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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일터혁신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양극화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및 노동존중사회와 일터혁신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소득주
도성장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승되
어야 하지만 이는 생산성 향상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일
터혁신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저숙련 및 저학력 근로자들에게
숙련향상과 역량에 맞는 역할 부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존중
사회 구축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술발달의 속도가
빠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혁신과 상호보완을 통하여 종합적 산
업 업그레이드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일터혁신의 새로운 발전모델 정립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일터혁신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일터혁신 촉진을 위
한 이론 및 모델의 개발, 그동안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일터혁
신 촉진을 위한 국내외 모범사례 발굴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들
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대기업 모델 유형화, 중소기업 모델 개발 및
확산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터혁신은 단발성 정책으로 성과를
낼 수 없고 장기적 및 구조적 관점에서 기업생태계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일터혁신의 시급성은 높지만 현재의 현황은
시급성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연
구원의 사업체 패널 자료를 통해 일터혁신 지수를 구성하여 우리나
라 작업장의 일터혁신 추세를 살펴보면 2005년 이후 2009년까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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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하다가 2011년 약간 증가하였으나 이후 2015년까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OECD에서 PIAAC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 비교
한 자료에서도 우리나라의 전체 일터혁신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작업조직 분야가 미약한 수준이다. 반면 인사관리 부분
은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추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즉, 노사관계, HRM, HRD
분야에서는 점수도 상대적으로 높고 추세도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작
업조직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점수도 낮고 최근에 하락 추세가 나
타나고 있다.
제2장은 중소기업 일터혁신의 관점에서 대기업의 협력업체를 포
함한 중소기업 제조혁신 지원 사례를 분석하였다. 제조혁신은 그 자
체로 일터혁신은 아니지만 일터혁신을 수반하거나 촉발할 개연성이
높고, 역으로 근로자 참여가 핵심인 일터혁신과 결합되어야 효과성
과 지속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대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의 4개 제조업체
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이며 협력관계의 정점에 있는 모기
업들이다. 사례에서 발견된 공통적인 특징은 정부가 주도한 제조혁
신 지원사업 이전에도 자율적으로 협력업체 제조혁신을 지원하고 있
었다는 점이다. 자율적인 지원의 동기는 생태계 경쟁이라는 용어와
같이 모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
였으며 따라서 이기적인 이타적 행위로 해석된다. 혁신의 툴은 포스
코의 QSS 활동과 같이 대기업이 스스로 개발해서 검증한 방법을 사
용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협력업체 지원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독립재단을 설립해서 추진했다는 점이 다른 대기업과 다르다.
사례 대상 기업들은 모두 정부가 주도한 산업혁신운동이나 스마트
공장 육성사업에 참여했는데, 참여방식은 기업별로 달랐다. 참여방
식은 한편에서는 기금만 출연하고 제조혁신이나 스마트공장 컨설팅
을 외부 컨설팅 기관이나 컨설턴트에 위탁하는 방식, 외부 컨설턴트
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추진하는 방식, 내부 컨설턴트를 주로 활용

요약

ⅲ

하는 방식으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인 제조혁신과 사회
적 측면의 혁신인 일터혁신의 결합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결합은 없
었지만, 간접적으로 물량 확보를 통한 고용보장이나 CSR 활동 지원
을 통한 기본적인 노동권의 보장 등과 결합해서 추진되는 사례가 발
견되었다.
일하는 방식이나 인사관리의 변화라는 사회적 측면의 혁신 없이
제조혁신에 대한 근로자의 몰입과 열정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모든 사례에서 CEO의 리더십이 꼽혔다. 구체적으로는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와 솔선수범, 그리고 가족주의적인 경영, 부족
하지만 투명한, 근로자 복지를 통한 성과의 공유 등이 제조혁신에 있
어서 근로자의 마음(heart)을 얻는 방법들로 나타났다. 한국 중소기
업의 강한 소유경영체제와 공기(公器)로서의 기업관 결여, 권위주의
적인 기업문화, 중소기업의 경우 인사관리 등의 공식적인 제도보다
CEO의 개인적인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CEO의 리더십이 혁신에 대한 근로자의 마음을 얻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유효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수 있다. 근로자의
학습과 노동과정에 있어서 자율성 제고 그리고 경영성과의 투명한
공유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제도화된 일터혁신과 결합될 경우 제
조혁신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일
터혁신 현황과 특성 등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강소기업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대기업과의 경쟁관계 여부, 대기업에 대한
의존성 여부 등 두 가지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상황을 유형화
하였다. 그 유형화를 바탕으로 대기업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중소
기업들 중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에 따른 의존형 중소기업(하청기업
들)과 독립형 중소기업(틈새시장 중소기업)을 본 연구의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유형의 중소기업이 나름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품 개발 혁신 능력과 고품질 저비용 제품을 생산하는 능
력 등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주목했다. 일터혁신은 그중 고품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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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제품을 생산하는 능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
었다.
사례조사 결과, 먼저 의존형 강소기업들이 독립형 강소기업에 못
지않게 혁신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사실이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원
청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에 대한 촉진자이자 방해자로 등장
하고 있다. 원청기업은 제품의 품질 제고 요구뿐 아니라 혁신활동 인
증제와 빈번한 혁신활동 점검, 그리고 하청기업들에 대한 컨설팅 등
혁신활동 지원 등을 통해서 하청기업 혁신활동의 촉진자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 반면에 하청단가 인하 압력을 통해서 하청 중소기업들
의 혁신활동 성과를 상당 부분 가져감으로써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동인을 약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런 특성 때문에 원청기업의
외적 압력에 의해서 추동된 하청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은 형식적 측
면에서는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용적 측면에서 얼
마나 충실한가는 여전한 의문으로 남아 있다. 이런 점에서 일터혁신
의 내적 충실성은 해당 중소기업이 그것을 추동할 내적 동인이 얼마
나 큰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강소기업의 작업조직은 표준화와 전문화 등 합리화 체계화의 수
준이 높지 않고 숙련공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
서 강소기업의 작업조직은 테일러주의적인 직무세분화가 많이 진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터혁신도 반테일러주의적인 방향을 취하지 않
고 있다. 그러나 강소기업이 예산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숙련공
의존형 작업조직은 일부 소수의 숙련공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것도
최근 중소기업의 인력난으로 청년층 유입이 줄어들면서 자기모순에
빠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해서
청년층 유인을 높이는 대응방안과 여성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 등
을 통해서 숙련공 의존형을 대체하려는 대응방안 등이 발견되고 있
는데, 이 방안들은 각각에 맞는 일터혁신을 수반하고 있다.
인사제도와 일터혁신의 관계에 대해서 보면, 중소기업의 예산 제
약으로 혁신활동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과 포상제도 등 일터혁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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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요구되는 인사관행들을 사용하고 있다. 장기 고용과 장
기 직업경험에 근거한 숙련형성 정책으로 인해서 일부 소수의 숙련
공 중심으로 혁신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작업자들은 문제의
발굴과 제기 역할들을 수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터혁신에 적
합한 인사관행으로서 권위주의적 관리스타일의 해소와 소통관리의
강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기술혁신과 일터혁신의 관계에 대해서 명시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
는 중소기업들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정보 지능기술을 중심으
로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움직임 속에서, 효과적인 기술혁신의 추진
을 위해 작업조직의 합리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일터혁신과 기술혁신이 배합된 형태로 해결해야 한다
는 문제의식도 생겨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5가지 일터혁신 과제들이 도
출되었다. 첫째, 중소기업의 일터혁신은 원청기업과의 공동 노력으
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의 일터혁신을 내실 있게 추
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일터혁신을 추진할 내적 동인을 찾아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에 정합적인 일터혁신 모형을 만들 필요가 있다.
넷째, 일터혁신의 효과적 추동을 위해서는 관리스타일의 개선과 소
통관리의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일터혁신과 기술혁신
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4장은 개선 및 혁신 지원 기관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기관들이
중소기업 일터혁신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현장혁
신을 목표로 삼은 정부의 지원사업에 더해, 최근에는 민관 합동 또는
민간 주도의 현장혁신 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지원사
업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일터혁신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
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민관 합동 또는 민간이 주도
하는 모델로는 동반성장기금을 재원으로 한 대 중소 기업 생산성 혁
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산업혁신운동,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등
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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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현장혁신을 명시적으로 내세우거나 내용적으로 현장혁신
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지원사업의 종류가 매우 다기하고 정부의 소
관부처도 다양하기 때문에, 현장혁신 지원활동 전체를 대상으로 비
교 분석 평가 작업을 진행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한국노동연구원 ‘현장(일터)혁신포럼’에서
진행된 7개 주요 중소기업 혁신 지원기관들의 사례 발표와 토론내용
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현장혁신 지원활동의 유형과 방식, 구체적인
내용, 성과와 한계 등을 살펴보았다. 위 포럼에는 노사발전재단(일터
혁신 지원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한국생산성본부(산업
혁신운동, 대 중소 기업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등), 한국능
률협회컨설팅(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 일터혁신 지원사업 등),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했다.
현장(일터)혁신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산업(현장)
이 소거된 일터혁신과 사람(노동)이 배제된 제조혁신”을 발전적으로
통합하거나 최소한 긴밀히 연계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지원사업은 실제 일
하는 방식을 개선하기보다는 인사 노무 관리에 집중되는 한계를 보
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과 민간이 주도
하는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산업혁신운동, 스마트공장 관
련 사업 등은 혁신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 되어버린 현장의 근로자들
이 저항감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양질의 컨설팅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와 중소기업에 부족한 혁신의
여력(시간과 인력)을 확보해주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관심이 집중됐
다. 노사발전재단에는 YK 모델로 대표되는 초기 일터혁신 컨설팅의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가들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다. 제조혁신과
관련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민간 주도 지원사업들의 경우, 컨설턴
트들이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젊고 우수한 컨설턴트 확보가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현장의 혁신을 위한 자

요약

ⅶ

체인력과 시간을 확보하기 힘든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컨설팅의 효과
가 체화되어 장기 지속되기 힘들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현장혁신 특히 제조혁신이 고용을 유발하거나 최소한 유지하기 위
한 방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고용을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민간 주도의 제조혁신 지원사업의 경우 대기업에 대한 종
속성 강화가 납품단가 인하 압력 등으로 이어져 그 혁신의 과실을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이 누리기 힘들 수 있다는 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이 현장혁신의 힘을 키우기보다는 금전적인 설비투자 지원책에
그칠 수 있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현장혁신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현
장(일터)혁신포럼에서는 “산업(현장)이 소거된 일터혁신과 사람(노
동)이 배제된 제조혁신을 지양”하고, 현장혁신을 국가경쟁력 강화와
분배 성장의 동시달성을 목표로 한 국가혁신 어젠다로 고양시킬 것,
기존 정책을 비판적으로 점검해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고, 각 부처와
산하기관들이 물리적 화학적으로 결합해 현장혁신을 실질적, 체계적
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등이 제안되었다.
제5장은 독일의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디지털화를 통해 조직혁신
을 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독일 경제는 ‘미텔슈탄트(Mittelstand)’로
불리는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다. 이들은 대기업과 양적 규
모에 의해서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유한 리더십과 조직
문화, 높은 유연성 및 고도의 혁신능력 등 질적인 면에서도 구별된
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세계시장의 선도적 위
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을 특별히 ‘히든챔피언’이라 명명하기도
한다.
독일 정부는 최근 이 중소기업들이 디지털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미텔슈탄트 4.0’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은 독일의 미텔
슈탄트 4.0과 작업장혁신 모델을 살펴보면서 최근 커다란 위기의 징
후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중소 제조업체들이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논의해 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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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미텔슈탄트 4.0은 독일의 ‘혁신성장’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산업
4.0’에서 비롯된다. 산업 4.0은 노사정이 참여하여 독일이 전통적으로
강한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디지털화를 통해 더욱 강화하려는 전략
이다. 여기서 우선 우리는 두 개의 시사점을 얻는다. 하나는 제조업
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성장 모델이다. 2007-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제조업 중심의 독일식 경제모
델이 국제적으로 다시 부각됐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산업 4.0을
사회적 공동 프로젝트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산업 4.0을 추진하면서
독일에서는 전통적 코포라티즘이 다시 살아났고, 노사정 대화를 통
해 사회적으로 잘 조절된 산업 4.0을 만들어 가고자 했다.
그러나 독일 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이 기대했던 만큼 디지털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자, 독일 정부는 2015년부터 새
로운 중소기업 지원책인 미텔슈탄트 4.0을 추진한다. 이 정책의 핵심
실행자는 지역별, 주제별로 설립된 25개(2018년 9월 현재)의 ‘역량센
터’다. 이들은 해당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디지털 기술혁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교육은 물론 여러 모델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신기술을
직접 실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업체들의 경
험과 실천사례를 공유하면서 상호협력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
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여기서도 두 개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는 중소기업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위기가 닥친 후가 아닌 위기 전에, 즉 디지털화가
늦어진다고 판단하자마자 선제적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웠
다는 점이며, 다음으로는 ‘혁신정책적’ 관점으로 중소기업을 돕는다
는 점이다. 중소기업의 지원책은 자칫 어려운 기업을 돕는다는 생각
에서 ‘사회정책’ 내지 ‘복지정책적’ 측면이 강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독일의 미텔슈탄트 4.0은 중
소기업의 혁신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실제로 기업에서
기술혁신이 일어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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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물론 경쟁력은 기술혁신만으로 얻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산업 4.0의 사회기술 체계론적 작업장혁신 모델이 나온다. 생산성 향
상은 기술과 인간 및 조직이 잘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인
간-조직의 ‘삼위일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모델은 생산과정의 디지
털화와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작업자의 역량, 그리고 이 역량이 잘 발
휘될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분권화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한다.
이 또한 우리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던져준다. 현재 ‘4차 산업혁명’
의 논의 속에 기술발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듯 ‘기술결정론적’ 분
위기가 만연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인간과 조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기술은 무용지물이 되기 쉽다
는 점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습공장’과 노조의 태도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디지
털화와 더불어 독일에서는 대학과 기업 등에서 신기술에 대해 체험
하고 공부하는 ‘학습공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러한 학
습공장과 협력하여 사업장평의회와 노조대의원들을 위한 교육장소
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한다. 기술에 대해 모르면 급속히 진행되는 디
지털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다.
물론 노조는 지금까지의 학습공장이 프로세스 최적화, 즉 효율성
위주로 교육을 해왔다고 비판한다.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전혀 고려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노조는 학습공장에 사회기술 체계론
적 관점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업장의 조직혁신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평의회의 역량이 강화되고 참여
적 작업장혁신이 활성화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노사관계에 많은 시사
점을 던져준다.
제6장은 일본 중소기업의 일터혁신에 대한 분석 결과다. 일본 중
소기업 일터혁신의 모델은 도요타 생산방식이다. 그러나 일본의 일
터혁신은 작업장을 뛰어넘어 연구개발에서 구매, 생산, 판매에 이르
는 모노즈쿠리 혁신을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일터혁신 개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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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폭이 넓은 편이다.
일터혁신은 제조혁신과 긴밀하게 연관을 맺고 있다. 제조혁신이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터혁신이 동반되어야 한다. 일터혁
신은 주로 작업조직의 문제이다. 제조혁신을 주도하는 주체의 문제
이며(현장감독자), 현장감독자가 통솔하는 조직 단위의 문제이며(팀
작업), 미래의 현장감독자로 육성되는 집단의 형성 문제이며(중핵기
능공), 다수 작업자의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문제이며(소그룹 활동),
작업자의 능력을 육성하기 위한 방법의 문제이며(직무순환, OJT),
어떤 능력을 육성하는가의 문제이다(공정능력, 문제해결능력, 개선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이러한 일터혁신에서 일본은 도요타 생산방식과 이를 확대한 모노
즈쿠리 혁신이라는 뚜렷한 모델을 갖고 있으나, 최근의 환경변화는
이에 불리하게 전개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일본의 중소
기업 작업장에서 파견, 시간제근로자, 외국인 노동자가 점점 더 증가
하고 있으며 이직률도 증가한 까닭에 직장 전체의 기능과 숙련 수준
의 저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팀워크의 약화는 물론
요구되는 품질 수준의 달성을 위한 감독자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으
며, 버블 붕괴 이후 QC 서클은 하향곡선을 걸었다. 한편,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계획적인 OJT를 통해서 능력
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의 비율은 작다.
일본에서도 중소기업의 제조혁신 및 일터혁신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다. 모기업에 의한 부품공급 기업의 지원, 생산성본부 능
률협회 지자체의 지원 프로그램, 중기청의 지원, 민간 컨설팅 회사의
지원 프로그램 등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
램은 도쿄대 모노즈쿠리센터 내의 인스트럭터 양성 스쿨이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서 몇 가지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기존의 중소기업 대책은 연구개발자금 지원, 설비투자 지원, 환경개
선사업, 일자리 지원사업 등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다양
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능력은 일부 기업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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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로운 일터혁신 정책은 기술
중심주의의 단점을 극복하면서 제품기술과 더불어 공정기술 및 기능
숙련이 조화를 이루어 중소기업이 스스로 혁신역량을 갖출 수 있도
록 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다수의 중소기업은 첨단기술 개
발보다는 점진적 혁신이나 일터혁신 등을 통해 경쟁력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일터혁신 정책은 일반적인 산업정책이
나 기술개발 지원정책, 노사관계 정책 등과는 다르며, 이 모든 정책
들이 산업현장 그리고 노동현장에서 만나는 융복합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 제조혁신 정책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결여
되는 한계를 보였으며, 기존 일터혁신 정책은 인사혁신으로 치우치
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따라서 공급자 위주가 아닌 현장의 수요에 기
반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기 위하여 각 부처를 조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는 일터혁신 정책 컨트롤 타워 구축이 제
안되었다. 컨트롤 타워 아래 추진단을 결성하여 각 부처 및 노사의
참여 아래 정책 실행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는 최근 유럽의 일터혁신 네트워크 활성화 정책을 보더라도 타당한
정책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추진체계 아래에서 일터혁신 정
책 전달체계의 재구성을 위해 노사발전재단 사업의 재구성, 원청기
업의 하청기업에 대한 현장혁신 지원활동 확대, 지역별 및 업종별 노
사정협의회 활용방안 모색, 서비스업 일터혁신 모델의 개발, 우수 컨
설턴트 육성 등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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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일터혁신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성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토대로 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그에 따라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산업의 등장에 의하여 거꾸로 일자리가 창출되기도 할 것이다. 일
자리의 양의 변화를 논외로 하면, 다음 질문은 일의 내용은 어떻게 변화
할 것인가이다. 인터넷과 통신 기반의 플랫폼 노동의 등장에 의하여 전통
적 고용관계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동과정에 어떠한 변화
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
지만, ICT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직무 내용이 바뀔 것이며, 작업조직은
새롭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
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직무, 노동과정에 대한 종합적 고찰이 필
요할 것이지만,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기술혁신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는 일터혁신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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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일터혁신이란 무엇인가? 조성재 이준협(2010), 조성재 전우
석(2011), 조성재 외(2011)와 장홍근 외(2012)를 비롯하여 최근의 조성재
외(2017)에 이르기까지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일터혁신 혹은 작업장혁신
과 관련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최근 유럽에서의 논의를 집
대성한 Oeij, et al.(2017)의 연구도 제출되어 있으나, 사실 일터혁신에 대
해 연구자들 사이의 일치된 정의를 얻기는 매우 어렵다. 이는 일터혁신의
대상과 영역이 매우 다기할 뿐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일본 도요타 자동차
를 배경으로 한 린(lean) 생산방식론과 독일의 혁신적 노동정책론, 미국
경영학계를 중심으로 한 고성과작업장시스템(HPWS; High Performance
Workplace System) 이론, 스웨덴 등에서 발달한 사회기술체계론 등 이론
적 기반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노동생활의 질(QWL; Quality of Working Life)과 생산성 및 품질 수준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하는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
다. 또한 이를 위한 노사관계 및 인사제도 개선과 교육훈련 확충 등을 포
함하여 광의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일터혁신의 집행 기구
인 노사발전재단에서는 현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일터혁신 지수를
10년째 작성해오고 있는데, 이 때 일터혁신의 구성요소로 (참여적) 작업
조직, (고숙련) 인적자원개발(HRD), (고몰입) 인적자원관리(HRM), (협력
적) 노사관계의 4가지를 구분하고 있다. 이는 고성과작업장시스템 이론에
주로 기반하고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일터혁신의 정의와 관련해서도 시사
하는 바가 크다. 그중에서도 본고에서는 작업조직이 핵심이라고 보며, 따
라서 정의상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중심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HRM,
HRD, 노사관계 등을 함께 변화시키는 것이 일터혁신이라는 입장을 갖는다.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작업조직과 노동과정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또 촉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혁신의 완결을 위해서도 일터혁신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욱이 2017년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양극화 극복을 위한 최저
임금 인상은 물론 오랜 숙제였던 노동시간 단축이 법제화됨으로써, 특히
중소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이 발등의 불로 떨어지게 되었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 내수 기반 중소기업들의 신상품 개발과 서비스혁신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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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지 않는다면 증가된 소득이 수입으로 누출되어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거시경제의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수출기업들의 경우
도 임금인상을 넘어서는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져야 단위노동비용이 오히
려 하락하여 수출 증가와 고용량 확대, 최소한 고용 감소 방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중국 등 개도국의 빠른 추격에 의하
여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산업의 일터혁신 필요성을 확인시켜주는 계기
이기도 하다.
[그림 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생산성 향상 필요성 이외
에도 갈등적 노사관계를 협력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도 일터혁신은 유
용한 접근법이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노사는 생산된 파이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와 관련된 분배 교섭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이른바 국경 없는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글로벌 시대에는 일단 파이를 키
우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생산 영역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생산 부문에서 어떻게 노사 협력을 극대화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기존 생산 현장에서는 필요 이상의 자동화, 혹은 노
동배제적 자동화가 전개된 측면도 없지 않다. 제조업 노동자 1만명당 로
봇 수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2016년에 631대로 제조업 강국인 독일의 309
대나 일본의 303대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치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1). 이는 과감한 투자를 통한 높은 품질과 생산성을 기대한 것일 수도
있으나, 다른 측면으로는 노동에 대한 불신 속에서 가급적 인간 노동을
최소화하고 기계 중심의 생산 방식을 추구해온 것으로 비판받을 소지도
존재한다. 실제로 일터혁신의 중요한 모델 중 하나인 도요타 자동차의 린
생산방식은 저비용자동화(Low Cost Automation)를 추구하여 높은 성과
를 올린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렇듯 일터혁신은 국제 경쟁 차원이나 국내적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
그리고 빠른 기술발달에 대응하면서도 기술과 인간 노동의 조화를 위해
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일터혁신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우리는
양극화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지불능력을 확보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노동생활의 질 향상까지 달성하게 되어 생산적 노사관계를
1)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World Robotic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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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일터혁신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자료 : 필자 정리.

구축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아울러 일터혁신은 저숙련, 저학력 근로
자들에게도 숙련 향상의 기회와 자신의 역량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는 조
직적 노력으로서 노동존중사회의 물적 토대를 구축하게 된다. 이 모든 노
력은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 일자리의 양과 질 동시 개선이라
는 시대적 과제의 완수로 나아가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발전모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특히 중소기업 일터혁
신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종래의 대기업 수출부문에 치우친 성장모
델에서 탈피하고 중소기업 및 소득 주도의 균형 있는 발전모델로의 전환
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일터혁신 촉진을 위한 이론 및 모델의 개발, 그동
안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일터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사업의 재설
계가 필요하다.
다만, 대기업들이라고 모두 일터혁신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일반적인 일터혁신 모델과 이론을 다듬어나가
는 것은 대기업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1-2]와 같이 대기업
들의 경우에도 업종과 접근법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일터혁신 모델이 성
립할 수 있다. 조립산업에서는 LG전자, 장치산업에서는 유한킴벌리,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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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우리나라 일터혁신의 대기업 모델

자료 : 필자 정리.

산업에서는 두산중공업, 그리고 서비스업에서는 연세의료원 등이 대표
기업들로서 각각 린 생산방식, 사회기술체계론, 숙련 중심 접근, 혹은 협
력적 노사관계를 통한 접근 등의 다기화된 양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대기
업 모델들을 유형화하여 중소기업으로 확산하던가 아니면 중소기업의 경
영 특성에 맞는 고유한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중소기업의 현장 실태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많지 않다2).
중소기업 일터혁신은 단발성 정책이나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 장기적 및 구조적 관점에서의 정책 실천을 통해 산업생태계에 뿌리내
리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터혁신친화형 산업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국내 강소기업의 현장혁신 사례 발굴, 지역 업종별 혁신 유형 조사,
외국 기업의 혁신 사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 모델링하여 확
산시킬 필요가 있다.

2) 한국노동연구원의 2018년 기본연구과제인 중소 제조기업의 일터혁신 연구 가 본
연구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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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터혁신 현황
이처럼 우리나라가 일터혁신의 발전 및 확신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
구하고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일터혁신 현황은 현실적인 필요성이나 시급
성만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자료를 통해 일터혁신 지수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작업장의
일터혁신 지수를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이 일터혁신 지수는 직무분석 실시 여부, 6시그마 혹은 전사적 품질관
리 실시 여부, 제안활동 실시(1인당 1건 이상 제안 시), 소집단 활동 실시
(참여 근로자 비중 20% 이상), 정기 로테이션 실시(참여 근로자 비중
10% 이상), 다기능 교육훈련 실시(근로자 비중 20% 이상), 정기적인 팀/
반 회의 실시의 7가지 분야로 구성되었다. 이 중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0점으로 그리고 모두 해당되는 경우를 7점으로 하는 7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결국, 7가지 제도 중 해당되는 제도의 수만큼 일터혁신 지수
점수가 부여되는 간단한 방식으로서, 조성재 외(2017) <표 4-20>을 2015
년 자료를 부가하여 연장한 결과이다.
이 방식으로 일터혁신 지수를 구성하여 살펴보면, 일터혁신 지수는
2005년 2.61점, 2007년 2.24점, 2009년 1.69점, 2011년 2.12점, 2013년 1.99
점으로 나타났다3). 2015년에는 7점 척도에서 5점 척도로 바뀌어 직접적
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혁신 지수가 1이거나(44.4%) 2(27.4%)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였으며, 5점을 7점으로 단순 환산하면, 1.30으로
서 조사와 분석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일터혁신이 계속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하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일터혁신이 감소하
다가 2011년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과 2015년에 다시 감소하
고 감소 폭도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우리나라 일터혁신 지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패널 가중치를 적용하여 6개 조사연도에 모두 응답한 경우만 표본으로 삼아 계산
하는 과정에서 조성재 외(2017, p89)의 38,233개 사업장을 근거로 했던 것과 달리
이번 분석에서는 33,713개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5～2013년 기존 지수의 경우
와 비교하여 추세상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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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도별 작업장혁신 지수의 추이
2005
혁신
지수

2007

2009

2011

2013

2015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0

3,027

9.0 5,083

15.1 5,900

17.5 5,794

17.2 5,064

15.0 4,923

14.6

1

6,449

19.1 7,718

22.9 10,085

29.9 6,526

19.4 9,740

28.9 14,970

44.4

2

7,279

21.6 6,010

17.8 6,912

20.5 6,419

19.0 7,121

21.1 9,227

27.4

3

6,363

18.9 6,439

19.1 4,408

13.1 7,571

22.5 4,700

13.9 2,946

8.7

4

4,992

14.8 3,570

10.6 3,136

9.3 3,436

10.2 3,476

10.3 1,247

3.7

5

3,054

9.1 2,921

8.7 1,479

4.4 2,712

8.0 2,183

6.5

400

1.2

6

1,920

5.7 1,199

3.6 1,509

4.5 1,121

3.3 1,349

4.0

-

-

7

629

1.9

2.3

0.8

0.4

0.2

-

-

774

283

134

80

전체 33,713 100.0 33,713 100.0 33,713 100.0 33,713 100.0 33,713 100.0 33,713 100.0
평균
(표준
편차)

2.61(1.75)

2.24(1.67)

1.69(1.53)

2.12(1.69)

1.99(1.60)

0.93(1.05)

주 : 2015년에는 소집단활동과 정기적인 팀/반 회의가 설문지에 빠져있어 5점 만점
척도로 계산하였음. 2015년 수치를 7점으로 단순 환산하면 1.30임.
자료 : 필자 정리.

그렇다면 왜 이러한 작업장 지수 하락 추세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논의
가 필요하다. 우선, 이러한 작업장 지수 하락 현상이 우리나라만의 문제
인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추세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만약 이러한 작업장 지수 하락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면 이는 우리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므로 덜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국가들에서
나타나지 않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라면 그 원인을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하락 추세가 통계적 착시현상의 결과일 수도 있
다. 예를 들어, 기저효과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비해 단지 통계적으로만 나
타나는 효과일 수도 있고, 통계적으로 현실보다 더 심각한 하락 추세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대안적인 설명은 경기의 순
환주기의 효과에 따른 하락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주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는 일터혁신 지수
가 올라갈 수 있지만 경기가 하락할 때는 일터혁신 지수가 하락할 수 있
다. 즉, 2009년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일터혁신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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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된 이후에도 일터혁신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는 경기의 순
환주기로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다른 대안적인 설명은 작업장에서
의 교육훈련 방식의 변화이다. 즉, 작업현장에서는 교육훈련 방식이 변화
하여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지 않
지만 교육훈련에 대한 행정통계나 실태조사 등은 여전히 이전의 방식대
로 교육훈련 현황을 파악하고 있을 경우 행정통계나 실태조사에는 나타
나지 않는 교육훈련 방식의 존재로 인해 기존 방식의 행정통계나 실태조
사 자료에 근거한 일터혁신 지수는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실업자
에 대한 교육훈련 방식의 향상으로 이제는 과거만큼 재직자 교육훈련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실제 우리나라 작업장에서
교육훈련이 감소하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무엇이 우리나라 작업장
의 일터혁신 지수를 떨어뜨리고 있는지는 추후 연구에서 엄밀한 방법론
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1-3]에서 2016년 OECD Employment Outlook이 제시하는 국제
성인역량조사(PIAAC :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일터혁신 현황을 살펴보
면,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명확한 특징이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전체 고성과작업장 지수 점수가 낮은 수준(밑에서 5번째)이다. 하지만 이
를 작업조직 부문과 인사관리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명확한 대비를
보인다. 즉, 작업조직 부문은 전체 고성과작업장 지수와 마찬가지로 낮은
수준(밑에서 5번째)이지만 보너스, 훈련, 유연근무시간 등 인사관리 부문
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실
질적인 작업장 기술이나 숙련 향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작업조직 부문
에서의 혁신이 미약한 반면 이에 대한 인사관리 제도상의 지원은 상대적
으로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오계택 외, 2017). 이러한 경향은 [그림
1-4]의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지수 추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노
사관계, HRM, HRD의 지수는 상대적으로 높고 약간의 증가 추세를 보이
는 반면, 작업조직 분야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고 최근에도 약간의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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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일터혁신 제도 OECD 비교

자료 : OECD Survey of Adult Skills (PIAAC), 20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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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일터혁신 지수변화 추이
68.9
68.3 69.7
64.5 62.9
53.5
48.5 51.7
49.7 52.55

전체

54.7
52.1
47.5 52.2
47.5

노사관계
2011년

2012년

HRM
2013년

51 51.9
44.7 48.9
45.3
41.4 38.9
37.7
38.5
36.8

HRD
2014년

작업조직
2015년

자료 :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지수, 각 연도.

이러한 우리나라 작업장의 일터혁신 지수 하락 경향은 정부의 직능훈
련 행정통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고용노동부의 기업체노동비용조
사를 통해 근로자 1인당 교육훈련비용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1-5]와 같
다. 그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전체 규모의 1인당 교육훈련비용은
2008년 29천원에서 2017년 22.8천원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1인당 교육
훈련비용 감소의 경향은 기업 규모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더라도 모든 기
업 규모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또 하나 관찰되는 현상은 기
업 규모에 따른 교육훈련비용 격차이다. 이러한 기업 규모에 따른 교육훈
련 격차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그림 1-6]에서 2015년의 사업
주 지원 재직자 직능훈련 참여율을 사업체 규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5
인 미만의 3.7%에서 1,000인 이상의 42.3%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직능훈
련 참여율이 완전히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기업에서
교육훈련비용은 2008년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기업 규모가 작
아짐에 따라 교육훈련 참여율, 그리고 1인당 교육훈련비용도 감소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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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근로자 1인당 교육훈련비용 추이
(단위 : 천 원)

자료 :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그림 1-6] 사업체 규모별 사업주 지원 재직자 직능훈련 참여율(2015년)
(단위 : %)

자료 :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교육훈련시간에 대해서는 [그림 1-7]에서 살펴보았다. 교육훈련시간도
교육훈련비용처럼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 임금근로자 전체는 2008년 38
시간에서 2013년 34시간으로 감소하였고,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 기업 규모별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이 감소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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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근로자 1인당 교육훈련시간 추이
(단위 : 시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교육훈련시간 통계는 2013년 이후 중단).

