의 유연성
등)에 대한 고려, (ii) 지식경영(중소기업에서 향상훈련과 학습, 기업 내
지식의 흐름의 변화)에 대한 고려, 그리고 (iii) 미래 노동세계(정보화와
기술화)에서의 기술의 역할 등에 대한 고려 등 세 가지 사항들이다.

제4절 소 결

이 절에서는 위의 세 나라의 일터혁신 지원 방안들이 지니고 있는 유
의미한 함의들 및 우리의 입장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모습들을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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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짚어보도록 하겠다. 그것은 특히 프로그램의 내용적 측면, 프로그램
운영 방식상의 측면, 그리고 참여 주체의 구조적 내지 구성적 측면 등 크
게 세 가지의 범주로 구분하여 파악해 볼 수 있다.

1. 프로그램의 내용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프로그램의 내용적 측면에서 해외사례들의 시사점으로는 여섯 가지 정
도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대체로 세 나라 모두 프로젝트의 내용과 목표
가 매우 정교하게 가다듬어져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한 명확한 대전제
하에서 구체적인 실행 범주들을 채택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에 대한 지원을 하는 유기적인 사업구성을 하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보면 혁신을 강하게 요하는 부문 내지는 혁신의 주된 관점들 중
에서 중요한 영역들이 잘 구분되어 있다.
둘째, 일터혁신의 목적과 방향에서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노동생활의
질(quality of working-life)의 개선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모습에 주목하
게 된다. 이는 일터혁신을 종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만 이해하거
나 강조하는 우리나라에서의 경향들과 대조를 보인다. 대표적으로 핀란
드에서는 노동생활의 질 개선이 실질적 의미에서 중시되고 있을 뿐 아니
라 그것을 당위적 차원에서의 목표를 넘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
시 필요한 요건으로 간주하고 있다. 생산성 향상은 “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의미하며, 그를 위해 노동생활의 질 개선이 수반되거나
뒷받침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셋째, 노동생활의 질의 개선이라는 과제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복
지국가 시스템의 수립 및 유지라고 하는 거시사회경제적 목적과 긴밀하
게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모습들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
다. 오늘날 인구구조의 변화와 노동시간의 단축 경향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거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
져야 하며, 고령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고령노동자들이 조기에 은퇴하
기보다는 좀 더 오래 경제활동에 참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고
령자의 경제활동참여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비용을 줄여 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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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핀란드의 프
로그램은 고령자를 비롯한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그들이 좀 더 일할 수 있도록 일터환
경의 정비와 노동의 인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깊이 담고
있다.
넷째, 일터혁신 지원과정에서 연구와 개발의 결합, 즉 연구의 지원을
받는 개발을 강조하고 있는 면모에 주목하게 된다. 예컨대, 핀란드의 일
터혁신 프로그램에서는 연구와 개발의 상호작용이 일터혁신의 혁신적 해
법을 만들어내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낸다
는 강한 확신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연구자와 연구기관들이 일터와 네트
워크를 형성해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실행연구(action research)
를 활성화해 두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 최근 연구와 개발의 결합에 대
한 논의가 제기되고는 있으나 아직 피상적이며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핀란드의 경험과 방식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일터혁신에서 시스템적 접근과 구성적 관점을 강조하는 점이
눈에 들어온다. 시스템적 접근이란 일터혁신을 작업조직,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개발 등 여러 상호의존적 요인들로 구성된 통합적 시스템의 관
점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구성적 관점이란 일터혁신이 단지 고성과작업
관행이라는 기성품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 및 인적자원관
리 관행에서 협력적으로 구성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가리킨다. 종
종 우리의 경우 일터혁신을 특정 관행의 변화로만 이해하거나, 보편적 벤
치마킹 모델을 설정해 그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는 오류를 범하는 경
우가 있다. 그에 반해 핀란드의 경우 시스템적 접근과 구성적 관점을 강
조하면서 일터혁신에서 보편적인 만병통치약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
황 속에서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상보적으로 구성되는 혁신
의 방식을 중시하며, 그 속에서 일터혁신의 ‘로컬적’ 측면과 ‘재구성/변모’
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섯째, 일터혁신 과정에서 ‘프로세스지향적’, ‘참여적’ ‘대화지향적’ 접
근법을 강조하는 점도 인상적이다. 우리의 경우 아직 이런 방식에 대한
문화적 풍토나 실천경험들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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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그러나 현장 속에서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며 주도적으로 혁신
하는 방식은 전문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되는 방식보다 훨씬 더 효과
적일 수 있다. 일터의 노동자와 관리자들이 직접 참여해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며 문제를 풀어가는 프로세스지향적 접근법을 선호하며 외부
전문가가 변화의 주도자가 아니라 조력자일 뿐인 핀란드의 모습은 그 좋
은 예이다.

2. 프로그램 운영방식상의 시사점
프로그램 운영방식상의 시사점으로 다섯 가지 사항들을 지적코자 한
다. 첫째는 일터혁신을 국가혁신전략의 일부로 추진하고 있는 점이다. 예
컨대, 핀란드는 새로운 국가혁신전략을 마련하면서 기술적 혁신뿐 아니
라 사회적 혁신을 강조하는 ‘광범위한 혁신전략’을 국가혁신전략으로 제
시하였다. 이 전략에서는 일터혁신이 전반적인 혁신정책의 일부로 긴밀
히 통합되고 일터혁신 촉진을 위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며 일터
혁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광범위하게 개발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발전
의 청사진인 혁신전략 속에 일터혁신을 적극적으로 결합한 그러한 흐름
은 최근 혁신전략 속에서 사회적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것의 구체
적 방안으로서 일터혁신의 의미에 주목하고 있는 EU 차원의 전반적 흐
름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둘째, 일터혁신지원에서 임시방편적 해법(quick fix)을 추구하는 단기
적 프로젝트보다는 일터에서 노사간의 장기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토대를
놓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려는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회계연도
의 문제 등으로 인해 일터혁신에 대한 지원이 대개 3∼8개월에 머물러 단
기적인 성격을 갖는 우리네 모습과 대조적이다.38) 대표적으로 핀란드 일
터혁신 프로그램의 주된 지원대상인 개발프로젝트는 1∼3년간 진행되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법을 추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원기간이 수년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이
38)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매년 심사를 통해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 대상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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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가 단순히 단기적 성과와 전시행정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성과
를 찾아내려는 노력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역사적 연계성과 맥락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독일의
경우도 IAG 프로젝트는 지난 1970년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독일정부의
일터혁신을 위한 노력을 계승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일터혁신의 방법론
적 방점을 달리했을지언정 모든 성향의 정권들이 이 문제에 대해 크고 작
은 관심을 기울였고 일정한 정책으로 구체화했다. 이 프로젝트의 내용을
보면 지속적으로 이전 프로젝트들의 성과를 이어받는다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한다. 이전 프로젝트의 관계자들도 이 프로젝트에 재차 참여하여 온
고지신하는 데 기여를 하였다.
넷째, 문제의 대상들을 범주화하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
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을 묶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
가는 ‘집단행동’과 같은 프랑스에서의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집단행
동은 관심 테마나 기업 특성에 따라 여러 기업들을 하나의 프로젝트 그룹
으로 묶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프로젝트 그룹으로 묶는
기업 수는 상황과 사안에 따라 다른데, 많게는 50개 내외의 기업을 하나
의 그룹으로 묶기도 한다. 프로젝트 그룹에 묶인 모든 기업들이 컨설팅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컨설팅을 받는 기업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집단행동의 방식은 많은 조직들에 비용효율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
한 기업들 간의 지식과 경험의 교류를 통해 전체적인 문제해결능력을 높
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섯째, 일터혁신에서 지원과 같은 촉진적 방식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
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경우, 기존에는 일터혁신과 근
로조건의 개선을 법적 규제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ANACT의
경우에는 강제나 규제가 아니라 지원과 유인을 통해 일터혁신과 근로조
건 개선을 도모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노사로부터 정당성을 획
득하며 지지와 참여를 유도해 냈다. 강제나 규제와 같은 네거티브 방식의
경우 기업의 반발과 저항을 부르기도 했고, 강행성으로 인해 최소한의 기
준선을 설정하는 데 그치는 경향이 있으나 지원이나 유인과 같은 포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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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방식은 적극적인 내용을 담으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상대적으로 노사관계가 원만하다고 보기 어려운 프랑스에서
ANACT라는 기관이 40년 동안 존속하며 일터혁신과 근로조건 개선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촉진적 방식이 갖는 긍정적 효과를 말
해 준다.