1인당 교육훈련시간은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의 순으로 감소세가 나타
났다. 종합하면, 우리나라 기업에서의 교육훈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
소세에 있고, 특히 기업의 규모가 작거나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인 경우에
교육훈련이 더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제2절 보고서의 구성

본 연구는 일터혁신에 대한 이론과 실증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일터혁신 정책에 대한 모색을 중심으로
한다. 즉,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수행된 조성재 이준협(2010), 조성재 전우
석(2011), 조성재 외(2011), 조성재 외(2017) 등 일터혁신과 관련한 여러
연구를 기반으로 하되, 일터혁신 정책 방향 제시와 관련된 내용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일터혁신 정책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도 노동연구원에
서 장홍근 외(2012)의 연구가 제출되어 있으나, 본 연구는 일터혁신의 주

제1장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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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주 담당기관인 노사발전재단뿐 아니라, 산자부를
포함한 여러 관련 정책들과 유사 혁신 촉진 기관들, 유사 프로그램들도
함께 평가하면서4) 일터혁신 정책을 어떻게 새롭게 자리매김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일터
혁신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일터혁신 현
황에 대해 간략하게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 일터혁신의 관점
에서 대기업의 협력업체를 포함한 중소기업 제조혁신 지원 사례를 분석
하였다. 분석한 대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의 4개
제조업체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이며 협력관계의 정점에 있는
모기업들이다. 이러한 기업들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 협력업체나 중소기
업의 제조혁신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중소기업(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일터혁신의 현황과
특성에 대해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대기업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중
소기업들 중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구분한 의존형 중소기업(하청
기업들)과 독립형 중소기업(틈새시장 중소기업)을 본 연구의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유형들의 중소기업이 나름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
해서는 제품 개발 혁신 능력과 고품질 저비용 제품을 생산하는 능력 등
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주목하고 이 기업들이 일터혁신을 통해 어떻게 이
러한 능력들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제4장은 개선 및 혁신 지원기관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기관들이 중소기
업 일터혁신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한국노동연구원 ‘현장(일터)혁신포럼’에서 발표된 7개
주요 중소기업 혁신 지원기관들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현장혁신 지원활
동의 유형과 방식, 구체적인 내용, 성과와 한계 등을 살펴보았다. 7개의
주요 중소기업 혁신 지원기관은 노사발전재단(일터혁신 지원사업), 한국
산업인력공단(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
4) 기존 산업혁신, 혹은 제조혁신 정책은 제조업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자연스럽게 제조업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향후 서비스업에 대한 일터혁신 정책
개발은 별도의 연구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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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한국생산성본부(산업혁신운동, 대 중소 기업 생
산성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등), 한국능률협회컨설팅(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 일터혁신 지원사업 등),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테크노파크
등이다.
다음으로 5, 6장은 독일과 일본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제5
장은 독일의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디지털화를 통해 조직혁신을 하였는
지를 분석하였다. 독일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양적 규모에 의해서만 구
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유한 리더십과 조직문화, 높은 유연성 및
고도의 혁신능력 등 질적인 면에서도 구별된다. 독일의 중소기업들이 전
통적으로 강한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어떻게 디지털화를 통해 강화하
였고, 이 과정에서 일터혁신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제
6장은 일본 중소기업의 일터혁신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의 일터혁신
모델을 재확인한 후 일본 중소기업의 제조혁신 및 일터혁신을 지원하는
동경대 모노즈쿠리센터 사례를 소개한다. 제7장에서는 연구의 내용을 요
약 및 정리하면서 일터혁신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 대기업의 협력업체 일터혁신 지원 사례

15

제2장

대기업의 협력업체 일터혁신 지원 사례

제1절 들어가는 말

1. 연구의 의의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중소기업 혁신 지원 사례를 살펴보고
자 한다. 사례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의 4개 대기업인
데 모두 많은 협력업체를 거느리고 있는 모기업이라는 점에서 모기업의
협력업체 지원을 포함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혁신 지원을 다룬다. 우리나
라 대기업은 생태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협력업체 지원사업의 일환으
로 자율적으로 일터혁신 지원을 추진해왔지만, 대중소 상생협력이라는
슬로건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계기는 대중소 격차 완화를 목표로 정부
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노무현 정부 시절이다.5)
그동안 대중소 동반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이나 사건의 흐름은 다음
과 같다. 2004년 12월 27일에는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출범(2017년 1월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으로 명칭 변경), 2005년 5월 16일 청와대에
서 대통령이 주재하고 대기업 CEO들이 참여한 대 중소 기업 상생대책회
5) 노무현 정부는 상생협력, 이명박 정부는 동반성장이 슬로건이었지만 정책의 목표
나 내용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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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최, 2006년 3월 3일 대 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동년 6월 4일 시행), 2010년 12월 13일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2011년 지
식경제부(현 산업부)가 주도하여 생산성혁신파트너십운동 개시, 2013년
산업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산업혁신운동 개시, 2015년 민관 합동 스마트
공장추진단 설립 및 사업 개시 등이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혁신 지원이 중요한 이유는 우선 최근 기업의 경쟁
원리인 기업생태계(business eco-system)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기업
생태계란 기업의 경쟁시스템도 마치 생물계와 같이 기업과 산업의 경계
를 넘어 기업들의 집합체가 경쟁과 협력을 통해 공진화(共進化)한다는
개념이다(Moore, 1993; 김기찬 외, 2006). 이 개념에 의하면 모기업만이
아니라 좁게는 공급망, 넓게는 이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시스템 전체의
경쟁력이 결국 모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는 생태계 경쟁이 중요해
진다. 따라서 대기업의 협력업체 혁신 지원은 이기적인 이타적 행위가
되며, 대기업이나 모기업은 중소기업 혁신 지원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유
인이 존재한다.
한국에서 대 중소 기업 간 상생 또는 동반 성장은 대 중소 기업 임금
격차 완화라는 사회정책 내지 노동정책의 수단이라는 또 다른 의미도 갖
는다. 노무현 정부 시절 상생협력의 슬로건으로 등장했던 배경도 바로 여
기에 있고, 최근에도 대 중소 기업 격차 완화가 동반성장의 세부 어젠다
로 등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은 대중소 격차의 원인이 되는
데, 피라미드형 수직적 분업구조가 특징인 한국의 하청관계에서(김주훈,
2013) 혁신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혁신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개선하여 대중소 격차 축소에 기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의 자
발적 참여 유인은 생태계 경쟁력 강화의 경우보다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혁신 지원은 일터혁신과 관련해서도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 중 자금, 판로, 기술혁신 지원이 아니
라 제조혁신으로 통칭되는 작업장의 공정, 레이아웃, 일하는 방식의 개선
을 다루는데, 이러한 혁신은 노동과정과 노동의 성격 그리고 작업장 내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혁신에는 근로자 참여가
중요하고, 혁신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몰입과 열정을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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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기 때문에 혁신에 대한 보상 등 기업의 인사관리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즉 대기업의 중소기업 제조혁신 지원은 중소기업에서의 일터혁신
을 수반하거나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일터혁신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역으로 제조혁신이 노동과정이나 사람관리 방식의 변화라는
사회적 측면의 혁신과 결합될 경우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도 있다. 사실
일터혁신의 관점에서는 제조혁신과 사회적 혁신의 결합이 대기업의 중소
기업 제조혁신 지원의 가장 중요한 의의로 볼 수 있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일터혁신이라는 취지에서 진행되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터혁신을 직접 다루지는 않고 일터혁신과 밀접한 관
련성이 있는 통칭 제조혁신을 다룬다. 일터혁신(workplace innovation)이
란 기술혁신 이외의 혁신(non-technological innovation)을 포괄하는 광의
의 개념으로 유럽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념이다. 우리에게 더 친숙한 개념
은 고성과 참여적 작업시스템, 혁신적 작업장, 작업조직 혁신, 작업장 개
발 등이 있다(Oeij, Rus, & Pot, 2017). 본 연구의 초점 중의 하나는 대기
업의 중소기업 제조혁신 지원에 있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몰입과 열정
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동과정 변화나 보상을 포함한 인사관리 변화
라는 사회적 측면의 혁신을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제조혁신에 있어서 정부가
주도한 혁신운동들이 있는데 개별 기업 사례 이해를 위해 간략하게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산성혁신 파트너십은 2011년도에 지식경제부
(현 산업부)가 주도한 것으로서 2018년에도 31개의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사업 주관기관은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이
다. 대기업이 5개 이상의 관련 협력업체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생산성
혁신, 수출 활성화, 디지털 혁신사업을 수행하면 정부가 사업비의 30～
50%를 매칭으로 출연하고, 2차 이하 협력사 지원자금에 대한 7％ 세액공
제, 상생협력 대상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산업혁신운동은 사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업인데, 2013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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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주도하여 추진된 운동으로 대한상의가 추진본부이다. 이 사업은 상
생협력의 범위를 1차 협력사를 넘어 2 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려는 취지
로 시작했으며 1단계 사업은 2013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5개년에 걸
쳐서 수행되었다. 혁신의 내용은 크게 제조혁신과 스마트공장 육성사업
으로서 5년간 대기업이 출연한 금액은 총 2,277억 원이며 중소기업당
2,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참여한 중소기업의 숫자는 1만여 개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4개 대기업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산업혁신운동에 모
두 참여했다. 정부는 2단계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1단계와 달리 서비
스업도 대상에 포함시키며, 제조혁신을 넘어 기술혁신과 마케팅 등 경영
혁신을 포함해서 혁신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마트공장 육성사업은 산업혁신운동의 혁신영역 중의 하나이지만,
2014년 민관 합동 스마트팩토리추진단(현 스마트공장추진단)이 대한상의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 내에 신설되고 2015년 독립재단이 되면서 독
자적인 사업영역으로 부각된다. 스마트공장 육성 담당기관은 스마트공장
추진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여기에 전달체계로서
지역별 테크노파크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사례 대상 기업 중 삼성전
자는 2018년 10월 24일 중기부와 공동으로 향후 5년 동안 각각 500억 원
씩 출연해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실시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LG전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2절 삼성전자

1. 전개과정
삼성전자의 5대 핵심가치는 인재제일, 최고지향, 변화선도, 정도경영,
상생추구인데, 동반성장 정책은 그중 정도경영과 상생추구를 근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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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동반성장은 고 이병철 회장의 창립이념인 공존공영과도 맥락
을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이 1993년 신경영 선언에
서 ‘…삼성계열사 대부분이 양산 조립을 하고 있다…이 업(業)의 개념은
협력업체를 키우지 않으면 모체가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점
도 상생에 대한 강조이다.
삼성전자의 동반성장 정책 전개과정은 크게 3시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삼성전자에서 상생이라는 용어와 이를 담당할 조직이 본격적으
로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은 2003년경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
는 노무현 정권의 등장 시기이다. 2004년에는 상생협력과 관련된 전담인
력들을 구성하고, 자금, 인력, 기술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협력사에 대
한 지원을 시작했다. 협력사의 제조혁신 지원도 이때부터 시작했다. 2008
년에는 별도의 ‘상생협력실’을 설치하고, 2009년에는 상생협력실 내 사업
부별 퇴임 임원으로 구성된 협력사 경영컨설팅단을 발족하는 등 협력사
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보다 중장기
적이고 발전적인 상생경영을 전개해 왔다.
2010년은 삼성전자 동반성장 정책에서 한 획을 긋는 시기이다. 2010년
8월 16일 삼성전자는 상생경영 7대 실천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배경에는
당시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했지만 협력업체와의 격차는 확대된
다는 대중소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와 그 완화를 위한 사회적 압력이 있
었다. 상생경영 7대 실천방안은 기존 1차 협력사 중심의 동반성장 프로그
램을 2 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 내
용은 원자재가 변동을 부품단가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사급 제도
도입, 2 3차 협력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조 원 규모의 협력사 지원
펀드 조성, 2 3차 협력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지원책 마련, 우수 협력
사 대상 Best Company 제도 도입 및 글로벌 톱 수준 기업으로 육성, 현
재 미거래 회사라도 신기술 등 핵심역량 보유 기업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와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협력사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기술개발지원센터 운영 등 기술개발 지원 확대, 중소기업 중견 전문
인력 구직 지원이다. 전담조직과 관련해서는 2011년 상생협력센터를
CEO 직속 조직으로 하고 센터장에 부사장급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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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들어 삼성전자는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력사 지원
범위에 2차 협력사를 포함해서 1 2차 협력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종합적
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정책의 전환을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
펴보면 우선 1차 협력사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2
차 협력사는 제조현장 혁신, 프로세스 혁신, 생산기술 지원, 교육 등 4대
분야로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이를 담당할 조직으로 수원에 상생
협력아카데미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교육센터, 청년일자리센터, 컨설팅
센터의 3개 센터를 설치하며, 특허가 없어 창업과 신제품 개발에 어려움
을 겪는 중소기업 벤처 개인 창업가에게 특허 무상 공개를 확대한다는
것 등이었다.
15명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교육센터는 삼성전자 내부인력을 대상으
로 실시해왔던 100여 개의 교육프로그램을 협력사에 개방해서 교육서비
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5명으로 구성된 청년일자리센터는 삼성 협력사
채용 한마당 등을 통해 우수인재를 원하는 협력사와 구직을 원하는 청년
과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우수인력 확보와 청년 실업난 해소
에 기여하고 있다. 초기 60여 명으로 구성된 컨설팅센터는 제조, 마케팅,
물류, 인사, 재무 등 경영기능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는데 현재는
약 50명의 컨설턴트가 있다. 이때부터 경영 분야별 협력사의 컨설팅 요구
에 따라 컨설팅을 제공하는 수요자 맞춤형 제조혁신 컨설팅이 본격적으
로 진행되기 시작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삼성전자 내부에 산재해 있던 분
야별 전문가들이 필요한 경우 협력사 제조혁신을 지원했지만, 컨설팅센
터가 설치되면서 전문인력들이 하나의 독립적 단위로 조직되었다. 이와
는 별도로 역시 경영 전문 분야별로 선발된 임원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10
여명 규모로 출범하여 현재 20여 명에 이르고, 이들은 협력사 CEO를 대
상으로 경영자문 활동을 시작했다.

2. 프로그램 개요
삼성전자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은 <표 2-1>과 같은데, 지원 영역은 크게
인력, 자금, 기술, 판로, 그리고 경쟁력 향상이다. 본 연구의 일터혁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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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삼성전자 상생협력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명칭

우수인력
확보
및 교육

협력사 우수인력 채용 지원
협력사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무상 지원
차세대 경영자 양성을 위한 미래경영자과정 운영
※ 경기도 수원 협력사 전용 교육시설 운영

자금 지원

설비투자, 기술개발 등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1조 원 규모 상생펀드
조성(업체당 90억 원까지 저리 대출)
1～2차 협력사 간 대금지불 조건 개선을 위한 5,000억 원 규모
물대펀드 조성(30일 내 현금지급 협력사 무이자 대출 지원)

기술 확보

신기술개발기금 출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삼성전자 보유 특허 개방,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활용
국내 대학, 연구기관 보유 우수기술 소개

경쟁력
향상 지원

상생컨설팅센터의 협력사 혁신활동 지원
협력사 및 미거래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2 3차 협력사 제조혁신을 위한 산업혁신운동 지원
협력사 환경안전(EHS) 취약부문 개선 지원
※전문 컨설팅단 운영으로 원가, 품질, 제조 혁신활동 지원

판로 개척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 협력사 우수제품 수출 및 마케팅 지원
스마트비즈 엑스포 개최, 국내외 바이어에게 판로확대 기회 제공

자료 : 삼성전자(2018), 2018 지속가능보고서 수정 p.39.

직접 해당하는 영역은 경쟁력 향상으로서 앞서 살펴본 상생협력아카데미
의 컨설팅센터에서 제공하는 협력사 혁신활동 지원, 스마트공장, 산업혁
신운동 지원 ,협력사 환경안전 취약부문 개선 지원이 있다.
정부가 주도한 산업혁신운동과 스마트공장 육성에 대해서 앞서 살펴보
았다. 삼성전자는 2013～2017년까지 5년간 총 500억 원을 출연하여 산업
혁신운동에 참여했으며, 외부 컨설턴트들의 컨설팅 활동을 점검하는 전담
인력을 1인만 배치했다. 산업혁신운동에 대한 삼성전자의 이러한 참여 방
식은 현대자동차, LG전자와 동일하다. 산업혁신운동을 통한 지원은 연계
기업(2 3차 협력업체)과 미연계 기업의 비중이 대략 7:3으로 진행되었다.
삼성전자는 2015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와 MOU를 체결하고 10월에 삼
성전자에 총 250여 명 규모의 ‘창조경제지원센터’를 구축하여 2015년부터
3년 동안 1,080개 정도의 기업에 대해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협력사 환경안전(EHS) 취약부문 개선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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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살펴보겠지만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자생적 프로그램으
로서 협력사 상생컨설팅은 정부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계속 진행되었다.

3. 일터혁신 지원사업
삼성전자의 협력사 제조혁신 컨설팅 사업은 2013년 60여 명의 컨설턴
트로 협력사 상생컨설팅팀을 조직하면서 본격화되었는데, 2013년은 정부
주도의 산업혁신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하다. 삼성전자의
협력업체 제조혁신 컨설팅은 1차 협력업체의 경우 협력사 상생컨설팅의
고유 사업으로, 그리고 2 3차 협력업체와 미거래 중소기업의 경우는 산업
혁신운동과 스마트공장 육성사업으로 지원하였다. 스마트공장 육성사업
의 경우 금전적 출연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내부 전문인력이 직접 컨설
팅을 제공했다는 점도 다른 사례 대상 기업과 다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3년 컨설팅센터가 조직되기 이전에도 삼성
전자는 2004년부터 상생협력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을 꾸리고 협력사 제조
혁신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협력업체의 컨설팅 수요를 취합하
고, 지도해야 할 내용별 전문가를 사내에서 조달해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해서 2012년에도 110명 내 외부 전담인
력이 금형기술 제조 등 부문별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평균 115일간의
컨설팅을 실시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보면 2013년 이전에도 협력사 상
생컨설팅을 실시했음을 알 수 있다. 상생컨설팅팀은 경영관리, 제조, 개
발, 품질 등 해당 전문분야에서 2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진 삼성전자 직
원으로 구성되었다. 상생컨설팅은 2013년 협력사 제조현장 개선활동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마케팅, 개발, 제조, 품질, 구매 등 8대 분야로 확대
하여 총 146개의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지원하였고, 2016부터 해외 진출
국내 협력사로 대상을 확대했다. 2016년까지 상생컨설팅 수혜업체는 국
내 700여 개 협력업체 중 200여 개에 달하였고, 2017년 130여 개 협력사
에 대해 컨설팅을 추가 실시하였다.
컨설팅 제공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우선 통상 11월이 되면 협력업체
를 대상으로 다음 해 혁신지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어떤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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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혁신 지원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컨설팅센터의 내부 자원
및 역량과 대조한 후 만일 컨설팅센터의 역량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우선
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수요조사는 해외 진출 한
국기업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정기적 수요조사 이외에도 임원으로 구
성된 자문단이 일거리를 가져오거나 협력사들이 수시로 요청하는 컨설팅
수요도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컨설팅 대상이 결정되면 통상 1∼2명으
로 구성되는 삼성전자의 컨설턴트와 협력사 CEO를 반드시 포함시킨 TF
를 구성하고, 상호 협의해서 혁신과제와 일정계획을 수립해서 혁신을 추
진한다. 컨설팅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대 8～9개월 소요되는 경우도 있지
만, 평균 6개월이 소요되며 연간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산업혁신운동에 자금만 출연하고 외부 컨설턴트의 활동을
점검하는 인력만 파견했지만, 스마트공장 육성사업에는 자금만 출연한
것이 아니라 내부인력을 컨설턴트로 직접 활용했다는 점이 다른 회사와
다른 특징이다. 스마트공장은 2015년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10여
명의 컨설턴트로 시작했다가, 2015년 말 전국적으로 대상을 확대했고,
150명의 내부인력을 컨설턴트로 활용했다. 삼성전자가 2015～2017년간
지원한 스마트공장은 총 1,086개이다. 초기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삼
성전자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조성한 200억 원의 자금과 삼성전자 내부
인력 컨설턴트를 활용해서 경상북도에 소재한 360여 개의 중소 중견 기
업에 스마트공장 도입 및 구축을 지원했는데, 대상 사업체는 삼성 거래
협력사가 20% 정도이고 나머지는 미거래 중소 중견 기업이었다. 삼성전
자 내부에서 멘토로 부르는 컨설턴트는 직급상 차장-부장급으로서 제조
현장의 전문가들이다. 스마트공장에 삼성전자 내부인력을 활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축적한 제조혁신 노하우나 지식의 확산을 위해서였
다고 한다.
스마트공장 육성 컨설팅은 최대 8주간 컨설턴트가 현장에 상주하면서
진행되었다. 스마트공장 사업은 현장혁신과 시스템 구축의 2단계로 구성
되는데, 현장혁신은 산업혁신운동의 제조혁신과 내용이 동일하다. 즉 3정
5S, 물류개선, 레이아웃 변경 등의 공정개선, 간이 자동화, 품질향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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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각종 표준화 작업, EHS 개선 등 기초 다지기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스마트공장은 제조혁신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혁신운동을
포함하고 있고 제조혁신에 덧붙여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제
조혁신 중심의 산업혁신운동보다 한 단계 발전된 협력회사 중소기업 혁
신 지원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삼성전자 내부인력과 외부 전문컨설턴트의 컨설팅 특징을 보면, 내부
인력은 ‘행동’으로 외부 컨설턴트는 ‘말과 글’로 컨설팅하는 것이다. 삼성
전자의 컨설턴트들이 가장 중요하게 추진한 것은 본격적 개선활동 돌입
이전의 개선 오너십 분위기 형성이었다고 한다.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컨
설턴트가 직원들은 하지 않는 청소를 하고 기계를 닦는 활동을 묵묵히 솔
선해서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장이 동참하고 이어서 직원들이 동참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상당한 시일을 요한다고 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개선 또는 혁신이 나의 일로 느낀다는 측면에서 개선/혁신 오너십이라 지
칭할 수 있을 것이며, 변화의 과정상 해빙(unfreezing)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제조혁신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다음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는 MES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
시하는 등의 작업단계가 이루어진다. 스마트공장 구축은 개별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일부 공정 자동화 및 정보시
스템을 구축하는 기초 수준부터 시작하여 기업수요에 따라 차츰 고도화
를 진행하는 프로세스로 진행하고 있다.

4. 요 약
다른 대기업과 구분되는 삼성전자의 협력업체 일터혁신 지원은 스마트
공장 육성 지원의 경우 자금 출연만이 아니라 현장의 베테랑들인 삼성전
자 직원 150여 명이 직접 컨설턴트로 참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이
다. 이는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와 구분되는 삼성전자만의 특징이
다. 삼성전자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가 좋은 것도 내부인력
이 열정과 책임감을 갖고 컨설팅에 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6) 삼성
전자 관계자에 의하면 컨설팅이 끝난 이후에도 기업체에서 컨설턴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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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을 구하고 컨설턴트는 사실상 A/S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컨설팅 이
후에도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삼성전자는 2단계 스마트공장 사업
에서도 1차와 같이 내부인력을 컨설턴트로 활용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개선과제로서 컨설팅과 교육의 배합을 들고 있
다. 교육은 변화과정에서도 필요하지만, 혁신의 유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삼
성전자는 2단계 스마트공장 사업에서 기존의 컨설팅 내용만이 아니라 판
로개척과 대략 15개 정도의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에 포함시켜 운영할 예
정이다.
협력회사 혁신활동 지원의 사회적 측면 즉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
해 혁신의 효과성과 근로생활의 질(QWL)도 높임으로써 혁신의 지속 가
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3정 5S와 같은 의식개혁의 중
요성, 그리고 컨설턴트와 CEO의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CEO의 리더십과
솔선수범이 중요한 이유는 혁신에 실패의 위험이 상존하고, 모든 변화가
그러하듯이 내부 직원들의 저항이 생겨날 수 있으므로 CEO가 강한 의지
를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혁신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2단계로 향후 5년간 중기부와 매년 각각 100억 원씩 투자
해서 2,500개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한편 스마트공장 성과
가 매출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생산물에 대한 판로개척 및 내부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다.

6) 최근 삼성전자는 중기중앙회와 함께 추진할 2단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1차년도
신청을 받았는데, 500개 기업 모집에 1,900개 기업이 신청했다. 이것은 삼성전자 스
마트공장 지원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좋은 평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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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LG전자

1. 전개과정
LG전자는 동반성장 활동의 전개과정을 <표 2-2>와 같이 크게 도입기,
정착기, 그리고 성장기로 구분하고 있다. 도입기는 역사가 오래된 상생
협력 활동시기로 사업본부별로 자생적이고 분산적으로 진행되던 특징을
<표 2-2> LG전자 상생협력 전개과정
구분

내용

도입기

2004.02
2007.10
2008.10
2009.09
2011.05
2011.08

그레이트 파트너십 컨벤션 2004 개최
대기업 최초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체결
LG그룹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선포식
상생협력펀드 조성 협약 체결
LG전자 동반성장 5대 추진과제 공표
동반성장 담당 본사 임원조직 신설

정착기

2012.04
.06
2013.03
.06
.10
2014.07
2014.12

1 2차 협력사 간 공정거래협약식
성과공유제 도입(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 결의대회
산업혁신운동 추진협약 체결
협력회사 지원부서 동반성장 통합
기술협력대상 우수부문 중기청장상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기업(공정거래위)

성장기

2015.02
.12
2016.01
.03
.04
2017.04
2018.05
.06
.08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참여(특허공유사업)
상생결제시스템 도입/2 3차 협력회사 확산
상생협력펀드 재원 확대(1,625억 원 → 2,000억 원)
LG그룹 공정거래협약식
다자간성과공유제 확대
전체 협력회사 대상 CSR 컨설팅 확대
2 3차 협력회사 공정거래협약 체결
협력회사 자동화설비 구축 자금 지원(200억 원)
1 2차 협력회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도입 및 체결

자료 : LG전자, 2018 동반성장 핸드북 , LG전자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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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다. 이 시기는 2011년 동반성장 담당 본사 컨트롤 타워가 생기면서
다음 단계인 정착기로 넘어간다. 정착기는 대정부 정책 대응 중심의 시기
로 평가할 수 있는데, 성과공유제 도입,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산업혁신운
동 및 스마트공장 사업에의 참여 등이 그 주요 내용들이다. 최근의 시기
에 해당되는 성장기는 정부 정책에의 대응을 넘어 2 3차 협력업체를 포
함하여 건강한 협력회사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시기로 특징지울 수 있다.

2. 프로그램 개요
LG전자는 동반성장의 체계로서 3대 사상, 5대 원칙, 5대 추진과제를
정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5대 추진과제는 글로벌 No. 1 경쟁력 확보 지원,
차세대 기술역량 강화 지원, 자금 지원, 무상교육 지원, 프로세스 혁신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영역별 세부 프로그램은 <표 2-3>과 같다.
<표 2-3> LG전자 상생협력 프로그램
구분

상생협력 프로그램

공정거래
문화 조성

정도경영 준수/1 2차 협력사 간 공정위 계약서 체결/공정위
4대 실천사항 도입 및 운용/협력회사 상생고/협력회사
임직원 복지율/동반성장 뉴스레터/창조경제혁신센터

5대
추진
과제

자금 지원

무이자 직접자금/상생협력펀드/네트워크론/해외 동반성장
파트너십/대금지급 조건 횟수 개선

인력육성
지원

동반성장아카데미/창원지역 대학 연계교육/채용박람회

차세대
기술 확보

그린파트너십/장비 부품 국산화/구매조건부 개발사업/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기술자료 임치제도/거래희망 프로세스

경쟁력
강화
프로세스
개선
사회적 이슈 해결
지원

품질 생산성 컨설팅/생산성혁신
파트너십/성과공유제/아이디어 제안제도
2차 협력회사 지원/상생결제시스템/협력회사 VOS/동반성장
홈페이지
협력회사 ESH 컨설팅/CSR 관리역량 제고/에너지 절감활동/
보안 컨설팅

자료 : LG전자, 2018 동반성장 핸드북 , LG전자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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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일터혁신 지원사업과 가장 가까운 것은 5대 추진과제 중 경쟁
력 강화 지원사업으로서 그 세부 내용들을 살펴보면 품질 생산성 컨설팅,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성과공유제, 아이디어 제안제도 등이 있다.
생산성혁신 파트너십은 2011년부터 참여했고 2017년에도 5개사를 지원
했다. 5대 추진과제에는 수록하지 않았지만 LG전자도 산업혁신운동에
2013～2017년 동안에 참여하여 5년간 273개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에 75억
원을 지원하였다. 다만 LG전자의 경우 생산성혁신 파트너십이나 산업혁
신활동에 외부 컨설턴트를 활용했고 내부 컨설턴트는 코디네이트 역할을
수행하는 1인만 배치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현대자동차와 유
사하지만 내부인력을 적극 활용한 포스코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성과공유제는 2012년에 도입했고 2016년에는 기존의 1차 협력업체와의
성과공유협약을 넘어 1차와 2차 협력업체를 포괄하는 다자간 성과공유제
를 도입했다. 아이디어 제안제도는 협력회사의 아이디어 제안을 받아서
LG전자의 원가 절감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협력회사의 아이디어
제안을 받아서 아이디어를 채택하면 성과공유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성과공유제와 연계 운영되는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품질 생산성 컨설팅
은 LG전자에서 역사가 꽤 오래된 자생적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인데 이
에 대해서는 아래의 일터혁신 지원사업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3. 일터혁신 지원사업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LG전자는 생산성혁신 파트너십과 산업혁신운
동의 경우 기금만 출연하고 외부 컨설팅 업체나 컨설턴트를 활용해왔기
때문에 이를 고유의 일터혁신 지원사업으로 보기는 힘들다. 다만 이 경우에
내부 컨설턴트 1인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이유는 LG의 2
차 협력업체 컨설팅과 관련해서 협력사의 니즈를 파악하여 반영하고 LG
전자와 관련성 있는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LG전자
일터혁신 지원사업은 앞서 살펴본 품질 생산성 컨설팅이 자생적인 고유
사업이며, 2011년부터 동반성장 담당조직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LG전자의 경우 경영이념으로 정도경영이 있듯이 2011년 이전에도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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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미, 평택의 사업본부별로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었다. 한편
본사에는 구매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스태프 성격의 팀이 1개 있었다. 사
업본부별 활동을 살펴보면 창원공장은 생산평준화, 평택공장은 SQE, 구
미공장은 경영컨설팅 활동을 대표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협력
업체 지원활동은 2010년도 언론 등에서 ‘LG전자는 공장혁신 전문가
(Factory Innovator)와 경영컨설팅 전문가 1명을 협력회사에 함께 상주시
켜 협력회사의 생산성과 품질 혁신활동을 수행한다’는 내용의 관련 기사
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공장혁신 전문가는 LG전자 직원이며
경영컨설팅 전문가는 구매업무를 담당하던 중진의 LG전자 퇴직자들이다.
생산평준화란 제품을 팔리는 만큼만 주기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는
데, 이를 달성하면 물류, 재고와 물류 소요비용을 절감하고 생산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 LG전자는 생산평준화 레벨을 1～5단계로 나누어 관리하
고 있었는데 1레벨은 초보 수준, 2레벨은 국내 대기업과 거래할 수준이며,
5레벨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LG전자는 2008년부터 협력회사에 최소 6개
월 이상 전문가들을 파견해 협력회사가 스스로 생산평준화를 운영해 나
갈 수 있는 수준인 4레벨을 획득하도록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
택공장이 대표적으로 추진하던 SQE(supplier quality engineering)는 LG
전자의 품질전문가들이 협력업체의 제품개발 초기 불량, 생산 프로세스
불량 등 다양한 원천의 불량을 줄여 협력회사의 품질관리 역량을 제고하
는 활동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구미공장이 대표적으로 실시하던 경영컨
설팅은 경영 관련 전문가가 6개월 정도 협력업체에 상주하면서 경영 관
련 과제 해결 TFT 활동을 수행하던 것을 말한다.
이처럼 분산적으로 추진되던 협력업체 혁신지원 프로그램은 2011년 동
반성장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본사 조직이 신설되면서 통합 추진된다.
현재 동반성장 담당조직에는 4개 팀이 있는데, 창원과 평택의 협력회사지
원팀, 요소기술팀, 그리고 동반성장팀이 그것이다. 본사 조직 산하에 100
명의 컨설턴트가 배속되어 LG전자 고유의 혁신 지원사업인 품질 생산성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컨설턴트 100여 명의 구성을 살펴보면 현장출신
베테랑 50명, 생산기술원 출신 엔지니어 10여 명, 리더 활동 경험자 40여
명 등이다. 다만, 전체 100여 명의 컨설턴트 중 1명은 산업혁신운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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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네이터 활동을 수행하고 4명은 협력사 화재안전 컨설팅 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품질 생산성 컨설팅의 내용은 그 이후 대략 3단계를 거치면서 진화해
왔는데 모태는 창원공장에서 대표적으로 수행하던 평준화 생산이다. LG
전자는 품질 생산성 컨설팅의 발전단계를 기초 다지기(～2014년), 품질
생산성 개선기(2015～2016년), 총합 생산성 향상기(2017년 이후)로 구분
하고 있다. 기초 다지기는 3정 5S로 대표되는 생산현장의 기초질서 지키
기 활동이다. 2014년 이전 FI 11(factory improvement 11) 활동이 있었는
데 이것이 기초 다지기 활동이다. 기초 다지기 활동이 쉽게 보이지만 컨
설팅이 끝난 후 원래 상태로 회귀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했다고 한다.
기초 다지기 활동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품질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
졌고 그 이후 총합생산성 향상운동으로 연결되었다. 이처럼 기초 다지기,
품질 생산성 향상, 총합생산성 향상이라는 3단계는 계기적으로 진화된
컨설팅 내용으로 보면 되며, 협력업체들이 그 이전 단계를 소화해서 통과
한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2017년 이후 추진되고 있는 총합생산성 향상은
제품 단위당 맨아워(UPPH : unit per person hour) 단축이 개선의 목표가
되는 혁신활동이며, 총합생산성 지원은 자동화에 초점을 맞추고 자동화
수준도 단위공정이나 라인을 넘어 공장 전체 관점으로 확대된다는 특징
이 있다.
LG전자의 품질 생산성 컨설팅은 그 대상이 1차 협력업체라는 점에서
도 다른 대기업과 구분된다. 2차 이하 협력업체는 품질 생산성 컨설팅이
아니라 산업혁신운동으로 연계시키고 있다고 한다. 컨설팅의 시작은 협
력업체의 신청이나 LG의 제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양자의 비중은 절
반 정도씩이다. 연간 신청 건수는 대략 60～70개 정도 규모이다. 회사의
자료에 의하면 품질 생산성 컨설팅 실적이 2015년 120개사, 2016년 147개
사, 2017년 48개사로 규모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2017년부터는 그
이전 단계와 수준이 다른 총합생산성 향상 단계가 실행되고 있기 때문이
다. 신청기업 중에는 기존에 컨설팅 수혜를 받았던 기업도 있다. 기술이
나 제품 변화가 심한 전자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기존에 컨설팅을 받았던
기업도 공정이나 현장 혁신이 재차 필요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2장 대기업의 협력업체 일터혁신 지원 사례

31

컨설팅 대상이 확정되면 현장 전문가와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수행
하는 치프 컨설턴트(chief consultant)가 한 팀을 이루어 초도 순시를 하
고 과제를 도출한 후, 컨센서스 미팅을 통해 대표이사와 협의해서 과제
확정과 목표 설정에 들어간다. 다음으로는 킥오프(kick-off) 모임을 갖는
데, 여기에는 본사의 연구개발부서와 구매부서 담당이 참여하기도 한다.
연구개발부서는 현장혁신이 설계변경을 수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참석하며, 구매부서의 경우 공정합리화로 생력화가 발생하면 추
가 공정의 설치나 구매물량 보장이 필요한 까닭에 참석하는 것이다. 프로
젝트팀은 LG에서 파견된 컨설턴트 2명에 현장의 생산관리자나 관리이사
또는 생산, 연구개발, 자재나 물류 파트의 상근자가 보통 1～2명 결합하
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물론 그 외 관계자들은 비상근으로 프로젝트에 참
여한다. 컨설턴트가 3개월 동안 상주하면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경우에
따라 LG전자 생산기술원의 공정개선 관련 인력이 투입되어 공정개선 관
련 혁신업무를 추진하는데, 본사 업무가 과중해서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2018년 생산기술원에 협력사 자
동화팀을 신설해서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1단계 산업혁신운동에 참여했던 LG전자는 1단계가 완료되고 2단계가
시작됨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
하고 있는데, 2018년 협력사 150개에 150억 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4. 요 약
LG전자 협력업체 지원 사례의 특징은 LG도 스스로 개발한 현장혁신
모형을 꾸준하게 협력업체에 전수했으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대기업과 유사하면서도 구분되는 특징이다. LG전자의 협력업
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LG전자의 생산시스템을 그대로 협력사에 옮
기는 것은 중요한 상생 개념… 협력사는 이를 통해 자생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헤럴드경제, 2010. 8. 31.)’는 기사가 그 장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업 담당자의 표현에 의하면, 초기에는 과연 협력업체 현장혁신 지원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과 함께 상생협력이 돈을 많이 출연하거나 보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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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들이 많이 제기됐다고 한다. 그러나 LG는 정도경
영이라는 이념에 부합되게 협력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피부에 와 닿도록
지원한다는 철학을 갖고 꾸준하게 사업을 추진했고, 그 결과 2015년경부
터 성과가 나오면서 입소문을 타게 되었다고 한다. 기초 다지기가 어느
정도 수준에 달하자 협력사들이 뭐 다른 거 없나고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
에 따라 품질 생산성 개선을 거쳐 총합생산성 향상 단계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협력회사 혁신활동 지원의 사회적 측면, 즉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
해 혁신의 효과성과 노동의 풍요성도 높임으로써 혁신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과 관련해서, LG전자는 혁신활동 지원에서 이러한
점이 감안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예를 들어 컨설팅을 시작하기 이전 대
표이사와 목표협약을 체결할 때 생력화(省力化)로 인한 인원문제에 대해
서도 합의하는데, 대체공정의 설치나 물량확보 약속 등도 이루어지기 때
문에 혁신으로 인한 인원축소는 없다고 한다. 게다가 공정개선은 근로자
측에도 3D 노동의 개선이라는 점에서 노동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성공적 혁신과 관련해서 대표이사의 마인드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지
적했는데 이것도 일터혁신의 사회적 측면과 연관성이 있었다. 대표이사
가 열의와 관심을 갖는 경우에는 고기 잡는 법만 가르쳐주면 잘 따라오는
데, 대표이사의 관심과 열의의 이면에는 독특한 리더십이 있다는 점을 강
조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대표이사들은 직원의 복지에 투자를 많이 하거
나 성과 공유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돈은 더 투자하더라도 구내 식당
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고등학교까지 학자금을 지원한
다든지, 경영실적이 나면 직원들에게 공개하고 실적도 나누는 피드백 활
동도 보인다든지 등의 양상으로 혁신의 과실이 직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한다. 나아가 이런 대표이사들은 현
장에서 같이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개선하는 솔선수범형 리더십도 아울
러 보여준다고 한다.
또한 LG의 협력사 컨설팅에서 사회적 측면의 혁신은 협력사 CSR 지
원과 연계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LG전자의 협력사 CSR 지원은
2012년부터 1차 협력업체부터 시작해서 2015년에는 전체 협력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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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데, 협력사 CSR 내용 중에는 기본적인 노동인권 등이 포함되어 있
다. 협력업체 CSR을 통해 노동권 보호가 강화된다면 이것은 기술적 또는
공학적 측면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품질 생산성 컨설팅의 사회적 측면을
간접적으로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의 지원이 필요한 영역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인 인력난
을 지적했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더 심해졌다는 지
적이 있었다. 협력업체의 현장혁신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의 금액 제한도
경우에 따라 유연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제4절 포스코

1. 전개과정
포스코의 협력회사 일터혁신 지원과 관련해서 특징적인 것은 성과공유
제(benefit sharing)와 QSS와 같은 독특한 프로그램 등으로 꾸준하게 동
반성장 정책을 추진해왔다는 점이다. 포스코는 당사의 대중소 상생협력
또는 동반성장 정책의 전개과정을 <표 2-4>와 같이 공정거래 체제 정립
기, 동반성장 프로그램 도입기, 동반성장 활성화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포스코의 고유 상표로 지속되어 오고 있는 성과
공유제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개요에서 다루기로 한다. 본 연구의 일터혁
신과 관련해서 주목할 내용은 2005년 5월에 포스코 내부에서 파일럿 성
격의 QSS 활동을 시작해서 2006년 1월 포스코 전사로 QSS 활동을 확산
시켰다는 점이다. 그리고 2008년에 시작된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사업
이 시작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08년 11월은 기존의 중소기업지원팀이
상생협력실천사무국으로 확대 개편된 시기이다. 2008년부터 시작된 중소
기업 맞춤형 컨설팅은 포스코의 혁신 관련 또 다른 트레이드 마크인 QSS
활동 컨설팅을 포함해 경영닥터제, 경영컨설팅 등 중소기업에 특화된 컨
설팅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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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포스코 동반성장 전개과정
구분

내용

공정거래
체제 정립

전자상거래 시행(’0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02)

동반성장
프로그램
도입

국내 최초 성과공유제 도입(’04)
중소기업 납품대금 전액 현금결제(’04)
중소기업지원팀 신설(’05)
QSS 활동 포스코 전사 도입(’06)
테크노 파트너십 시행(’06)

동반성장
활성화

중소기업지원팀 → 상생협력실천사무국(’08)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시작(’08)
민관 R&D 협력펀드 조성(’09)
상생협력실천사무국 → 동반성장사무국(’10)
임원 동반성장지원단 출범(’10)
QSS 혁신허브 활동(’11)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 운영(’11)
생산성혁신 파트너십사업 참여(’11)
산업혁신운동 참여(’13)
설비솔루션 지원활동(’15)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15)
현금결제지원펀드 조성 및 중견기업 현금지불(’17)
최저가 낙찰제 폐지(’18)

자료 : 포스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 각 연도.