3. 참여자들의 구성 및 구조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끝으로 참여자들의 구성 내지 구조적 측면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시사
점도 네 가지 정도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정부가 일터혁신의 이니셔티
브를 쥐고 추진을 하되 광범위한 사회적 행위자들을 동원 및 지원하는 방
식으로 일종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실현하는 형태가 강조되는 모습
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우가 그러한데, 정부는 프
로그램의 큰 기획자이자 재정적인 지원자로서 주로 자리매김을 하고 학
계, 노동계, 재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로 하여금 아이디
어를 내고 연구를 심화시켜 나가도록 한다. 이는 전형적인 독일식 거버넌
스가 구현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노사정 참여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
조하는 것은 프랑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전술한 것처럼, 테일러주의
적 작업조직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ANACT는 설립 당시부터 일터혁신
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정의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
다는 판단에 근거해 거버넌스에 노사정이 공동으로 참여했고 현재까지
그 구성원칙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 이와 같이 노사정이 공동으로 참여
하고 있기 때문에 ANACT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으며 기업에 대
한 지원과 개입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은 사실 비단 독일과 프랑스만의 얘
기가 아니라 일터혁신 사업을 전개하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
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일터혁신에 대한 지원이 노사의 협조를 얻으며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
하거나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둘째,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네트워크가 중요한
데, 선진국들은 일터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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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경우 이 부분과 관련하여 나름
대로 그 중요성을 깨닫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나 실제적 측면을 보
면 아직까지 형식적 구성과 운영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핀란드의 경우,
‘확장된 3중 나선모델’이라는 적극적 개념을 갖고 일터혁신 협력네트워크
에 정부, 사회적 파트너, 기업, 공공기관, 제3섹터 조직, 대학, 민간컨설팅
기관, 폴리텍 등도 다양한 기관들을 결합시켰다. 무엇보다 이 네트워크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일터혁신을 촉진하고 확산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지원서비스의 지역화와 현지화의 중요성에 대하여 주목하는 모습
이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에서는 지역의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과 지
원을 위해 사업의 지역화 과정을 진행하여 전국 각 지역에 ANACT와 네
트워크적 협력관계에 있는 ARACT를 설립하였다. 특이한 것은 ANACT
가 공공기관인 것과 달리 ARACT는 민간기구라는 점이다. ARACT의
경우 지역의 노사대표자가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노사의 참여는
더욱 강하게 유지된다. ANACT는 ARACT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ARACT의 활동을 지원하지만 그것의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 직접 개입하
거나 관리하지는 않는다. ARACT는 노사 대표로 구성된 자체 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율적 운영을 해 나간다. ANACT와 ARACT의 관계는 수직
적 종속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협력관계이다. ARACT가 지역에서 활성
화된 것은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과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
의 지역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원서비스를 지역
화해 간 프랑스 ANACT 네트워크의 경험은 아직 지역화된 서비스를 구
축하고 있지 못한 우리에게 일정한 시사점을 준다.
넷째, 민간 컨설턴트들과의 공동협력구조를 구축하는 모습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경우 ANACT 네트워크와 민간 컨설
턴트들은 정례적인 공동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자리를 통
해 ANACT 네트워크의 내부 컨설턴트와 외부 컨설턴트들은 서로의 지
식과 경험을 나누며 함께 배운다. ANACT 네트워크는 이런 자리를 통해
일터혁신과 관련된 방법론, 도구, 기법 등을 외부 민간 컨설턴트에게 전
파한다. 공동교육과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들은 각 지역에서 강력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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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근거한 컨설턴트들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
다. ANACT 네트워크의 경험은 공공과 민간의 컨설턴트들이 협력네트워
크를 구축하며 지식과 정보를 교류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일정한 시사점
을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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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일터혁신 지원사업은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
작되어 컨설팅, 연구, 교육, 인증, 재정지원,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노사의 일터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동안 일터혁신
지원사업은 교육훈련 강화, 근무제도 개선, 인적자원관리 개선, 노사파트
너십 증대 등의 측면에서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직률 감소, 고용증대
와 같은 고용․인적자원(HR) 지표의 개선, 생산성 향상, 매출액 및 영업이
익 증대와 같은 경영성과 개선에도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적지 않은 문제점과 한계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간 일터혁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문제점으
로 지적되어 온 것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일터혁신 지원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이
제대로 자리매김되지 못하면서 그것이 갖는 정책적 의미와 효과가 충분
히 부각되지 못했다. 또한 일터혁신 지원사업을 위탁사업 방식으로 추진
하면서 사업의 누적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일터혁신지원에 대한
중장기적 사업계획 및 실천도 부족했다.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정확한 정
책방향의 부재와 일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구체적 과제의 추진은 일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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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지원사업의 혼선과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초래하기도 했다. 사업수행
기간의 제약, 과도한 사업물량, 비현실적 단가 등은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충실한 수행을 방해했다.
추진체계 측면에서 보면, 사업을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수행기관
의 위상과 역할이 취약했다. 이것은 위탁사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일터혁
신 지원사업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 공모를 통한 위탁사업 방식의 제약
속에서 수행기관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일터혁신 지원사업을 주도적
으로 이끌어 가기는 사실상 어렵다. 수행기관의 사업역량도 부족했다. 수
행기관의 교체, 인력의 잦은 변동 속에서 수행기관의 사업역량은 누적적
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일터혁신은 노사의 이해와 참여 속에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터혁신 지원사업에 대한 노사 참여가 활
성화되지 못했다. 일터혁신지원과 관련해 다양한 협력네트워크 구성이
시도되어 왔지만 유기적인 협력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되지는 못했다.
사업내용 측면에서 보면, 컨설팅의 경우 내용과 영역에서 다소간의 혼
선과 편향을 보였다. 초기에는 영역이 교대제와 평생학습을 중심으로 너
무 협소하게 설정되었고, 최근에는 성과주의 관리 중심의 컨설팅이 진행
되면서 고성과일터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
이 포함되기도 했다. 반면 일터혁신의 핵심범주라 할 수 있는 작업조직과
관련된 컨설팅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많은 수의 컨설팅이 실행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부문, 규모, 직종 등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와 모형이
축적되어 있지 못한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이것은 활용성과 파급력이 높
은 컨설팅 사례와 모형을 만들어낸다는 전략적인 접근과 실천이 부족했
기 때문이다. 컨설팅에 대해 품질보다는 수량 위주의 접근이 이루어진 것
도 문제였다. 과도한 목표수량 설정과 목표치 달성 중심의 접근은 필연적
으로 컨설팅의 품질관리에 부담을 주었다. 컨설팅 지원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한 편이며, 사업방식과 예산 문제로 인해 역량과 경험이 있는
컨설턴트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은 일반화된 방식의 지역별 순회․집체교육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
으며, 프로그램과 모듈, 내용과 방법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다. 일
터혁신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층이라고 할 수 있는 CEO 교육이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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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지 못한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관성적인 연구과제 설정 및 설계, 현
장과 함께하는 실행연구(action research)의 부족, 연구자와 현장 간의 협
력네트워크 미활성화 등으로 인해 일터혁신 사업에서 연구의 의미와 활
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일터혁신 인증사업은 다른 인증사업과
의 관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그 의미와 효과가 제대로 드러나
지 못하고 있다.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사업은 사업의 잦은 변동과 단
속으로 인해 충분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특히 지역의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이 취약한 편이다. 재정지원은 사업의 초점과 대상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일반적인 방식의 지원이 계속되면서 사업 활
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전체적으로 볼 때, 컨설팅, 교육,
연구, 인증, 재정지원 등 개별사업 간의 연계와 사업장에 대한 경력관리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개별사업들이 별도로 진행되면서 사
업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장 경력
관리가 되지 못하면서 사업장 상황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
지 못하고 때로는 불필요한 중복지원의 문제를 낳기도 했다.

제2절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발전 방안

앞으로 일터혁신 지원사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먼저 일터
혁신 지원컨설팅 수혜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일터혁신의 발전방향에 대하
여 조사한 결과를 일별한 다음, 이어서 정부정책, 목표와 전략, 사업별 추
진방식, 추진체계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발전방안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정부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발전 방향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지원프로그램의 다양화
(4.00점)에 대한 의견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맞춤형 지원방식으로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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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일터혁신 지원사업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단위 : 점)

<표 6-1> 일터혁신 지원사업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비교
(단위 : 개소, 점)
전체
(297)

참여업체
(121)

비참여업체
(176)

지원예산 증가

3.81

3.89

3.76

지원대상 확대

3.57

3.58

3.56

집중육성 방식으로 전환

3.62

3.64

3.61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4.00

4.09

3.93

지원기간 연장

3.82

3.83

3.81

사후서비스 제공

3.74

3.91

3.63

맞춤형 지원방식으로 개선

3.84

3.93

3.77

개별 프로그램 지원방식 유지

3.70

3.84

3.60

주 : 1점(매우 반대)～5점(매우 찬성)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값임.
( )안은 응답사례 수임.