QSS 활동 컨설팅은 포스코의 현장 혁신 활동 경험을 포스코 QSS 컨
설턴트가 협력업체에 접목해서 중소기업의 제조현장 혁신활동을 지원하
는 프로그램이다. QSS 활동 컨설팅은 2008년 6개사 시범 실시 이후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2011년부터는 QSS 혁신허브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는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혁신 툴인 QSS를 지역사회에 전파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공헌활동의 성격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QSS 활동은 이후 산업혁
신운동이나 스마트공장 육성사업에서도 혁신의 툴로써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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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개요
포스코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은 <표 2-5>와 같이 5개 영역 총 33개로
구성되어 있다. 5개 영역은 기술협력, 금융지원, 파트너십 강화, 교육 및
컨설팅, 소통 및 기타로 구분된다. 성과공유제는 기술협력 영역에 속하는
포스코 특유의 제도로서 이후 2006년 대 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
한 법률 에서 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널리 확산되었다.7) 이 제
도는 포스코와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프로젝트 베이스로 개선활동을 수행
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이다.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재무적
성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5:5로 분배하고 비재무적 보상으로는 장기구매
계약 등이 있다. 재무적 성과가 발생할 경우 왜 7:3이나 6:4가 아니라 5:5
로 배분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포스코 담당자는 그 연유는 잘 모르
겠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의 일터혁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은 컨설팅 영
역의 맞춤형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경영닥터제, 산업혁신운동, 스마트공
장 육성사업이 있다. 우선 산업혁신운동과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앞서
정부정책 파트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포스코그룹은 2013～2018년까지
매년 50억 원씩 출연하여 산업혁신운동과 스마트공장 육성사업에 참여했
다. 특이한 점은 포스코의 경우 산업혁신운동과 스마트공장 육성사업에
서도 포스코의 혁신 툴인 QSS 활동을 접목하고, 협력사에 대해서는 계약
직이지만 자체 고용한 컨설턴트 인력을 활용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산업
혁신운동은 포스코 고유의 일터혁신 지원사업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맞춤형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은 앞서 전개과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08년 6월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으로서 QSS 활동 컨설팅으로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협력업체의 취약부분이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양 제철소 기술혁신그룹에서 주관한다. 산업혁신운동과 스마트공장

7) 동법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제1항은 ‘정부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ㆍ위탁 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
고 그 성과를 수탁ㆍ위탁 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하 "성과공유제"라 한다)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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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사업을 구매기획그룹과 인재창조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
다. 포스코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의하면 QSS 활동 컨설팅은 2006년
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09년에는 27개사, 2010년
에는 68개사로 확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8년 3월에 도입된 경영
닥터제는 포스코, 전경련 경영자문단, 협력업체가 삼각협력체제를 구축하
여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2008년 3개사,
2009년 8개사, 2010년 10개사를 지원하였다.
<표 2-5> 포스코 동반성장 33개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명칭

기술협력
(5개)

성과공유제
테크노파트너십
특허지원 프로그램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기술자료 임치제도

금융 지원
(8개)

대출지원펀드
지분투자펀드
포스코 윙크
설비구매 선급금 및 중도금
공로 운송사 운송대금 전액

파트너십
강화
(9개)

글로벌 플랫폼 비즈니스
대중소기업 구매 상담회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
포스코 인증공급사 제도
임원 동반성장지원단
중소 고객사 솔루션 마케팅
중소기업 발주물량 확대
해외 판로개척 지원
공급시장 특성을 고려한 구매제도 운영

교육 및
컨설팅
(6개)

경영닥터제
맞춤형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산업혁신운동
스마트공장 육성사업
중소기업 경영진 PIUM 참여
중소기업 교육훈련 지원사업

소통 및
기타
(5개)

동반성장협의회 운영
동반성장 파트너스 데이
중소기업상담센터
포스코 협력기업 채용지원
협력사 의료지원 이용 지원

현금결재지원펀드
납품대금 전액 현금지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지원
현금지불

자료 : 포스코, 2018년 포스코 동반성장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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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터혁신 지원사업
포스코의 일터혁신 지원사업 검토에 앞서 QSS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
하다. QSS(quick six sigma)란 6-시그마 활동을 포스코에 맞게끔 변형한
문제해결 활동 즉 종합적인 혁신 툴로 정의할 수 있다. 포스코는 현장혁
신을 QSS로 표기하면서 ‘Six Sigma/TPM/TPS/IE의 장점을 접목한 포
스코 고유의 혁신방법론’으로 정의한다. [그림 2-1]에서와 같이 QSS는
일상활동, 과제활동, 솔선/격려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상활동은 5S나
마이머신(my machine)운동과 같이 일상적인 유지활동을 말한다. 솔선/격
려활동은 CEO의 솔선활동을 포함해서 각종 관리활동이나 혁신의 날 등
의 이벤트를 포함한다. 과제활동은 전형적인 문제해결 활동으로서 낭비
발굴과 즉실천 활동이나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하고 유지하기까지의 문제
해결활동을 포함한다. 포스코는 2008년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사업으
로서 QSS 활동 컨설팅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2010년에는 협력 기업 및
공공기관 대상 확산활동 즉 QSS 혁신 허브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산업혁
신운동과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서도 포스코의 혁신 툴을 적용해서 중소
기업 혁신을 지원하게 된다.
[그림 2-1] QSS 활동의 철학과 원칙

자료 : 포스코(2018), 현장(일터)혁신포럼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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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2014년 8월부터는 기존의 QSS를 발전시킨 QSS+를 실시하
고 있다. 이는 QSS를 설비 집약적인 포스코 특성에 적합하게 변형시킨
혁신활동으로 QSS 자체를 혁신한 것이다. QSS+는 각각 품질(Quality),
설비(Stability), 안전(Safety)의 3가지 요소를 지칭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스코의 협력업체 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시
작한 QSS를 툴로 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에서 출발하여 2011년부
터는 혁신허브 활동으로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협력업체를 포함한 지
역 소재 기업이나 기관들에 대한 QSS 혁신활동 지원의 주체는 양 제철
소의 기술혁신그룹 내 혁신허브섹션이다. 현재 포항과 광양 제철소의 혁
신허브 섹션에는 QSS 마스터가 각각 11명과 5명이 있는데, 이들이 혁신
허브 QSS 활동을 전담한다. <표 2-6>은 포항제철소의 QSS 혁신허브 활
동 실적을 정리한 것이다.
QSS 혁신허브 활동은 2011년 3월에 발족했고, 2014년 11월에는 포상
시 QSS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결성된다. 동 추진위원회는 포스코, 포항시,
포항시의회, 포항상공회의소,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의 5개 기관이 공
동대표로서 협업해서 QSS 혁신활동의 확산을 추진한다. 2016년 5월에는
포항제철소에서 기계, 전기, EIC, 에너지, 설비투자, QSS 등 총 6개 분야
의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등 130명으로 구성된 설비솔루션기술지원단
을 설립해서 중소기업의 설비 관련 문제해결을 지원함으로써 QSS 혁신
허브 활동의 지평이 확대되었다.
<표 2-6> QSS 혁신허브 활동 추진실적
연도

개소

지원 대상

2011

30

철강공단

2012

89

행정/공공기관 확대(보건소 29개, 읍 면 동 등)

2013

86

행정/공공기관 확대(경찰, 소방서, 학교, 언론 등)

2014

69

시민편의시설 환경개선 확대(시설관리공단 등)

2015

68

클린포항만들기 지원(죽도시장, 병원 등)

2016

71

설머리 물회지구 농촌마을 확대

2017

61

설비솔루션 강화, 주요 시정사업 연계

자료 : 포스코, 혁신허브 QSS 활동 지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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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소의 QSS 혁신허브 활동의 프로세스는 참여기관이 포항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방문해서 설명회 겸 상견례를 갖고 컨설팅 실시를 확
정한다. 이후 컨설팅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컨설팅은 각 1년 단위로 도입,
정착, 체질화의 3단계에 이르는 총 3년 과정으로 구성된다. 식당과 같이
간단한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1단계만으로 완료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제
조업의 경우에는 3단계까지가 필요하다. 도입단계인 1단계는 혁신문화
기반 조성기이며 5S나 눈으로 보는 관리 등의 툴을 사용한다. 정착기인 2
단계는 개선성과를 가시화하는 단계인데 마이머신운동이나 수익창출형
과제활동을 수행한다. 체질화 단계인 3단계는 자율적 혁신추진을 위한 혁
신 인프라 구축단계이다.
컨설턴트는 1인이 투입되는데 투입공수는 주 1회로 1회당 반나절(4시
간 정도)이 소요된다. 물론 공휴일 또는 양측의 사정으로 인해 연간 52주
를 꼬박 채우지는 못한다. 일정 규모의 경우에는 신청사의 파트너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컨설턴트 혼자서 추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포스코에서 개발된 QSS 활동이 비제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QSS 활동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과제활동 즉 문제해결 활동 툴의 보편성은 업종을 불문하고 적용될 수 있
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며, 3정 5S로 서비스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한
다. 예를 들어 모 방송사의 QSS 활동을 하면서 5S 활동을 추진한 결과
트럭 몇 대 분의 불필요한 쓰레기를 치우고 해당 사무실을 임대하여 임대
수익을 높인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포스코는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산업혁신운동도
협력업체는 물론 중기중앙회가 주도한 비협력업체에 대해서도 포스코 인
재창조원에서 계약직으로 고용한 내부 컨설팅 인력과 포스코 특유의 혁
신 툴인 QSS 활동을 접목해서 일터혁신활동을 수행했다는 점이 특징이
다. <표 2-7>은 지난 5년간 포스코가 추진한 산업혁신운동 실적인데, 대
한상의의 연계 기업 463개사와 중기중앙회 미연계 기업 259개사에 대해
서는 포스코의 인재창조원이 주축이 되어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다만 대
한상의의 미연계 기업 157개사에 대해서는 외부 컨설팅 업체를 활용해서
지원활동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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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포스코의 산업혁신운동 추진실적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합계
(社)

금액
(억 원)

125

115

124

119

137

620

126.35

연계 기업

90

85

93

93

102

463

91.35

미연계 기업

35

30

31

26

35

157

35

중기중앙회

50

50

50

50

59

259

70

합계

221

203

215

210

243

1,092

196.35

대한상의

주 : QSS 혁신활동 778사, 스마트공장 구축 101사. 중기중앙회도 미연계기업. 여
기에서 연계기업이란 포스코 협력사를 뜻함.
자료 : 포스코(2018), 일터혁신포럼 발표자료 및 면담자료.

계약직으로 채용한 컨설턴트는 2013년 첫해에 1년 계약이었지만 이후
에는 6개월 단위로 평가해서 평균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했
다. 컨설턴트 풀은 산업혁신추진본부의 컨설턴트 풀 등을 활용해서 사업
설명회 공고를 내고, 미션과 역할 그리고 처우 조건에 동의한 컨설턴트들
이 참여 신청을 하면 면접을 통해서 선발한다. 컨설턴트들은 포스코의 고
유 혁신 툴인 QSS 활동, 표준지도 시간표, 그라운드 룰 등에 대해서 컨설
팅 투입 이전에 2주 동안 집중적인 교육을 받고, 컨설팅 투입 이후에도
월 3회 컨설턴트 연구회를 개최해서 진행상황,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지
속적으로 공유해왔다고 한다. 산업혁신운동에 투입된 계약직 컨설턴트의
숫자는 연간 21～27명 정도였는데, 6개월 단위 평가로 계약해지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인원 변동이 많았으며 지난 5년간 교체된 컨설턴트가 총 62
명에 달한다.
지금까지 산업혁신운동을 통해 혁신 지원을 받은 협력업체를 구분하면
포스코의 1차 협력업체와 2 3차 협력업체의 비중이 대략 5:5 정도로 추정
되고 있다. 다만 이 통계에서 포스코의 사내협력회사는 1차 협력회사로
분류하였다.
추진 프로세스는 참여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하면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QSS 진단활동에 앞서 계층별 교육을 실시하며, QSS 진단활동에 이어 실
제 활동에 들어간 후 결과보고와 평가, 마지막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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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의 투입시간은 1주 1회에 연간 42일이며 활동지도는 6개월 과정
으로 진행된다. QSS 혁신활동은 교육과 연계되어 추진되는데, 교육은
CEO계층 교육과 혁신추진자(임원, 관리자) 교육으로 진행된다. CEO계층
교육은 참여 중소기업 대표이사 워크숍과 일본 우수중소기업 벤치마킹으
로 구성되고, 혁신추진자 교육은 조직이나 혁신 리더십, QSS 활동 추진
법 등을 내용으로 4일간의 합숙 교육으로 진행된다. CEO 해외 벤치마킹
은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2 3차 협력업체가 대상이었다고 한다.

4. 요 약
다른 대기업과 비교할 경우 포스코의 협력업체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성은 혁신 툴로서 포스코가 개발해서 사내 검증한 QSS를 활
용한다는 것이다. 사실 포스코의 경우 전기전자나 자동차 업종은 의식적
으로 피하고 소재산업에 집중했기 때문에 지원 대상도 다른 대기업과 차
별화된다. 포항제철소의 QSS 허브활동의 경우 인지도가 낮았던 초창기
의 경우 직접 홍보하고 대상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힘들지만 꾸준하게 사
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입소문을 타고 널리 확산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산업혁신운동의 경우 계약직이지만 포스코가 직접 고용한 컨
설턴트와 QSS를 활용해서 지원활동을 추진했던 점도 다른 기업과 차이
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5년간 산업혁신운동에 있어서 포스
코는 협력업체나 비협력업체를 불문하고 직접 계약직으로 고용한 인재창
조원의 컨설턴트들로 하여금 직접 컨설팅을 수행케 했다.
산업혁신운동의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첫째, 생산성 향상이 목적이기
때문에 성과 지표를 부가가치라는 노동생산성 지표와 같이 생산성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점과 둘째, 중소기업의 니즈를 반영해서 환경 안전 보
건(ESH)과 같이 컨설팅 영역을 다변화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영역의
다변화와 함께 수준을 구분해서 기존 컨설팅 수혜경험이 있거나 일정 수
준이 되는 기업의 경우 좀 더 수준 높은 컨설팅 제공도 계획하고 있다. 포
스코의 경우 2단계 산업혁신운동에도 1단계와 유사한 규모로 참여할 계
획이며 QSS 활동을 통한 제조혁신과 스마트공장을 연계해서 운영할 계

42

일터혁신의 정책과제

획이다. 예를 들어 1단계는 혁신 마인드 조성단계로서 3정 5S 활동, 2단
계는 마이머신(my machine) 단계, 3단계는 스마트공장 기초 닦기, 4단계
는 스마트공장 도입 방식이 그것이다. 컨설팅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내부 역량이 있는 일정 규
모의 기업이라면 6개월이 충분할 수도 있지만, 내부 역량이나 인력이 부
족해서 문제 진단부터 데이터 수집까지 컨설턴트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중소기업 컨설팅의 경우 6개월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협력회사 혁신활동 지원의 사회적 측면, 즉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
해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혁신이 되도록 하는 점과 관련해서는
CEO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CEO의 의지와 역할에 대해
서는 QSS 혁신허브 활동이나 산업혁신 활동에서 공히 지적했던 점이며,
혁신의 성공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CEO의 역할을 지적하
였다. 중소기업 CEO의 경우 ‘기업은 내 것’이라는 의식이 강하고 이런 의
식이 권위주의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CEO-관리자-직원 간 저신뢰 함정
에 빠져들게 되는 최악의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혁신이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성공적인 경우에는 CEO가 솔선수범하
고, 혁신활동에 대한 진정성 있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부족하
지만 투명하게 경영성과를 나누는 것은 물론 구두로라도 경영방침과 비
전을 공유하는 특성이 있다고 한다. 예컨대 ‘회사가 힘들고 여러분의 도
움이 절실하다… 회사가 잘 되면 경영을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직원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혁신에서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혁신의 효과성을 높
이고 지속 가능한 혁신이 되도록 하는 점과 관련해서 기술의 차이에 따라
최소한 혁신 지원과정에 한정하면 직접부문 근로자의 역할에 차이가 있
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예컨대 장치산업의 경우 오퍼레이터는 설비를 점
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컨트롤러이지만 조립산업의 경우 오퍼레이
터는 정해진 표준작업 절차를 준수하는 역할이 중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 오퍼레이터가 혁신에 참여하고 혁신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
이 클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중간 또는 일선관리자의 역할이 대부분
이고 오퍼레이터는 혁신된 루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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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혁신을 통한 풍요로운 노동의 창출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차이
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혁신운동의 미연계 기
업에 대한 지원은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에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제5절 현대자동차

1. 전개과정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 일터혁신 지원사업은 2002년 7월 자동차부품산
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의 설립으로 본격화된다. 대중소 상생협력이 노무
현 정권 초기인 2004년도에 본격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대자동차는
다른 대기업보다 비교적 일찍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단은 정몽구
회장이 직접 지시하여 설립되었는데, 이는 1999년 현대 기아차의 통합이
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99년 현대 기아차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부품공용화 작업이 2년간 추진되었
고, 같은 맥락에서 부품회사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단을 설립한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정몽구 회장은 2000년 초부터 부품업체 기술 지도와 경영컨설
팅을 제공하는 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설립 검토 지시를 내렸던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재단은 2002년 7월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외 164개
협력사의 출연을 통해 설립되었다. 재단은 용산구 원료로에 소재하고 있
는데, 대략 연간 60～70억 원 정도의 현대차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원은 5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협력업체 기술지도를 담당하는
기술위원이 20명, 경영컨설팅을 담당하는 전직 현대차 임원이 15명, 그리
고 사무실 직원이 14명 정도 있다. 2002년 설립 당시 기술지도 영역은 도
금, 사출, 열처리의 3개 분야였는데 점점 확대되어 현재는 14개 업종의 기
술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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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설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데 이는 재단
설립자의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재단이 협력업체를
통제하고 경쟁력 향상의 몫을 CR을 통해 전취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의 품질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의 자율적인 조직이
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포착되고 있다. 먼저, 현대차 내부 조직이 아닌 별도의 재단을 설립해서
독립성을 강조한 점이다. 또 2002년 당시 설립 지시를 구매부서가 아니라
기획부서에 일임하고 초기 명칭을 현대기아부품산업발전협의회에서 자
동차부품사업으로 바꾸어 중립성을 강조한 모습도 보인다. 더불어 기술
지도의 자발성과 순수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술지도 조직을 기술봉사단으
로 지칭하거나, 설립 시부터 지금까지 재단 이사장을 부품업체 대표가 담
당하여 자율성을 강조한 측면도 민간 영역의 자율적 조직 특성을 강조한
일련의 노력들이다.
재단이 사외의 상생협력 추진조직이라면 사내의 상생협력 담당조직은
상생협력추진팀이다. 현대자동차는 사내외의 두 개 추진조직을 통해 협력
업체와 상생협력을 추진해왔는데, 연도별 전개과정을 정리하면 <표 2-8>과
<표 2-8> 현대자동차 동반성장 추진 전개과정
구분

배경

내용

협력사 품질 육성을 통한
완성차 경쟁력 확보
협력사 육성 위한 교육강화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설립(’02)
직업훈련컨소시엄(’04)

신뢰구축

투명거래관행 정착과 신뢰구축
위한 상생협력인프라 구축

전담조직-상생협력추진팀(’06)
남품대금 현금지급(’06)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협력사 체계적 육성 위한 상생
협력 프로그램 본격 운영

공정거래협약체결(’08)
자금지원프로그램 운영(’08)

동반성장
확대

일반적 지원에서 동반성장으로
전략 업그레이드
협력사 지속성장역량 확보 지원

해외동반진출 활성화(’09)
R&D 기술지원단 신설(’11)

2차협력사
지원강화

1 2 협력사 간 동반성장시스템
구축을 통한 생태계 경쟁력 강화

스마트공장 육성(’15～)
상생결제시스템 운영(’15)
2 3 협력사 상생협력 강화(’18～)

태동기

자료 : 현대자동차그룹, 현대 기아자동차 동반성장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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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최근 상생에서 동반성장으로 슬로건의 변화, 2 3차 협력업체로 지
원범위 확대, 지원내용으로서 스마트공장의 부각 등은 다른 대기업과 유
사한 흐름을 보인다.

2. 프로그램 개요
현대자동차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은 <표 2-9>와 같이 크게 3개의 영역
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속성장기반 강화,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이 그것이다. 본 연구의 일터혁신과 직접 관계가 있는 영역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이며, 그중에서도 품질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지원으로,
이 사업들은 주로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이 수행하는 사업들이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영역의 프로그램 용어들 중 설명이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5스타제는 현대자동차가 2002년에 도입한 제도이다. 이 제
도는 1차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품질, 기술, 납입 수준을 평가하고 평가 결
과 5스타를 획득한 협력사는 납품대금 현금 결제, 인증패 수여,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등급 상향, 국가기관 포상 우선 추천, 로고 사용 등 다양한 혜
택을 받을 수 있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제도로서 SQ(supplier quality)
마크 인증제도가 있는데, 이는 현대차동차의 2 3차 협력업체가 1차 협력
업체에 납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활용되는 품질인증제도이다. 이와 같은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 협력업체가 재단의 기술 및 경영컨설팅을 자발
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한다.
<표 2-9> 현대차 동반성장 추진전략 및 프로그램
전략

글로벌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품질경쟁력 육성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5스타 제도, 품질학교와 기술
학교 운영, 업종별 품질교육, 내구신뢰성 개선활동

생산성향상 지원

산업혁신운동, 스마트공장 육성, 상주 기술지도, 상주
경영컨설팅

기술개발력 육성

협력사 R&D 기술지원단, 게스트엔지니어, 신기술전시회 /
세미나, R&D 협력사 테크데이, 선진기술 벤치마킹,
R&D 모터쇼, 협력사 기술보호, 특허권 무상제공,
기술 나눔제도, 기술개발체계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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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의 계속
전략
경영안정
기반강화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동반
성장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납품대금 현금지원, 원자재 가격 조정체계, 자금지원
프로그램, 명절 납품대금 조기지급, 공동구매

글로벌 판로 확대

해외시장 동반진출, 협력사 수출확대 지원, 2 3차
협력사 수출마케팅 지원

성장 인프라 구축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미래경영자 세미나, 협력사
우수인재 채용지원, 2 3차 협력사 전용 채용박람회
운영, 대중소기업 그린파트너십, 사내외 스타트업
지원 및 육성프로그램 운영

협력네트워크
강화

1차 협력사별 협력회 운영, 동반성장 포털 운영,
원자래 가격정보 공유

2 3차 협력사
상생협력 강화

2 3차 협력사 품질기술 육성, 2 3차 협력사 자금지원,
2 3차 협력사 대금지급조건 개선, 상생결제시스템 운영,
2 3차 협력사 철판사급 확대, 2 3차 협력사 해외동반
진출 활성화, 1 2차 협력사 동반성장지원시스템 운영

동반성장
문화 조성

1 2차 협력사 동반성장협약 운영지원, 투명구매실천
센터 운영, 협력사 윤리경영 지원, 동반성장 포상,
사회 책임경영 지원, 협력사 임직원 자녀 영어캠프
운영, 협력사 가족 문화공연 초청

자료 : 현대자동차그룹, 현대 기아자동차 동반성장 추진현황.

품질학교와 기술학교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업종별 품질
교육은 현대차의 연구소나 구매파트에서 1 2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업
종별로 특화된 품질교육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내구신뢰성 개선활동은
부품의 내구성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소의 내구성 연구파트의 축적된 지
식을 협력사와 공유해서 개선하는 코칭 활동으로 연간 100여 개의 1차 협
력사와 협업 활동을 진행한다. 산업혁신운동과 스마트공장 육성은 앞서
정부 정책 파트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다. 현대차와 계열사는 2013～2017
년간 매년 50억 원씩 총 250억 원을 산업혁신운동에 출연해서 현대자동
차의 2차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혁신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2015～2019년간 총 130억 원을 출연하여 현대자동차 1 2차 협력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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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스마트공장 육성을 추진해왔다. 상주 기술지도와 상주 경영컨설팅
은 이하의 일터혁신 지원사업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내용으로서 재단의
협력업체 컨설팅 사업의 핵심 내용을 구성한다.

3. 일터혁신 지원사업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 지원사업 중 본 연구의 일터혁신에 가장 가까
운 사업은 재단을 통한 부품사 기술지도사업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다
른 대기업과 달리 2003년부터 추진해왔던 부품사 기술지도사업과 2013
년부터 정부가 추진했던 산업혁신운동 및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분리
해서 운영해왔다. 즉 부품사 기술지도를 담당하던 조직과 인력은 해당
사업을 계속 담당하는 대신, 산업혁신운동이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컨설팅업체나 시스템 구축업체에 사업을 위탁하고 총괄 관리하는 역할
만 수행했다. 왜냐하면 재단의 현재 인력으로는 대략 연간 100～110여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부품사 기술지도를 담당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이다.
부품사 기술지도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03년부터 시작해왔던 역
사 깊은 활동이며 기술봉사단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술봉사단은
14개 업종의 기술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해당 분야에
서 20년 정도 경력을 쌓은 공대 출신 베테랑 엔지니어들이다. 정식 명칭
은 기술지도위원이며 현대자동차 출신이 40% 나머지는 계열사 출신이다.
2년 계약직으로 일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고
65세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1인당 연간 7개 정도의 협력업체 지도를
권장하고 있으며, 연말에 업적을 평가해서 상위 3명에게는 포상 등 인센
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1개 협력업체당 지도위원의 투입공수는 24MD
(man-day)이기 때문에 연간 1인당 7개 업체까지 지도할 수 있다. 다만
IT분야 지도는 투입공수가 10MD이다.
지금까지 재단이 실시한 기술지도 수혜업체는 1차 협력업체가 20%
정도이고 나머지 80%는 2 3차 협력업체이다. 참고로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는 300여 개, 1차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2 3차 협력업체는 5,0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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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KAP 운영실적
사업내용

108사

485사

48사

품질입문교육 등 13과정

33,873명

4,690명

용접 등 뿌리산업 8과정

9,675명

1,300명

업종별 기술지도 우수사례 전파교육

36,353명

3,450명

경영일반교육

제조혁신, 자동차산업 입문교육,
생산관리자 교육

6,534명

680명

계측장비 지원

시험계측장비 구비자금 지원
(30% 이내, 1,000만 원 한도)

194사

7사

검사교정 지원

시험계측장비 검사교정비
지원(80만 원 한도)

159사

7사

157사

96사

교육
사업

기타
사업

품질/기술 애로 현장지도

경영자문

협력사 전 부문 관리능력 제고

품질학교
기술학교

’03～’17년 ’18년 계획
1,461사

현장
지도

기술지도

사업실적

기술세미나

벤치마킹 지원 국내외 우수기업 벤치마킹
학술세미나

부품산업 정책 및 현안과제 발굴
세미나(연 2회)

30회

2회

공로자 포상

부품산업 발전 공로자 포상

143건

11건

자료 : 현대자동차그룹, 현대 기아자동차 동반성장 추진현황.

개, 일반구매 협력사는 3,000여 개 정도이다. 기술지도는 협력업체가 재
단에 기술지도를 신청하면서 시작된다. 신청 건수는 2018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상반기 75건과 하반기 대기 중인 75건을 합해 연간 150건 정
도 된다.
어떤 부품사들이 기술지도를 신청하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차이는
없지만 중요한 설명요인으로 협력업체 평가제도가 있다. 예를 들어 5스타
제도와 SQ 인증마크 등이다. 1차 협력업체의 책임 중에는 2 3차 협력업
체에 대한 품질 등 기술지도가 있기 때문에, 1차 협력업체가 기술지도 수
혜를 권유해서 2 3차 협력업체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서 기술지도를 신청한 2 3차 협력업체가 신청은 했지만 미
처 기술지도를 받을 조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 후 현장조사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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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를 철회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한다.
기술지도 내용은 크게 4개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불량감소, 공정개선,
생산성향상 원가절감, 전산시스템 및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이다. 불량감
소에는 작업자 및 관리자 대상 의식교육과 공정불량 감소를 위한 상세
진단 및 지도가 있다. 공정개선에는 3정 5S 관련 개선안 도출 및 해당 업
체와 개선활동 추진, 현장 레이아웃 개선 및 물류 효율화 방안 제시, 품
질문제, 불량률 감소를 위한 현장 개선활동 지도, SQ 등급 향상 등이 있
다. 생산성향상 원가절감에는 재료비 손실 감소, 사이클타임 단축방안
및 작업인원 축소방안 제시와 실행, 5스타 레벨업, SQ 레벨업을 위한 품
질시스템 지도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산시스템 및 스마트공장 지원에는
부문별 전산화, 현장 자동화, 단계별 스마트공장 설계 구축 운영 컨설팅
이 있다.
지도 프로세스는 [그림 2-2]와 같은데, 첫 출발은 협력업체가 신청서
에 기재한 문제점 분석이다. 협력업체가 기재한 문제점은 지도위원이 현
장을 꼼꼼히 살피면서 재정의되거나 수정되기도 한다. 이 과정은 지도위
원과 협력업체 TF가 함께 수행하는데, 통상 협력업체의 역량수준으로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고 적출하는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협
력업체에서 지도위원과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TF 멤버는 주로 임원
이나 팀장이 참여하고, 개선과정도 중간관리자들이 주도한다. [그림 2-2]
에서와 같이 기술지도과정은 교육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진행되는 것도
특징이다.
[그림 2-2] 도장업종 기술지도 진행과정 예시

자료 :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2018), 일터혁신포럼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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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표준화는 개선 활동의 결과물이 표준작업으로 제도화되어 완
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재단은 기술지도 완료 후 1년간 애프터서비스를
실시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개선 상태와 성과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 주요 원인은 인원 변동 때문이라고 한다. 개선활동
에 참여했던 핵심 멤버들이 이직해버리고 나면 개선활동 성과가 유지되
고 안착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4. 요 약
다른 대기업과 비교할 경우 현대자동차의 차별성에 대해서 재단 관계
자는 대부분 뿌리산업에 해당되는 고유 업종 14개별 전문가를 파견해서
지도를 한다는 점, 업종별 기술세미나를 접목하고 있다는 점, 현장지도
과정에서 교육을 결합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앞서 설명되지 않은
항목은 업종별 기술세미나이다. 재단은 신기술 및 우수개선 사례 등을 전
파하고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간 평균 11개 업종에서 25회 정도 세미
나를 개최한다. 세미나 내용은 신기술 동향 및 현장개선 우수 사례, 완성
차 품질 및 연구개발 정책, 지도가 완료된 협력업체 성공 사례 등이다.
기술지도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중소기업의
잦은 인원변동으로 인한 개선성과의 유지와 안착 문제이다. 기술지도 이
후 1년간 A/S를 실시하지만 개선 성과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
하고, 과거에 지도를 받았던 업체가 다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인력 변동
이 심각해서라고 한다. 인원변동은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도 문제가 되
는데, 진행 중에 TF 참여 인원이 이직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기술지도과
정이 연기되거나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한다.
부품사 기술지도가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효과성을 높이고 지
속 가능한 혁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킥오프 모임 시 개선으
로 인한 성과를 직원과 공유할 것은 물론 직원들이 한 가족임을 강조한다
는 게 재단 관계자의 말이다. 기술지도 수혜업체 중 성공적인 기업의 특
징으로는 회사 대표가 솔선수범하며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직원 및 직
원 가족의 이름도 모두 기억할 정도로 가족주의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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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꼽았다. 또 개선이 근로자 참여,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근로자의 성
장과 자율을 수반하는 과정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재단 관계자는 개
선을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이야말로 근로자들의 인적자원 역량
레벨업을 수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였다. 한편, 정
부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재단의 교육사업비용 환급과 관련한 행정절차의
복잡성 및 변동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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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기업 일터혁신 사례

제1절 들어가는 말

중소기업 하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노동
생산성 및 낮은 품질 등을 떠올리기 쉽다.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자원과
역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인상이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그런 모습으로 그리는 것이 완전히 정확하다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
지면서 저임금에 근거한 중소기업 모형이 많은 한계를 가지게 된 점, 우
리나라 대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서 중소기업들에게도
높은 품질을 요구하고 있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근거한 중소기업들
이 살아남을 토대가 많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초과근로시간의 주 12시간 상
한 설정 등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근거한 중소기업이 들어설 자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 모형도 상당한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상황이 어떠하든, 미래의 중소기업 모형을 저임
금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나름의 경쟁력을
가진 모형을 적극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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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과근로시간 규제에 따른 어려움과는 별개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화를 해소하는 첩경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
와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이나 초과근로시간 규제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변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질적인 수준
을 높이는 것이 용이한 측면도 있다.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본 장은 나름의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는 강소기
업들의 일터혁신 사례를 조사하고자 한다. 그것을 위해서 강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의 원천이 무엇인지, 일터혁신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
는지, 그리고 일터혁신과 경쟁력의 원천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을 조사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중소기업들의 일터혁신 추진방안을 탐색해보
고자 한다.
본 장의 사례조사에서 사용한 표본들은 접근성을 감안해서 추출한 편
의표본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이 강소기업인지 확인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재무성과가 양호하거나 명성이 좋은 기업들, 중
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관련해서 특별한 정책을 펴고 있는 기업들 중에
서 인터뷰에 응해준 곳들을 사례조사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
는 노세리 외(2018), 방형준 외(2018) 등에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
에 사례기업들이 그 연구들과 부분적으로 겹치고 있다.
이 연구가 현황 파악보다는 중소기업의 일터혁신 추진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
술하기보다는 중요한 논점에 적합한 사례 내용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접
근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법을 취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연구를 위해
서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들을 인터뷰하였기 때문이다. 모든 기업들을 대
상으로 해서 사례연구를 하기보다는 각 문제의식마다 적합한 사례들을
기술하는 것이 주어진 지면 속에서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
문이기도 하다.
본 장의 나머지 절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예정이다. 제2절에서 강소
기업의 특성과 경쟁력의 원천 등에 관한 논의를 통해서 분석 틀을 설정한
다음 제3절에서 강소기업들이 자신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지, 그것을 위해서 일터혁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강소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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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혁신이 보이는 특징이 무엇인지, 강소기업의 일터혁신은 대기업에서
개발되었던 일터혁신과 어떻게 다른지, 일터혁신과 기술혁신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본 연구
의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절 중소기업의 유형 분류와 강소기업의 특성

본 장에서 강소기업은 중소기업이지만 경쟁력이 강한 기업을 지칭하기
로 한다. 이보다 강한 개념으로는 Hermann(1996)의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이 있지만, 그것은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전문기업을 지칭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일반에 적용될 수 있는 일터혁신 모형의 우
수사례를 찾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
서는 히든 챔피언보다는 약한 의미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
업을 강소기업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굳이 본 연구의 조사 대상과 유사한
중소기업 유형을 찾자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시행하고
있는 <좋은 일자리 강소기업>의 요건8)을 충족하는 중소기업들을 들 수
있는데, 그 기준마저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본 연구의 주
된 취지가 중소기업 일반에 적합한 일터혁신 모형의 개발에 있으므로, 그
취지에 부합한다면 강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기업들도 사례조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중요한 초점 중 하나는 중소기업에서 경쟁우위의 원천이
란 무엇이고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에 있다. 자원준거이론에 따르면, 기업
경쟁우위의 원천은 가치창출 능력이 있고 다른 경쟁 기업들에는 없거나
희귀하여 모방하기 힘든, 또는 다른 자원들에 의해서 대체하기 힘든 자원
을 보유하는 데 있다(Barney, 2001).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8) 2017년 현재 좋은 일자리 강소기업의 요건은 매출액 200억 원 이상(일부 서비스업
은 100억 원 이상), 영업이익 흑자, 대졸 초임 2,500만 원 이상, 우수한 복지혜택 등
인데, 942개사가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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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원의 보유가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들긴 하지만, 상대적
인 의미에서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장이 없는 선에서 그럴 가능성
은 남아 있다.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계속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경쟁우위 원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중
소기업이 처한 시장 조건들을 유형화하여 각각의 조건들에서 중소기업들
의 경쟁우위가 어떻게 가능할지를 세분화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중소기업의 유형화는 두 가지 시장조건을 기준으로 삼고자 한
다. 그중 한 기준은 대기업과 경쟁하는 상품을 생산하는지의 여부이고,
다른 기준은 원청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이다. 전자는 대기업과 경쟁관계
에 있는지를 가리키는 것인데, 대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다면 그 경쟁으로
부터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쇠퇴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된다. 반대로 이 경쟁에서 살아남게 된다면, 그 기업
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해서 중소기업으로부터 졸업할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이 유형에 속하는 중소기업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은 대기업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 유형들인데, 그 유형은 원청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 하위유형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하나는 대기업
의 하청기업으로 포섭되어 생존하고 있는 의존형 중소기업이고, 다른 하
나는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틈새시장에서 생존하고 있는 독립형 중소
기업이다. 이상의 유형들은 Scase(2003)의 열세형(dominated). 종속형
(dependent)과 고립형(isolated) 등과 조응하는 유형들이다. Scase(2003)
에서는 또 한 가지 유형으로서 혁신형(innovative)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혁신형은 이상의 어떤 유형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지 않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된 분석 대상 유형 중 하나이면서 중소기업의 절대 다수
를 포함하고 있는 의존형은 원청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교섭력이 열세이
기 때문에 경쟁우위를 구축하기가 매우 어려운 조건 속에 있다. 특히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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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에서 하청기업은 지속적인 하청단가 압력에 시달리면서 다른 중소
기업과 차별적인 수익을 남기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거론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그렇긴 하지만, 이런 의존형 중소기업 중에
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쟁우위를 차지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
런 중소기업들에게는 다른 하청 중소기업과 다른 어떤 장점들이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가 중시하는 1차적인 요인은 하청 중소기업이
제품의 개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이다. 원청 대기업이 가지고 있지 못
한 어떤 제품개발 능력을 하청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다면, 그 중소기업은
원청기업과의 관계 속에서 나름의 어떤 교섭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교섭력이 있는 경우에는 한두 군데의 원청기업에 의존하는 전속형
하청기업보다는 여러 원청기업들에게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로 올
라설 수 있게 된다. 이전에 유리제품을 자동차 부품으로 공급하는 일본의
중소기업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기업이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품의 경우와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품의 경우 중소기업
간에는 원청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예속성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런 사정들이 우리나라의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사이에서도 작
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의존형 하청기업의 경쟁원천과 관련해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또 한 가
지 요인은 하청기업이 가격 경쟁력 있는 적정 품질의 부품을 만들어내는
역량이다. 하청기업의 경쟁우위는 저가격 제품을 생산하는 능력에 있다
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국내 대기업들의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서 고품질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청기업이 생산하는 부품의 품
질도 경쟁우위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일터혁신이 겨냥
하고 있는 주된 목적 중의 하나가 고품질과 저비용의 모순적 요구를 해결
하는 데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일터혁신이 의존형 중
소기업의 이런 요구들을 해결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반면에 독립형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이 진출하기에는 규모가 작은 틈새
시장에서 중소기업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어서 나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상황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들 틈새시장은 규모가 작으므로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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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규모가 대기업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이런 이유로 강소기업의 개념에 부합하는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
을 가능성들이 높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은 원
청기업의 기계설비에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기업과 원청기업의 제품에 대
한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기업 사이에서도 일정한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 후자와 마찬가지로 원청기업 대비 교섭력이 열세
에 있지만, 주문형 소량생산에 근거하고 있어서 단가 인하 압력을 상대적
으로 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원청기업의
기계설비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기업들 중에서 재무성과와 근로조건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우들이 더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본 장은 고객관계의 특성이 일터혁신에 어떤 영
향을 주는지, 강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작업조직의 특성이 무엇이고 그
것의 모순적 발전 전개가 일터혁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강소기업에서
인사제도와 일터혁신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술혁신과 일터혁신
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등을 살펴보고, 그 분석 결과들을 기초로
해서 중소기업의 일터혁신 지원방안 등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제3절 강소기업의 일터혁신에 관한 사례조사

1. 고객관계와 일터혁신
조사 대상 기업들에서 독립형 중소기업들과 종속형 중소기업들 사이에
일터혁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보면, 흥미롭게도 종속형 중소
기업들의 일터혁신이 독립형 중소기업에 못지않게 활발하다는 점이 발견
된다. 독립형 중소기업들은 기업들이 더 안정적이긴 하지만, 일터혁신보
다는 제품개발이나 혁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활동에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종속형 중소기업들의 일터혁신이 의외로 활발한데, 그 주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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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은 원청기업의 혁신 압력이다. 원청기업들은 하청 중소기업들에 대해
서 제품 품질의 제고를 요구하고, 동시에 혁신활동 인증과 빈번한 혁신활
동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하청기업들에 대해서 혁신 프로그램의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원청기업들이 직접 또는 다른 전문 컨
설팅 기관들을 통해서 하청기업들에 대한 혁신활동 컨설팅을 지원하기도
하고, 혁신활동 우수기업에 대해서 납품 시 가점을 주거나 인센티브를 제
공하기도 하고 있다. 우리가 방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에서 혁신활동
은 원청 대기업의 요구로부터 시작하고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들
이 글로벌 시장의 플레이어들로 등장하면서 하청 중소기업들에 대한 품
질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서 이후에도 중소기업들의 혁신활동을
촉진할 전망이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기업들의 성장과 함께 중
소기업들의 제조 경쟁력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청기업
의 외적 압력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이 형식적 도
입을 넘어서서 얼마나 실제적인 혁신활동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간 의구심이 들고 있다.
원청기업이 이처럼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에 대한 촉진자로서 기능하고
있지만, 동시에 장애물로도 작용하고 있다. 하청단가 인하 압력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혁신 성과를 상당 부분 가져감으로써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경영정보가 원청기업에게 훤히 공
개되고 있기에 혁신활동의 성과를 중소기업들이 지키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하청 중소기업들에서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혁신활동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사례 1.1. A 기업
A 기업은 반도체 제조기계, 휴대폰 제조기계, 자동화장비 등에 들어가
는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근로자 수 20명 미만의 중소 제조기업이다. 이
회사는 국내 대기업들의 2차 벤더인데, 원청기업들이 하청단가를 원가 이
하로 떨어뜨려서 그 거래선을 끊고 다변화하고 있다. 거래선 다변화를 위
해서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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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2. B 기업
B 기업은 SMT 가스켓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인데, 대기업의 1차 벤더
이다. 현재의 제품 단가가 원가 이하로 떨어질 즈음해서 새로운 제품을
준비함으로써 신속하게 제품을 바꾸어가고 있다. 이 회사는 완전히 새로

운 기술을 적용하는 제품을 만들기보다는 제품의 개선, 변형, 양산 등
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사례 1.3. C 기업
C 기업은 중장비차량용 램프를 만드는 제조업체이다. 이 회사는 국내
대기업의 1차 또는 2차 벤더인데, 원래의 원청기업이 다른 재벌사로 인수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렇게 해서 새로 탄생한 원청기업은 그 분야
에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터라 C 기업이 부품개발에서 상대적 기여도가
높아지게 되었고, 그만큼 교섭력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원청기
업의 후원 속에 제조혁신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중소기업의 일터혁신은 원청 대기업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임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의 일터혁신에 대한 요구
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면서 혁신활동의 성과를 대기업과 중소
기업이 공정하게 공유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촉진
에 매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해줄 전망이다. 이 문제를 원청 대기업과 하
청 중소기업의 대립적 관계로 풀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런 점에서 원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생존해가는 생태계적 접근에 대한 연구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위한 실행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주된 경쟁력 원천 중 하나가 주
변에 하청기업들을 다수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 하청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면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원 하청
기업들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들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이다.
이 맥락에서 한 가지 해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전속형 원 하청 거래
를 줄이는 사회적 압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 컨설턴트의 얘기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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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일본에서는 원청기업들이 하청기업으로 하여금 원청기업에 매출액의
40% 이상을 의존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원 하청
거래가 일정 비율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사회적 압력을 행사할 필요
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현대 기아자동차가 자신의 원 하청 기업들
에게 자신들에게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해외 수출을 하라며 권장하고 있
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작업조직의 특성과 일터혁신의 방향 및 내용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능 분화 수준을 높일 수
없고 자금 여력이나 조직의 운영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직무
의 세분화와 전문화, 표준화 등 작업조직의 합리화 수준이 낮게 된다. 이
것은 한편으로 작업조직의 체계화 정도가 낮음을 의미하고 있지만, 동시
에 테일러주의적 직무설계의 원리도 많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이번 사례조사 기업들 중 의외로 많은 중소기업의
작업조직이 근로자들의 숙련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숙련 의존
형 작업조직 여부는 공정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은 주로 가공 공
정에서 많이 나타났고, 조립 공정은 저숙련 근로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주로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가공 공정이 많기 때문
에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들에서 숙련 의존형 작업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긴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숙련공을 다수 고용할 충분한 예산을 가지
고 있지 않은 탓에 조반장 등 일부 소수의 숙련공들에게 의존하는 작업조
직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중소기업의 혁신활
동에서 이들 숙련공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그들은 현장에 위치
하고 있으면서 문제의 소재를 직접 확인하고 그것의 해결에 가장 큰 역할
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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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1. D 기업
D 기업은 폐차와 폐가전제품들을 모아서 재활용 철 스크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다. 이 회사는 자동화와 유지보수 인력의 숙련이 필요한데, 현
재는 그 분야의 숙련공들이 대부분 60세 이상의 고령자들로 구성되어 있
다. 이 분야에 대한 신규 인력 채용이 잘 되지 않아서 인력교체가 용이하
지 않다. 신입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숙련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곧 퇴
사하는 바람에 이들 숙련공들에 의존하는 작업방식이 계속 유지되고 있
다. 이들은 감독자의 말도 잘 안 듣고 통제도 되지 않아서 그들 스스로 작
업을 하도록 자율권이 주어지고 있다.
사례 2.2. E 기업
E 기업은 탄소복합소재인 SMC로 상용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다. 이 회사의 핵심공정은 SMC 원료에 프레스 기계로 압력을 가해서 제
품을 만들어내는 성형 공정인데, 그 공정의 핵심에 조반장들이 위치하고
있다. 작업장 분위기는 이들 조반장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자율 팀제와 같
은 분위기를 띠고 있다. 이 회사는 현대자동차의 혁신인증을 받고 있고
제안제도나 3정 5S 등 공식적인 일터혁신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지만,
주된 혁신들은 이들 공정의 핵심에 있는 조반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혁신활동에 있다. 그들이 스스로 불량 발생의 원인을 찾아 해
결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불량률이 매우 낮은 수준
까지 낮아졌다.
이상의 특성들을 보면, 중소기업의 작업조직이 테일러주의적인 형태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혁신도 반테일러주의적인 대안적 작
업조직 형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게 된다. 혁신의 방향이 기존의 작업조직
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중소기업의 일터혁신
은 그 작업조직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의 결여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개
될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에 대한 일터혁신 컨설팅을 진행해온 컨설턴
트의 의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일터혁신 방향은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생산관리 합리화와 체계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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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보면, 혁신이 근로자 참여로 이뤄진다는 의미 정도에서 중소기업
의 일터혁신은 대기업을 기반으로 형성된 일터혁신의 일반 이론과 일치
하며, 그 방향에 대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작업조직에서 부딪히고 있는 핵심적인 모순구조
는 무엇일까? 여기서는 그 맥락에서 숙련의존형 작업조직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에 직면해서 중대한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중소기업 작업조직의 핵심을 이루는 숙련공들은 그동안의 산업화 과정에
서 형성된 인력들인데, 중소기업들의 구인난으로 그 작업조직의 지속가
능성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 숙련공들의 육성을 위해서는 직업
훈련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오랜 직무수행 경험이 요구되는데, 그
것을 버텨낼 수 있는 청년층 근로자들의 유입이 극히 제한적인 데서 문제
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청년층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숙련공들의
숙련 전수가 전통적인 작업관계와 작업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청
년층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버리는 경우들도 발견되고 있다.
어쨌든 고령화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숙련공들을 키우지 못하고 있는
점은 숙련의존형 작업조직에 중대한 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
새로운 숙련공 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사례기업들의 대응방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중소기업 일터혁신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대응방안은 근로
조건 개선이나 정부의 청년고용지원정책 등을 통해서 청년층 근로자들을
유인하려는 노력이다. 두 번째 대응방안은 청년층 대신 여성 근로자나 중
고령 근로자, 외국인 등 구인 가능한 근로자들로 숙련공을 대체하려는 움
직임이다. 자동화를 통한 대응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그것은 위의
대응방안들과 병행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지 않고
자 한다.
사례 2.3. F 기업
F 기업은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업체이다. 이 회사는 주문형 생산에 기
초하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숙련의존형 작업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이 회사는 OJT 기반의 숙련형성체계를 잘 갖추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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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형성과 성과에 따른 적지 않은 임금 수준, 여러 종류의 근로자 복지
등을 제공하고, 주당 1회의 혁신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근로자들과의 소통
을 활발하게 진행함으로써 청년층 근로자들의 유인에 성공하고 있다. 이
런 노력들이 결실을 보면서 최근 영업실적과 근로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
하고 있으며, 청년층들이 선호하는 직장으로 바뀌고 있다.
사례 2.4. G 기업
G 기업은 자동차 부품용 너트와 자동차용 수공구를 생산하는 중소업체
이다. 이 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면서 시간선택근로자 지원제도를 통해
서 기혼 여성들을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하고 그들의 숙련도를 높이는 한
편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작업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
에서 기존의 숙련공 근로자들과 상당한 갈등이 발생하면서 기존의 숙련
공들이 대부분 떠나고 그 자리를 여성 근로자와 조선족 근로자 등이 대체
하였으며, 향후에는 장애인 근로자들도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작업
방식의 전환 과정에서 외부 전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한 여
러 혁신활동 기법들이 활용되었다. 이 전환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기존
의 숙련공 중심 작업방식으로부터 작업조직의 시스템화가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사례 2.5. H 기업
H 기업은 주형 및 금형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다. 이 회사는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기업이었는데, 외국인 근로자로 인력부족을 메우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으로 생기는 문제는 정보지능기술과 자동
화기술을 결합해서 해결하고 있다. 이 자동화기계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
뤄지지 않고 200개 정도의 금형 정보를 담은 카드에 의해서 제어되기 때
문에 언어 장벽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다룰 수 있는 기술체계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례들에서는 기업의 운영전략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견되면서 혁신활동의 소재가 풍부하게
제공되고 있다. 반면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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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직무수행 중 발견되는 문제들 중심으로 혁신활동이 이뤄지게
되는데, 그런 경우들에서는 혁신활동이 다소 형식화하는 경향이 발견되
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혁신활동이 기회요인을 찾아서 전향적으로 진행
되기보다는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를 전제로 해서 대응적으로 이루어지
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3. 인사제도와 일터혁신의 주체
고성과작업체계의 일반이론은 일터혁신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 작업조직과 인사관리, 인적자원개발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것을 주
문하고 있다. 혁신활동이 근로자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를 두고 그들의
현장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발적 혁
신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인사관리와 인적자원개발의 관행과 제도가 요
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반 원칙은 중소기업에게도 예외는 아니겠지만, 자원이 부족
한 중소기업 중에서 그러한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음이 또 하
나의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제한된 예산의 제약 속에서 가능한 인사관리
와 인적자원개발 기법은 무엇일지, 효과적인 일터혁신을 위해서 요구되
는 여러 인사관리/인적자원개발 구성요소들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례기업들이 근로자들의 혁신활동에 대해 동
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인사관행들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일터혁신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례기업들에서 사용되는 인사관행
은 혁신활동에 대한 포상제도이고, 혁신활동의 근무시간 인정(근무시간
내 혁신활동 또는 초과근로수당으로 인정)도 많은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
다. 이런 인사관행들은 일터혁신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것들로
서 충분히 예상가능한 관행들이지만, 그런 정도로 작업자들에게 형식적
수준 이상의 혁신 동기를 부여할 만큼은 아니다.
혁신활동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작업자들의 혁신 노하우인데, 그
것의 개발을 겨냥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는 사례기업들은 발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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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동시에 혁신활동의 전제로서 높은 직무 관련 숙련이 요구되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교육훈련보다는 장기 고용에 기반을 둔 비공식학습을
통해서 개발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소기업의 일터혁신을 추진할 수 있
는 숙련 요건을 가진 사람들은 일부의 고근속자들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 고근속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조건과 그동안의 장기 고용 과
정에서 형성된 회사와의 심리적 밀착과 몰입 등으로 인해 혁신활동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혁신활동이 소수의 고숙련공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일터혁신에서 다
른 작업자들의 역할은 무엇일지가 중요한 의문으로 남는다. 사례기업들
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일반 작업자들의 역할은 문제의 발견자와 제기
자이다. 일반 작업자들이 개선안을 제시하거나 혁신활동을 직접 수행하
기보다는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나 불편한 곳을 제기하는 역할
이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다. 문제의 확인과 제기도 일터혁신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제기된 문제에 대한 경청이나 해결 분위기가 존재하지
않으면 작업자들이 그 해결마저도 수행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일터혁신을 촉발하는 데 요구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인사관행은 관리
스타일과 소통관리의 개선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관리스타일은 일
방적인 명령과 때로는 욕설까지 포함된 강압에 의한 권위주의적인 색깔
이 강한데, 그것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변경하고 쌍방향의 소통을 강화하
는 것이 근로자들의 심리적 태도를 개선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일터혁신은 근로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권한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관리방식이나 소통방식이 종전과 다름이
없다면 일터혁신에 대해서 실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1960년대에 일본에
서 현장혁신이 시작될 때 현장으로의 권한 위임과 소통의 강화를 중시했
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노용진 외, 2012). 일터혁신에서
관리스타일의 개선과 소통관리의 강화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이 연구
를 시작하기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일터혁신을 성공적으로 도입
한 일부 사례기업들에서 관리스타일과 소통관리의 개선이 상당히 공통적
으로 발견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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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1. C 기업
C 기업은 사례 1.3.에서 소개된 중장비용 램프 생산 중소기업이다. 이
기업은 2017년에 생산성본부의 제조혁신 컨설팅을 받았는데, 컨설턴트로
부터 받은 가장 많은 주문 중 하나가 관리스타일의 변경이다. 근로자들에
게 가능하면 욕설이나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칭찬이나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인간적인 대우를 하도록 요구받았는데, 이런 관리방식의 변경으
로 인해 몇 개월 지나면서 근로자들의 태도 변화와 혁신활동의 조기 안착
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그 결과 이 회사의 원청기업에 부품을 공급하
는 하청기업들 중 불량률이 가장 높은 기업에서 가장 낮은 기업으로 전환
될 정도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사례 3.2. E 기업
E 기업은 사례 2.2.에 소개되었던 상용차 부품업체이다. 이 회사는 고
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
의 자금지원을 받아서 생산직 근로자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
하였다. 그 결과 생산직 근로자들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었던 경영진이나
사무실 근로자들에 대한 적대의식을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 이
것은 작업장 분위기를 더 자율적이고 상호 협조적으로 만들어서 혁신활
동에 도움이 되고 있다.
사례 3.3. F 기업
F 기업은 사례 2.3.에 소개되었던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업체이다. 이
회사는 외부 컨설턴트로부터 3정 5S 컨설팅을 받은 이후 혁신동아리 활
동을 시행하고 있다. 모든 직원이 의무적으로 혁신동아리 활동을 수행하
고 있는데, 동아리 리더는 직급을 무시하고 그 구성원들에 의해서 선출되
고 있다. 혁신동아리 모임은 매주 1시간씩 개최되고 혁신동아리장 회의도
매주 1시간씩 개최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혁신동아리장 회의에 최고경영
자가 참여하고 있다. 동아리의 명시적 목적은 혁신활동이지만, 그 속에서
경영진과 근로자들 사이의 소통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근로
자들의 문제제기와 불만 등이 청취되고 합리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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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4. 기술혁신과 일터혁신
기술혁신과 일터혁신은 혁신의 대표적인 두 가지 내용이기도 하고 또
두 가지 접근법이기도 하다. 일터혁신은 작업자들의 주도성을 강조하는
개념이지만 그 개선의 내용 속에는 기술혁신을 포함하는 경우들이 대다
수이다. 따라서 여기서 기술혁신이라 함은 작업자들의 주도나 참여가 아
니고 경영자들에 의해서 하향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서 좁은 의미에서
사용하고자 한다. 작업자들이 주도하기에 너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거
나 너무 큰 비용이 드는 기술들은 일터혁신을 통해서 도입할 수 없고, 또
규모가 작은 기술이라 하더라도 일터혁신의 활성화 정도가 낮아서 하향
식으로 도입될 수 있다. 중소기업이 부딪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신기술
의 도입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겠지만, 예산 제약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
이 요구되는 기술투자에는 쉽게 나서기가 어렵다. 이런 점에서 비용을 적
게 들이고도 효과성을 높게 볼 수 있는 일터혁신을 중요하게 볼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최근의 기술혁신에 대한 관심이 정보 지능기술 중심으로 바뀌면서 기
술혁신과 일터혁신의 상호 보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존의 알고리듬 기반 자동화기술들은 규칙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
부에서 유입이 가능하지만, 지금 개발되고 있는 정보지능기술은 해당 기
업의 작업공정을 모방하고 그 기술의 시현을 위한 데이터의 확보가 전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작업조직의 전문화와 표준
화, 데이터의 합리적 관리와 집단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
보지능기술의 확대 개발을 위해서는 작업조직의 합리화가 전제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는데, 민간 대기업들이 스마트공장 추진사업을 지원할 때 작
업조직의 합리화를 먼저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 4.1. I 기업
I 기업은 포장지 제조장비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다. 이 기업은 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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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독립형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업의 주된 고객들은 외국의 포장지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스마트공장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진해왔다. 스마트공장의 성공적
도입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회사의 대표
는 아날로그 기술의 발전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작업조직이 먼저 합리화
되어 있지 않으면 스마트공장의 도입과 발전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
는 것이다.
정보지능기술 중심의 기술혁신이 작업자들의 노하우와 협력을 요구하
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일터혁신과 기술혁신
의 상호 보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소기업
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혁신과 일터
혁신을 어떻게 결합하고 배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 강하게 가
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례 4.2. G 기업
G 기업은 사례 2.4에서 소개된 자동차 부품 너트 생산업체이다. 이 회
사는 최근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10개의 시범기업 중
의 하나로 선발되었다. 시범기업으로 뽑힌 주된 이유는 이 기업의 작업조
직이 일터혁신을 통해서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기업은 동시에
근로자들이 기피하거나 이직률이 작은 업무들을 중심으로 스마트공장을
추진함으로써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제4절 소 결

이상으로 본 장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강소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터혁신 현황과 특성 등에 대해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강소기
업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재무성과가 양호하거나 명성이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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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중에서 인터뷰에 응해준 곳들을 사례조사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
였다.
강소기업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대기업과의 경쟁관계 여부, 대기
업에 대한 의존성 여부 등 두 가지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상황을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대기업과 경쟁적 제품을 만들어내는 유형에서는
강소기업이 나올 여지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
외하였고, 대기업과 경쟁적 관계가 아닌 중소기업들 중 대기업에 대한 의
존도에 따라 분류한 의존형 중소기업(하청기업들)과 독립형 중소기업(틈
새시장 중소기업)을 본 연구의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유형들
의 중소기업이 나름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품개발 혁신 능력과
고품질 저비용 제품을 생산하는 능력 등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주목했다.
일터혁신은 그중 고품질 저비용 제품을 생산하는 능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사례조사 결과, 먼저 의존형 강소기업들이 독립형 강소기업에 못지않
게 혁신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사실이 발견되고 있다. 이 점은 중소기업의
일터혁신 추동에서 원청기업의 역할이 결정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원청
기업은 제품의 품질 제고 요구뿐 아니라 혁신활동 인증제와 빈번한 혁신
활동 점검, 그리고 하청기업들에 대한 컨설팅 등 혁신활동 지원 등을 통
해서 하청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반면에 원청 대기업은 하청
단가 인하 압력을 통해서 하청 중소기업들의 혁신활동 성과를 상당 부분
가져감으로써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동인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
서 원청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에 대한 촉진자이자 방해자로 등
장하고 있다. 어쨌든 원청기업의 외적 압력에 의해서 추동된 하청 중소기
업의 혁신활동은 최소한 형식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보이
고 있지만, 그 내용 측면에서 얼마나 충실한가는 여전한 의문으로 남아
있다. 이런 점에서 일터혁신의 내적 충실성은 해당 중소기업이 그것을 추
동할 내적 동인이 얼마나 큰가에 달려 있다.
강소기업의 작업조직은 표준화와 전문화 등 합리화, 체계화 수준이 높
지 않고 숙련공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강소기업
의 작업조직은 테일러주의적인 직무세분화가 많이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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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터혁신도 반테일러주의적인 방향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강소
기업이 예산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숙련공 의존형 작업조직은 모든
근로자의 고숙련화가 아니라 일부 소수의 숙련공에 의존하는 양상을 지
니고 있다. 더구나 최근 중소기업의 인력난으로 청년층 유입이 줄어들면
서 숙련 의존형 작업조직이 자기 모순에 빠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해 청년층 유인을 높이는 대응방안과
여성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 등을 통해서 숙련공 의존형을 대체하려는
대응방안 등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들 대응방안들은 각각에 맞는 일터혁
신을 수반하고 있다.
일터혁신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작업자들의 혁신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능력과 동인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인사관리와 인적자원개발
과의 유기적 결합이 요구되는데, 중소기업의 예산 제약으로 인해 혁신활
동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과 포상제도 등 일터혁신에 직접적으로 요구되
는 수준의 인사관행 정도만이 사용되고 있다. 장기 고용과 장기 직업경험
에 근거한 숙련형성 정책으로 인해서 일부 소수의 숙련공 중심으로 혁신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작업자들은 문제의 발굴과 제기 역할들을
수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터혁신에 적합한 인사관행으로서 권위
주의적 관리스타일의 해소와 소통관리의 강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
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과 일터혁신의 관계에 대해서 명시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지 않았음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정
보 지능기술 중심으로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움직임 속에서 효과적인 기
술혁신의 추진을 위해서는 작업조직의 합리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생겨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일터혁신과
기술혁신이 배합된 형태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식도 생겨나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따라 도출되는 일터혁신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중소기업의 일터혁신은 원청기업과 공동 노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
다. 원청기업이 중소기업의 일터혁신을 추동할 힘도 가지고 있고 원청기
업이 일터혁신의 수혜자로서 그럴 동인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둘째, 중소기업의 일터혁신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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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혁신을 추진할 내적 동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일터혁신을
활용하는 데 있다. 그동안 일터혁신을 주변적이고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단으로서 일터혁신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적자원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도 일터혁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본 사례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셋째, 중소기
업에 정합적인 일터혁신 모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작업조직
세분화와 표준화 등 합리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일터혁신의 방향도 반테
일러주의적인 것으로 설정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작업조직(그중 일부는 숙련 의존형 작업조직을 가지고 있음)
을 더 살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합리화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
할 것인지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일터혁신의 효과적 추동을
위해서는 관리스타일의 개선과 소통관리의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일터혁신 자체가 근로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데, 권위주의
적 관리스타일과 일방적 명령은 근로자들에게 적대의식을 낳고 있어서
일터혁신 정신에 직접적으로 위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다 인간적이
고 동기부여적 관점에 선 관리방식과 근로자들에 대한 권한 위임, 쌍방향
의사소통의 활성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다섯째, 일터혁신과 기술혁신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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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혁신을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작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혁
신”이라고 넓게 정의할 때, 이러한 현장혁신을 목표로 삼은 대표적인 정
부의 지원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일터혁신 지원사업과 중소벤처기업
부의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일터혁신 지원사업은
노사발전재단이 2010년부터 주관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임금, 평
가, 장시간근로 개선, 평생학습체계, 노사파트너십, 작업조직 작업환경 개
선,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시간선택제일자리, 능력 중심 운영체계 구축
등의 영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9) 1999년부터 시
작된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관기관 역
할을 하고 있는바, 경영 기술 컨설팅, 스마트공장 등 특화형 컨설팅, 화학
물질 관리, 원스톱 창업지원 등의 지원분야로 구성되어 있다.10)
9)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출발점은 뉴패러다임센터가 설립돼 YK(유한킴벌리)모델을
중심으로 한 뉴패러다임 컨설팅을 시작한 2004년경, 또는 노동부 고용보험기금이
위 센터의 컨설팅 지원에 투입된 2005년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0)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사업을 실
시한 시기는 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나, 이 글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정보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 1999년을 중소기
업 컨설팅 지원사업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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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부가 주도하는 지원사업들 이외에 민관 합동 내지 민간 주도
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현장혁신 지원활동들도 존재한다. 2013년
부터 진행되고 있는 산업혁신운동11)은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 포스코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이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
한 동반성장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가 컨설
턴트, 기술전문가 등과 함께 공정개선 및 안전관리, 3정 5S와 생산현장
개선, 설비자동화 등의 혁신과제를 2 3차 협력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방식이다. 산업부장관과 대한상의 회장이 공동본부장인 ‘산업혁신
운동 중앙추진본부’가 총괄 지원을 하고, 한국생산성본부, 자동차부품산
업진흥재단,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석유화학협회, 기계산업동
반성장재단,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컨설팅서비스협회, 스마트공장추진
단 등 9개 업종별 단체 본부가 컨설턴트를 운영해 참여기업을 직접 지원
하는 방식이었다. 한편, 스마트공장과 관련해서는 산업혁신운동(동반성장
기금)과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국가보조금)을 통한 지원활
동이 이뤄지고 있는데, 2015년 설립된 재단법인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
단이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12)13)
이렇듯 현장혁신을 명시적으로 내세우거나 현장혁신과 내용적으로 긴
밀한 관계를 갖는 지원사업의 종류가 매우 다기하고 정부의 소관부처도
다양하기 때문에, 현장혁신 지원활동 전체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 평가
작업을 진행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이 글은 2018년 3월부
터 11월까지 진행된 한국노동연구원 ‘현장(일터)혁신포럼’에 참여한 중소
기업 혁신 지원기관들을 대상으로, 이들 기관들이 수행한 현장혁신 지원
11) 초기에는 산업혁신운동 3.0이라 불렸다. 1단계 산업혁신운동은 2013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진행되었고, 2단계 산업혁신운동은 2018년 9월 시작돼 2023년 12
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12) 대한상의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산업혁신운동의 2차년도였던 2014년부터 스마
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이듬해인 2015년 산업혁신운동중앙추진
본부의 조직 일부가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으로 확대 재편되었다.
13) 참고로, 2011년 시작돼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기관 역할을 수행하
고 있는 ‘대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은 대기업이 동반성장기금
을 활용해 자신의 1 2 3차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데, 앞서 살펴본 산업혁신운동은 위 파트너십 지원사업이 분화돼 확대 발전된 성
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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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유형과 방식, 구체적인 내용, 성과와 한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장(일터)혁신포럼의 사례 발표와 토론 내용을 종합해 정리했고,
필요한 경우 기존 연구보고서들의 검토, 관계자 인터뷰 등을 보충하였다.
이 글에서 다루는 7개 지원기관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노사발전재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민간 컨설
팅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경북테크노파크 등이다. 노사발전재단과 한국산업인
력공단은 각각 일터혁신 지원사업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지원사업을
주관하고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의 주관기
관이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업종별 단체 본부 중 하나로 산업혁신운동에
긴밀히 관여하고 있고,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장 핵
심기술 체계화사업 등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한국산업단
지공단과 경북테크노파크도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면서 산업혁신운
동 내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에 일부 관여하고 있으나, 현장(일터)
혁신포럼에서의 발표내용으로 볼 때 현장(일터)혁신에 대한 지원 기능은
미미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글에서는 간단히 사업개요만을 소개할 것이다.