유의도
t=1.501
s=0.134
t=0.220
s=0.826
t=0.291
s=0.771
t=1.831
s=0.068*
t=0.235
s=0.815
t=2.607
**
s=0.010
t=1.776
s=0.077*
t=2.656
s=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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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3.84점), 지원기간의 연장(3.82점), 지원예산 증가(3.81점), 사후서비스
제공(3.74점) 등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후서비스 제공, 개별 프로그램 지원방식 유지에 대한 요구의 강도는
일터혁신 참여업체가 비참여업체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유의 수준을
10%로 한다면, 지원프로그램의 다양화, 맞춤형 지원방식으로 개선에 대한
요구의 강도가 일터혁신 참여업체가 비참여업체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나머지 항목에서는 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2. 정부정책
첫째, 정부는 일터혁신을 국가적 핵심의제로 설정해 적극 추진할 필요
가 있다. 일터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드는
것은 한국의 사회경제시스템을 지속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필수불
가결한 요소이다. 요소투입형 성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속적
인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성을 반드시 높여야 하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지식노동자들이 참여하며 몰입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 필요하다. 고용노동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근로시간 단
축, 고용률 제고,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위해서도 일터혁신 노력이 뒷받
침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일터혁신은 국가적인 핵심의제로 설정
되어야 하며, 국가 및 지역발전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해
외사례에서 살펴보았던 핀란드의 경우, ‘광범위한 혁신전략(broad-based
innovation strategy)’을 새로운 국가혁신전략으로 제시하면서 일터혁신
을 전반적인 혁신정책의 일부로 긴밀히 통합해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유
럽의 많은 국가들도 일터혁신사업을 국가 및 지역발전전략, 고용정책과
결합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일터혁신
지원사업이 나름대로 추진되어 오긴 했지만, 그 의미와 위상이 제대로 확
립되지 못한 채 주변적인 일상사업의 하나로 머물러 있다. 이제 이런 소
극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일터혁신 지원사업을 국가적인 핵심의제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터혁신의 목표와 과제, 중장기적 로드맵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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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혁신은 단기간에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야 하는 것이다. 중장기적 로드맵을 갖고 시기별 정책 목표와 과제를 명
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책 목표와 과제는 관성적으로 논의되거나
‘그럴싸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설정되어서는 안 되며 치밀한 현실분
석에 기초해 ‘도전적 목표(stretch goal)’39)가 설정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도 일터혁신에 대한 일종의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작업장혁신 중장
기 실천계획(안)｣이 제시된 적이 있으나 시기별 목표와 과제가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일부 목표와 과제들은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 그를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는 목표에 비
해 상대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이다.
셋째, 일터혁신과 관련해 노사정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개의 정책이 그러하지만 일터혁
신정책은 특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무엇
보다 노사의 공감과 참여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정책이다. 해외사례
에서 살펴본 프랑스 ANACT의 경우, 프랑스의 전반적인 대립적 노사관
계에도 불구하고, 설립 당시부터 일터혁신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정의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판단에 근거해 거버넌스에
노사정이 공동으로 참여했고 현재까지 그 구성 원칙과 운영방식이 존중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사정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ANACT
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으며 기업에 대한 지원과 개입을 할 수 있었
다. 이것은 사실 비단 프랑스만의 얘기가 아니라 일터혁신 지원사업을 전
개하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일터
혁신에 대한 지원이 노사의 협조를 얻으며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 노사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보장할 필요가 있다
는 점을 확인해 준다. 한국의 경우에도 일터혁신정책과 관련된 자문위원
39) ‘도전적 목표’는 개념적으로 “스스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
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도전적 목표가 현실분석을 외면한 채 지나치
게 의욕적으로만 설정될 경우, 그것은 비현실적인 허황된 목표가 되어 구성원들
에게 도전할 만한 목표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채 수치로서만 존재하게 된다. 중장
기적 로드맵을 만들 때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구성
원들에게 긴장감을 상실한 허황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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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등에 노사가 참여하고 일터혁신사업이 노사 주도의 파트너십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나, 아직 일터혁신과 관련된 정책결
정에 노사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터혁신과 관
련된 정책수립과 사업집행에 노사의 참여를 확대해 노사의 공감과 참여
속에서 일터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터혁신과 관련된 사업방식을 지금의 위탁사업 방식에서 안정
적인 사업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일터혁신은 단발성 사업이 아니
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누적적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일터혁신 지원사업을 공모․선정을 통해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방식하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수행기관이 중장기적
전망과 계획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효과적인 일
터혁신지원을 위해서는 경험과 역량을 가진 지원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위탁사업 방식에서는 그것이 어렵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위탁
사업 방식의 일터혁신사업 추진은 1년 주기의 단순순환을 반복하며 사업
의 누적적 발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터혁신 지원사
업이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사
업 수행방식 역시 안정적인 형태로 바뀔 필요가 있다.

3. 목표와 전략
일터혁신의 비전과 목표가 균형적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
지 일터혁신사업의 비전과 목표는 주로 ‘고성과일터 구축․확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맞춰져 왔다. 고성과는 생산성, 품질, 영업이익 등과 같은
주로 경영성과 측면과 관련해 이해되고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일
면적이고 편향된 이해와 목표 설정으로는 일터혁신에 대한 노동자의 동
의와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가 어렵다. 일터혁신의 비전에서 경
쟁력 강화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가 동시적으로 강조되어야 하며, 고성과
에서는 경영성과뿐 아니라 근로생활의 질적 개선 측면이 함께 중시되어
야 한다. 고성과일터가 노사 모두에게 매우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종종 고성과일터에 대한 논란과 노동 측의 의구심이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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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는 성과와 목표가 경영성과 중심으로만 구성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로부터 탈피해 노사 모두가 일터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과의 목표와 내용에 경영성과뿐 아니라 근로생활의 질적 개
선 지표들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유럽의 경우에는 일터혁신의
목적과 방향에서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노동생활의 질적 개선이 매우 강
조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노동생활의 질 개선이 단지 당위적인 차원에
서의 일터혁신의 목표로서가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
요한 요건으로 운위되고 있다는 점이다. 핀란드에서 생산성 향상은 “질적
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의미하며 그를 위해서는 노동생활의 질
적 개선이 수반되거나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일터혁신 지원사업 추진전략과 관련해서는 노사정 공동추진, 연성/직
접지원 강화, 특성화된 지원, 중소기업 중점지원, 지원 네트워크 구축, 시
스템적 접근과 구성적 관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노사정 공동추진
일터혁신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일터혁신과 관련된 정책수립과 사업집행에 노사의 참
여를 확대해 노사의 공감과 참여 속에서 일터혁신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터혁신사업을 노사정이 함께 수행한다는 원칙하에 세부 전략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나. 연성/직접지원 강화
자원 및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일터혁신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사업장에 대한 직접 지원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터혁
신의 성격상 법률적 개입에 의한 경성규제가 바람직하거나 용이하지 않
다는 점에서 설득적인 정책개입인 연성지원(규제)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
며, 그 중에서도 특히 컨설팅, 교육, 재정지원 등 사업장에 대한 직접적
지원의 규모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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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성화된 지원
부문, 규모 등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일터혁신의 조건 및 상황이 매우
다르다. 여기서 범용모델의 적용이나 일반화된 형태의 지원은 적합성을
상실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일터혁신지원은 사업장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한 특성화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향후 일터혁신지원은 부문,
규모에 따른 유형화와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형별로 적합한 모델과 지
원방식을 개발해 특성화된 지원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프
로세스 관리와 사업장별 경력관리를 강화해 사업장이 그동안 어떤 일터
혁신지원을 받아 왔는지 검토하고 프로세스상에서 필요한 추가지원을 제
공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 중소기업 중점지원
대기업에 비해 일터혁신에 필요한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
업에 대한 중점지원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많은 중소기업들에게 개별적 지원을 제
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통의 혁신수요를 모아 실시하는 컨소
시엄 방식의 지원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 지원네트워크 구축
일터혁신 구축․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지원네트워크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 중앙정부, 지자체, 노사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컨설팅기관 등을 유기적으로 엮어 일터혁신 발전을 도모하고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지원역량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장된 3중 나선모델’
이라는 적극적 개념을 갖고 일터혁신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조직․활용
하고 있는 핀란드의 경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중앙과
지역의 격차가 크며 지역의 역량이 취약하다. 따라서 지역의 지원네트워