14)

제2절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지원사업

1.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전개와 현황
가.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전개15)
국내에서 일터혁신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4년 3월 뉴
14) 2018년 4월 18일 현장(일터)혁신포럼에서 이호창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본부장
이 발표한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평가와 발전방향 의 주요 내용과 위 포럼에서
의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15) 장홍근 외(2012),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평가와 발전방향 , 한국노동연구원, pp.14
～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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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센터가 설립되면서부터이다. 뉴패러다임센터는 4조 2교대제와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한 YK(유한킴벌리)모델을 기초로 컨설팅,
연구, 홍보사업 등을 진행하였고, 2005년부터 노동부 고용보험기금이 컨
설팅을 위해 지원되면서 컨설팅의 규모와 영역이 확대되었다(2003년 13
건, 2005년 49건, 2007년 73건). 또한 2006년 초부터는 고령자 고용안정
프로그램 컨설팅, 퇴직연금 컨설팅,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사업, 가족친화
경영 컨설팅, 여성고용 촉진 컨설팅 등의 신규 사업이 추가되었다.
MB 정부가 출범한 2008년, 노동부는 작업장혁신 추진 5개년 실천계
획 을 수립하면서 ‘일터혁신과 노사협력’을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적
사업방향을 설정했다. 2009년 1월에는 한국노동연구원 내의 뉴패러다임
센터와 임금직무혁신센터를 통합해 부설기관으로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를 출범시켰다.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는 이 무렵 기존 사업 외에 임금직
무 혁신사업, 중소기업 고용구조사업, 노사파트너십 지원사업 등 신규 사
업이 추가되면서 예산과 사업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바로 다
음해인 2010년 정부가 노사갈등이 불거진 한국노동연구원에 대한 사업위
탁을 전면 재검토하였고, 위탁사업을 수주하지 못한 고성과작업장혁신센
터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를 대신해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핵심 수행기관
역할을 맡게 된 곳은 노사발전재단이다. 노사발전재단은 노사가 능동적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의 협력의제를 발굴하고 함께 사업을 추진할 것을
목적으로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근거해 2007년 4월 설립된 기관이다. 2010
년 노사발전재단은 노동부가 공모한 작업장혁신지원사업 수탁자로 선정
되었고, 사업에 필요한 인력은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에서 넘어온 일부
인력과 신규 충원 인력으로 충당하였다.
나. 사업현황
노사발전재단은 일터혁신 지원사업으로 컨설팅, 연구, 교육, 확산, 코칭,
인증, 재정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컨설팅사업은 임금, 평가, 장시간근
로 개선, 평생학습체계, 노사파트너십, 작업조직 작업환경 개선,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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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구조 개선, 시간선택제일자리, 능력 중심 운영체계 구축 등의 분야에
서 진행된다. 연구사업은 일터혁신지수 조사 연구, 매뉴얼 및 교육자료
개발, 사례 연구 평가, 일터혁신전문가회의 운영 등이 이뤄지고 있고, 전
파 확산사업으로는 사례발표회, 사례집 제작 배포, 홈페이지 게시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사업으로는 임금 평가, 장시간근로 개선(기본, 심화
과정)을 주제로 총 47회 진행되는 일터혁신교육이 있는데, 2017년 수료인
원은 1,249명이다. 이 밖에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노사파트너십 프로그
램, 중소기업 CEO 혁신코칭 등의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주요영역과 내용은 <표 4-1>과 같다.
<표 4-1> 컨설팅 영역과 내용
구분

컨설팅 내용

임금
평가체계
개선

￭ 직무 능력 역할 중심 임금체계 등 합리적 임금체계 도입
- 임금 구성항목의 간소화 및 관련 규정 정비
- 직무 직능 역할급, 인센티브 등의 도입을 통한 연공급 완화
- 노동법 등 관련법 준수를 위한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 정비
- 기업 간, 고용형태 간, 남녀 간 임금격차 해소
￭ 고용, 평가, 승진, 배치전환 등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체
계 구축
- 업적 및 역량 평가를 위한 객관적 평가지표 도출
- 평가와 인사제도 연계를 통한 능력 성과 중심 인사시스템 도입

장시간
근로
개선

￭ 교대제도 개편,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 현행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 분석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 사업장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실근로시간 줄이기 근로유형 제시
(교대제 전환, 유연근로시간제, 스마트워크 등)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존 근로자의 임금보전방안 설계
- 기존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및 신규 고용창출과의 균형

평생학습
체계 구축

노사파트너십
체계 구축

￭ 경영전략에 따른 평생학습체계 구축
- 중장기 평생학습 마스터 플랜 수립
- 직무 또는 역량 도출을 통한 학습 프로그램 수립
- 경력개발, 퇴직 프로그램 등 전직훈련시스템 구축 등
￭ 노사 공동목표 설정, 협력 프로그램 통한 상생의 변화 추구
- 경영전략과 연계한 노사관계 전략 수립
- 상생적 파트너십 기반 구축 및 운영 프로그램 등 설계
- 노사협의회 협의기법 및 협의의제 발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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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의 계속
구분

컨설팅 내용

작업조직
작업환경
개선

￭ 업무의 권한 이양을 통해 직무수행자의 역할과 자율을 확대하고
과업을 통합함으로써 근로자 현장책임경영 구현
- 직무순환제 및 유연배치 전환, QC 및 자주보전
(5S, 제안제도, IE기법, 6시그마, 인체공학적 작업시스템 등)
- 참여적 의사결정 구조 수립 및 작업조직 시스템 개편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합법적 인사관리체계 수립
-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 개선 및 근로자 간 차별 진단 및 개선
- 임금 및 승진체계, 교육체계 및 운영 개선
- 정규직 전환 평가제도 수립, 전환 후 근로조건 설계

고용문화
개선

￭ 시간선택제일자리 전환 및 시간선택제 도입 운영
- 적합직무(직종) 개발
- 직무재설계 및 관련 규정 정비(취업규칙 등)
- 조직문화 개선 및 정착방안 수립 등

장년고용
안정체계
구축

￭ 60세 정년제가 장년근로자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제고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인사관리제도 개편 등 컨설팅 지원
- 장년친화 인사제도 정비(승진, 직무, 직무체계 등)
- 장년 근로시간 단축, 장년 적합직무 발굴
- 숙련전수시스템(멘토제, 역멘토제 등), 임금피크제

일 가정 양립

￭ 일 가정 양립 수준을 진단하고 적합한 개선과제 선정

자료 :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일터혁신 지원사업 중 컨설팅 사업의 프로세스는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컨설팅 사업 프로세스
추진 절차

추진 내용

신청 접수

∘컨설팅 신청공고 및 신청접수(www.nosa.or.kr)
∘수요발굴(컨설팅 수행기관에서 발굴)
∘구비서류 검토 및 응대
∘신청기업에 대한 유선점검을 통한 검토의견서 작성 업
로드(컨설팅 수행기관)

지원사업장
심사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선정 사업장 배분
∘지원 대상 사업장 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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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의 계속

협정 체결

∘총괄 관리기관 및 컨설팅 수행기관 지원기업 간 MOU
체결

통합진단 컨설팅

∘사업장의 종합적인 진단 및 분석
∘문헌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한 현황 분석
∘통합진단 컨설팅 결과보고(사업장)
∘결과보고서 일터혁신 홈페이지에 업로드

전문컨설팅
심사 선정

∘통합진단 결과보고서 및 컨설팅 수행기관의 검토의견서
를 바탕으로 서면 심사
∘지원기업 및 지원영역 확정 공고

협정 체결

∘컨설팅 수행기관과 지원기업 간 MOU 체결

전문컨설팅

∘디자인팀 구성
∘컨설팅 세부계획 수립
∘영역별 현황 분석 및 제도 설계
∘실행방안 제시

컨설팅 종료

∘컨설팅 결과보고(사업장)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작 보급(사업장)
∘결과보고서 일터혁신 홈페이지 업로드

컨설팅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대상으로 컨설턴트 수행능력
평가(S-D)
∘평가 결과 하위 10%는 한국노동연구원과 연계하여 현
장평가 실시

사후관리
자료 : 이호창(2018: 10).

∘이행관리
∘성과관리 및 DB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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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의 경우, 사업장을 기준으로 컨설팅 신청 1,300개사 중 754개사
를 선정했고, 영역 기준으로 신청 기업 2,313개 중 1,183개를 선정했다. 규
모별 현황을 보면, 100～299인 규모의 사업장이 신청 35.5%, 선정 43.9%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50～99인 규모의 사업장이 신청 28.7%, 선
정 31.3%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 밖에 규모별 비중을 살펴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신청 25.1%, 선정 8.9%이고, 300～499인 사업장은 신청
6.5%, 선정 9.8%이며, 500～999인 사업장은 신청 3.7%, 선정 5.0%이고,
1,000인 이상 사업장은 신청 0.7%, 선정 0.6%로 집계되었다. 한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이 45.0%, 서비스업
이 29.4%, 공공부문이 23.3%를 각각 차지했다.
컨설팅은 임금 평가체계, 장년 고용안정, 고용문화 개선(시간선택제),
일 가정 양립, 장시간근로 개선 등에 집중되었고, 작업조직 작업환경 개
선이나 평생학습체계 구축과 관련한 컨설팅은 신청 기업 및 선정 기업의
숫자가 매우 적은 편이었다. 노사발전재단 컨설팅사업의 2017년 현황자
료를 보면, 영역별 신청 사업장 및 선정 사업장 숫자는 △임금체계(514개,
210개), △평가체계(553개, 269개), △장시간근로 개선(198개, 102개), △
고용문화 개선(시간선택제)(260개, 152개), △일 가정 양립(204개, 113개),
△장년 고용안정(198개, 155개),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148개, 78개),
△평생학습(116개, 52개), △노사파트너십(77개, 38개), △작업조직 작업
환경 개선(45개, 14개) 등으로 나타났다. 뉴패러다임센터 시절의 일터혁
신 컨설팅이 근무제도 개선과 평생학습체계 구축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컨설팅은 인적자원관리나 임금 직무 영역과 관
련된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작업조직과 관련한 부분은
일터혁신의 핵심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컨설팅 및 지원사업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작업조직 작업환경 개선은 YK모델과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최근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역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발전방향을 노사발전재단 내부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요구하는 컨설팅사업의 정책적 방향이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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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노사발전재단에서는 이 영역을
겨우 유지하는 정도만 가능했고, 이를 심화시키고 모델 등을 더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본부 선임컨설턴
트 A와의 인터뷰)

2.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문제점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일터혁신 지원사업(컨설팅)과 관련해, 한국
노동연구원 현장(일터)혁신포럼에서는 추진체계상의 한계, 수행역량의
부족, 미진한 노사참여 상황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4차 산업혁
명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일터혁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위 포럼에서 제기된 비판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먼저 일터혁신 지원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사업계획 및 실천의 부족이
지적됐다. 일터혁신사업은 정책수립과 집행 때 중장기적 전망과 계획을
갖고 꾸준히 실천되어야 하는 사업일 것이다. 이러한 중장기적 사업계획
이 비교적 명확히 제시된 것으로 눈에 띄는 것은 2008년 하반기에 수립된
노동부의 ‘작업장혁신 추진 5개년 실천계획’ 정도이나, 이 계획도 사업 수
행기관과 관련한 혼란 속에서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다.
공모를 통한 위탁사업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
는 일터혁신 지원사업을 위탁사업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당해연도
사업의 수행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그 사업을 수행할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행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이 장기적 전망에 근거해 사
업의 질적 발전을 꾀하기는 힘든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업 수행기간
의 제약, 과도한 사업물량, 낮은 단가 등도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충실한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컨설팅 인력의 역량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터혁신 지
원은 현장과 긴밀한 교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과서

제4장 주요 혁신지원 기관들의 일터혁신 지원활동 분석

81

적인 지식이 아닌, 현장에 대한 생생한 감각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수행기관의 교체, 수행인력의 빈번한 변동 속에서 일터혁신
지원사업 주관기관의 사업역량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였다. 수행인력의
이직 퇴직은 매우 심각한 실정인데, 이는 불안정하고 열악한 고용조건에
기인한 바 크다고 생각된다.
노사 특히 노동계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 일터혁신과 관련한 협력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못한 점 등도 아쉬운 점이다. YK모델의 사례에서
보듯, 일터혁신은 노사의 이해와 참여 속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터혁신과 관련해 노사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노사단체는 무관심과 역량 부족 등의 이유
로 일터혁신의 참여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사업장,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노사단체, 대학과 연구기관, 컨설팅 기관 등이 유기
적 협력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나. 개선방안
현장(일터)혁신포럼에서는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미시적
인 차원으로는 현장경험을 활용한 혁신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HR 전문가
와 IE 전문가(현장전문가)가 팀을 이뤄 통합적인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컨설팅 방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추진
체계를 정립하고 노사의 참여를 확대하며 일터혁신 플랫폼과 협력네트워
크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먼저, 미시적인 차원에서 일터혁신 지원사업이 질적으로 고양되기 위
한 방안으로는 △대기업, 강소기업의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력
을 혁신지원 역량으로 활용, △연구-컨설팅-교육-인증-재정지원-홍보
등 일터혁신 제반 사업들의 유기적 연계 강화, △작업조직과 인적자원관
리의 통합적 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HR 전문가와 IE 전문가가 팀을 이
룬 통합적 컨설팅 진행 등이 제시되었다.
“일터혁신 컨설팅 과정에서 IE(산업공학) 전문가들과의 코워킹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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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장시간근로 개선 특히 교대제 개편 같은 경우,
인사담당자들은 시간공수만 따지지만 현장은 다릅니다. 주 68시간에서 52
시간으로 줄어든 것을 그냥 수치적으로만 얘기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공수
의 20%가 없어진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그걸 사람으로 메꾸라는 것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10% 메꾸고, 기계로
10% 메꾸는 방식이 더 나을 수 있지요. 이렇게 일터혁신의 영역에 산업공
학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경영정보 관련 전문가들도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터혁신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보고와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사무직이든 현장직이든 이를 위한 데이터화가 거의 안 되어 있는 게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반대로 스마트공장 육성이나 산업혁신운동에도
일터혁신이 결합되어야 할 겁니다. 스마트공장을 하려면 공정설계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개편이
필요합니다. BPM(Business Process Management)이나 BPI(Business
Process Innovation)가 함께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요.”(노사발전재단 일터
혁신본부 선임컨설턴트 B와의 인터뷰)

거시적인 추진체계와 관련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일터혁신에 대
한 중장기적 발전전략을 수립할 것,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
통상자원부 등이 망라된 일터혁신지원추진단을 운영하고, 일터혁신 지원
사업 주관기관을 일터혁신 지원기구로 확대 재조직하며, 이 기구가 한국
산업단지공단, 테크노파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일부 기능과도 결합
해 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단, 컨설팅, 현장지도, 교육 등 혁
신지원을 수행하도록 할 것, △일터혁신 정책에 대한 노사의 참여를 확
대하고, 일터혁신을 노사협력 정책의 주요 과제로 추진할 것, △일터혁신
과 관련된 사람, 정보, 정책 등이 교류 공유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일
터혁신에 관한 노 사 민 정 전문가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할 것 등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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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3절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산업현장교수 지원사업

1. 산업현장교수 지원사업의 수립과정과 추진현황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이하 ‘산업현장교수’라 함) 지원사업은 오랜 경
험과 지식 기술을 축적한 우수 기술 기능 인력으로 산업현장교수단을 구
성해 특성화고 등 직업교육 훈련기관을 지원하고,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종합 HRD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기술력 단절을 방지하고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기술 기능 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 업무
계획에서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산업현장 기술력 단절에 대응하
기 위한 방안으로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제2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에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를 적극 활
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산업현장교수는 15년 이상의 분야별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한민
국명장,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기술사 또는 기능장, 우수한 기술 기능을
보유한 현장 경력자, 교육훈련기관 훈련 프로그램 개발 유경험자, 그 밖
에 기업 인적자원개발 관련 분야 등에서 종사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선정한다. 선정분야는 기계, 재료, 화학, 섬유의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건설, 문화콘텐츠, 디자인, HRD 등 11개 분야이다.
산업현장교수로 선정된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 산업현장교
수, 지원기관의 3자 간 계약을 통해 중소기업 및 학교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에 기술전수 및 컨설팅 지원을 하게 된다.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 기
업당 세부 분야별 지원한도가 있는데, 기술분야는 최대 100시간, HRD 분
16) 이 절의 내용은 2018년 11월 초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관계자
가 현장(일터)혁신포럼에 제공한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지원사업 현황 의 주요
내용, 사전 인터뷰, 2018년 11월 14일 진행된 위 포럼에서의 토론내용 등을 중심
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17년 3월 발표한 대한민국산업현
장교수 지원사업 실태조사 연구 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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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는 최대 30시간이다.
산업현장교수 지원사업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라는 것이 한국산업인력
공단의 평가이다. 2017년 중소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종합
만족도가 85.3점, 교수평가 91.9점, 서비스 재이용 여부는 86.9점으로 집계
되었다고 한다. 정량적 성과로는 생산성 향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출액 증대 및 원가절감 등이 뒤를 이었다. 정성적 성과로는 근로자 업
무능력 향상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업무공정 표준화, 능력 중심 인적
자원관리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사례를 보면, 20회(100
시간)의 금형기술 지원을 받은 A사의 경우 비용절감(월 168만 원), 불량
률 감소(5%→0.1%) 등의 성과를 보고했다. 25회(100시간)의 온라인몰 시
스템구축 지원을 받은 B사의 경우, 연 2억 원의 온라인 매출증가라는 성
과를 얻었다. 20회(100시간)의 신기술지원을 받은 C사의 경우, 송이버섯
사업의 영업이익률이 연 9.43% 상승했고, 20회(100시간)의 자동제어시스
템 구축기술 지원을 받은 D사의 경우 월 250만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
뒀다.
<표 4-2> 산업현장교수 분야별 선정현황
구분

기계 재료 화학

인원 1,696

439

130

섬유 전기 정보 식품
문화
건설
디자인 HRD
의복 전자 통신 가공
콘텐츠

56

64

189

221

70

125

19

41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2018: 2).

<표 4-3> 지원 대상 및 내용
구분

중소기업

학교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원
요건

우선지원 대상 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 2인 이상 사업장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기술전수 지원을 원하는 기관

지원
내용

-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기술지원
- 인적자원관리 진단 지도 등

- 현장맞춤형 기술전수
- 기술동아리 운영 지원 등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20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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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현장교수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산업현장교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노동연구원 현장(일터)혁신포
럼에서 제기된 문제점으로는 표준화된 컨설팅 방법론의 부재, 사업 종료
뒤 추가방문 상담 모니터링의 부재, 컨설팅 경험 축적을 위한 매뉴얼화
와 모델 정립의 부진, 컨설팅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 내지 향상
시키기 위한 산업현장교수 대상 교육의 미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사업
이 향후 중소기업 현장혁신 지원이라는 측면을 강화하고 내실화하기 위
해서는 자문 지도 컨설팅 자체의 표준화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주
로 나온 것이다.17)
표준화된 컨설팅 방법론의 부재는, 같은 사업장이어도 산업현장교수
개인의 경험에 따라 개선점과 개선 방법에 대한 진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목이다. 또한,
사전 인터뷰에 응한 산업현장교수들은 “기술지도의 경우 사후관리가 반
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제약 등의 이유로 추가방문 상담 모니터
링이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단순한 만
족도 조사를 넘어서서, 우수사례 분석을 통해 진단과 문제해결이 어떤 식
으로 진행되었는지, 개선책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
지 등을 파악하여 모범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이 부재한 것도 아쉬운 대목
이었다. 현장(일터)혁신포럼에서는 산업현장교수 지원사업이 산업화 시
대를 관통하며 우리사회가 축적한 숙련 기술 기능인력들을 활용해 중소
기업의 현장혁신 능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러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사발
전재단의 일터혁신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산업현장교수 지원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중요 요인 가운데 하나
로는 산업현장교수의 질적 수준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라는 점도 꼽을
17) 산업현장교수 지원사업은 중고령층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의 성격, 직업전문교
육기관에 대한 실무기술 지원사업으로서의 성격, 중소기업 현장혁신 지원사업으
로서의 성격을 중첩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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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고숙련 근로자의 기술전수와 경영 관련 컨설팅을 통해 기업 또
는 학교에 효율적 업무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고령자를 재취업시킨다는
지원사업의 목적을 감안할 때, 과연 현대사회의 급변하는 기술혁신과 노
동환경에 고령근로자 등이 제대로 된 정보와 신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지원
사업 실태조사 연구 에서는 기술혁신이 활발한 신기술 적용분야의 경우,
근무기-휴업기 등 주기를 마련해 산업현장교수의 재교육을 시행하고 다
시 산업현장에 투입돼 업무진행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거나,
국비지원교육 등에 투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한
바 있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향후 사업의 개선방향과 관련해 △산업현장
교수 활동률 제고방안 마련, △지원활동 모니터링 강화방안 마련, △교육
강화, △홍보 강화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활동률 제고를 위해서
는 ① 실제 활동 가능한 사람 위주로 선정해 고숙련 기술인의 사회적 참
여 활성화 및 중소기업과 학교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등의 고숙련화를
촉진하고, ② 교수 1인당 연간 활동 가능시간을 하향 조정해 사업 참여인
원의 확대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서는 ① 현장
교수별 활동실적 평가 피드백 및 보상체계를 확충하고, ② 모니터링에 따
른 경고 및 해촉 방안 강화(지침 및 매뉴얼 정비)로 산업현장교수의 건전
한 경쟁 및 활동성 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① 필수 교육항목(청렴, 교수기법 등)을 선정해 온 오프라인 교육을 활성
화하고, ② 산업현장교수 지역협의체 운영을 통한 권역별 네트워크를 활
용해 교육내용 공유 및 신속한 전달을 도모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다. 마
지막으로 홍보강화를 위해서는 산업현장교수 우수활동 사례에 대한 대중
매체 홍보활동 강화로 신규 신청기관 발굴 및 사업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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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4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1.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의 전개와 현황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 중
소기업창업지원법 제31조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바, 중소기업의 특
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성장기 정체기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근본체질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
행되는 사업이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으로서, 컨설턴
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에게 컨설팅사와 컨설턴트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며, 사업신청, 선정, 계약, 쿠폰 구입 등 모든 절차를 온라
인화하고 있다.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의 현황을 보면, 수진기업들의 2017년 매출
액이 10억 미만인 경우는 11.6%, 10억 이상 100억 미만인 경우는 69.1%,
100억 이상인 경우는 19.3%였다. 컨설팅 수진분야는 △생산혁신 22.5%,
△마케팅/영업 20.7%, △경영전략 16.2%, △연구/R&D 14.4% 등의 순서
로 나타났다. 수진기업의 업력별로 최대 수진분야를 보면, 업력 7년 미만
인 경우에는 연구/R&D가 28.6%로 가장 높았다. 7년 이상 18년 미만인
경우에는 생산혁신 및 마케팅/영업(각각 28.6%), 18년 이상 28년 미만인
경우에는 마케팅/영업 및 경영품질(각각 18.5%) 분야가 가장 많았다. 업
력 28년 이상인 기업의 경우 최대 수진분야는 경영전략(35.7%)이었다.

18) 이 절의 내용은 2018년 5월 16일 현장(일터)혁신포럼에서 김양호 중소기업진흥공
단 진단성장처 기술평가팀장이 발표한 중소기업 컨설팅사업의 현황 및 성과 의
주요 내용과 위 포럼에서의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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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컨설팅 분야별 분포

자료 : 김양호(2018: 7).

[그림 4-3]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자료 : 김양호(2018: 6).

2018년의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500개 내외의 기업을 대상으로
70.27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정책 및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화 컨설팅을 지원하고, 화학물질 관리 컨설팅을 신규 도입한 점이
눈길을 끈다.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은 [그림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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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실제 사례
가. A사의 사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 바이오 벤처기업인 A사는 2016년 7월 중소기
업진 흥공단에 컨설팅 지원을 신청하여 생산시설 증설에 따른 공장 레이
아웃과 효율적 공장운영 노하우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회
사는 TF팀을 꾸려 컨설턴트와 문제를 진단했다. 컨설팅은 SWOT 분석
을 통해 필요 개선사항을 확인한 뒤, 컨설팅 주제와 수행목표를 설정한
다음 구체적인 개선활동을 진행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SWOT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개선사항은 △생산 측면 : 공장의 생산시스
템 운영현황 진단을 통한 종합 생산성 향상, △물류 측면 : Lay-out 개선
을 통한 물류흐름의 합리화, △영업 측면 : 목표매출 달성 및 고객만족을
위한 납기지연 예방 등이었다. 이러한 개선을 이루기 위한 컨설팅 주제로
공장 전반의 생산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Lay-out 개선, IE 기법 및 TPM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자율관리체계 구축기반 마련 등 3가지가 선정
됐다. 컨설팅의 목표로는 계량적인 측면에서 1인당생산액을 1.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납기준수율을 95%에서 99%로, 맨아워 생산성을 89개에서
116개로 향상시키고, 비계량적인 측면에서는 일일 제조생산 능력 향상,
흐름생산시스템 구축, 문제해결 역량 강화, 긍정적 조직문화 구축 등이
설정됐다.
컨설팅은 개선목표 도출(Lean Lay-out 구축 및 작업분석을 통한 레이
아웃 개선사항 도출), 원재료 창고의 개선(사용처에 가깝도록 원재료 창
고 배치, 종류별 관리 및 취급이 용이하도록 랙 활용), 충 포장 스페이스
확충(작업배치의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해 작업공간 확보 및 라인 간격 합
리화), 제조실 확장(물류의 합리화 및 혼입불량 개선을 통한 생산능력 및
생산성 향상), 표준라인 구성(생산 관련 전 직원 대상 표준라인 운영방안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 활동 추진) 등으로 진행됐다.
A사는 2019년에 오송산단에 지은 신사옥에 입주할 계획이다. 공장의
설비 재배치 컨설팅 과정에서 이를 고려했는데, 크게 떠오른 과제는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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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공장과 관련한 솔루션 도입 문제였다. 회사의 결정은 2공장 입주와 동
시에 모든 생산설비를 옮기고, 꼭 필요한 설비는 추가 도입하되 당분간은
현재의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컨설턴트와 TF팀
은 스마트 솔루션 도입을 공장 이전과 함께 착수하기로 했다. 다만, 향후
생산의 스마트화는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데이터가 수집되고 네트
워크가 가능한 것으로 증설 설비를 구매했다. 추가 구입한 중량선별기는
전과 달리 디지털 기능과 PLC 방식의 장비를 도입해 네트워크에 대비했
다. 컨설턴트는 데이터의 활용이 향후 스마트 생산의 관건이라며 데이터
의 확보를 주문했다. A사는 현재도 데이터 축적을 진행하고 있다.
컨설팅의 성과는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를 통해 확인됐다. 계량지표를
보면, 1인당생산액은 2.9억 원으로 목표 대비 146.5%를 달성했고, 납기준
수율은 100%로 목표 대비 101.0%, 맨아워 생산성은 120으로 목표 대비
103.4% 진척됐다. 비계량지표를 보면, 생산체계 고도화와 관련해서
Lay-out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공정별 4M 운영체계 설정을 통한 최
적화방안 도출, 흐름작업시스템 구축을 통한 생산능력 및 생산성 향상이
이뤄졌고, 문제해결 능력 향상과 관련해서는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현장관리 및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통한 조직적 의사결정, 자율관
리체계 도입을 통한 임직원의 경영기여도 제고가 이뤄졌다.
나. B사의 사례
경기도 안양시 도안구 소재 모션 시뮬레이터 개발 및 제작 전문회사인
B사는 고유기술과 차별화된 아이템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생
산능력과 품질관리가 미흡하고 직원들 간 기술력 편차가 크다는 문제점
때문에 컨설팅을 신청했다. SWOT 분석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도출된 것은 △생산 측면 : 시장 확대에 대비한 제조 Cycle time 단축, △
품질 측면 : 안정적 품질관리 및 출하검사 합격률 제고, △조직 측면 : 전사
적 참여를 통한 직원 간 목표의식 함양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이었다.
컨설팅을 통해서는 Lay-out 개선활동(생산 조립 라인 개선을 통한 현
장관리 합리화), 모듈화 개선활동(하네스 제작을 자체제작 대신 전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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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탁해 품질 안정화 및 비용 낭비 방지), 생산작업 표준서 개발(작업표
준서 개발을 통한 품질관리 향상 및 협력사 교육), Stage 단계 조립(작업
표준서 및 교육 등을 통한 단계별 조립 절차 추진) 등이 이뤄졌다.
컨설팅의 성과를 계량지표로 보면, 제조 Cycle time이 컨설팅 전 450분
에서 컨설팅 후 322분으로 단축됐고, 1인당 생산액은 2,600만 원에서
3,640만 원으로, 출하검사 합격률은 80%에서 97.8%로 향상됐다. 비계량
적 성과로는 생산시스템의 개선이 꼽혔다. 모듈방식 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생산작업 표준서 작성을 통한 표준화된 작업방법 적용,
3정5S, 입고품질관리 등을 통한 낭비제거 활동, 생산 조립 라인 개선을
통한 흐름생산체계 구축, 신규 작업자 생산교육을 통한 품질향상 등이 이
뤄졌다.

3. 현장(일터)혁신포럼에서 제기된 비판점과 개선점
현장(일터)혁신포럼에서 진행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례와 관련한 토
론에서 가장 활발하게 제기된 문제는 산업혁신 또는 제조혁신에서 사람
(노동)이 배제되는 상황에 대한 것이었다. 제조혁신, 공정혁신도 결국 사
람이 하는 일이라고 볼 때 사람들의 합심, 자기주도성, 적극적 참여 등이
중요한데, 시스템 개선과정에서 사람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결여된 것으
로 보인다는 점(HR 영역과 제조혁신의 분절), 매우 단기간 동안 진행되
는 프로그램의 과정에서 컨설턴트와 수진업체 직원들이 팀으로서 제대로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게 힘들 것이라는 점(실제 수진기업들이 사후관리
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는 현장에 혁신이 체화되지 않은 결과일
수 있음), 현장 근로자의 저항감을 고려할 때 엔지니어링 관점에 더해 모
티베이션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일하는
방식과 보상체계의 연결문제)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혁신의 결과가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생산을
늘리는 성장기업이 아니라 매출이 정체된 기업 혹은 현 상태로는 지속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하기는 힘들다는 점 등을 지적하
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 사례발표 기업 중 한 곳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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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고, 사례발표에 소개된 기업들 모두 현재의 시
스템으로 늘어나고 있거나 곧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생산물량을
달성하기 위해 컨설팅을 받은 곳들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컨설턴트들이
고령화되는 추세 속에서 젊고 우수한 컨설턴트 확보가 힘들어지고 있다
는 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19)

제5절 한국생산성본부의 제조혁신 컨설팅

1. 주요 현장혁신 컨설팅 사업의 현황
한국생산성본부는 동반성장기금 등을 활용해 민관 합동 또는 민간 주
도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대 중소 기업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이
하 ‘파트너십 지원사업’이라 함), 산업혁신운동사업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
을 맡고 있는 컨설팅기관이다. 파트너십 지원사업의 1년 예산은 45억 원
안팎인데, 이 중 60% 정도가 한국생산성본부의 혁신지원 활동에 활용되
고 있다. 산업혁신운동의 경우 업종별 단체본부 중 하나로 긴밀히 관여하
고 있는데, 1년 예산 400억 원 중 80억 원 규모의 지원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이 한국생산성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스마트공장의 경우 직접적인
사업수행은 없지만,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등에 관여하고 있다. 대 중소
기업 상생협력 사업의 성격을 가진 각종 현장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컨설팅 기관인 셈이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자신들이 정부와 함
께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개발한 한국형 제조혁신 방법론(KPS, Korea
Production System)을 파트너십 지원사업과 산업혁신운동사업에 활발하
게 활용하고 있고, 스마트공장의 제조 및 생산운용 표준체계 및 추진 기
19) 이 절의 내용은 2018년 5월 16일 현장(일터)혁신포럼에서 이인갑 한국생산성본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이 발표한 중소기업 제조혁신 컨설팅 현황과 시사점 의
주요 내용과 위 포럼에서의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이 절에서 사용되
는 [그림]은 모두 위 발표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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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제공하고 있다.20)
파트너십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현장의 생산성 향상 및 수출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대 중소 기업 동반성장의 전제인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주관기업과 정부가 자금을 조성하
고(정부지원금과 대 공 중견 기업 등 민간출연금으로 생산성혁신 파트너
십 지원자금 조성), 주관기업이 핵심파트너로 육성할 협력기업의 생산성
혁신(컨설팅 최대 3,000만 원), 수출활성화(컨설팅 비용 최대 5,000만 원),
디지털 혁신기반 구축(컨설팅 비용 최대 8,000만 원) 등을 지원하는 방식
이다.
사업의 추진체계와 주요 내용은 [그림 4-4]와 같다.

[그림 4-4] 파트너십 지원사업 추진체계

자료 : 이인갑(2018: 20).

20) 한국생산성본부는 한국형 제조혁신 방법론(KPS)이 LEAN, TPS, 6시그마, TOC,
ERP 등 글로벌 제조혁신 방법론을 통합하되, 한국 제조업의 체질과 문화를 반영
해 현장 적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국형 제조혁신 방
법론은 제조 표준모델(제조운영시스템의 구조와 작동방식에 대한 표준모델), 평
가체계(제조 표준모델에 기반한 회사 제조경쟁력 수준 진단체계), 실행도구(수준
및 특성별 추진 로드맵, 핵심활동별 실행 매뉴얼) 등 3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한
국생산성본부는 2011년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표준형 KPS와 중소기업형 KPS
를 개발하였고, 이후 일반기계 석유화학 업종형 KPS(2012년), 가전 자동차부품
철강 업종형 KPS(2013년),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기기 업종형 KPS(2014년),
섬유 식품 업종형 KPS(2015년) 등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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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신운동은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포스코 등 대기업, 중견기업, 공
공기관 등이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한 동반성장기금을 재
원으로 운영된다. 대기업 1차 협력사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2 3차 협력
사의 기술혁신, 작업환경 생산공정 개선,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통해 성
과를 공유하는 자발적인 혁신운동이다.
[그림 4-5] 파트너십 지원사업의 내용

자료 : 이인갑(2018: 22).

[그림 4-6] 산업혁신운동의 기본구조

자료 : 이인갑(201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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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구조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한상의에 산업혁신운동 중앙추
진본부를 설치하여 산업혁신운동을 총괄하고, 하부에 관련 단체별, 기업
별 추진본부를 운영한다(중앙본부의 지원을 받아 참여기업 컨소시엄의
혁신활동 관리 및 운영). 단체 본부는 추진단을 구성하고(1차, 2 3차 협력
사 대표, PM, 컨설턴트 등), PM과 컨설턴트가 현장 진단을 수행한 이후
PM 컨설턴트 추진단이 참여기업의 혁신과제를 도출해 확정하고 성과공
유협약을 체결한다. 이후 혁신활동에서 참여기업은 PM과 컨설턴트 등의
지도를 받아 혁신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진단분야별 혁신과제의 예는 <표 4-4>와 같다
[그림 4-7] 산업혁신운동의 추진체계

자료 : 이인갑(2018: 24).

<표 4-4> 진단분야별 혁신과제의 사례
분야
공정
경영

세부 진단분야

혁신과제

현장표준화

3정 5S 도입, 생산관리정보 시각화 등

유연생산

자재운반흐름 최적화, 생산라인 최적화 등

자재 구매관리시스템

자재 입출고, 수입검사, 거래처 관리, 외주업체 관리 등

원가관리시스템

자재 구매의 기본요소 정리

기술 기업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혁신과제 도출 가능
자료 : 이인갑(201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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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스마트공장 주요사업 및 주관(2017년 기준)

자료 : 이인갑(2018: 25).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은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 중
견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
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품 설계,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
기 센서 등의 구입을 지원한다(총 사업비의 50%, 최대 5,000만 원 지원).
스마트공장 주요사업 및 주관기관은 <그림 4-8>과 같다.

2. 현장(일터)혁신포럼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점
현장(일터)혁신포럼에서 진행된 한국생산성본부 사례발표와 토론에서
는 파트너십 지원사업과 산업혁신운동이 원청기업에 대한 의존성을 심
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제조혁신
컨설팅이 동반성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파트
너십 지원사업은 원청인 대기업과 1 2차 협력사가 참여하고 있고, 산업
혁신운동은 기본적으로 원청인 대기업과 2 3차 협력사가 참여하는 형태
이다. 스마트공장 사업은 이러한 제한은 없지만, 최근 정부는 이 사업을
대 중소 기업 상생협력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중이다. 협력사에 대한
장악력을 높인 대기업이 납품단가 인하 압력 등을 가함으로써 중소기업
이 현장혁신의 과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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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과 관련해서는, 현장혁신을 위한 중소기업의 인력, 시간, 예산 등
이 부족하다는 점(예산 부족은 지원되나 인력과 시간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일부 교육 및 벤치마킹 지원이 있으나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할
여건이 조성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 우수사례와 맞춤형 프
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 현업에서 대기업 등의 혁신팀에 근무하며 TPS
LEAN 6시그마 등 선진 제조혁신 기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확보한 중
고령의 컨설턴트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어서 젊고 능력 있는 컨설턴트 풀
이 부족하다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생산성본부 측은 위 문제와 관련한 개선방안으로 기업 내부인력에
관해 프로젝트 추진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기존 인력의 혁신업무 전
환에 따른 신규 채용인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 기업 외부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업종별 통합 상시 지원조직(예컨대 스마트공장운영지
원센터)을 운영하는 방안, 대기업 및 중소 중견 기업 퇴직자를 일정한 역
량교육 실시 후 활용하거나 중소기업 현장혁신 우수인력을 발굴해 제조
혁신 컨설턴트로 육성하는 방안, 취업예정자에게 기업현장 및 제조혁신
기법 교육을 시키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21)

제6절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현장혁신 컨설팅

1. 주요 현장혁신 컨설팅 사업의 현황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1989년 민간 주도로 설립된 진단평가 기반의 경
영컨설팅 전문기관으로, 경영전략, 인사조직, 마케팅, CS 경영, 경영품질,
생산혁신 등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한국능률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1) 이 절의 내용은 2018년 7월 18일 현장(일터)혁신포럼에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이
호성 상무가 발표한 KMAC 중소기업 지원현황 의 주요 내용과 위 포럼에서의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이 절에서 사용되는 [그림]은 모두 위 발표자
료를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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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하는 현장 핵심기술 체계화사업(2015년 이전에는 ‘중소기업 기술기
능전수체계 구축지원사업’이라는 명칭이었음)과 휴먼에러 제로화사업, 산
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뿌리기술 전승
체계 구축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시스템 개발 지원사업, 그리고 앞서 살
펴본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고용노동부의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등의 다양한 정부 주도 지원사업들에서 중요한 수행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3년 시작된 현장 핵심기술 체계화사업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운영기관이고,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수행기관을 맡고 있다. 제조기술 및
기능 노하우 영상 매뉴얼을 개발하고 현장활용 문서매뉴얼과 내부 확산
전개를 위한 강의 매뉴얼의 개발 및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이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 노하우의 내재화와 현장 생산성 향상, 신규 인
력 및 미숙련자의 조기 전력화와 자체 교육훈련 가능 훈련체계 구축을 목
적으로 한다. 핵심기술을 체계화하는 방법론은 진단 및 촬영, 기술전수
매뉴얼 개발, 기술자산화, 성과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휴먼에러 제로화사업은 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2014～2015년)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2016～2017년)가 운영
[그림 4-9] 핵심기술 체계화 방법론

자료 : 이호성(201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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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을 맡았고,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수행기관으로 활동하였다. 작업자
의 부주의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을 사전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휴
먼에러 저감활동을 통한 품질향상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적에
서 추진된 사업이다. 사업의 내용은 휴먼에러 수준을 진단하고, 손실 최
소화 구축 코칭을 하며, 개념 및 우수사례 교육, 업종별 매뉴얼 개발에 이
르는 것으로 이뤄졌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국가뿌리산업진흥
센터가 운영기관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뿌리기술 전승체계
구축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시스템 개발 지원사업’에도 수행기관으로 참
여하였다. 2014년부터 시작된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인하대, 경
상대, 조선대에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학과를 설치하고, 현장형 전문교
육 및 실습교육을 하며, 뿌리 전공과정 개발 및 기업 취업을 연계한다는
내용이었다. 뿌리기술 전승체계 구축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시스템 개
발 지원사업은 뿌리기술 전문가(명장)의 보유기술을 매뉴얼 및 영상으로
제작해 손끝 기술 단절을 예방하고, 예비 뿌리인력을 양성해 기술전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뿌리기술 온라인 도서관
(http://ppuri.auri.go.kr)에서 영상매뉴얼을 볼 수 있다.
[그림 4-10] 휴먼에러 제로화 사업 개념도

자료 : 이호성(201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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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핵심적인 수행기
관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제1절에서 위 사업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2. 현장(일터)혁신포럼에서 제기된 문제점
현장(일터)혁신포럼에서 진행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사례 발표와 토
론에서, 현장 핵심기술 체계화사업에서는 기업별 과제추진 공정 외 확산
적용이 어렵다는 점(기업별 자체 수행의지 및 역량 부족), 휴먼에러 제로
화사업에서는 활용도 및 인지도가 낮고 중소기업 현장근로자들의 손실
최소화 필요성 인식 수준이 낮다는 점,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서
는 기존 뿌리기업 소속 근로자의 대학원 입학 외 일반 신규 교육생 모집
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한국능률협회컨
설팅 측은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각 컨설팅 분야에 대한
고용노동부 선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보
유영역과 사업장 희망영역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가 어렵다는
점 등이 애로사항이라고 밝혔다.

22)

제7절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경북테크노파크의 지원사업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입주기업 지원서비스 등을 수행하는 한국산
업단지공단은 현장(일터)혁신포럼에서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과 관련한 발표를 하였다. 청년친화형 사업단
지 조성사업은 청년이 일하고 싶어 하는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취지이
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창업입지와 지원활동 강화를 통해 창업생태계를
22) 이 절의 내용은 2018년 4월 18일 현장(일터)혁신포럼에서 안무권 한국산업단지공
단 기업지원실 클러스터사업팀장이 발표한 일자리 중심의 산업단지 클러스터
정책 의 주요 내용과 2018년 10월 10일 같은 포럼에서 이재훈 재단법인 경북테크
노파크 원장이 발표한 지역기업 경쟁력 제고와 TP의 역할: 현장혁신 지원사업
을 중심으로 를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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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고(청년들에게 충분한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
로 불리던 지식산업센터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임), 산단에 혁신성장
촉진지구를 신규 지정해 벤처 창업기업을 집적하고, 산학연 간 ‘제품기획
-R&D-생산-판매’를 공동으로 하는 비즈니스 협력모델을 구축하며(2018
년 591억 원, Mini-Cluster), 근로 정주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과 관련해서는, 산단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유사한 기술 업종별 상시 산학연협의체(MC)를 구성해 네트워
크 활동을 전개하고, 산업단지 여섯 곳에 기업성장지원센터를 설치해 기
술 경영 수출 금융 전문위원 80여 명을 배치했다고 소개했다.
경북테크노파크는 현장(일터)혁신포럼에서 산하 기업지원단이 스마트
공장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2018년 10월 현재까지 약 250개사 신
청),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폴리텍대학 등과
스마트팩토리 과정 운영, 개발자문 및 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
했다. 경북테크노파크는 이 밖에도 맞춤형 기업지원을 위한 빅데이터센
터 구축 및 운영, 기술닥터 119 지원사업 등 성장촉진 프로그램 운영, 산
학협력 원스톱 솔루션 사업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제8절 결 론

한국노동연구원 현장(일터)혁신포럼에서는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들
의 현장혁신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은 정부 주도의 지원사업들이 지속되
고 있다. 최근에는 민관합동 또는 민간 주도의 형태를 띤 현장혁신 지원
사업인 대 중소 기업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산업혁신운동, 스
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등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며 활성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현장혁신 지원활동의 개선과 관련해, 현장(일터)혁신포럼에 참
여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산업(현장)이 소거된 일터혁신과 사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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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배제된 제조혁신”을 발전적으로 통합하거나 최소한 긴밀히 연계시
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지원사업은 실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보다는 인사 노무관리
에 집중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작업조직과 관련한 컨설팅은 겨우 명
맥을 유지하는 수준이었으며, 산업공학이나 경영정보 관련 전문가와의
협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
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과 민간이 주도하는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지원
사업, 산업혁신운동,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 등은 현장근로자에 대한 보상
이나 유인책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여서, 혁신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 되어
버린 현장의 근로자들이 저항감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
리가 높았다.
양질의 컨설팅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와 중소기업에 부족한 혁신의 여
력(시간과 인력)을 확보해주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관심이 집중됐다. 노사
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컨설팅은 컨설팅 인력의 열악한 처우 등의 영향으
로 이직 퇴직이 잦고, YK모델로 대표되는 초기 일터혁신 컨설팅의 노하
우를 축적한 전문가들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산업현장교수 지원사업은 표준화된 컨설팅 방법론 마련, 컨설팅 경험 축
적을 위한 매뉴얼화와 모델 정립 등 자문 지도 컨설팅 자체의 표준화 체
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조혁신과 관련한 중소기업진흥공
단이나 민간 주도 지원사업들의 경우는 컨설턴트들이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젊고 우수한 컨설턴트 확보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
기됐다. 또한, 단기간에 컨설팅이 지원되는 상황 속에서 현장의 혁신을
위한 자체인력과 시간을 확보하기 힘든 중소기업의 현실상 컨설팅의 효
과가 체화되어 지속되기 힘들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현장혁신 특히 제조혁신이 고용을 유발하거나 최소한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고용을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민간 주도로 벌어지는 대 중소 기업 상생협력 방식의 제조혁신 지원
사업의 경우 대기업에 대한 종속성 강화가 납품단가 인하 압력 등으로 이
어져 그 혁신의 과실을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이 누리기 힘들 수 있다는
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이 현장혁신의 힘을 키우기보다는 금전적인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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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투자 지원에 그칠 수 있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그렇다면 현장혁신과 관련한 정부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까. 현장(일터)혁신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산업(현장)이 소거된 일터
혁신과 사람(노동)이 배제된 제조혁신”을 지양하고 현장혁신을 국가경쟁
력 강화와 일자리의 질 향상을 이루기 위한 진정한 국가혁신 어젠다로 고
양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현장혁신에 대한 기존 정
책을 비판적으로 점검해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고, 각 부처와 산하기관들
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현장혁신을 실질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을 구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덧붙여, 포럼에서는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지원사업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산업현장교수
지원사업이 유기적 관계를 맺어 시너지 효과를 낳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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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디지털화를 통한 독일 중소기업의 일터혁신

제1절 연구 목적 및 내용

독일경제가 ‘미텔슈탄트(MIttelstand)’로 불리는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은 대기업과 양
적 규모에 의해서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유한 리더십과 조직
문화, 높은 유연성 및 고도의 혁신능력 등 질적인 면에서도 구별된다. 이
를 바탕으로 독일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세계시장의 선도적 위치를 차지
하고 있으며, 이들을 특별히 ‘히든챔피언’이라 명명하기도 한다.23)
독일은 지금 디지털화 또는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새로운 기술변
화의 시대에 중소기업의 발전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책 마련의 흐름
이 다시 일고 있다. 지금까지 독일 경제를 이끌었던 주역들이 새로운 기
술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독일 경제는 커다란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
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일자리 창출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에서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중소기업에 관심을 쏟는 중요한 이유
다. 실제로 독일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지역이 더 혁신적이고
23) 독일에서는 ‘미텔슈탄트’라는 독일 특유의 개념과 함께 ‘중소기업(Kleine und
Mittlere Unternehmen)’이라는 보편적인 개념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양적 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이
글에서는 문맥에 따라 두 개념을 모두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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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Berlemann & Jahn, 2014).
디지털 기술은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산업영역에서도 일하는 방식과
생산 및 사업 모델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거
대 IT 업체들은 이를 ‘디지털 혁명’으로 부르면서 기술혁신의 새로운 트
렌드로 홍보했다. 독일에서는 ‘산업 4.0(Industrie 4.0)’이라는 독특한 개념
으로 디지털화가 논의되고 있다. 독일의 산업 4.0은 생산 과정에 ICT를
접목하여 자신들의 강점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미래
공장의 비전을 제시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중소기업의 중요
성이 다시 제기되었고, 독일 정부는 산업 4.0과 함께 ‘미텔슈탄트 4.0
(Mittelstand 4.0)’이라는 정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급격히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
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제조업의 르네
상스’라 할 만큼 서구는 물론 일본과 중국에서도 제조업의 부활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제조업은 최근 국제경쟁력을 잃고, 수출 부진
과 성장률 및 가동율 저하로 커다란 위기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통해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
나, 중소기업은 아직 디지털 혁신역량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에 독일의 중소기업은 어떤 혁신전략을 꾀
하고 있으며, 정부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독일의 산업 4.0 추진배경과 과정
을 살펴본 후(2절). 독일 중소기업의 특징과 디지털화 경향에 대해 알아
본다(3절). 다음은 독일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인 ‘미텔슈탄
트 4.0’을 소개하고(4절), 작업장혁신의 사례와 모델을 조명한다(5절). 또
한 최근 디지털화와 함께 활성화되고 있는 ‘학습공장(Lernfabrik)’과 이
에 대한 독일 금속노조의 관점을 논의한 후(6절), 시사점을 찾을 것이다
(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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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산업 4.0의 추진배경과 과정

1. 추진배경
2010년대 들어 독일의 성장담론은 ‘산업 4.0’으로 모아진다. 산업 4.0
은 이른바 ‘혁신성장’의 독일식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산업 4.0이
라는 개념은 2011년 1월 정부의 자문기구인 ‘연구연합(Forschungsunion
Wirtschaft-Wissenschaft)’의 프로모션 그룹에 의해 제안되고, 4월에 하
노버 박람회에서 그 개념과 콘셉트가 처음으로 소개되고 공론화된다. 그
리고 그 해 11월 정부가 ‘하이테크 전략 2020’의 일환으로 수용하면서 정
책적으로 추진된다(Kagermann et al., 2011; Forschungsunion/Acatech,
2013).
산업 4.0은 ‘사이버-물리 시스템(CPS : cyber-physical system)’을 기반
으로 하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일컫는다. 증기기관의 발명과 함께 생
산과정이 처음으로 기계화되던 18세기 말의 1차 산업혁명, 19세기 말∼20
세기 초 전기를 생산동력으로 사용하면서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했던 2차
산업혁명, 전자기술의 발전과 함께 컴퓨터와 자동화가 본격적으로 도입
되기 시작한 60년대 말∼70년대 초의 3차 산업혁명을 넘어 이제는 정보
통신기술(특히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모든 생산
과정 및 기업들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CPS를 통해 새로운 혁신과 성장
동력을 찾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독일의 산업 4.0은 한국에서 말하는 ‘4차 산업혁명’과는 전혀 다른 개념
이다.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은 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포괄
적인 개념인 데 비해 독일의 산업 4.0은 제조업에 초점을 맞춘다. 기존의
가치사슬과 생산과정에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켜 독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적 대상과 목표가 분명한 개념이다. 이와 같
은 산업 4.0이 나오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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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전통적으로 제조업 강국이다. 독일의 경제와 사회복지는 기계,
자동차, 화학, 전자산업 등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발전해 왔다. 전후 독일
경제는 ‘라인강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놀라운 성장을 지속했으나 70년대
와 90년대에 커다란 위기를 겪는다. 70년대 위기는 ‘석유파동’이라는 외적
요인이 작용했으나, 90년대 위기는 - ‘통일비용’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지
만 - 근본적으로 ‘저효율-고비용’이라는 독일 경제의 내적 요인 때문이라
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다. 이로 인해 그동안 혁신을 게을리했다는 비판
이 대두되고 ‘독일 모델의 종말’이라는 말도 듣게 된다. 그러나 주지하다
시피 지금은 유럽과 세계의 경제 강국으로 다시 부활했다. 어떤 일이 일
어난 걸까?
1990년대 위기를 겪으면서 독일은 새로운 성장모델을 찾는다. 당시의
상황은 영미권에서 나온 이른바 ‘탈산업사회’라는 경제발전 모델이 ‘탈산
업사회’, ‘서비스사회화’, ‘신경제(New Economy)’ 등 전통적 제조업에 기
반을 둔 독일 경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던 시절이었다. 제조업은 ‘구경제
(Old Economy)’ 또는 ‘굴뚝산업’으로 낙인 찍혔고, 빨리 ‘구닥다리’ 경제
에서 벗어나 새로운 ICT 산업과 서비스산업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독일은 다른 길을 걷는다.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발전시키려는, 즉 약점의 보강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더욱 강화
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독일의 산업 4.0은 여기서 나오게 된 것이다.
물론 ICT 산업을 간과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ICT의 잠재력을 적극 활
용했다. 영미권과 달랐던 것은 제조업을 버리고 신경제나 서비스 사회화
로 가는 것이 아니고 ICT를 생산과정에 접목시켜 제조업을 새로운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이 같은 독일의 제조업 중심 성장모델은 2000년대 초 ‘닷컴 버블’의 붕
괴로 그동안 각광을 받았던 신경제 모델이 한 순간에 빛을 바래면서 그
의미가 높아졌다. 그리고 2007∼2008년에 닥친 세계적 금융위기는 독일
식 모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금
융위기의 여파로 당시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은 평균 12%대였으나 독일
은 4∼5% 정도로 낮았으며, 경기회복의 속도도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빨
랐다. 이를 통해 금융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이 드러나고 독일과 같은 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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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 모델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인식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르네상스’라 불릴 만큼 각 나라에서 제조업
부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국의 ‘산업인
터넷 컨소시엄’(2014년), 일본의 ‘산업재흥플랜’(2013년), 중국의 ‘중국제조
2025’(2015년) 등의 민간과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가 이를 말해주고, 유럽
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독일의 산업 4.0을 벤치마킹하고 있다(이문호,
2016).
[그림 5-1]은 1991∼2015년 사이에 제조업이 총 부가가치 창출에 차지
하는 비중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것으로, 독일 제조업이 차지하는 위치를
잘 보여준다. 이 기간에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서구의
주요 국가들에서 제조업 비중이 모두 급격히 떨어지는 반면, 독일만이 유
일하게 90년대 중반 이후 - 2008∼2009년 금융위기 여파를 제외하고 줄곧 23%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5년간 제조업의 고용
인 수도 지속적으로 안정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17∼18% 정도). 그러
나 이것으로 독일 제조업의 위치와 비중이 다 말해지는 것은 아니다. 독
일에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졌지만 제조
업과 관련된 업체가 많이 증가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물류 등에서 제조업 관련 업체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까지
계산하면 총 부가가치의 60% 정도가 제조업과 직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제조업 관련 종사자들도 앞의 수치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
(Wetzel, 2016; Schröder, 2016). 또한 전체 수출에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
중은 2000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68∼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연구개발비는 2013년 독일의 전 산업에 들어간 연구개발비의 87%를 차
지했다. 제조업의 연구개발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탄탄한 실물경제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
는 것이다(Schröd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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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총 부가가치 창출에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Schröder(2016)에서 재인용.

제조업은 독일의 안정된 경제성장, 복지 및 좋은 일자리의 기반이 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나라에서 사양산업으로 여겼던 제조업의 부
활을 통해 90년대 ‘유럽의 병자’에서 이제 ‘라인강의 재기적’을 이루고 있
다. 이러한 독일의 성장모델은 실물경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면서 국제
적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탈산업사회’의 모델을 쫓아 금융과 서
비스부문에 희망을 걸었던 많은 나라에서 고용과 경제의 불안정성이 나
타나고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독일의 성장모델은 더욱 국제
적 관심을 받고 있다(Kagermann et al., 2011; Wetzel 2016).

2. 추진과정
산업 4.0이라는 개념은 2011년 처음 공론화되지만 그에 대한 정책적 관
심은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된다. 2003년 당시 정부는 ‘전자 미디어의 융
합을 위한 기술 및 경제 정책에 대한 요구’라는 연구용역을 민관기관에
발주하여 ICT의 산업적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2005∼2006년에 사물과
서비스 인터넷 및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다(VDI/VDE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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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4, 김은 외, 2017). 이후 기술혁신 정책 자문기구인 ‘연구연합’과 한
국의 공학한림원과 유사한 ‘독일 기술과학 아카데미(Acatech)’를 중심으
로 ICT와 제조업의 융합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서
산업 4.0이라는 개념이 고안되고 2011년 처음으로 공론화되면서 정부의
정책으로 수용된다. 그리고 산업 4.0의 실행전략을 세우기 위한 연구그룹
이 구성되어 2011년 초안(Kagermann et al., 2011), 2013년 최종 권고안
(Forschungsunion/Acatech, 2013)이 정부에 제출되면서 산업 4.0이 정책
적으로 본격 추진된다. 이 권고안에는 다음과 같이 산업 4.0의 비전이 제
시되어 있다.
“산업 4.0은 자원과 에너지의 효율성,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생산 및 인구
학적 변화와 같은 현재 당면한 도전적 과제들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
다. 자원생산성과 효율성은 산업 4.0을 통해 전 가치창조사슬의 네트워크
를 넘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나갈 것이다. 노동은 인구변화에 합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은 지능형 보조시스템의 덕
택으로 창의적이고 가치를 창출하는 직무에 집중하면서 지루한 단순반복
적 작업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점점 더 길어지는
노동생활 속에서도 고령자들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점점 더
심각해지는 전문인력의 부족 현상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연한 노동
조직은 노동자에게 직업과 사생활 및 재교육을 잘 조화해 나갈 수 있게 해
줄 것이며 일과 생활의 균형의 기회를 높여줄 것이다.”
(Forschungsunion/Acatech, 2013: 5)

산업 4.0의 추진과정 또한 독특한 독일적 양상을 보인다. 노 사 민 정
학의 단체들이 참여하여 산업 4.0을 ‘사회적 공동 프로젝트’로 만들어간다
는 것이다(Schröder, 2016). 이른바 과거 ‘라인모델’이라고 불렀던 독일의
사회적 합의모델이 다시 부활하고 있으며, 산업 4.0은 이 토대 위에서 사
회적 공동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산업 4.0의 주요 추진 과정을 보면 다음
과 같다.
사업 추진의 초기인 2014년까지는 연구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교육 연구부(이하 연구부)가 주도한다. 또한 2013년 산업 4.0의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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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위한 기구로 ‘플랫폼 산업 4.0(Plattform Industrie 4.0)’이 연구부
주도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는 독일 경제단체인 BITKOM(독일정보통신
산업협회), VDMA(독일기계 설비산업협회), ZVEI(독일전기 전자산업협
회)가 참여한다. 그런데 2015년부터 산업 4.0의 추진 주관부처가 연구부
에서 경제 에너지부(이하 경제부)로 넘어간다. 이유는 산업 4.0을 사회적
공동 프로젝트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산업 4.0의 추진 초기에는 연구부와 경제단체 중심의 ‘기술정책적’ 관점
이 강했다. 이에 대해 - 기술개발과 표준화 등이 핵심사안인 초기단계에
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 정부 정책이 지나치게 기술중심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산업 4.0은 전 가치사슬
의 과정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들이 모두
참여하고 협력할 때에만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로 인해 기술개발에서 적용의 단계로 넘어오면
서 추진체계도 전체적으로 변화를 겪는다.
이로부터 경제부와 노동부의 역할이 강화된다. 주요 사항을 보면 2015
년 경제부는 연구부와 경제단체 중심으로 운영하던 ‘플랫폼 산업 4.0’을
사회적 대화기구 형태로 개편했으며, 같은 해 금속노조와 독일산업연맹
및 경제부가 같이 ‘산업의 미래를 위한 연합(Bündnis “Zukunft der
Industrie”)’을 설립한다. 그리고 노동부는 산업 4.0 시대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동 4.0(Arbeiten 4.0)’을 추진한다. 산업 4.0이 기술중심적
으로 흐르지 않게 하고 노동정책과 결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개별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플랫폼 산업 4.0’은 2015년 재편되면서 노조와 기업, 연구소 및 경제단체
등에서 140여 개의 단체가 참여하는 기구로 확대된다. 이들은 ‘기준 아키텍처,
표준 및 규범화(Referenzarchitekturen, Standards und Normung)’, ‘연구 및
혁신(Forschung und Innovation)’, ‘연결된 시스템들의 보안(Sicherheit
vernetzter Systeme)’, ‘법적 조건(Rechtliche Rahmenbedingungen)’ 및
‘노동, 교육 및 재교육(Arbeit, Aus- und Weiterbildung)’ 등 5개의 분과
로 나뉘어져 산업 4.0이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는 틀과 조건을 만
들기 위해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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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현재 노동 4.0이 다루는 주제들
영역

문제제기

디지털
변화

빅데이터/로봇/인공지능 등의 기술들이 경제/산업/직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며, 우리는 이 변화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고용
노동과
데이터
보호

디지털화로 직무와 역량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모든 사람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
로봇이 노동의 부하를 줄여주고 디지털로 연결된 시스템은 노동구조와
조직의 변화를 가져온다. 동시에 노동자는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남겨놓는다. 향후 어떻게 이에 대처할까?

디지털화는 노동시간 설계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가져다준다.
시 공간적
노동자와 기업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해결책을 어떻게 만들 수
유연성
있을까?
교육

기술적/구조적 변화는 작업의 상과 표준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재교육,
향상교육 및 직업교육의 변화가 요구된다. 앞으로 어떤 숙련과 역량이
필요하며 이에 맞는 교육은 무엇일까?

공동결정은 창의성/개방성/참여를 위한 기본구조로 좋은 기업문화의
노동문화와
핵심이다. 디지털시대, 세계화와 가상세계의 협력시대에 공동결정
공동결정
제도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사회적
안전망
사회적
시장경제

새로운 노동형태와 불안정한 취업생활로 인해 사회복지의 새로운
조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어떻게 하면 모든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까?
기술변화, 세계화 및 플랫폼 경제에서 새로운 사업모델들은 기존의
사회적 시장경제시스템에 커다란 도전을 낳고 있다. 어떻게 하면
취업이 보장될까?

자료 : BMAS ‘노동 4.0’ 홈페이지.

‘산업의 미래를 위한 연합’은 2014년 11월 금속노조 위원장, 독일산업연
맹 회장 및 경제부 장관이 독일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사회적 대
화기구를 만든다는 취지하에 준비모임을 가진 후 2015년 3월 발족된다.
현재 경제부, 5개 노조(총연맹, 금속노조, 광산 화학 에너지, 건설 농업
환경, 식품 기호품 음식점) 및 11개의 산업 및 사용자 단체가 참여해 총
17개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다. 여기도 ‘수용-매력적 산업(AkzeptanzAttraktive Industrie)’, ‘투자 강화(Investitionsstarke Industrie)’, ‘제조업
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산업에서의 노동의 미래(Zukunft der Arbei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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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e und industrienahen Dienstleistungen)’, ‘미래의 가치사슬 구조
(Wertschöpfungsstrukturen der Zukunft)’ 및 ‘독일 산업의 국제경쟁력
(Internationale Wettbewerbsfähigkeit der deutschen Industrie)’ 등 5개의
분과가 있으며, 각 분과의 분과장은 노사가 공동으로 맡는다(황선자 외,
2018).
노동 4.0은 노동부가 주관하는 노 사 민 정 학의 사회적 대화 플랫폼
으로 2015년 4월 노동 4.0의 녹서 를 출간하면서 추진된다. 산업 4.0이
기술정책적 개념이라면 노동 4.0은 ‘노동정책적’ 개념이다. 기술혁신이 기
대하는 효과를 얻으려면 사회적 혁신이 결부될 때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기술정책과 노동정책을 결부시키려는 시도다. 녹서 출간 후 그 안에 담긴
문제를 가지고 1년 반 정도 노 사 민 정 학의 대화를 통해 사회적 타협
지점을 찾아 2016년 말 백서 를 내놓는다. 이를 토대로 다시 8개의 주제를
선정해 현재 <표 5-1>의 내용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황선자 외, 2018).

제3절 독일 중소기업의 특징 및 디지털화

1. 미텔슈탄트의 특징
독일의 중소기업을 가리키는 미텔슈탄트는 독일의 독특한 개념으로 영
어로도 변역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본래는 ‘중산층’이란 말이다. 이
말이 언제부터 독일의 중소기업을 지칭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대도
시가 아닌 창업자 또는 소유자의 고향인 작은 지방에서 성장하고 특수화
된 제품을 개발해 틈새시장을 찾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작지만 강한’
독일 중소기업의 전형적인 특징을 담고자 했던 개념으로 보인다. 사실 미
텔슈탄트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도 없으며, 학술적으로 통일된
보편타당한 개념도 없다. 역사적, 문화적으로 태동된 독일 특유의 개념이
라 할 수 있다.
물론 독일에서도 ‘중소기업(Kleine und Mittlere Unternehmen)’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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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가 있다. 이는 말 그대로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에 따른 양적인 개념
이다. 소기업(Kleine Unternehmen)은 9명 이하의 종업원과 연 매출액이
100만 유로 미만인 기업이며, 중기업(Mittlere Unternehmen)은 10～499명
이하의 종업원과 매출액이 5,000만 유로 미만, 대기업(Großunternehmen)은
500명 이상의 종업원과 매출액이 5,000만 유로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24)
독일의 ‘미텔슈탄트연구소(IfM Bonn)’에 따르면 먼저 형식적으로는 위의
소기업과 중기업이 미텔슈탄트에 속한다. 그러나 이때 미텔슈탄트에 속
하는 기업은 독립적이어야 한다. 양적으로 중소기업에 속한다 하더라도
독립적이지 않고 다른 회사에 속해 있다면(예컨대 계열사) 미텔슈탄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일단 미텔슈탄트는 500명 미만의 종업원과
연 매출액이 5,000만 유로 미만인 독립적인 기업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미텔슈탄트의 특징은 이러한 양적 측면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보다 중요한 것은 질적인 측면이며, 이 때문에 미텔슈탄트의 양적인 의미
가 퇴색된다. 무엇보다 독일에서 미텔슈탄트는 거의 ‘가족기업’과 동의어
로 사용한다. 물론 모두가 가족기업은 아니더라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
지 않은 미텔슈탄트의 전통적인 기업문화의 특징을 대변하는 것이라 하
겠다. 이와 같은 특징을 고려하여 위의 미텔슈탄트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린다. 즉, 2명 이하의 자연인이나 그의 가족 구성원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회사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이 자연인들이 기업의 이
사회 구성원일 때 미텔슈탄트라 한다.
이 기준을 채운다면 500인 이상의 종업원을 가졌거나 연간 매출액이
5,000만 유로를 넘어도 미텔슈탄트에 포함된다. 이러한 미텔슈탄트의 개
념정의는 양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독립성, 소유관계, 경영방식 등 질적
측면을 더 많이 고려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실제로 독일의 미텔슈탄트 연
24) 이는 독일의 본에 있는 미텔슈탄트연구소(Institut für Mittelstandforschung Bonn)
의 개념정의에 따른 것이다(https://www.ifm-bonn.org/definitionen/mittelstands
definition-des-ifm-bonn/, 2018.10.10. 접속). 이 독일의 개념은 EU가 권고하는
개념과는 다르다. EU는 최소기업(9명 이하의 종업원, 200만 유로 이하의 판매액
또는 자산), 소기업(49명 이하의 종업원, 1,000만 유로 이하의 매출액 또는 자산),
중기업(249명 이하의 종업원, 5,000만 유로 이하의 매출액 또는 4,300만 유로 이
하의 자산) 및 대기업(250명 이상의 종업원 또는 5,0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액)으
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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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양적 측면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2017년 말 EY 컨설
팅회사가 시행한 ‘독일 미텔슈탄트의 디지털화와 산업 4.0’의 조사를 보면
종업원은 30명에서 2,000명 사이, 연간 매출액은 2,000만 유로에서 10억
유로까지 분포된다(EY-1, 2018; EY-2, 2018). 정부 연구보고서를 보면 미
텔슈탄트의 범위를 2,500명까지 잡은 경우도 있다(BMWi, 2015)
독일의 중소기업 대다수는 이와 같은 미텔슈탄트의 질적 기준을 채운
다. 다시 말해, 독일의 중소기업은 미텔슈탄트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제조업 부문에 포진한 이들이 독일 경제의 핵심이다. 실제로 독일 경제를
이끄는 35만여 개의 수출기업 중 98%가 미텔슈탄트에 속하며, 이들 중
1,300여 개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히든 챔피언’에 들어가 어느 나라도
추격을 불허하는 부동의 1위를 차지한다. 그다음이 미국인데, 히든 챔피
언에 속하는 미국의 중소기업은 350여 개에 불과하다.25)
‘가족기업’으로서의 특징을 갖는 독일의 미텔슈탄트는 앞서 언급했듯이
대도시가 아닌 소유자의 고향(지방)에 뿌리를 내린다. 지역과의 밀접한
유대관계 속에서 성장해온 미텔슈탄트는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업환경인 지방이 낙후되지 않도록 특히 문화와
교육 분야에 많은 지원을 한다. 불우 청소년 지원, 유치원, 학교 및 스포
츠 센터 건립 등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많은 사업을 벌인다.
또한 이들은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투자를 결정하며 다음 세대의 미래
까지 생각한다. ‘가족기업’으로서의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주자본주의적 내지 단기적 이윤 극대화에 집착하지 않고 장기적 관점
에서 끊임없이 제품혁신을 위해 투자한다. 중소기업으로서의 강점을 살
려 틈새시장을 노리고 이에 맞춰 제품을 특화시킨다. 유연성을 기반으로
작지만 강한 회사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들이 노리는 틈새시장은 세계로
향한다. 특히 최근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 미국의 수출지향적인 중견기업이 보통 9개 나라에
수출하고 있는 반면 독일의 미텔슈탄트는 보통 16개 나라에 수출한다.26)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있어 한 시장이 침체되어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25) 한독상공회의소 컨퍼런스(2014. 6. 12.)의 Wansleben의 연설문 참조
26) 위의 연설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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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일의 미텔슈탄트는 국제시장의 네트워크를 넓히기 위해 다른 어느
나라 중소기업보다도 국내외 박람회에 많이 참가하고 있으며, 정부나 지
자체에서도 많은 전문적 국제박람회 개최를 지원한다.27)
미텔슈탄트가 성장하는 데는 분권화된 지방자치제와 지역의 균형발전
이 큰 영향을 주었다. 독일의 각 지방정부는 자신들의 지역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이 많다. 특히
자기결정권을 갖는 지방은행의 발달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독일에는
2,000여 개의 안정되고 독립적인 은행이 전국에 퍼져 있어 미텔슈탄트의
자금조달에 기여한다. 이는 미텔슈탄트가 혁신과 경쟁력 향상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8)
지역의 균형발전은 작은 지방에서도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해준다. 여기에는 도로, 에너지, 인터넷 등 물적 요소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과 인력 등 소프트웨어적 요소도 포함된다. 특히
전국에 퍼져있는 교육과 연구기관들의 질적 수준에 차이가 없어 자신의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들과 쉽게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혁
신활동을 벌일 수 있다. 이러한 균형발전의 구조 속에서 우수인력이 지방
의 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또한 개별적 행동보다는 단체를 형성하여 상이한 이해관계를 집합적으
로 조절하는 독일의 ‘코포라티즘’도 미텔슈탄트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
다. 이들은 상공회의소를 비롯하여 사용자협회, 직능대표 등 많은 단체를
구성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이를 통해 지역노조 및 지방정
부와의 사회적 대화가 발전된다. 미텔슈탄트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 독일
의 ‘이중직업교육(Duale Berufsbildung)’ 제도도 이러한 독일의 노사정 코
포라티즘 속에서 발전된 것이다.