236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평가와 발전 방안

크 구축에 있어서는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일터혁
신 지역네트워크는 지역노사민정의 경험 및 활동과 연관해 추진해 보는
것을 검토할 만하다.
바. 시스템적 접근과 구성적 관점
시스템적 접근은 일터혁신을 작업조직,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개발 등
의 여러 상호의존적 요인들로 구성된 통합적 시스템의 관점으로 파악하
는 것이다. 구성적 관점은 일터혁신이 이미 다른 데서 만들어진 고성과작
업 관행을 단순히 모방하고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 및 인적자
원관리 관행에서 협력적으로 구성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일터혁신사업은 종종 일터혁신을 시스템이 아닌 특정관행의 변화
로만 이해하거나, 보편적 벤치마킹 모델을 설정해 그것을 기계적으로 적
용․확산하려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었다. 시스템적 접근과 구성적
관점에서는 일터혁신에서 보편적인 만병통치약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상보적으로 구성되는 혁
신의 방식을 중시한다. 그 속에서 일터혁신의 ‘로컬적’ 측면과 ‘재구성/변
모’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4. 사업별 추진방식
가. 컨설팅
일터혁신 컨설팅은 그동안 영역과 내용에서 적지 않은 혼선과 편향을
보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터혁신 컨설팅의 영역과 내용에
대한 재정리가 필요하다. 일터혁신과 관련된 컨설팅 영역을 크게 인적자
원개발, 인적자원관리, 작업조직, 노사관계로 구분하고, 그것을 다시 중분
류나 소분류 하여 컨설팅 영역과 내용을 보다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
다. 고성과일터 구축과 관련해 지나치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들은 오
히려 일터혁신 컨설팅과 구분해 다른 영역에서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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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혁신 컨설팅과 관련된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터혁신
의 핵심영역이면서도 실제로 거의 컨설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작업조직
관련 컨설팅은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업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컨설팅의 경우, 수량 중심의 목표설정에
서 벗어나 유형별로 적절한 모델과 사례를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컨설팅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컨설팅
모델과 사례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컨설팅 대상 사업장 선정부터 진
행, 평가, 모니터링, 사후지원에 이르기까지 전략적 접근과 지원을 통해
컨설팅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과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사업장의 일터혁신 및 컨설팅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부문과의 지
원․협력 속에서 컨설팅과 관련된 진단 툴과 매뉴얼 등을 개발해 사업장
과 다른 컨설턴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주로 노무사들을 통해 수행하는 간접 컨설팅의 경우, 일부 컨설팅에 대
한 너무 낮은 단가는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와 함께 질적 관리를 철
저하게 수행해야 한다. 컨설턴트 및 사업장 심사선정, 컨설팅 모니터링,
컨설팅 결과 및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을 강화해 양질의 컨설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ANACT 네트워크와 민간
컨설턴트들이 정례적인 공동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상호 지식과 경험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사업기관 컨설턴트와 민간 컨설턴트 간
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양한 컨설팅 니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형화되어 있는 컨
설팅 기간 및 방식을 유연화․다층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두방문-심사
-통합진단(4주)-컨설팅(8∼12주)’이라는 정형화된 형태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전화상담 및 단기 방문 진단부터 장기 심층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니즈와 컨설팅 성격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컨소시엄 방식의 컨설팅을 통해
컨설팅 대상의 확대와 기업 간 상호학습을 도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ANACT의 경우, 많은 중소기업들을 하나의 프로젝트 그룹
으로 묶어 컨설팅을 진행하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채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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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ve action)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본격적인 컨설팅에 앞서 진행되는 통합진단의 내용과 방법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통합진단은 종합적인 진단도구로서 그 내용이 미흡
하며 방법도 형식적이고 관성적이다. 통합진단의 내용과 방법을 근본적
으로 재설계하여 통합진단이 사업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문제
점이 있는 부분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시기적으로
컨설팅 대상 사업장 선정 심사 이후 통합진단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컨설
팅 영역과 통합진단의 연계가 확보되지 않는 프로세스상의 문제를 개선
해 통합진단이 컨설팅 영역을 결정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산 및 인력 등의 문제로 사실상 거의 이루어
지지 않는 사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컨설팅 사후지원뿐 아니
라 사업장에 대한 경력관리를 통해 다양한 일터혁신 지원사업이 사업장
상황에 맞춰 제공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컨설팅사업장들을
클럽 형태로 묶어 일터혁신의 적극적인 확산집단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교 육
일터혁신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터혁신에 대
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은 꾸준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교
육의 내용과 구성이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터
혁신 교육 프로그램과 모듈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특히 컨설팅, 연구 등
과 결합해 적절한 사례들을 발굴해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일
터혁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일반적 교육이라 하더라도 교육의 효과
성과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를 지역, 업종별로 묶어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노사민정 협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
하다.
교육과 컨설팅을 좀 더 긴밀히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교육을 통해 일
터혁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사업장들을 일터혁신 컨설팅으로 연결시
키고, 역으로 컨설팅을 통해 진단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대한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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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형 교육을 솔루션으로 진행할 수 있다. 컨설팅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다
중단된 사내강사 교육은 좀 더 확대된 형태로 실시하여 사업장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비교적 단순화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일터혁신 교육의 테마를
다양화하고 대상․수준별 교육도 좀 더 다층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방법
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강의식 교육을 참여식 교육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일터혁신교육 중 중요성이 크지만 잘 운영되고 있지 못한 CEO 교
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중소기업혁신코칭은 CEO의 일터혁신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혁신코치들의 일터혁신 및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는 점에서 혁신코치들에 대한 사전 워크숍
및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연 구
일터혁신사업은 연구의 체계적인 뒷받침을 받을 때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연구사업은 그 자체로 활성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컨설팅, 교육, 평가 등 다른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일터혁신과 관련해 연구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충분치 못해 그
규모와 내용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의 일터혁신에 대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분석에 근거한 한국형 일터혁신 모델, 그 방향과 내용
에 대한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일터혁신과 관련된 모
델과 사례들이 특정 부문에 국한되어 있으며 서비스 부문이나 중소기업
들이 참조․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부족한 것과 관련해, 일터혁신의 부문,
규모, 특성별 모델 및 베스트 프랙티스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 일터혁신 연구가 현장과 결합하며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행연구(action research)를 활성화하고 그 방법론을 더욱 개발할 필요
가 있다. 일터혁신지수는 업종․규모별로 세분화된 분석을 위해 표본규
모를 확대하고, 패널조사 방식을 취해 일터혁신 관련 지표와 지수의 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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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비교와 종단적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터혁신지수를 통
합진단과 결합해 개별 사업장 컨설팅에서 사업장의 수준과 상황을 한국
의 전반적 일터혁신수준과 비교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라. 인 증
일터혁신 인증사업은 그 내용과 특징을 명확히 하면서 노사문화 우수
기업 인증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다른 인증사업과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
가 있다. 일터혁신을 노사관계 발전의 상위목표로 둘 것인지, 혹은 하위
부분으로 놓을 것인지, 아니면 병렬적 개념으로 이해할 것인지 정리가 필
요하다. 일터혁신기업 인증기준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인증
기준이 노사의 일터혁신의 방향과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인증기업에 대한 심사과정 자체가 단지 인증 그 자체만을 위한
심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일터혁신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및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인증의 내용과 과정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기
업이 일터혁신 인증의 단계적 도전을 통해 일터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나
갈 수 있도록 식스시그마의 벨트제와 같은 인증벨트제의 도입도 검토해
볼 만하다.
마. 재정지원
노사파트너십지원사업은 노사관계와 일터혁신 전반을 아우르는 지나치
게 포괄적인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타기팅(targeting)과 포커싱(focusing)
을 통해 재정지원의 대상, 영역, 성격 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일반
적인 노사관계 영역에 대한 지원보다는 일터혁신의 구체적인 의제를 중
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벤트성 행사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을 중단하고, 지원사업장에 대한 예산회계 감독 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업
방식을 노사관계와 일터혁신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고 촉진하는 적극적
지원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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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업 간 연계와 사업장 경력관리
컨설팅, 교육, 연구, 인증, 재정지원 등 일터혁신 사업들 간의 연계를 강
화해 사업 간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을 통해 증
진된 일터혁신에 대한 관심과 정보가 컨설팅 수요로 이어지고, 연구는 컨
설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식과 정보를 지원한다. 컨설팅
과 연구를 통해서 수집된 사례는 생생한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컨설팅에
대한 솔루션으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된다. 인증기준과 심사과정이 사업
장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으로 연결되고, 재정지원은 컨설팅을 통해 진단
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단이 된다. 이와 같이 각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다양한 프로세스 맵들이 만들어짐으로써 일터혁신사업 전반이
발전할 수 있다. 사업 간 연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들
이 여러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적
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터혁신 지원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업
장에 대한 추적조사와 경력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적조사를
통해 일터혁신 사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경력관리를
통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을 제공한다.
다양한 일터혁신 프로세스 모델을 개발하여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단계
별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혁신클럽
일터혁신사업에 참여했던 사업장들을 영역과 내용에 따라, 또는 지역,
업종별로 혁신클럽으로 조직해 이들이 일터혁신에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혁신클럽은 일터혁신을 효과적으로 전파하
고 광범위하게 확산시키는 현장의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들 클럽이 일정한 궤도에 올라 자생력을 갖기까지는 조직구성, 운영 및
예산 등에서 사업수행기관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사업장들
이 상호 지식과 정보를 나누며 역량을 키워, 각 부문에서 일터혁신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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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확산하는 선도사업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
가 있다.

5. 추진체계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특
성과 부합되는 효과적인 추진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노사정이 함께 참
여하고,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부문사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공정성․현장성을 겸비한 운영주체
와 광범위한 지원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일터혁신사업은 정부가 일방적으
로 추진해서는 성공할 수 없으며 노사의 공감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따라
서 이 사업은 정책결정과 사업운영에 노사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추
진체계 속에 이것이 반영되어야 한다. 일터혁신사업은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망 속에 관심과 투자가 꾸준히 이어져야 할 사업이
라는 점에서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 또한 컨설팅, 연구, 교육, 인증, 재정지원 등 각 부문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관리되며 사업 간 연계가 도모될
때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 기관에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통할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터혁신사업은 사업장에 대한 전문적 지원이 포함
되며 노사 양측 어느 한편에 기울어지지 않는 공정성이 요구되고 현장밀
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업수행기관이 전문성․공정성․
현장성을 겸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일터혁신 구축․확산을 촉진
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현재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이 노사주도적 파
트너십을 표방하고 있는 노사발전재단이라는 점에서 노사참여의 측면에
서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노사발전재단
에 대한 노동계의 참여가, 조직운영에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데
에서 보이듯이 아직 부분적이며, 일터혁신사업도 사실상 정부가 거의 주
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노사참여는 많이 미흡하다.
사업운영과 관련해 일터혁신 지원사업은 노사발전재단에 위탁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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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위탁사업방식하에서는 운영기관이
중장기적인 전망과 계획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기가 곤란하다. 향후 그 사
업을 계속 수행할지 여부가 근본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운영기관의
사업에 대한 시간적 전망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사업이 누적
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매년 단순순환만을 반복하는 함정에 빠져 있다.
현재 일터혁신 지원사업은 불안정한 위탁사업 구조와 열악한 고용조건
으로 인해 지식과 경험을 갖춘 역량 있는 인력들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사업수행 인력들의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
고서는 사업의 전문성․공정성․현장성을 발전시키기가 쉽지 않다. 어떤
사업이든 사람을 매개로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운영기관 및 수행
인력의 불안정은 사업의 발전을 어렵게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우리의 일터혁신 지원사업 운영체제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운영체제와 방식은 새롭게 재편될 필요가 있다. 일터혁신사업에 대한 노
사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와 사업운영구조가
개편되어야 한다. 노사정이 함께 일터혁신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위탁사업방식이 일터혁신사업의 성격과 조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한 일터혁신사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일터
혁신사업은 국고사업으로 직접 진행할 필요가 있다. 사업수행과 관련해
운영기관이 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일터
혁신사업과 관련해 전문성․공정성․현장성을 갖춘 우수인력을 확보하
는 것은 일터혁신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임을 잊어서는 안 된
다. 일터혁신 관련 사업들은 최대한 한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이 상이한 기관에 분산․배치될 경우 사업 간
연계성을 확보하는 게 어렵게 되며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야기할 수 있다.
일터혁신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정부, 노사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컨설팅기관 등을 유기적으로 엮어 일터혁신 발전을 도모하고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량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네트워크 구축사업
의 경우 계속 추진되어 오긴 했지만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지역에서의 네트워크 구축이 취약한 편이다. 지역으로 갈수록 역량이 취
약해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사업변동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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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네트워크 및 인프라가 관성적으로 구성․운영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일터혁신사업 운영체계와 관련해서는 프랑스 사례에서 살펴보았던
ANACT 네트워크의 조직형태 및 운영방식이 흥미롭다. 프랑스에서는 일
터혁신과 근로조건 개선이 ANACT 네트워크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은 중앙의 ANACT와 지역의 ARACT가 네트워크 방식으로 결합된
형태이다. ANACT는 공공기관이지만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노사정
대표자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26개 지역에 설치된 ARACT는 민간
기구로 지역의 노사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체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자율
적 운영을 보장받고 있다. ARACT가 지역에서 활성화된 것은 기업에 대
한 효과적인 지원과 개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의 지역화가 필요하
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ANACT와 ARACT의 관계는 수직적
종속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협력관계이다. 이와 같은 ANACT 네트워크의
조직형태와 운영방식은 노사의 참여를 활성화하며 지역에 토대를 둔 서
비스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글로벌 경쟁의 심화,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고용문제 해결과 양질의 일자리 필요성 증대라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일터혁신은 노사정 모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
다. 노사의 일터혁신을 촉진하는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전략적 중요성 역
시 더욱 증대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일터혁신사업을 국가 및 지역발전
전략, 고용정책의 중요한 미시적 기초로 자리매김하며 적극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그동안 일터혁신 지원사업을 나름대로 추진해 오
긴 했지만, 이런저런 문제와 한계로 충분한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일터
혁신 지원사업을 새롭게 재편해 적극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현장에서의
일터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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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본 연구는 그간 추진되어 온 일터혁신 지원사업을 총괄적으로 살펴보
고 장․단기적인 효과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일터혁신사업의 방향과 정
책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측면도 있
지만 연구 여건상의 제약이나 조사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충분히 만족할
만큼의 연구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우선 연구의 핵심적 부분 중의 하나인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성과를 분
석하기 위한 조사연구에서 일차적으로 공공부문의 경우 비교집단의 구성
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외하였다. 일터혁신이
민간 기업에서만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조직에서도 필요하고 또 컨설팅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감안할 때 공공부문 조사를 체계적으로 제외한 것
은 본 연구의 기본적인 한계이다.
또한 민간부문 사업장 분석에서도 연구 설계에서는 일터혁신 컨설팅
수혜 사업장 221개소에 대한 전수조사와 이와 유사한 업종과 규모의 사
업장을 비교집단으로 한 조사를 수행하려고 하였지만, 실제 참여집단 중
135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조사가 수행되었고 85개소에 대한 조사가 진행
되지 못하였다. 비교집단의 경우 214개 사업장으로부터 설문조사표가 회
수되어 비교적 높은 회수율을 보였다. 조사표가 회수된 실험집단군과 비
교집단군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업종과 규모를
교차시켜 일치하는 사업체, 곧 실험집단 122개소, 비교집단 177개소 도합
299개 사업체의 응답결과만 분석에 포함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비교집단의 표본 추출과 구성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본 연구
에서는 사업체 조사에서 제기되는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여 업종 중분류
수준과 네 개 범주로 나눈 규모(30인 미만,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를 교차하여 참여 사업장(실험집단)의 분포를 구한 후 이에 따라 대
조군(비교집단)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업종과 규모 유사성이 근본적으로
사업장 간 비교대상으로서의 적격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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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집단인 일터혁신 컨설팅 비참여 사업장 추출의 표집틀로는 2012년
도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기업체총람(26만 개 기업 정보 수록)을 사용하였
지만, 이 역시 전국 사업체를 대표하는 모집단 틀로서는 기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고 이는 곧바로 본 연구에서 구성한 비교집단의 대표성 문
제와 직결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본 연구에서 주요한 연구방법
으로 활용한 비교 설문조사와 그 결과는 나름대로 생각해 볼 충분한 소재
를 제공해 주지만, 강한 주장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설문조사를 통해 회고적인 방법으로 조사한 것도 약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객관적인 수치이기는 하지만 2003년부터 2011년까지의 수
치를 기업 담당자가 스스로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다. 특히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과거 자료를 오랫동안 보관할 여유
가 없다. 매출액, 영업이익 조사에서 상당수의 결측이 발생한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정부지원에 의한 일터혁신 지원사업이 뉴패러다임센터, 고성과작업장
혁신센터에서 6년 동안 계속되었으며, 2010년 이후 다시 노사발전재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사업의 효과를 추적하는 연구가 매우 부
족한 여건에서 본 연구는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작업장
혁신 연구에서 국내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비교집단을 설정하고
실제 작업장혁신 지원이 이루어진 사업체에 관한 객관적인 수치를 다양
하게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사실들은 향후 일터혁신의 연구와 관련하여 몇 가
지 과제를 던져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터혁신 사업에 참여한 사업체 집단에서 경영성과나 고용 및 근
로조건, 교육훈련 등 거의 모든 면에서 확인된 단순단기효과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유의미한 단순단기효과가 노사발전재단으로
사업이 이관된 이후 참여 사업체도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이는 일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맥락 혹은 동기와 성과 간
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도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던 요소들 중 일부가 장기적으로 효과
가 사라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내용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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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단기성과 위주로 짜여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한다. 좀 더 일반화하여 말하자면 일터혁신 지원의 장기지속효과가 현저
히 감소하는 이유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터혁신 지원을 통해 일터
혁신의 체계와 관행을 작업 현장에 정착시켜 장기적으로 일터혁신의 효
과가 지속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콘텐츠가 정부나 서비스 제공자의 사업 의
지가 아니라 수요자인 기업의 다양한 필요(needs)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제공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강구할 필요
가 있다. 만일 그러한 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사업을 위한 사업, 목표 달
성에 급급해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업 현장의 혁신 수요를 제대
로 발굴하고 대응하는 방향으로 사업 내용과 방식을 재정립하여야 할 것
이다.
넷째, 일터혁신의 내용과 유형이 성과에 미치는 차별적인 효과를 분석
하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터혁신 지
원의 유형을 교대제와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같이 한 유형과 평생학습체
계 구축을 중심으로 한 유형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지만, 표본 수가 부족하
여 입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
다섯째, 일터혁신 지원 참여업체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그 효과가 유지
되고 있는 사례들을 대상으로 일터혁신의 지속적 효과를 담보하는 요인
이 어떤 것들인지를 규명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역으로 일터혁신
효과의 희석화가 빠르게 진행된 사례들을 대상으로 일터혁신의 지속 효
과를 퇴화시키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과 함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심층적인 사례연구의 결과는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질적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일터혁신은 근로생활의 질과 기업의 효
율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지점이다. 왜곡된 시장경제의
폐해가 어느 때보다 증폭되면서 경제사회 전반의 위기가 운위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터혁신의 중요성은 점증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일터혁
신을 스스로 추동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기업과 근로자로 하여금
일터혁신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일터혁신 우수사례의 노하우를 전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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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혁신의 모멘텀을 제공하는 일터혁신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 우선
순위를 높이고 더 많은 관심과 더불어 투자를 증대할 필요가 있다. 일터
혁신에 대한 재정투자는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제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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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참여업체용 설문조사표
■ 일터혁신의 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