2. 미텔슈탄트의 디지털화
2015년 경제부의 2015년 경제 디지털화 평가보고서 에 따르면 중소기
27) 위의 컨퍼런스에서 Schauerte의 연설문 참조.
28) 위의 연설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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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디지털화가 기대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
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미텔슈탄트 4.0’이 추진된다(김경
아, 2017). 아래에서는 먼저 현재 독일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현황을 살펴
본다.29)
먼저 독일 중소기업에서 디지털 기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2016
년 54%, 2017년 57%, 현재 60% 정도가 자신들의 사업모델에서 디지털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도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성장기업의 디지털 기술 활용 정도
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높았다.30) 성장기업의 68%가 디지털 기술이 자
신의 사업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대답하여 전체 평균(60%)보다
높게 나타났다.
업체 규모별로 보면 규모가 클수록 디지털 기술의 활용도가 높았다. 매
출액이 1억 유로가 넘는 기업은 66%가 디지털 기술이 자신들의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대답한 반면, 3,000만 이상∼10억 미만 유로의 회
사들은 63%, 3,000만 유로 미만의 회사는 55%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활용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이 때 성장기업의 디지털화가 더 높다. 또한 기업 규모가
클수록 디지털 기술을 더 많이 활용한다.
업종별로 보면 거의 모든 업종에서 디지털 기술의 역할이 중요하게 나
타나고 있다. 자신의 사업모델에 디지털 기술이 ‘매우 큰(sehr groß)’ 역
할을 한다고 대답한 순서를 업종별로 보면 상수도 및 에너지공급이 가장
높다(35%). 다음이 운송 및 교통(32%), 유통(31%), 금융 및 기타 서비스
(29%), 전자기술(23%), 자동차(23%), 기계(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우 큰’과 ‘어느 정도 큰(mittelgroß)’이라는 응답 양상을 합치면 ‘운송
29) 이 현황은 EY 컨설팅 회사의 2018년 상반기에 나온 두 개의 보고서인 독일 미
텔슈탄트의 디지털화 와 독일 미텔슈탄트의 산업 4.0 에서 발췌한 것으로 따로
인용표기는 하지 않았다. 두 조사 모두 전화설문 조사 방식으로 2017년 11월～12
월 이루어졌으며, 조사 대상은 종업원 30명에서 2,000명 사이, 연간 매출액은
2,000만 유로에서 10억 유로까지 분포되어 있다. 조사업체 수는 전자가 2,000개,
후자는 1,157개였다.
30) 성장기업은 2018년 3% 이상의 매출액을 나타낸 기업으로 전체 조사업체(2,000개)
중 362개가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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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교통’이 70%로 가장 높다. 이렇게 디지털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도가 60%가 넘는 업종을 보면 상수도 및 에너지공급(68%), 유통(67%),
기계(65%), 금융 및 기타 서비스(64%), 전자기술(62%) 등으로 나타난다.
디지털화가 활용되는 영역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고객과의 직접적인 관
계 형성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객과의 관계가 전부 또는 부
분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대답한 업체가 가장 많았다
(70%). 다음이 모바일 기기의 기술적 활용(60%), 온라인상의 거래(40%),
생산의 자동화(37%), 파트너와의 공급사슬 통합(35%), 개인화된 고객 요
구를 위한 분석적 도구(29%), 전면적이거나 점점 더 확대되는 디지털 기
술을 통한 제품개발(29%), 회사의 제품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디지털
특성을 지님(16%), 내부적 행정과정(1%) 순이었다.
이 같은 경향은 회사의 부서별 영역에서도 드러난다. 디지털 기술이 어
느 정도 중요하냐는 질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판매 부서였다(40%). 다음이 회계(38%), 마케팅(38%), 구매(35%),
서비스 개발(29%), 생산 및 서비스 창출(25%), 인사(24%), 전략개발
(22%) 등으로 나타났다. ‘매우 중요하다’는 대답에 ‘어느 정도 중요하다’
는 대답을 합하면 판매와 회계가 가장 높고(79%), 다음이 구매(77%), 마
케팅(74%), 서비스 개발(68%), 인사(66%), 생산 및 서비스 창출(62%), 전
략개발(61%)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화에 투자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다수가
없다고 대답했다(60%).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난 것은 인력부족이었으며
(20%), 다음이 노하우 결여(15%), 재정적 한계(13%)로 나타났다. 디지털
화가 전혀 요구되지 않는다는 대답도 있었다(2%).
또한 대다수는 디지털화를 위협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6%) 기회요소
로 보고 있다(74%). 20%는 기회도 아니고 위협도 아닌 별로 중요한 사안
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 이때 성장기업과 큰 규모의 기업일수록 디지털
화를 기회요소로 보고 있는 경향이 높았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업종의 회사들이 디지털화를 가장 큰 기회로 보고
있었다(84%). 다음이 상수도 및 에너지공급(78%), 기계(78%), 건설
(77%), 운송 및 교통(77%), 전자기술(77%), 유통(76%)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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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디지털화 시대의 중요한 사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구성원
들의 역량 함양’이 86%로 가장 높았다(매우 중요+어느 정도 중요). ‘매우
중요’라고 대답한 비율을 순서대로 보면, 구성원들의 역량 함양(42%), 사
이버 안전(40%), 새로운 판로 개척(29%), 새로운 사업영역 개발(22%), 기
업문화의 변화(21%), 새로운 경쟁자/시장환경에 대한 대응(21%), 기존
판로의 단절(9%), 디지털 역량을 갖춘 스타트업과의 협력(9%), 기존 사
업영역의 단절(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우 중요’와 ‘어느 정도 중요’를 합치면 구성원들의 역량 함양(86%),
사이버 안전(78%), 새로운 경쟁자/시장환경에 대한 대응(72%), 새로운
판로 개척(71%), 기업문화의 변화(67%), 새로운 사업영역 개발(58%), 기
존 판로의 단절(45%), 디지털 역량을 갖춘 스타트업과의 협력(34%), 기
존 사업영역의 단절(34%) 등의 순이었다.
또한 제조업체의 생산이 얼마나 디지털 기술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지
(산업 4.0) 물어보았는데, 생산과정이 이미 전반적으로 또는 완전히 디지
털로 연결되었다는 대답이 5%였고, 부분적으로 연결되었다는 대답이
20%였다. 4개 기업 중의 하나는 생산과정이 부분적 또는 완전히 디지털
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9%는 생산의 일부분이 디지털로 조정
된다고 대답했다. 아직은 디지털화가 안 됐지만 계획 중이라는 회사가
23%였으며, 디지털화가 되지도 않았고 계획도 없다는 회사도 23%였다.
업종별로 볼 때 생산의 디지털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곳은 식품영양
과 자동차업종으로 나타났다. 식품영양업종에서 생산이 완전히/전반적으
로 또는 부분적으로 연결된 회사가 38%였으며(완전히+전반적 9%, 부분
적 29%), 자동차업종에서는 35%였다(완전히+전반적 10%, 부분적 25%).
다음이 기계제작 업종으로 26%(완전히+전반적 4%, 부분적 22%), 금속생
산 및 가공이 26%(완전히+전반적 5%, 부분적 21%)로 나타났다. 업체 규
모별로 보면 역시 규모가 클수록 디지털화가 더 많이 진전되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제조업체들에게(564개) 그 기술이 어디에 활
용되는지 물어보았는데, 가장 많은 대답이 생산과정의 자동화였다(80%).
다음이 경직적 대량생산이 아닌 유연한 생산으로 60%, 3D 프린트가
24%,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가 18%, 인공지능이 11%였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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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제품들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1%였으며, 2년 후(2020년)에 39%로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
매출액의 3/4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도 17%나 되었으며, 2년 후에는 급속
히 늘어 22%가 될 것으로 보았다.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현재 모든 업
체에서 디지털 기술로 생산된 제품의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다. 그중에서
도 자동차산업에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다. 2018년 기준 25%에서 2020
년에는 39%로 2년 사이에 56%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체들이 디지털 가술에 투자하는 비중은 매출액 대비 평균 3.4%
였고, 9% 이상도 10%나 되었다. 1∼2%의 투자 비중을 보인 업체가 45%
로 가장 많았으며, 전혀 투자하지 않는다는 업체도 12%나 됐다. 규모가
클수록 투자비중이 높았다. 매출액이 1억 유로 이상인 업체들이 4.1%였
으며, 3,000만-1억 유로 미만의 업체가 3.3%, 3,000만 유로 미만의 업체가
3.0%를 나타냈다. 업종별로 보면 기계산업이 가장 높았고(3.9%), 다음이
자동차산업이었다(3.5%).
제조업 회사들이 디지털 기술에 투자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변화된 시
장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59%).
그다음이 수요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44%), 생산비용 감소/효율
성 제고(36%), 고객과의 공간적 접근성/현지 생산(33%), 제품 포토폴리
오 확대(33%), 생산의 개인화/특성화(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4절 미텔슈탄트 4.0
1. 배 경
독일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중점사업으로 ‘미텔슈탄트
4.0’이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12년부터 중소
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 4.0과 같이 추진한 ‘미텔슈탄트디지털(Mittelstand_Digital)’이라는 정책의 일환이다. 초기에 미텔슈탄
트-디지털은 ‘기업을 위한 e역량 네트워크(eKompetenz-Netzwerk fü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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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ernehmen)’,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 미텔슈탄트를 위한 이용 용이성
(Einfach intuitiv - Usability für den Mittelstand)’, ‘e표준화 - 비즈니즈 과
정의 표준화와 성공 보장(eStandards - Geschäftsprozesse standardisieren,
Erfolg sichern)’ 등 3개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2015년 경제부의 디지털화 평가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가 예상보다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31) 정부는 이를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였다. 독일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디지털화에 늦어 경쟁력을 상실하면 독일 경제가 심각한 위
기에 빠져들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이 아직 디지털화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중소기업의 디지털
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운다. 이로부터 경제부는 2015년 9월
‘기업을 위한 e역량 네트워크’ 사업을 끝내고 새롭게 ‘미텔슈탄트 4.0’이
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중점사업으
로 추진한다.

[그림 5-2] 미텔슈탄트-디지털의 중점사업

자료 : Mittelstand 4.0 - Kompentenzzentrum Ilmenau.

31) 디지털화의 정도는 연구의 관점에 따라 지표가 달라져 일관성에 문제가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15년 경제부의 경제의 디지털화 현황 보고서 를
보면 독일 경제의 디지털화 지수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49점이었으며, 규모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독일 상공회의소의 기업실태 조사 를 보면
500명 미만의 기업 디지털 지수가 3.9점, 500∼1,000명 미만이 4.1점, 1,000명 이상
이 4.2점으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디지털화 지수가 낮았다(김은(2018), pp.23～
2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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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 및 추진과정
독일 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는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정보기술을 통한 제품과 공
정 및 사업 모델의 혁신은 성장의 덫에 걸린 중소기업에 결정적인 돌파구
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나온 미텔슈탄트 4.0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미
텔슈탄트와 수공업자들의 디지털화를 위한 문제해결과 기술적, 경제적
지원’, ‘미텔슈탄트와 수공업자들의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사업모델 창
출’, ‘기술과 조직 및 직무 설계를 위한 역량 강화’, ‘공급자와 이용자 간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네트워킹 활성화’, ‘시범 및 테스트를 통해 미텔
슈탄트와 수공업자를 위한 솔루션 개발’ 등 5가지다(BMWi, 2015/5).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부는 지역 및 특정 주제별로 ‘미텔슈
탄트 4.0-역량센터(Mittelstand 4.0-Kompetenzzentrum)’를 설립한다. 이
센터는 중소기업에게 디지털화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기술혁신
과 적용을 위한 상담 내지 컨설팅을 제공한다.
역량센터는 지역적으로도 존재하며, 특정 주제별로도 존재한다. 지역적
으로는 18개, 특정 주제별로는 7개, 총 25개의 역량센터가 있다. 이 역량
센터는 한 번에 구축된 것이 아니라 컨소시엄으로 구성되는 입찰을 통해
수시로 선발된다. 가장 최근에 설립된 것은 소매업(Einzelhandel)역량센
터로 2018년 7월에 설립되었다.
역량센터의 예산은 3년간 약 500∼700만 유로 수준을 제공하는데, 이는
센터당 20여 명의 전문가가 활동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된다. 이렇게 25
개 센터에 500명 이상의 전문가가 활동한다. 정부는 일정 기간(3년에서
최대 5년) 동안만 지원하며 이후에는 센터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해야 한
다(김은, 2018: vii-viii쪽 참조).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지역 역량센터는 해당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디지
털 기술혁신과 관련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가, 시범센터 및 경험
과 실천 사례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각
센터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까닭에 활동내용이 동일하지 않으며 각
센터는 서로 긴밀하게 협력한다.

제5장 디지털화를 통한 독일 중소기업의 일터혁신 123

특정 주제별 역량센터는 7개 분야에서 설립, 전국적으로 센터별 대상
중소기업들을 위해 지원 활동을 한다. 이를 개별적으로 보면, 건설과 부
동산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와 연결 지원을 위한 ‘계획 및 건설(Mittelstand
4.0-Kompetenzzentrum Planen und Bauen)’, 수공업 업체의 디지털 기술도
입의 지원을 위한 ‘디지털 수공업(Kompetenzzentrum Digitales Handwerk)’,
유통, 물류, 제조, 수공업, 보건산업 등에서 디지털 표준화의 전문 감정을
위한 ‘e표준(Mittelstand 4.0-Kompetenzzentrum eStandards)’, 긍정적 경험
과 이용편의성을 위한 지원 ‘이용편의성(Mittelstand 4.0-Kompetenzzentrum
Usability)’, 섬유산업 및 인접 업종의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섬유산업 네
트워크(Mittelstand 4.0-Kompetenzzentrum Textil vernetzt)’, 디지털 전
환을 위한 IT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IT 경제(Mittelstand
4.0-Kompetenzzentrum IT-Wirtschaft)’, 소매업의 디지털화와 구조적 변
화를 위한 ‘소매업(Mittelstand 4.0-Kompetenzzentrum Einzelhandel)’ 등
이다(BMWi Mittelstand-Digital 홈페이지).
이와 같은 역량센터 외에도 4개의 ‘미텔슈탄트 4.0-에이전시(Die
Mittelstand 4.0-Agenturen)’가 있다. 이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유통, 소통
및 프로세스 등 4개의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제공한다. 출판, 웨비나, 필름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역량센터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
적이다. 이때 상공회의소 또는 여러 교육기관들과도 협력한다(BMWi
Mittelstand-Digital 홈페이지).
이와 같이 독일의 경제부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변화와 경쟁력 없이는 혁신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실행하는 핵심기구는 각 지역에서 그 지역의 산업특
성에 맞게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미텔슈탄트 4.0-역량센터들
이다. 이 역량센터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아래의 일메나우
(Ilmenau) 역량센터의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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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 일메나우 역량센터(Mittelstand
4.0-Kompetenzzentrum Ilmenau)32)
일메나우는 독일 중동부의 튀링겐 주에 위치한 대학도시다. 구 동독 지
역이었으며 2016년 기준으로 주민 3만 7,000명이 살고 있다. 1990년대 즉,
통일 이후 서비스 업종의 비중이 늘어나는 산업 구조조정이 일어나긴 했
으나, 이 지역은 기계와 공구 및 극소전자 산업으로 중요한 제조업 기반
산업기지다.
일메나우의 역량센터는 2017년 3월 개설되어 20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
은 각종 행사, 워크숍, 프로젝트 및 전문가 연결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의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역량센터는 일메나우 기술대학의 제조기술학과
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도하고 있다. 컨소시엄에는 예나의 에른스
트-아베 대학, 극소전자와 메카트로닉 시스템 연구소, 제조기술과 개발
협회 및 산업 4.0의 적용과 교육 추진협회 등이 속해 있다.
설립목적은 깊은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는 세계시장에 잘 적응하는 데
있다. 세계시장은 지금 고객 취향에 맞는 디자인, 다품종 소량생산 및 빠
른 공급 또는 출시 등이 점점 더 강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전체 가치사슬
의 제품기획에서 서비스까지 기계, 작업자, 제품과 고객들 간 긴밀한 소
통이 요구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이러한 당면 현안을 해결해 줄 수단
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들은 디지털화에 필요한 정보나 노하우 및 비용면에서 많
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일메나우 미텔슈탄트 4.0-역량센터를 설립하
여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사업과 생산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
기업에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숙련화 방안 및 기술의 시험 가
동 방법 등을 제공한다. 디지털 전환 시 나타나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문
제에 대한 상담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
여 학습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시키기도 한다.
32) 이 내용은 일메나우 역량센터의 홈페이지와 경제부에서 발간하는 ‘MittelstandDigital’에서 일메나우 역량센터를 소개하는 글을(BMWi, 2017/11) 참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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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메나우 및 인근 지역(Jena, Schmalkalden und Sondershausen)
에 5개의 모델공장을 설치하여 주요 디지털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실제
가동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무료로 제공한다.
여기서 다루는 중점사안은 다음과 같이 6개 가지로 축약된다.
첫째, 중소기업이 기계와 프로세스의 연결을 통해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가? 다른 업체와의 협력적 가치사슬이 어떤 이득을 가져오는가?
둘째, 최신의 디지털 기술이 기존의 설비와 시스템에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가? 이것이 기업에 어떤 이득을 가져오며 비용은 얼마나 드나?
셋째, 적층가공의 3D 프린트 모델을 제조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사용
하나? 적층가공방식을 기존의 생산방식에 통합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
엇인가?
넷째, 디지털 소통과 데이터 교류 플랫폼을 통해 기업 내 및 기업 간
협력이 어떻게 개선되어질 수 있는가?
다섯째, 데이터의 실시간 파악과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데
이터들은 어떻게 기업 내 외부로 이동하고 공유되는가? 이를 통해 어떤
자동화 프로세스와 품질검사 프로세스가 나오는가?
여섯째, 작업장에서 인간과 기계의 관계와 상황은 어떻게 변하며, 이는
노동과 업무 과정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를 위해 정보제공 및 상담, 네트워크 형성, 워크숍,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출간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일메나우 역량센터는 지역 중소기업의 상이한 요구와 조건들(예컨대
IT에 대한 사전지식, 인프라, 디지털화 수준, 업체 규모, 업종, 네트워크
내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먼저 중소기업에 디지털화를 위한 자극을 주
고, 실제로 사업에 참여토록 동원한다. 다음으로 여러 사업들을 개발 활
성화하고, 그 결과를 적용 확립한다.
먼저 ‘자극을 주는 단계(Sensibilisieren)’에서는 디지털화가 주는 기회
와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업종을 넘어서는 행사를 개최하며, 기
업의 디지털 솔루션을 위한 콘셉트와 기술적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전문
강좌와 프로젝트 소개를 위한 순회강연 및 박람회를 시찰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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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공한다. 다음의 ‘동원(Mobilisieren)’ 단계는 공장에서의 현장 간담회,
모델공장 등의 테스트 내지 시범 인프라 활용, 중소기업에 적용된 산업
4.0 솔루션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소개한다. 그다음 ‘활성화(Initiieren/
Aktivieren)’ 단계에서는 사업모델의 개발, 협력적 플랫폼 형성을 위한 기
업 네트워크 형성, 이동과 적용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 및 재교육 프로그
램을 제공하고, 마지막 ‘확립(Festigen)’ 단계에서는 전환 프로젝트, 중소
기업 및 수공업자들의 협력과 연결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확대, 업그레이
드된 워크숍 및 재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일메나우 역량센터는 또한 일메나우와 인근 지역인 예나, 슈말칼덴, 존
더하우젠에 5개의 모델공장을 설치하여 중소기업들에게 중요한 미래 기
술들을 보여주고, 작업자와 기계 및 프로세스 연결과정의 개선 노하우를
알려준다. 중소기업들은 여기서 디지털 전환과정을 실제로 체험하고 자
신의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한다. 5개 모델공장의
명칭과 제공된 주요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델공장 ‘연결(Verneztung)’이다. 여기서는 중소기업이 기계와
생산과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중점은 기계 간 연결, 인간
과 기계의 연결 및 협력적 가치창조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생산네트워크 속에서 개별화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최신의 기
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준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고 기존의 생산시
스템에 통합될 수 있는 기술들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공장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는 ‘생산과정’과 ‘적층가공’ 영역이다.
다음은 모델공장 ‘이동(Migration)’으로 여기서는 중소기업의 점진적인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센서 시스템, 데이터 처리,
실시간 소통을 통해 어떻게 산업 4.0의 길로 가는지 보여준다. 디지털화
를 통해 전체 가치사슬의 협력과 소통의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설비와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디지털화의 단계적
도입’, ‘가치사슬에서의 협력, 소통 및 데이터 교류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새로운 사업모델, 서비스 및 제품 개발’ 등의 주제를 다룬다.
세 번째는 ‘3D 프린트(3D-Druck)’ 모델공장이다. 여기서는 3D 프린트
가 중소기업의 미래에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지 보여준다. 점점 더 개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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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제품들에 대한 수요에 대해 중소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 또한 디지털 전환은 많은 직업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즉 ‘노동세계 4.0’을 위한 전략개발의 안내소
역할도 하고 있다. 이 모델공장이 다루는 핵심주제는 ‘3D 프린트’, ‘개인화
된 생산’, ‘디지털 노동세계’ 등이다.
다음 네 번째 모델공장은 ‘프로세스 데이터(Prozessdaten)’다. 이 모델
공장에서는 프로세스 데이터의 생성과 기업 내 및 기업 간 정보교류를 지
원한다.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프로세스와 품질관리를 위한 데
이터의 실시간 파악 및 처리가 핵심이다. 특히 기계와 가공라인에서 센서,
징후 처리 및 데이터 전송 장치의 통합을 지원한다. 여기서는 ‘품질 및 데
이터 프로세스 사슬’, ‘시범 및 검증 가능성’, ‘디지털화와 표준화를 위한
환경’ 등의 주제를 다룬다.
마지막 모델공장으로 ‘생산관리(Produktionssteuerung)’가 있다. 여기
서는 제품의 개인화, 3D 스캔, 모바일 기기 적용, 품질관리 등을 위한 생
생한 시범을 보여준다. 또한 자기조직화가 이루어지는 여러 Plug-andProduce 기계들을 소개하고 기업 간 경험의 교류를 위해 노력한다. 이 공
장은 ‘생산계획과 관리체제(ERP 시스템)’, ‘생산운영체제(MES 시스템)’,
‘자동화’ 등의 주제를 다룬다.

제5절 작업장혁신

1. 지멘스 암베르크 공장
기술이 변화되면 작업장도 같이 변화되어야 한다. 작업장은 제품을 만
들어 시장에 내보내는 곳이다. 다시 말해, 실제로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만드는 곳이다. 때문에 ‘미텔슈탄트 4.0-역량센터’는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작업장혁신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워크숍과 컨설팅을 통해 작업혁
신에 대해 교육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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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에서는 작업자와 기술 및 조직이 상호작용하면서 필요한 제품을
생산한다. 따라서 기술중심적 사고만으로는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 기술
은 단지 작업장에 있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기술만 혁신되고 작업자와
조직은 그대로라면 혼란이 야기돼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기 쉽다. 기술
과 작업자 및 조직이 상호 정합성을 이룰 때 비로소 기술혁신의 기대효과
가 나타난다. 이에 따라 미텔슈탄트 4.0-역량센터는 작업장을 인간-기술조직의 유기적 관계로 보는 ‘사회-기술체제론적(socio-technical system)’
관점의 작업장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관점은 2014년 하노버 박람회에 맞춰 독일 학술자문위가
산업 4.0과 관련하여 내놓은 17개의 테제에 그대로 드러난다(Acatech,
2014). 이는 연구부와 경제부가 주도하는 ‘플랫폼 산업 4.0’의 첫 번째 결
과이기도 하며, 앞으로 산업 4.0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학술자문위는 이때 인간, 기술 및 조직을 구분하
면서 각 영역에서 일어날 일 내지 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
서 산업 4.0은 ‘사회기술적 체제’로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
래야 산업 4.0이 제공하는 자기조직화와 자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가능성,
고령자와 연령에 적합한 작업설계, 직무의 스펙트럼을 확대하고 숙련과
행동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여 ‘인간지향적’ 작업장혁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은 이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메시지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지멘스 암베르크(Amberg) 공장이 이러한 작업장혁
신을 잘 보여준다. 이 공장은 독일 산업 4.0의 모범사례로 꼽히며, 우리에
게도 매스컴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담론 속에서 주로
기술혁신에 초점이 맞춰졌다. 즉, 자동화 또는 디지털화가 어느 정도 이
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품질 또는 생산성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가 핵심
적 관심사로, 그야말로 ‘기술중심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때문에 기
술-인간-조직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작업장혁신의 본질적인 요소
를 놓치고 있다. 암베르크 공장의 생산성과 품질이 향상되었다면 그것은
기술혁신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기술혁신에 맞춰 작업자들의 숙련과 조직
의 변화가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앞서 학술자문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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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 인간지향적 기술혁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금속노조도 암베르크 공장
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IG Metall 홈페이지).
이와 같은 작업장혁신은 작업장을 기술적 체계로만 보지 않고 사회기
술적 체제로 이해할 때 가능해진다. 이는 노사의 윈윈게임이 될 수 있어
협력적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작업장혁신에 노조와 작업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낸다. 아래에서는 먼저 암베르크 지멘스 공장의 기술-인
간-조직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현상을 사회
기술체제론적 관점으로 일반화시켜 새로운 작업장혁신 모델을 개발한 경
제부의 ‘사회적 매뉴팩처링과 물류(SoMaLi)’라는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먼저 지멘스 암베르크 공장의 작업장에서 기술-인간-조직의 상호작용
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33)
지멘스의 암베르크 공장은 1989년 건립되었다. 주력 상품으로 메모리
프로그램의 조정장치인 Simatic을 생산한다. 이 기술은 기계나 설비 제작
또는 자동차산업과 같은 제조업 생산과정 등에서 사용된다. 암베르크 공
장의 생산과정에서도 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이 공장은 산업 4.0의 모범사례로 불릴 만큼 모든 생산과정이 디지털로
연결되어 ‘디지털 공장’이라고도 불린다. 자동화율 75% 정도다. 제품 가
공을 시작하기 위해 부분품이 장착되지 않은 회로기판을 생산라인에 올
려놓는 일 정도만 사람이 한다. 창고에서 생산라인까지는 완전 자동화된
운반시스템에 의해 옮겨지는데, 15분이 소요된다.
이 곳에서는 현재 1,300여 명이 세계 6만여 고객을 위해 1,000종이 넘
는 다양한 제품을 연 1,600만 개 생산한다. 이는 3교대, 주 35시간, 연 근
무일수가 230일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매 초당 1개의 제품이 생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individualized mass production) 있
음에도 불구하고 불량률은 극히 적다. 99,9989%라는 세계 최고의 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100만 개에 11개의 불량을 뜻한다.
33) 여기의 암베르크 공장에 대한 정보는 독일 금속노조 홈페이지에 실린 암베르크
공장 방문기, Ingenieurversteher(2015/2/25), 2018년 하노버 박람회에서 암베르크
공장에 대해 소개한 내용 및 김은 외(2017: 450～453)를 참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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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도 급속도로 향상됐다. 건립 초기와 같은 생산면적(10,000㎡)에
서 거의 같은 인력으로(1,200～1,300여 명) 12배의 생산량 증가를 보이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화를 통해 가상공간에서 시제품을 만들어 예상 가능
한 모든 문제점을 테스트함으로서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을 획기적으로 단축했고, 에너지 소비량은 타 공장 대비 30%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전체 생산비용의 25%를 절감했으며, 시
장 출시 기간(Time-to-Market)도 50%나 줄였다. 고객의 주문이 들어오
면 24시간 내로 생산하여 출하를 마친다.
이와 같이 암베르크 공장은 디지털화를 통해 품질과 생산성, 제품개발
및 시장 출시 기간 등 사업의 전 영역에서 큰 효과를 보면서 산업 4.0의
모범사례로 꼽히게 되었다. 때문에 국내의 많은 언론과 경영진들은 디지
털화가 암베르크의 성공을 가져왔다고 보고, 기술적 요소에만 관심을 쏟
는다. ‘기술결정론적’ 사고에 젖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암베르크의 효과
는 기술혁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기술과 인간
및 조직이 같이 정합성을 갖췄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암베르크 공장
의 교훈은 바로 여기에 있다.
먼저 조직적 차원에서 ‘분권화’가 일어났다. 1,000여 종의 다양한 제품
이 연간 1,600만 개가 생산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수는 40억여 개
가 된다. 이렇게 많고 다양한 부품들 간의 상호작용을 일일이 중앙통제시
스템을 통해 획일적으로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CPS 기술을
활용하여 부품과 기계 및 설비들을 모두 연결시켜 이들이 스스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과제를 수행해가는 ‘자기조직화’가 일어나도록 했다. 이와 함
께 현장작업자들의 자율성은 확대되었다. 모두가 연결된 생산과정에서는
조그만 오류에도 전체 생산과정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현장에서 직접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작업자들에
게 자율성, 즉 책임과 결정권한을 주어야 하는 이유다.
이러한 분권화와 자율성의 확대를 위해서는 작업자들의 역량이 따라주
어야 한다. 암베르크 공장은 이를 위해 교육훈련에 많은 투자를 한다. 디
지털 공장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숙련을 익혀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작업자는 비용요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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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생각한다.
암베르크 공장의 디지털 기술은 이러한 작업자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
휘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로봇은 작업자들이 싫어하는 힘든 일을 처리한
다. 어디에든 모니터가 설치되어 작업과 생산 정보를 알려주고 작업자의
일은 컴퓨터가 도와준다. 여기에 전체 생산과정이 정확하게 데이터로 나
타나며, 작업자들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기책임하에 필요시 기계를
멈추고 결함을 제거한다.
또한 생산과정에서 1,000개 이상의 스캐너, 센서 및 온라인 체크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하루 5,000만 건의 프로세스 정보를 수집하고(빅데이터),
이를 정리 분석하여 경영에 의미 있는 형태로(스마트데이터) 전환하여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결함을 고치거
나 예방하기 위해 현장의 작업자들이 라인별로 하루 세 차례 모여 생산의
최적화를 위해 논의한다. 이는 작업자들이 데이터 분석 능력, 예지보전
능력 등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작업자의 중요성은 제안활동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암베르크 공장의
작업자들은 제안활동을 통해 연간 1만 3,000여 개의 개선 제안을 내놓는
다. 전체 생산성 향상의 40%는 이 작업자들의 제안에서 나온 몫이다. 완
전히 디지털화된 공장에서도 인간의 중요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분권화된 디지털 공장에서는 부서 간, 제품과 기계 및 작업자 간 포괄
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 지능화된 제품들은 기계와 직접 소통하면서 스
스로 진로를 찾아가고, 이 프로세스를 작업자는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문
제발생 시 현장에서 결정을 내린다. 이때 모두가 상호 연결되어 있어야
하므로 작업자들 간 또는 부서 간 소통은 프로세스의 최적화를 위해 필수
적이다. 소통을 위해 암베르크 공장은 기능적 숙련 외에도 사회적 숙련
(소통능력)도 중시하고 있다.
이처럼 암베르크 공장은 기술혁신만으로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아
니다. 인간-기술-조직의 정합성체제, 즉 디지털화와 함께 분권화된 자율
적 조직으로 전환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숙련된 작업자들의 시스템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로부터 경쟁력이 높아지고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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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아져 그동안 지속적으로 자동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줄어들지 않을 수 있었다.

2. SoMaLi 프로젝트
암베르크 공장의 경우가 독일의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앞으로 독일
의 중소기업이 본받아야 할 작업장혁신의 모범적인 사례다. 경제부는 여
러 모범적 사례를 통해 작업장혁신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매뉴팩
처링 및 물류(Social Manufacturing and Logistics, 이하 SoMaLi)’라는
프로젝트(Hirsch-Kreisen et al., 2016)를 발주한다. 여기서 SoMaLi는 먼
저 디지털화와 노동의 미래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먼저 다음과
같은 3개의 시나리오로 축약한다.
첫 번째는 노동의 ‘업그레이딩’을 말하는 낙관적 시나리오로 주장의 내
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화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고용은 줄지 않
는다는 내용이다. 단순하고 힘든 일은 자동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직무가
치가 상향되고 인간은 흥미롭고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조
직의 권한과 책임은 밑으로 이동하면서(분권화) 구상과 실행이 통합되고
자율성도 높아진다. 육체적 작업 부하가 줄어들어 고령자들도 일할 수 있
기에 현재 진행되는 인구구조의 변화(고령화)에도 적합하다.
두 번째는 ‘대체 시나리오’로 노동이 기술로 대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자동화는 주로 제조업의 육체노동을 대체해 왔으나, 이제 디지
털 기술은 서비스업종과 정신노동까지 대체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발달
로 ‘기계학습’ 내지 ‘딥 러닝’ 시대가 도래하여 인간의 암묵적 지식도 이제
는 알고리듬으로 변형돼 기계화될 수 있다. 모든 노동의 영역이 디지털화
되고 인간은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다.
세 번째는 ‘양극화’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디지털화로 중간
숙련 계층이 해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이로부터 숙련의 양극화가 일
어난다는 것이다. 상호 연결된 신기술체계에서는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감시 조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고숙련 노
동이 필요한 반면, 여기서 남겨진 일들은 기술시스템에 봉사하는 저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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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새로운 디지털 보조시스템들도(예컨대 데이
터 안경, 스마트 장갑, 증강현실 등)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는 단순노동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SoMaLi 프로젝트의 관점은 앞선 3개의 시나리오 가운데 양극화 시나
리오가 가장 개연성이 높다고 보면서도 현실에는 기본적으로 3개의 시나
리오가 모두 섞여있다는 입장이다. 기술로 대체되는 직무도 많고, 이 과
정에서 노동의 (재)숙련화 경향도 보이며, 반대로 탈숙련화되는 경향도
보인다는 것이다. SoMaLi의 목적은 노동의 미래가 두 번째, 세 번째 시
나리오로 가지 않고 첫 번째 ‘업그레이딩’ 시나리오로 갈 수 있는 작업장
혁신 모델을 설계하는 데 있다.
여기서 사회기술체계론적(socio-technical system) 관점을 적용한다.
사회기술체계론적 관점은 산업 4.0의 적용이 기술적 목적만 추구하는 것
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사회적 욕구들이 같이 고려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는 공장 시스템의 요소들인 기술, 인간, 조직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도록 설계한다는 것인데, 이럴 때에만 디지털화의 경제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해준다는 생각이다.
물론 이와 같은 관점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2차 대전 이후 시작된 자
동화 논쟁 속에서 나온 콘셉트이며((Trist & Bamforth, 1951), 산업 4.0의
논의 속에서 다시 부각된 것이다. SoMaLi 프로젝트는 3요소의 상호작용
을 다음과 같이 기술-인간, 인간-조직 및 조직-기술의 관계로 나누어 산
업 4.0시대의 작업장혁신 모델을 제시한다.
먼저 기술과 인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핵심은 인간과 기계 사이의 일
분배 과정으로서, 인간의 창의적인 능력과 경험적 암묵적 지식을 보장하
는 일이다. 효율적인 ‘스마트공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계의 정보적
-기술적 요소와 인간의 감각적-주관적 요소가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디지털 기술이 노동을 대체할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작업 부하를 줄이고 인체공학적 개선을 위해 도입되어야 한다. 작업자가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여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보조시스템들은 현장에서 학습과정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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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고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인간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킨다.
이 같은 관계를 하이브리드 상호작용으로 특징 짓는다. 기술을 수동적
대상으로 보는 전통적인 관점과 달리 디지털 체계에서는 기술에 자율적
행동과 결정능력이 있는 행위자의 역할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 속에서
기계와 인간이 서로 소통하면서 인간의 숙련과 활동범위를 넓혀간다.
다음으로 인간과 조직의 관계에서는 작업자의 역량을 어떤 방식으로
조직할지가 문제다. 인간의 역량을 단순화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테일러
식의 분업화 방식으로는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따라서 직무의 총체성과 역동성 또는 유연성이 설계의 핵심이 된다.
직무의 총체성은 두 개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그동안
분리되었던 구상과 실행의 (재)결합을 의미하며, 다른 하나는 작업 부하
를 줄이면서 지속적인 학습과 숙련화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역동성
은 이러한 학습과 숙련화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조직적 유연성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상이한 연령층 또는 상이한 숙련을 가진 구성원들로 이
루어진 팀 작업을 구성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팀원들의 협
력을 통해 서로 다른 능력이 결합되면서 조직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기술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
동의 숙련이 높아지고 내용이 풍부해져야 하며(Job Enlargement), 이에 맞
게 과거의 엄격한 분업구조를 탈피하여 팀 작업과 같은 좀 더 유연한 근
무형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직과 기술과의 관계를 보자. 여기서의 키워드는 분권화
다. 디지털 신기술은 작업자들의 자율성이 높아질 때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서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책임과 권한을 갖고 문제발생
시 직접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의 위계질서 체계를
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크게 수평적 영역과 수직적
영역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수평적 영역은 여러 분야의 협동적 프로젝트와 현장에서의 자기조직화
가 요구됨에 따라 부서 간, 기능 간 경계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통한 고객과 생산의 직접적 연결이 새로운 사업모델로 등
장하고 있기 때문에 분권화된 체계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수직적 영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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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사회기술체계론적 작업장혁신 모델

자료 : Hirsch-Kreisen et al.(2016: 20).

과거 분리되었던 관리부서(화이트컬러)와 현장부서(블루컬러) 간의 위계
적 구분을 완화하고 기계를 실제로 움직이는 현장부서의 ‘임파워먼트’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권화된 체계 속에서는 소통과 팀 능력 등 ‘소프트 스킬’이 중
요해진다. 이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앞서 말한
기술과 인간, 인간과 조직 간의 관계도 변화된다.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세 부분이 유기적 관계 속에서 같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장혁신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차원에서 조치
가 필요하다. 하나는 사업장 차원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 또는 산업 정책
적 차원이다.
사업장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노사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
해서는 노사의 이해관계가 충돌되지 않아야 하는데, 노동 측에서는 일자
리 상실, 노동강도 증가, 노동통제 등 우려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여적 노사관계가 발전되어야 한다. 회사는 노동의
참여를 보장하고, 노동자들은 작업장혁신 과정에 적극 참여, 공동결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산업 정책적 차원에서는 사업장에서 산업 4.0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숙련 및 조직적 유연성이 노동조건의 악화로 이어져
노조의 반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연안정성’의 관점에서 사회적 대화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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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적 재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숙련과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직업)
교육 및 재교육 역시 중요한 정책적 과제 중의 하나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디지털 양극화
가 일어난다면 산업 4.0의 기대효과는 나타날 수 없다. 산업 4.0은 가치사슬
에 연관된 모든 기업이 같이 연결되어야 프로세스가 최적화되는 까닭이다.