ID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일터혁신(작
업장혁신) 정책과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파악
하기 위하여 일터혁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취합
된 자료는 정부의 일터혁신 관련 정책 개발 및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
용됩니다.
조사결과는 익명으로 처리하여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기업 및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8월

한국노동연구원
※ 본 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조사기관인 ‘(주)아이알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관 : ㈜아이알씨 (150-87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8 극동VIP빌딩
400호)
▶ 담 당 자:
(T)
(▶ 회신처 : (F)
)

※ LIST ID

※ 조사원ID/
조사원명

※ 조사날짜
월

※ 검토자1
일

※표시 항목은 (주)아이알씨에서 기입하는 난입니다.

※ 검토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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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사항은 철저히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통계분석
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아래 내용은 회신내용 확인을 위한 연락시 필요한 사항이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사업체명

응답자 성명

부 서

직 급

회사전화

(

)

-

E-mail

@

<< 일터(작업장) 혁신 >>
일터(작업장) 혁신은 경영혁신의 하나로서 제품 또는 서비스, 작업공정,
직무를 작은 수준에서부터 전체 공정에 이르기까지 개선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나 활동을 의미합니다.

A. 먼저 귀 사업체 주사업장의 작업(업무)과정 특성 및 관리방식에 대하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음 각 문항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A1. 귀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주요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한 작
업과정이 얼마나 표준화되어 있습니까? (
① 매우 낮음

② 약간 낮음

)

③ 보통

④ 약간 높음

⑤ 매우 높음
A2. 귀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주요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한 작
업과정이 얼마나 단순․반복화되어 있습니까? (

)

① 매우 단순 반복적임

② 약간 단순 반복적임

③ 보통

④ 별로 단순 반복적아님

⑤ 거의 단순 반복 없음

부 록 257

A3. 귀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주요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한 작
업과정이 얼마나 자동화되어 있습니까? (
① 매우 낮음

② 약간 낮음

)

③ 보통

④ 약간 높음

⑤ 매우 높음
A4. 귀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주요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한 작
업과정에서 컴퓨터 활용 정도는 얼마나 됩니까? (
① 매우 낮음

② 약간 낮음

③ 보통

)

④ 약간 높음

⑤ 매우 높음
A5. 귀 사업장에서는 작업(업무/서비스)량 관리와 통제가 어떻게 이루
어지고 있습니까? (

)

① 외부 주문에 의해 결정됨
④ 약간 철저함

② 덜 철저함

③ 보통

⑤ 매우 철저함

A6. 귀 사업장에서는 작업(업무/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
습니까? (
① 매우 느슨함

)
② 다소 느슨함 ③ 보통

④ 약간 철저함

⑤ 매우 철저함
A7. 귀 사업장의 일터혁신 노력에 대한 노동조합/노사협의회의 대응은
어떠했습니까? (

)

① 적극적인 반대 ② 소극적인 반대

③ 무관심

④ 소극적인 참여 ⑤ 적극적인 참여

A8. 귀 사업장의 경우, 현장업무에 필요한 정보가 어느 정도로 잘 공유
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낮음
⑤ 매우 높음

)

② 약간 낮음

③ 보통

④ 약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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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귀 사업장은 지난 5년간 다음과 같은 개선 프로그램을 수행한 적이 있습
니까?
구분

실시

미실시 해당 없음

1. 제품생산공정/서비스제공방식/업무수행방식의 개선

1

2

9

2. 고객차별화 서비스 도입

1

2

9

3. 부품/중간재/제품 등 물류체계 개선

1

2

9

4. 신기술/신기계 도입 등 기술 개선

1

2

9

응답란

C. 귀사 근로자들의 참여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항목별로 실시여부와 활
성화정도에 체크해 주십시오.
실시 여부

구분

활성화 정도
(실시하는 경우만 응답)

응답란

실시 미실시

응답란

매우낮음 낮은편 보통 높은편 매우높음

1. 제안제도

1

2

1

2

3

4

5

2. 품질관리서클(QC)

1

2

1

2

3

4

5

3. 문제해결팀

1

2

1

2

3

4

5

4. 업무수행방식에서 자율
권을 갖는 업무팀제

1

2

1

2

3

4

5

5. 제도개편, 정책 변경시
직원 의견 수렴

1

2

1

2

3

4

5

D. 귀사 작업(제조/서비스) 현장의 구성원들은 다음 각각의 사안에 대해 어
느 정도 결정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구분

결정권이 결정권이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보통

결정권이
결정권이
전적으로
약간 있다
있다

1. 작업(업무) 일정, 속도

1

2

3

4

5

2. 작업방법

1

2

3

4

5

3. 작업(업무)량

1

2

3

4

5

4. 업무할당

1

2

3

4

5

5. 목표설정

1

2

3

4

5

6. 업무로테이션

1

2

3

4

5

7. 품질관리

1

2

3

4

5

8. 안전관리

1

2

3

4

5

응답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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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다음은 작업(업무)조직 및 업무수행방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각 문항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1. 귀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일하는 동안 일상적이지 않은 문제(트러
블)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자들은 문제해결에 어느 정도 참여하
십니까? (

)

①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② 별도의 문제해결팀을 보조한다

③ 상당 부분 담당한다

④ 전적으로 담당한다

E2. 귀사 현장근로자들의 직무로테이션(업무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
고 있습니까? (

)

① 전혀 없음

② 거의 없음

③ 종종 이루어짐

④ 매우 자주 이루어짐

E3. (☞ 제조업체만 응답)
귀사 현장근로자들은 생산설비의 보전 업무를 어느 정도 담당하고
계십니까? (

)

① 보전파트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조원들은 전혀 담당하지 않는다
② 보전파트가 대부분 담당하고 조원들은 보조하는 식으로 약간 담당한
다
③ 보전파트와 조원들이 거의 동등하게 책임을 지고 보전 업무를 담당
한다
④ 대부분 조 내에서 보전 업무를 책임지고 담당한다
⑤ 조원들이 전적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기계․설비의 보전업무를 담당
한다
E4. (☞제조업체만 응답)
귀사 현장근로자들은 품질업무를 어느 정도 담당하고 계십니까?
(

)

① 품질 문제는 전부 전담 부서에서 담당하고, 조원들은 전혀 책임을 지
지 않는다.
② 담당 공정에 필요한 부품의 품질(예: 선행 공정의 이상 유무)에 대해
서만 책임을 진다
③ ②와 함께, 자신이 담당하는 공정의 재공품에 대한 품질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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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③과 함께, 완성품의 품질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⑤ ④와 함께, 품질관리 통계자료의 수집․처리도 담당한다
F. 향후 정부의 일터(작업장)혁신 지원 사업의 발전 방향과 관련한 다음 각
각의 사항에 대하여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터(작업장)혁신 지원사업 >>
•정부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작업방식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과거에는 뉴패러다임센터와 고성과작업
장혁신센터에서 담당하였고, 현재는 노사발전재단에서 담당하고 있습
니다.
•현재 일터혁신 지원사업은 일터혁신 컨설팅사업과 교육사업으로 구분
되며, 컨설팅비와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 컨설팅사업 : 근무제도 개선, 평생학습체계 구축, 임금직무체계 혁신,
인적자원관리 제도 개선, 노사파트너십 구축, 중소기업 고용구조 개선,
근로시간 줄이기 등 개별기업별로 진단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 교육사업 : CEO, 인사노무담당자, 근로자대표, 근로감독관 등을 대상
으로 일터혁신에 필요한 내용을 맞춤형 교육으로 제공.

구분

매우 대체로
대체로 매우
보통
반대 반대
찬성 찬성

1. 사업장별 일터혁신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한다

1

2

3

4

5

2. 현 지원 수준으로 일터혁신 지원 대상 사업장을
늘려야 한다

1

2

3

4

5

3. 대상 사업장 선정을 엄격하게 해서 집중
지원․육성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1

2

3

4

5

4.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

1

2

3

4

5

5. 지원 기간을 늘려야 한다

1

2

3

4

5

6. 지원종료 후 일정기간 사후 서비스(관리)를
제해야 한다

1

2

3

4

5

7. 사업장 맞춤형 통합지원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1

2

3

4

5

8. 개별 프로그램별 지원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1

2

3

4

5

응답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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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귀사에서 이전에 참여한 일터혁신 지원사업(뉴패러다임 혹은 고성과작
업장혁신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1. 컨설팅 기간
2. 컨설팅 유형

보 기
20 년도

응답란

월 ∼ 20 년도

① 교대체 + 평생학습

월

② 평생학습

3. 컨설팅 참여 세부
프로그램
1) 진단

① 참여

② 비참여

2) 근무제도 개선

① 참여

② 비참여

3) 학습체계 구축

① 참여

② 비참여

4) 직무분석

① 참여

② 비참여

5) 평가제도 개선

① 참여

② 비참여

6) 임금제도 개선

① 참여

② 비참여

7) 조직문화 개선

① 참여

② 비참여

8) 업무개선

① 참여

② 비참여

9) 인원 산정

① 참여

② 비참여

20 년도
20 년도

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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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컨설팅 실시
컨설팅 실시
직전 연도
다음 연도
=(
)년도 =(
)년도

1. 매출액(백만 원)

백만 원

2. 영업이익(백만 원)

2011년도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3. 연간 가동일수(서비스 제공일수)(일)

연간

일

연간

일

연간

일

4. 연평균 종업원 수(명)

연평균

명

연평균

명

연평균

명

5. 주당 근로시간(hr)

주당

6. 연평균 휴무일수(일/인당)

1인당

시간
일

주당

시간

1인당

일

주당

시간

1인당

일

7. 불량 생산율(고객클레임)(%)

%

%

%

8. 산재사고 발생(명)

명

명

명

9. 이직률(%)

%

%

%

10. 인당 연간 교육훈련 시간(Hr)(시간/인당)

1인당

시간

11. 교육훈련참여율(%)
(※ 전체근로자대비 교육훈련 순인원 비율)
12. 회사의 연간 교육예산(백만 원)

시간

1인당

시간

%

%

%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개

개

개

13. 학습공동체(동아리) 개수
14. 교육훈련 전담조직 여부

1인당

(
)
① 있음
② 없음

(
)
① 있음
② 없음

(
)
① 있음
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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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귀 사업체에서 추진하신 일터혁신 지원사업(뉴패러다임 또는 고성과작업
장혁신지원사업)이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구분

상당히 다소
부정적 부정적

특별한
다소 매우
영향
긍정적 긍정적
없음

1. 노동생산성 제고(제품생산/서비스 제공
능률향상)

1

2

3

4

5

2. 생산/서비스의 품질 제고(불량률/고객
불만율 감소)

1

2

3

4

5

3. 고용안정

1

2

3

4

5

4. 숙련 등 능력향상

1

2

3

4

5

5. 노동강도

1

2

3

4

5

6. 근로자 참여

1

2

3

4

5

7. 조직 몰입도

1

2

3

4

5

8. 직무 몰입도

1

2

3

4

5

응답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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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통계분석에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아래 기본정보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구 분

보 기

1. 사업체(기관) 설립연도

응답란
년도

2. 직원 평균 연령(2011년도 12월말 기준)

세

3. 직원 평균 근속연수(2011년도 12월말 기준)

년

4. 여성 직원 비중(2011년도 12월말 기준)

%

5. 사업체(기관) 형태

① 개인회사
③ 기타 법인

② 주식회사
④ 공공기관

6. 경영체제

① 소유경영

② 전문경영

7. 업종

① 제조업(경공업)
② 제조업(중화학공업)
③ 개인서비스업
④ 유통서비스업
⑤ 사업서비스업
⑥ 사회서비스업
⑦ 기타

8. 노조 유무

① 있음

② 없음

9. 노조 조직률(조합원 비율)

%

<< 참 고 >>
[업종 분류 중 서비스업 구분]
③ 개인서비스업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④ 유통서비스업 :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사업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⑥ 사회서비스업 :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국제 및 외국기관
♧ 귀한 시간 소중한 응답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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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비참여업체용 설문조사표
■ 일터혁신의 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

ID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일터혁신(작
업장혁신) 정책과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파악
하기 위하여 일터혁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취합
된 자료는 정부의 일터혁신 관련 정책 개발 및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
용됩니다.
조사결과는 익명으로 처리하여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기업 및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8월

한국노동연구원
※ 본 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조사기관인 ‘(주)아이알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관 : ㈜아이알씨 (150-87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8 극동VIP빌딩
400호)
▶ 담 당 자:
(T)
(▶ 회신처 : (F)
)

※ LIST ID

※ 조사원ID/
조사원명

※ 조사날짜
월

※ 검토자1
일

※표시 항목은 (주)아이알씨에서 기입하는 난입니다.

※ 검토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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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사항은 철저히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통계분석
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아래 내용은 회신내용 확인을 위한 연락시 필요한 사항이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사업체명

응답자 성명

부 서

직 급

회사전화

(

)

-

E-mail

@

<< 일터(작업장)혁신 >>
일터(작업장)혁신은 경영혁신의 하나로서 제품 또는 서비스, 작업공정, 직
무를 작은 수준에서부터 전체 공정에 이르기까지 개선하려는 의식적인 노
력이나 활동을 의미합니다.

A. 먼저 귀 사업체 주사업장의 작업(업무)과정 특성 및 관리방식에 대하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음 각 문항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A1. 귀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주요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한 작
업과정이 얼마나 표준화되어 있습니까? (
① 매우 낮음

② 약간 낮음

)

③ 보통

④ 약간 높음

⑤ 매우 높음
A2. 귀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주요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한 작
업과정이 얼마나 단순․반복화되어 있습니까? (

)

① 매우 단순 반복적임

② 약간 단순 반복적임

③ 보통

④ 별로 단순 반복적아님

⑤ 거의 단순 반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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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귀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주요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한 작
업과정이 얼마나 자동화되어 있습니까? (
① 매우 낮음

② 약간 낮음

)

③ 보통

④ 약간 높음

⑤ 매우 높음
A4. 귀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주요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한 작
업과정에서 컴퓨터 활용 정도는 얼마나 됩니까? (
① 매우 낮음

② 약간 낮음

③ 보통

)

④ 약간 높음

⑤ 매우 높음
A5. 귀 사업장에서는 작업(업무/서비스)량 관리와 통제가 어떻게 이루
어지고 있습니까? (

)

① 외부 주문에 의해 결정됨
④ 약간 철저함

② 덜 철저함

③ 보통

⑤ 매우 철저함

A6. 귀 사업장에서는 작업(업무/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
습니까? (
① 매우 느슨함

)
② 다소 느슨함 ③ 보통

④ 약간 철저함

⑤ 매우 철저함
A7. 귀 사업장의 일터혁신 노력에 대한 노동조합/노사협의회의 대응은
어떠했습니까? (

)

① 적극적인 반대

② 소극적인 반대

④ 소극적인 참여

⑤ 적극적인 참여

③ 무관심

A8. 귀 사업장의 경우, 현장업무에 필요한 정보가 어느 정도로 잘 공유
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낮음
⑤ 매우 높음

)

② 약간 낮음

③ 보통

④ 약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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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귀 사업장은 지난 5년간 다음과 같은 개선 프로그램을 수행한 적이 있습
니까?
구분

실시

미실시 해당 없음

1. 제품생산공정/서비스제공방식/업무수행방식의 개선

1

2

9

2. 고객차별화 서비스 도입

1

2

9

3. 부품/중간재/제품 등 물류체계 개선

1

2

9

4. 신기술/신기계 도입 등 기술 개선

1

2

9

응답란

C. 귀사 근로자들의 참여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항목별로 실시여부와 활
성화정도에 체크해 주십시오.
실시 여부

구분

활성화 정도
(실시하는 경우만 응답)

응답란

실시 미실시

응답란

매우낮음 낮은편 보통 높은편 매우높음

1. 제안제도

1

2

1

2

3

4

5

2. 품질관리서클(QC)

1

2

1

2

3

4

5

3. 문제해결팀

1

2

1

2

3

4

5

4. 업무수행방식에서 자율
권을 갖는 업무팀제

1

2

1

2

3

4

5

5. 제도개편, 정책 변경시
직원 의견 수렴

1

2

1

2

3

4

5

D. 귀사 작업(제조/서비스) 현장의 구성원들은 다음 각각의 사안에 대해 어
느 정도 결정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구분

결정권이 결정권이
전혀
거의
없다
없다

보통

결정권이 결정권이
약간 전적으로
있다
있다

1. 작업(업무) 일정, 속도

1

2

3

4

5

2. 작업방법

1

2

3

4

5

3. 작업(업무)량

1

2

3

4

5

4. 업무할당

1

2

3

4

5

5. 목표설정

1

2

3

4

5

6. 업무로테이션

1

2

3

4

5

7. 품질관리

1

2

3

4

5

8. 안전관리

1

2

3

4

5

응답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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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다음은 작업(업무)조직 및 업무수행방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각 문항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1. 귀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일하는 동안 일상적이지 않은 문제(트러
블)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자들은 문제해결에 어느 정도 참여하
십니까? (

)

①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② 별도의 문제해결팀을 보조한다

③ 상당 부분 담당한다

④ 전적으로 담당한다

E2. 귀사 현장근로자들의 직무로테이션(업무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
고 있습니까? (

)

① 전혀 없음

② 거의 없음

③ 종종 이루어짐

④ 매우 자주 이루어짐

E3. (☞ 제조업체만 응답)
귀사 현장근로자들은 생산설비의 보전 업무를 어느 정도 담당하고
계십니까? (

)

① 보전파트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조원들은 전혀 담당하지 않는다
② 보전파트가 대부분 담당하고 조원들은 보조하는 식으로 약간 담당한다
③ 보전파트와 조원들이 거의 동등하게 책임을 지고 보전 업무를 담당한다
④ 대부분 조 내에서 보전 업무를 책임지고 담당한다
⑤ 조원들이 전적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기계․설비의 보전업무를 담당
한다
E4. (☞제조업체만 응답)
귀사 현장근로자들은 품질업무를 어느 정도 담당하고 계십니까?
(

)

① 품질 문제는 전부 전담 부서에서 담당하고, 조원들은 전혀 책임을 지
지 않는다
② 담당 공정에 필요한 부품의 품질(예: 선행 공정의 이상 유무)에 대해
서만 책임을 진다
③ ②와 함께, 자신이 담당하는 공정의 재공품에 대한 품질을 책임진다
④ ③과 함께, 완성품의 품질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⑤ ④와 함께, 품질관리 통계자료의 수집․처리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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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향후 정부의 일터(작업장)혁신 지원 사업의 발전 방향과 관련한 다음 각
각의 사항에 대하여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터(작업장)혁신 지원사업 >>
•정부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작업방식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과거에는 뉴패러다임센터와 고성과작업
장혁신센터에서 담당하였고, 현재는 노사발전재단에서 담당하고 있습
니다.
•현재 일터혁신 지원사업은 일터혁신 컨설팅사업과 교육사업으로 구분
되며, 컨설팅비와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 컨설팅사업: 근무제도 개선, 평생학습체계 구축, 임금직무체계 혁신,
인적자원관리 제도 개선, 노사파트너십 구축, 중소기업 고용구조 개선,
근로시간 줄이기 등 개별기업별로 진단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 교육사업 : CEO, 인사노무담당자, 근로자대표, 근로감독관 등을 대상
으로 일터혁신에 필요한 내용을 맞춤형 교육으로 제공.

구분
1. 사업장별 일터혁신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한다

매우 대체로
대체로 매우
보통
반대 반대
찬성 찬성
1

2

3

4

5

2. 현 지원 수준으로 일터혁신 지원 대상 사업장을
1
늘려야 한다

2

3

4

5

3. 대상 사업장 선정을 엄격하게 해서 집중 지원․
1
육성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2

3

4

5

4.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

1

2

3

4

5

5. 지원 기간을 늘려야 한다

1

2

3

4

5

6. 지원종료 후 일정기간 사후 서비스(관리)를
제해야 한다

1

2

3

4

5

7. 사업장 맞춤형 통합지원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1

2

3

4

5

8. 개별 프로그램별 지원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1

2

3

4

5

응답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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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2007년

2009년

2011년

1. 매출액(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2. 영업이익(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연간
일

연간
일

연간
일

연평균
명

연평균
명

연평균
명

주당
시간

주당
시간

주당
시간

1인당
일

1인당
일

1인당
일

7. 불량 생산율(고객클레임)(%)

%

%

%

8. 산재사고 발생(명)

명

명

명

9. 이직률(%)

%

%

%

1인당
시간

1인당
시간

1인당
시간

%

%

%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개

개

개

3. 연간 가동일수(서비스 제공일수)(일)
4. 연평균 종업원 수(명)
5. 주당 근로시간(hr)
6. 연평균 휴무일수(일/인당)

10. 인당 연간 교육훈련 시간(Hr)(시간/인당)
11. 교육훈련참여율(%)
(※ 전체근로자대비 교육훈련 순인원비율)
12. 회사의 연간 교육예산(백만 원)
13. 학습공동체(동아리) 개수
14. 교육훈련 전담조직 여부

(
)
① 있음
② 없음

(
)
① 있음
② 없음

(
)
① 있음
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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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통계분석에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아래 기본정보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구 분

보 기

응답란

1. 사업체(기관) 설립연도

년도

2. 직원 평균 연령(2011년도 12월말 기준)

세

3. 직원 평균 근속연수(2011년도 12월말 기준)

년

4. 여성 직원 비중(2011년도 12월말 기준)

%

5. 사업체(기관) 형태

① 개인회사
③ 기타 법인

② 주식회사
④ 공공기관

6. 경영체제

① 소유경영

② 전문경영

7. 업종

① 제조업(경공업)
② 제조업(중화학공업)
③ 개인서비스업
④ 유통서비스업
⑤ 사업서비스업
⑥ 사회서비스업
⑦ 기타

8. 노조 유무

① 있음

② 없음

9. 노조 조직률(조합원 비율)

%

<< 참 고 >>
[업종 분류 중 서비스업 구분]
③ 개인서비스업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④ 유통서비스업 :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사업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⑥ 사회서비스업 :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국제 및 외국기관
♧ 귀한 시간 소중한 응답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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