제6절 학습공장(Lernfabrik)

1. 학습공장이란?
노동과 생산의 디지털화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연구에 따라 모순적
인 결과를 내놓는다. 한편에서는 잃는 일자리가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더 많을 것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고용이 감소되는 부분과 창출되는 부분을 합하면 비
슷한 수준으로 증감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미래의 고용의 양은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신기술과 함께 직무나 직업의
이동은 많아진다는 것이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직업 내지 직무 재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업 4.0 정책과 함께 10년 전부터 ‘학습공장’이 활
성화되고 있다. 학습공장은 주로 대학에 있는데 대기업이나34) 컨설팅
회사 또는 직업학교에서도 학습공장을 설립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명
칭은 다양하다. ‘프로세스 학습공장(Prozesslernfabrik)’, ‘산업 4.0 적용
센터(Anwendungszentrum Industrie 4.0)’ 또는 ‘미래의 노동 실험실
(Future Work Lab)’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기업에 설립되는 학습공장은
‘모델 공장(Modell Fabrik’)’ 또는 ‘린 트레이닝 센터(Lean Training
Center)’라는 명칭을 붙이기도 한다. 또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직업학교들

34) 완성차공장은 전부 학습공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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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학습공장 4.0(Lernfabrik 4.0)’이라고 부른다(IG Metall, 2017b).
학습공장은 대학생들의 실습 내지 1차 직업교육과 함께 기업, 특히 학
습공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중소기업의 실무자들을 위한 재교육 내지 직
무향상교육을 위한 곳이다. 실제 공장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체험을 통해
신기술을 습득하고 조직의 설계를 학습한다.35) 그동안 학습공장이 제공
한 내용을 보면 주로 신기술을 소개하고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데 중점
을 두었는데, ‘린 생산방식과 프로세스 최적화’, ‘산업 4.0 기술을 활용한
프로세스 최적화’, ‘효율적 자원 활용을 통한 프로세스 최적화’, ‘물류 개선
을 통한 프로세스 최적화’ 등이 그것이다(IG Metall, 2017b).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금속노조의 태도다. 금속노조는 산업 4.0과 함께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혁신을 바라보면서 노조와 사업장평의회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 신기술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금속노조는 학습공장의 확대를 촉진하고 활
용할 가능성을 찾는다.
물론 금속노조는 그동안의 교육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주
로 효율성 위주의 사측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건강, 고용안정, 인간적
작업설계 등 노조 측 관심사는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금속노조
는 대학과 같은 공공기관의 학습공장이든 기업의 학습공장이든 같이 협
력하여 노조의 관점을 포함시키고 사업장평의회와 노조대의원 등의 교육
장소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앞 장에서 언급한 사회기술체계론적 관점을 학습공장에 결
부시켜 디지털 시대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학습을 촉진하려고 한다. 이
를 위해 2017년 기준으로 5개의 대학 학습공장과 협력하고 있으며, 보쿰
대학의 경우는 자신들이 개발한 ‘노동정책적’ 학습공장의 콘셉트로 운영
하고 있다.36) 이 학습공장은 산업 4.0과 노동 4.0을 결부시키고 기업과 노
동의 이해관계를 접목하는 교육장소로서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

35) 학습공장은 실제 공장의 크기와 같은 곳도 있으며, 공장의 축소판으로 설치한 곳
도 있다.
36) 보쿰대학의 노동정책적 학습공장은 노동부와 유럽 사회펀드가 지원하는 ‘노동과
혁신(Arbeit+Innovatio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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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IG Metall, 2017a).
노조가 기술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작업장혁신을 위한 학습을 장려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에 아래에서는 독일
의 금속노조가 학습공장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어떤 학습목표를
세우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학습공장의 유형과 학습목표37)
금속노조는 학습공장의 유형을 ‘시범공장(Demonstratorenfabrik)’, ‘모
델공장(Modellfabrik)’, ‘프로세스 학습공장(Prozess Lernfbrik)’, ‘노동정책
적 실험공장(arbeitspolitische Experimentierfabrik)’의 4개로 분류한다.
이는 학습목표에 따른 분류로 각 유형마다 교육의 주안점이 달라진다. 따
라서 금속노조는 학습공장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사업장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본 다음 학습공장을 선택하도록
권고한다.38) 또한 노조의 관점에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을 학
습공장에 요구하고,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 협력한다.
금속노조는 학습공장이 수행해야 할 학습목표로 14개를 선정하고 이
목표들이 어느 유형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지 분석했다. <표 5-2>는 이를
보여준다.
14개 학습목표의 내용 또는 배경을 보자. 우선 디지털 시대의 신기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장비들을(예컨대 데이터 안경,
태블릿 PC, 협업로봇 등)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 먼저, ‘디지털
화/산업 4.0의 기술적 요소들의 학습(Kennenlernen von technologischen
Komponenten der Digitalisierung/Industrie4.0)’이라는 목표가 필요하다.
그다음은 ‘프로세스 및 생산기술적 과정의 학습(Kennenlernen von Prozessen
und produktionstechnischen Abläufen)’으로 앞의 목표보다 추상적이다.
37) 이 내용은 ‘IG Metall 2017a와 2017b’를 참조한 것으로 별도의 인용표시를 하지
않았다.
38) 물론 여기서 분류한 학습공장의 유형은 ‘이상형적’ 개념이다. 실제로는 각 공장에
서 4개의 유형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핵심은 어느 학습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느
냐이다.

제5장 디지털화를 통한 독일 중소기업의 일터혁신 139

기계와 장비들이 상호 연결되어 움직이는 과정과 이에 개입하고 결정하
는 작업자들의 행위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학습목표는 숨겨진
프로세스의 부분들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노동의 실험적 체험(Experimentelles
Erleben der Arbeit mit neuen Technilogien)’ 과정이다. 이 학습목표는
기술적 요소와 프로세스를 이론적으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데 있다. 이후에는 ‘기술의 설계 가능성에 대한 이해(begreifen,
<표 5-2> 학습공장의 유형과 학습목표
(○ : 아주 가능, △ : 부분적 가능, x : 거의 불가능)
시범
공장

모델
공장

프로세스
학습공장

노동정책적
실험공장

디지털화/산업 4.0의 기술적 요소 학습

○

○

○

○

프로세스 및 생산기술적 과정 학습

△

○

○

○

신기술이 사용되는 노동의 실험적 체험

○

△

△

○

기술의 설계 가능성에 대한 이해

○

○

○

○

작업장에서 인간-기술-조직의 상호작용

○

△

○

○

변화에 대한 두려움 제거

○

○

○

○

노동체계의 총체적/비판적 평가에 대한 학습

△

△

△

○

인체공학적 설계능력 학습

△

x

△

○

사회기술적 설계과정의 실험적 체험

x

x

x

○

자기 사업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
개선활동의 활용

△

△

△

○

설계의 준비와 낙관주의 발전

x

x

x

○

노동정책적 콘셉트와 관철전략 개발

x

x

x

○

사무직과 간접 영역의 변화에 대한 학습

x

x

x

x

디지털화/산업 4.0으로 인한 초기업적
변화에 대한 학습

x

x

x

x

학습목표\학습공장 유형

자료 : IG Metall(2017b: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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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s Technik gestalbar ist)’를 돕는 학습과정이 온다. 목표는 참가자들이
기술결정론적 시각에서 벗어나 기술이 인간에 의해 설계될 수 있다는 인
식을 갖게 하는 데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사회기술체계론적 관점과 연결된
다. 즉, ‘작업장에서 인간-기술-조직의 상호작용’에 대한 학습목표가 그것
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만이 아니라 조직과 인간도 같
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신기술의 도입은 노동세계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때 노동자들은 실업,
임금저하, 스트레스 증가 등의 두려움을 느끼고 변화를 거부하기 쉽다.
따라서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기술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
을 심어주면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Ängste vor Veränderungen
abzubauen)’하는 학습목표가 설정된다.
이러한 학습 후에는 ‘노동체계의 총체적이고 비판적인 평가에 대한 학습
(Lernen, Arbeitssysteme ganzheitlich und kritisch zu beurteilen)’과 ‘인체
공학적 설계능력 획득(Erwerb ergonomischer Gestaltungskompetenz)’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교육은 다음의 ‘사회기술적 설계과정의 실
험적 체험(Experimentelles Erleben sozio-technischer Gestaltungsprozesse)’
이라는 학습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다음은 ‘자신의 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 개선활동의 활용
(Nutzung als KVP-Werkstatt für Aufgaben im eigenen Betrieb)’이라는
학습이다. 여기서는 린 생산방식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지속적인 개
선활동을 생산성 향상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의
질을 높이는 도구로도 사용하는 것을 배운다.
학습공장 사업에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사업장평의회와 노조대의원
들이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변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일
이 필요하다. 그래서 ‘설계의 의지와 낙관주의의 계발(Entwickeln von
Gestaltungsbereitschaft und-optimismus)’이라는 학습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지와 낙관적 태도는 전략적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노동
정책적 콘셉트와 관철전략의 개발(Entwickeln arbeitspolitischer Konzepte
und Durchsetzungsstrategien)’이라는 학습도 필요하다.
끝으로 설명해야 할 것은 위 표에 명시된 마지막 두 개의 학습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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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사무직과 간접영역의 변화에 대한 학습(Kennenlernen der
Veränderungen von Büroarbeit/indirekte Bereiche)’이며, 다른 하나는 ‘디
지털화/산업 4.0로 인한 초기업적 변화에 대한 학습(Kennenlernen von
betriebsübergreifender Veränderungen wegen Digitalisierung/Industrie
4.0)’이다. 이 두 학습목표는 아직 어떤 학습공장에서도 설정해 놓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의 콘셉트가 반영된 ‘노동정책적 실험공장’이 다른 유형보
다는 학습목표를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위의 두 교육과
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사무직과 간접영역 및 초기업적
변화에 대한 학습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산업 4.0이 주로 제조업 생
산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생산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사무직
과 간접영역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화와 산업 4.0
로 가치사슬에 연결된 모든 기업들이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초기업적 변
화에 대한 교육 역시 중요한 학습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노조의 학습목표와 학습공장
금속노조는 사업장평의회와 노조대의원들이 학습공장을 선택할 때 먼
저 사업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즉,
신기술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작업장의 노동과정을 구체
적으로 설계하려고 하는 것인가 등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자신들에게 필요한 학습목표가 나오는데, 금속노조는 크게 4개
의 학습목표를 구분하고 그에 맞는 학습공장을 추천한다.
첫 번째 학습목표는 디지털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학습이다. 디
지털화 또는 산업 4.0과 관련된 개념이나 슬로건들에는 신기술로 인해 노
동세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나타나지 않는다. 예컨대 인간과
로봇이 협업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조립라인에서 디지털 지원도구들
은 무엇을 변화시키는가 등에 대답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모르면
신기술에 대한 대응방안을 세울 수 없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의 기능성과
한계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이러한 학습목표라면 ‘시범공장’에서 가능하다. 시범공장은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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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준다. 예컨대 ‘협업로봇’을 실제로 갖
다 놓고 그 적용방식과 더불어 인간과 기계의 분업방식을 설명한다. 전문
가의 지도하에 참가자들이 로봇을 직접 다루어 보면서 감각적 체험을 통
해 신기술을 익힌다.
두 번째 학습목표는 디지털 연결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다. 디지털 전
환은 ‘연결’로 특징된다. 가치창조 과정이 수평적, 수직적으로 연결되고
실시간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이다. 수평적 연결은 가치창조
의 개별적인 단계들 간 데이터 전달이 핵심인데, 예컨대 특정한 고객의
주문에 대한 처리 계획이 프로그래머에서 컴퓨터로 조정되는 공작기계
및 관련 부품사에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수직적 연결은 포괄적인 위계차
원의 연결로서, 예컨대 한 관리자가 자신의 컴퓨터에서 고객이 주문한 제
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즉, 처리계획이 아직 프로그래머에 있는지 아니
면 이미 공작기계의 노동자에 전달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결이 노동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수평적 연결 또는 수
직적 연결은 가치사슬의 상이한 영역 간 상호작용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까? 이러한 질문은 이론적 설명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다.
이를 잘 이해시키는 것이 모델공장이다. 모델공장은 큰 장비체제를 축
소해 보여주는 모조형태로서, 프로세스 조정 또는 다른 영향변수가 변할
경우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조망할 수 있다. 제어 및 진행 과정은 물론
물류와 조직적 과정까지 눈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모델공장에서는 ‘연
결’을 감각적으로 경험한다.
세 번째 학습목표는 프로세스 지향적 조직형태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
한 것이다. 오랫동안 생산과 사무실에서 프로세스 지향적 설계의 중요성
이 강조되었다. 이 설계의 콘셉트는 ‘총체적 생산체제(Ganzheitliche
Produjtionssysteme)’ 또는 ‘린 사무실(Lean Office)’ 등으로 알려졌다. 프
로세스 지향이란 과정들이 최적화되려면 예컨대 선반 또는 밀링 같은 개
별적인 단계들만을 고려하지 않고 처음부터 완성된 제품까지 전체 과정을
봐야 한다. 이는 자동적으로 각 단계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보게 만들고
부서 중심의 ‘칸막이 사고’와 부서 또는 영역의 경계를 극복하게 해준다.
이러한 프로세스 지향적 조직형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델공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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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다. 여기서는 조립라인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협력하는 상이한
조직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험한다. 예컨대 분업적 조립과 한 사람
이 한 제품의 전체를 조립하는 총체적 조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시험해
볼 수 있다. 이때 참가자들은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 결함들을(예컨대 부
품 공급의 지연 등) 구체적으로 경험한다. 그리고 결함의 원인을 분석하
고 개선 아이디어를 만들어 즉시 시험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네 번째 학습목표는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설계역량이다. 최근 부각되는
디지털 기술과 ‘민첩한(agile)’ 조직모델이 단지 경제적 효율성만을 목적
으로 한다면 노조의 노동정책적 목표인 좋은 일자리의 설계가 도외시 되
기 쉽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도 좋은 일자리를 위한 교육이 학습
공장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노동정책적 실험공장’의 콘셉트는 노조가 이
를 위해 착안한 것이다.
여기서는 노동과정과 노동조건이 기술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작업자들에 의해 다르게 설계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노조와 사업장평의
회가 기술설계의 과정에 참여하고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
또한 노사의 이해관계가 어디서 마찰을 빚는지 파악하고, 접점을 찾는 새
로운 대안을 개발하는 데에도 역점을 둔다.

제7절 맺음말 : 시사점

독일 경제는 ‘미텔슈탄트’로 불리는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다.
이 중소기업들이 디지털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미텔슈탄트 4.0’이라는 정
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독일의 미텔슈탄트 4.0과 작업장혁신
모델을 살펴보면서 최근 커다란 위기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중소
제조업체들이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논의해 보고자 했다.
미텔슈탄트 4.0은 독일의 ‘혁신성장’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산업 4.0’에
서 비롯된다. 노사정이 참여하여 독일이 전통적으로 강한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을 디지털화로써 더욱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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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시사점을 얻는다. 하나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성장 모델
이다. 2007～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의 중요성이 재인식되
고 제조업 중심의 독일식 경제모델이 국제적으로 다시 부각된다. 다른 하
나는 산업 4.0을 사회적 공동 프로젝트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산업 4.0을
추진하면서 독일의 전통적 코포라티즘은 다시 살아났고, 노사정 대화를
통해 사회적으로 잘 조절된 산업 4.0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독일 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에서 기대했던 만큼 디지털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자, 독일 정부는 2015년부터 새로운
중소기업 지원책인 미텔슈탄트 4.0을 추진한다. 이 정책의 핵심 실행자는
지역별, 주제별로 설립된 25개(2018년 9월 현재)의 ‘역량센터’다. 이들은
해당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디지털 기술혁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교육
은 물론 여러 모델공장을 운영하면서 신기술을 직접 실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업체들의 경험과 실천사례를 공유하면서
상호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여기서도 두 개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기가 닥친 후가 아닌 위기 전에, 즉 디지털화가 늦어진다고
판단하자마자 선제적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웠다는 점이다. 다
음으로는 ‘혁신정책적’ 관점으로 중소기업을 돕는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의 지원책은 자칫 어려운 기업을 돕는다는 생각에서 ‘사회정책’ 내지 ‘복
지정책’의 측면이 강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독일의 미텔슈탄트 4.0은 실제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키
우는 데 초점을 맞춰 실제로 기업에서 기술혁신이 일어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힘을 쏟는다.
그러나 경쟁력이 물론 기술혁신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산업
4.0의 사회기술체계론적 작업장혁신 모델이 나온다. 생산성 향상은 기술
과 인간 및 조직이 잘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인간-조직의 ‘3위
일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모델은 생산과정의 디지털화와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작업자의 역량, 그리고 이 역량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자율적이
고 분권화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또한 우리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던져준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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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속에 기술발전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듯 ‘기술결정론적’ 분위기가 만연
한 우리사회에 인간과 조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기술은 무용지물이
되기 쉽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마지막으로 ‘학습공장’과 노조의 태도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디지털화
와 더불어 독일에서는 대학과 기업 등에서 신기술에 대해 체험하고 공부
하는 ‘학습공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금소노조는 이러한 학습공장과 협력
하여 사업장평의회와 노조대의원들을 위한 교육장소로 활용하려는 노력
을 한다. 기술에 대해 모르면 급속히 진행되는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어렵
다는 생각에서다.
물론 노조는 지금까지의 학습공장은 프로세스 최적화, 즉 효율성 위주
로 교육을 해왔다고 비판한다.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
다는 것이다. 여기서 노조는 학습공장에 사회기술체계론적 관점의 새로
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업장의 조직혁신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 사업자평의회의 역량이 강화되고 참여적 작업장혁신이 활성화된
다는 점은 한국의 노사관계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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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일본 중소기업의 일터혁신

제1절 머리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축소는 한국 사회의 개혁을 위해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고용형태나 성별, 학력별,
업종별, 성별 차이보다는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
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대 중소 기업 간 임금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 대비 1993년 73.5%에서 2017년 55.8%로
떨어졌다. 선진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간 임금격
차는 심각하다. 2015년 기준 일본은 77.9%, 미국과 영국 76.0%, 독일은
73.9%이다. 이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작업은 중소기
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게 만들어 경쟁력을 갖
게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은 적극적인 일터혁
신을 추진하는 것이다. 일터혁신의 요체란 반테일러주의를 말하는데 일
본 기업, 그중에서도 특히 도요타 생산방식이 국제적으로 일터혁신의 모
델을 구성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오래전부터 도요타 생산방식을 모방해
왔으며, 도요타 생산방식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들은 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도요타 생산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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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화시키는 데 실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년 전부터 중소기업들은 부품경쟁력 향상을 필요로
하는 모기업의 지원을 통해서든, 정부의 지원사업을 통해서든 5S, 작업표
준화 등 제조혁신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사업에 착수해왔다. 이들 제
조혁신 사업들은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일터혁신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일본 중소기업들의 일터혁신 경험을 살펴보려는 것은 그 때문
이다. 이 중소기업 특유의 어려운 조건들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일터혁신
을 추진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중소기업들에게 큰 교훈을 제공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일본 중소기업의 상태를 살펴
보고, 3장에서는 일본 기업의 일터혁신 모델을 정리한다. 그리고 4장에서
는 중소기업에서 사용하는 제조혁신과 일터혁신의 방법들을 분석한다. 5
장에서는 일본 중소기업의 일터혁신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살
펴보고 6장에서 이 글의 결론을 내리기로 한다.

제2절 일본 중소기업의 상태와 변화

1. 일본 중소기업 정의
일본에서는 전 업종에 걸쳐 ‘자본금’과 ‘종업원 수’만으로 중소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미국과 EU처럼 매출액을 기준 지표로 사용하지 않으며,
관계기업 제도, 유예기간 제도, 상한기준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업종을
도매, 소매, 서비스, 제조업 등의 네 가지로만 구분하고 ‘자본금’ 또는 ‘종
업원 수’ 중 하나를 적용하고 있다(택일주의). 제조업 등은 자본금 3억 엔
또는 종업원 수 300인 이하, 도매업은 자본금 1억 엔 또는 종업원 수 100
인 이하로 중소기업을 정의하고 있다(표한형․홍성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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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중소기업의 현황
일본 중소기업의 현황을 보면, [그림 6-1]과 같다. 1999년에 61만 개였
던 중규모 기업의 수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2014년도
에 56만 개로 15년 사이에 5만 개 정도 줄어들었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소규모 기업의 수도 1999년도에 423만 개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
2014년도에는 325만 개로 축소되었다. 일본의 중소기업 수가 이렇게 줄어
든 원인으로는 극심한 경쟁, 기존 거래관계의 변화, 대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6-1] 기업 규모별 기업 수 추이

자료 : 中小企業白書(2018).

3. 일본 중소기업의 특징
일본 중소기업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대기업
과 중소기업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표 6-1>은 둘 사이의 관계가 20세기 초반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어
떻게 형성되고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20세기 초반의 산업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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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시기까지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기업계열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조선, 자동차, 전기 등 제조업에서 일본의 대표적인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하청기업으로 두고 계열(系列, keiretsu)을 형성
하기 시작한 것이다. 즉, 기업계열의 정점에 있는 모기업은 중소기업을
하청기업으로 그 산하에 두고 중소기업과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일본
특유의 계열관계가 형성되어 이후 60년대에 일반화되기에 이른다. 대기
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이중구조가 사회적으로 문제시된 것도 이 시기였다.
이어서 1960년대부터 시작된 고도성장기에 중소기업 상층부가 근대화
되면서 이른바 ‘중견기업’이 등장하였다 즉,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
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관계가 제도화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격 차이 등의 이중구조가 해소되기 시작한 것이다. 더 나아가 1973
년 이후 안정성장기에는 과잉설비 등에 의한 구조불황산업의 문제가 심
각해졌는데 이에 대응하여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이행을 추진하게 된다. 완성품 메이커인 대기업은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생산활동에 대해서는 국내 중소기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였다.
1990년대 이후 일본 경제의 성장둔화와 기업의 해외진출 증가 등으로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발주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하청 중소기업의 비중
역시 크게 감소했다.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대기업이 비계열회사에서 부품
을 조달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인데, 한편 대기업의 하청기업인 중소기업
역시 영업활동을 글로벌화하고 모기업에 대한 의존적 경향을 탈피하는 등
의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정 대기업에 의존하는 생산체
제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전문분야의 중소기업이 서로 연대하여 수주활동,
신제품 개발에 나서는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의 환경도 갈수록 변하고 있다. 첫째는 글로벌화의 진전
이다. 제조 단가의 절감을 위해서든 소비지에서의 생산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든 일본 기업의 해외생산은 중소기업에서도 확대되고 있
다. 또한 대기업의 해외 생산 확대와 개발 및 설계의 현지 거점화에 따라
서 중소기업의 수주가 감소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변화가 생기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관계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기존에는 계열관계를 축으로 한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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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거래관계의 특징을 주로 띠었지만, 이제는 네트워크에 의한 거래관
계가 점점 더 그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자사에 없
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상품개발과 기술 개선에 관하여 제안할 수 있
는, 능력 있는 하청기업들을 선별하려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이다. 계열관
계를 통하지 않고 자유경쟁 입찰에 의한 거래가 시작되는 것도 한 특징이
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는 파트너적 관계로 이행
하는 흐름이며(그림 6-2 참조),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거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대이다. 이런 요인들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수탁 중소기업의
수와 수주액이 감소하고 있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자의 고령화,
후계자 충원의 어려움에 따른 폐업의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다. 역사적으
로 위와 같이 변동해 온 일본의 제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낮은
부가가치 생산성, 낮은 노동장비율 등의 특징을 갖는다.
<표 6-1> 일본 대기업 - 중소기업 간 관계 변화
시기

정부정책기조, 기업환경 등

1919～
전시체제로의 이행
1945
1945～
1960
1960～
1973
1973～
1980
1980～
1990
1990～
2000
2000～

대 중소 기업 관계 등

기업계열제도로 전환
대 중소 기업 간 이중구조 출현
은행 대출 대기업에 집중
대기업 우선 정책, 1984년 중소기업청
하청의 일반화(기업계열제도 정착)
설치
- 이중구조 정착
계열 중소기업 간 합병, 제휴
1963년 중소기업기본법, 산업구조고도화 모기업-하청기업 간 협조. 관리체제 강화
대기업 간 합병 등 산업재편
중소기업 상층부 근대화=중견기업
출현-이중구조 해소
밴처비지니스 출현
지식집약적 산업구조로의 이행
모기업은 하청기업 비용 절감
간판방식 등 보급
대기업은 연구개발로 이행, 생산활동은
내수주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추진 하청기업에 의존
중소기업 집적지 전개
거품붕괴 이후 대기업 구조조정 확대
하청기업 계열 약화
해외 생산거점 확대
중소기업 집적지 공동화
1999년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글로벌 경쟁의 격화
종래 하청계열 관계 해체
동아시아 역내 분업체제로의 이행
중소기업 해외 이전 증가

자료 : 최희갑 박성빈(2016: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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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일본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의 변화

자료 : 日本中小企業廳(200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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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일본 중소기업의 현장혁신 모델

1. 중소기업 일터혁신 모델 : 도요타 생산방식
업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의 규
모를 막론하고 일본 기업 일터혁신의 모델은 도요타 생산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도요타 생산방식이란 무엇인가? 간략하게 개관해보기로 하자.
도요타 생산은 공장에서 필요한 노동력, 생산에 필요한 면적, 공작기계
투자액, 필요한 재고, 신제품개발 소요시간 등의 측면에서 대량생산방식
의 절반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품질과 저생산비용, 다양한
제품 생산 능력의 성과를 특징으로 한다.
도요타 생산방식의 기본 원리들은 전전과 전후 수십 년간에 걸쳐 도요
타 공장에서 탄생하였다. 오노 다이이치와 시게오 싱고, 에이지 도요타
세 사람이 함께 도요타 자동차 생산시스템을 만들었다. 도요타 생산방식
인 TPS의 구성요소는 JIT와 자동화이며, JIT(just in time)는 필요한 것
을,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생산 판매하는 무재고 생산방식을 말한다(정
혜란, 2015: 10). JIT가 가능한 것은 ① 흐름생산에 의한 소인화(少人化)
기술과 ② 간판방식에 의한 재고삭감 기술 때문이며, 소인화 기술은 유연
성의 제고를 통해서 인력의 낭비를 억제하고 인력과 기계를 최적 배분함
으로써 한 사람이 두 대 혹은 세 대의 기계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정혜
란, 2015: 10). 간판방식은 뒷공정이 앞공정으로 필요할 때에 필요한 양만
큼 인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자동화의 요체는 ① 표준작업에 의한 개선 및 현장관리기술과 ② 공정
이상시 자동정지장치가 붙은 자동화기술이다. 자동화에 따라 생산자동기
계나 생산라인의 이상 유무는 자동적으로 점검되고, 이상이 발생하면 자
동적으로 정지된다. 전통적인 생산방식이 전공정에서 후공정으로 밀어내
는 방식(push system)이라면 TPS는 후공정에 필요한 만큼 전공정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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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후공정 인수방식(pull system)이다.
도요타 생산방식의 원리 몇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자.39) 첫째, 도요
타 생산방식의 조정 원리는 작업공정의 표준화이다. 도요타 생산방식에
서는 버퍼가 부재하고 결함이 없는 공정을 만들기 위해서 JIT와 표준화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공정을 통제하고자 한다. 시간동작 연구를 통해서
각 공정마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표준이 개발된다. 버퍼를 줄이고자 하는
목표로 인하여 작업자는 흔히 정해진 기계와 작업의 속도에 긴박된다. 작
업 팀은 자율적이지 않으며 그 대신 강력한 위계적 권위를 가진 현장감독
자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된다.
둘째, 도요타 생산방식은 작업장에서 발생한 오류를 발생한 장소와 그
시점에서 더욱 철저하게 교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용구나 기구
에 여러 가지 체크 장치를 부착하여 불량품의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인 포
카요케는 이상 제어의 원리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도구이다.
셋째, 도요타 생산방식에서 정보는 조직을 더욱 투명하게 만드는 데 도
움을 준다. 버퍼의 최소화는 생산의 문제들에 관한 가치 있는 정보를 제
공해주는 데 기여를 한다. 린 생산에서 정보는 주로 작업자 행동을 감독
하고 조정하는 데 사용된다. 공장 안의 낭비와 문제점은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흔히 ‘눈으로 보는 관리’가 요구된다.
넷째, 도요타 생산방식에서도 다기능이 강조되지만, 사회기술시스템에
서처럼 한 작업자가 연속적인 과업 전체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
는다. 도요타 생산방식에서는 직무의 세분화라는 테일러주의의 원리가
그대로 관철되기 때문에 작업자는 단순 과업을 복수로 수행하며 따라서
다기능이라기보다 다과업(multitasking)에 가까운 직무를 수행한다. 도요
타 생산방식에서 작업자가 다기능 작업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사이클
타임이나 표준작업 편성의 구성, 작업내용의 변화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이다(몬덴, 1994: 248).
다섯째, 도요타 생산방식에서도 조직원리를 지원하기 위한 인사제도의
뒷받침이 요구된다. 사회기술시스템 접근 때처럼 광범한 훈련이 제공되
지는 않지만 폭넓은 직무수행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작업자에게 직무
39) 도요타 생산방식의 원리에 관한 이하의 서술은 주로 정승국(2012)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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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및 OJT, QC에 대한 참여 기회 등이 제공된다. 보상체계로서는 개인
및 팀, 작업 부서 단위의 성과급 등 더욱 개별화된 평가 및 보상 체계가
제공된다.
여섯째, 지속적인 개선과정 즉 카이젠은 도요타 생산방식의 대표적인
원리이다. 도요타 생산방식에서 작업자는 소집단활동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안을 제안한다. 도요타 생산방식이 원가절감과 수량관리,
품질보증 등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개선활동을 통
해서이다.

2. 모노즈쿠리 혁신
2003년부터 도쿄대학 경제학과 후지모토 교수가 주동이 되어 연구자와
제조현장 베테랑 기술자들로 구성된 산학연 단체를 조직하였다. 이 단체
는 도요타 생산방식으로 대표되는 제조현장 중심의 일본적 생산방식 개
념을 뛰어넘어 ‘제품개발에서 구매, 생산, 판매의 모든 과정을 연계하여
경영자원을 효율화하는 모노즈쿠리 시스템’을 이론적으로 정리하였다.
후지모토 교수에 따르면, 모노즈쿠리란 “설계정보(고객의 요구사양)의
창조 전사(転写) 시스템”이며, 제품이란 설계정보가 매체＝소재(재료 또
는 사람)로 전사된 것이다. 기업의 생산현장에 한정된 프로세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획 개발 구매 생산 판매 협력회사 고객을 포함한 열린
프로세스로 간주함으로써 “상품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가치
있는 설계정보(부가가치)를 ‘상품(매체)에 반영’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
각에서 보면, 혁신이란 생산현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에서부터
제조를 거쳐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을 전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림 6-3]에서 제시한 대로 제품개발시스템은 설계정보를 창조하는
행위이며, 생산시스템이란 설계정보를 전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판매시스템이란 설계정보를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제품설계 정보가
생산과정으로 전사(轉寫)되고 그것이 판매단계에까지 도달하는 모든 과
정에 모노즈쿠리 역량이 빠짐없이 스며들어야 비로소 모노즈쿠리가 완
성된 구도라고 볼 수 있다. 현장이란 비단 제조현장만을 가리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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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모노즈쿠리의 이론체계

자료 : 吉川良三(2011: 7).

아니라 부가가치가 있는 모든 곳을 가리킨다. 제조업의 공장, 개발 거점,
비제조업의 점포, 서비스 거점, 농장 등을 모두 포함한다. 즉 모노즈쿠리
혁신은 생산과정 중심으로 이해된 일본적 생산방식을 뛰어넘어 제품개발
과 생산시스템, 그리고 판매시스템까지 포괄하는, 한층 더 확장된 일터
혁신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제4절 현장혁신의 방법

일본 기업의 특징 중의 하나는 현장주의이다. 현장주의란 현장의 대응
과 처리를 중시하는 사고방식이다. 예컨대 공장장과 엔지니어가 작업현
장에 빈번하게 출입하여 현장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현장감독
자에게 넓은 재량권을 부여한다. 그러기 위해서 감독자는 공장 전체의 동
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동시에 이상이 생겼을 때 적절한 처리를 스
스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경영자의 현장 중시 자세, 현장에의 권한 위
양, 기술자의 현장 참가 등은 일본 기업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서구에서 경영자와 현장작업자 사이에 물리적 정신적으로 큰 벽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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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는 대조적이다. 현장혁신의 방법은 제조혁신과 일터혁신으로 구분된
다. 두 가지 현장혁신에 대해서 일본의 중소기업에서 어떤 접근을 하는지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1. 제조혁신
일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제공되는 현장개선, 현장혁신, 모노즈
쿠리 인스트럭터 양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대표적인
제조혁신은 다음과 같다. 5S, 작업표준화, 흐름생산, 눈으로 보는 관리,
PDCA, 생인화, 재고삭감, 기계 교체시간 단축, 표준화된 문제해결 절차,
TPM(설비보전), 작업자 스킬 관리, 라인 밸런스, 리드타임 단축, 지속적
개선 등이다.
그러나 일본의 일터혁신이 작업장을 뛰어넘어 모노즈쿠리 혁신을 지향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일터혁신 개념보다 폭이 넓은 편이다. 모노즈쿠
리 인스트럭터 양성교육 프로그램에는 기술관리체계, 모노즈쿠리 현장의
조직능력, 경쟁력, 수익성 등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여러 다양한 지표,
납기와 공정관리 이외의 유연성(flexibility), 기술, 설계, 개발 부문 신제품
개발관리의 기초개념, 모노즈쿠리와 IT 시스템, 눈으로 보는 관리와 IT,
기술자를 위한 회계관리, 모노즈쿠리 현장 인재의 이상상(理想像), 인재
육성방침 등이 포함되어 있다(山形大學, 2015).
이들 중 중소기업백서 등에 빈번하게 소개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소
개해 보기로 한다. 첫째는 IoT를 활용하여 눈으로 보는 관리라는 대표적
인 제조혁신을 수행하는 사례로서, 유한회사 붕우라는 기업이 그 대상이
다. 종업원은 17명, 자본금 300만 엔 규모이며, IT를 도입하여 눈으로 보
는 관리를 철저히 실현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고품질의 플라스틱 식품용기, 화장품대, 자동차부품 등을 생산하고 있는
데, 2015년에 중소기업 진단을 받았다. 이 진단을 통해서 작업자마다 준
비 교체 시간이 각각 달라 일시적인 기계 정지가 자주 발생하여 가동률이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생산계획이 조야한 것도 가동률이 낮은 원인이었
다. 기계가동률은 조사 전 90%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사 후에는 60%에

제6장 일본 중소기업의 일터혁신 157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 진단사의 권
고에 따라서 기계의 가동상황을 수시로 계측하고 수집하기 위해서 Iot를
활용한 새로운 생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컴퓨터에 IC 카드 리더와
전류 센서를 부착한 IOT 키트를 활용했다. 클라우드형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준비 교체 시간과 사출성형기의 가동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
다. 그 결과 생산계획의 정확도를 높이고 준비 교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져 가동률이 60%에서 80%까지 상승했다. 외주비 비율은 9%에서 4%까
지 감소했다. 이익률은 3.5배 상승했고, 경영상황도 매년 개선되었다(中小
企業白書, 2018).
둘째는 IT 카이젠(개선)의 사례이다. 종래의 장표, 전표, 물리적인 간판
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IT를 통해서 정보를 입력하고 조작가능한 형태
로 디지털화하여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IT 카이젠이라고 한다. IT 카이
젠이란 현장이 중심이 되어 낭비를 제거하기 위해 디지털의 도움을 받아
서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IT 카이젠을 위해서는
도구로서의 IT가 필수적이다. 정보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정보를 어
느 정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인 보관과 검색,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뛰어
넘은 전달, 과거의 사례와 노하우의 재이용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
가 있다. 흔히 IT 카이젠은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단계는 5S를
통해 정보구조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정보
의 흐름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문제를 발견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
계는 업무 간 부문 간 정보 조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이다.

2. 일터혁신
일터혁신은 제조혁신과 긴밀하게 연관을 맺고 있다. 제조혁신이 그 효
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터혁신이 동반되어야 한다. 일터혁신은 주로
작업조직의 문제이다. 제조혁신을 주도하는 주체의 문제이며(현장감독
자), 현장감독자가 통솔하는 조직 단위의 문제이며(팀 작업), 미래의 현장
감독자로 육성되는 집단 형성의 문제이며(중핵기능공), 다수 작업자의 참
여하에 이루어지는 문제이며(소그룹 활동), 작업자의 능력을 육성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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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법의 문제이며(직무순환, OJT), 어떤 능력을 육성하는가의 문제이
다(전체적 능력, 문제해결 능력, 개선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이를
차례대로 설명해 보기로 하자.
가. 현장감독자 역할, 팀 작업, 중핵기능공
현장감독자는 작업현장의 자주관리와 협조적 노사관계를 실천해내는
행위 주체이다. 현장감독자는 기술적 문제와 인사노무 문제에 대해 다 같
이 상당한 권위를 행사한다. 현장감독자는 엄격하게 선발되며 일반작업
자와의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 대의원들이 작업장
을 우회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현장에서 작업장의 권위는 높다. 현장감
독자는 반내의 모든 직무를 경험하고 숙지하여 표준작업의 설정에 관여
하는 동시에 결원의 일시 응원, OJT를 통한 작업원의 지도, 작업의 합리
화와 기능습득 등으로 인하여 인원에 여유가 생길 경우 요원의 재배치
재훈련, 공정관리, 설비관리, 품질관리, 원가관리 등을 담당한다(정승국,
1999).
<표 6-2>는 일본의 기업에서 현장감독자가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들을
보여준다. 한국이나 서구의 현장감독자보다 훨씬 더 다양한 역할들을 수
행한다. 표는 기업의 총괄책임자를 대상으로 하여 2008년 조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현장감독자들이 수행하는 직무들을 중요한 순서대로
보자면, 작업 중의 감독 지시(42.2%), 현장에서의 직업교육훈련(39.2%),
일상 안전위생 점검 순시(28.9%), 일상적인 트러블 처리(23.5%), 공정검
사 품질 확인(23.0%) 등을 들 수 있다. 현장감독자의 기본 직무는 작업관
리, 품질관리, 안전위생관리, 노무관리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최근까지의 변화를 관찰한 보고서를 보면,
일본의 중소기업 작업장에서 파견, 파트타임, 외국인 노동자 고용 등의
양상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이직률도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직장
전체의 기능과 숙련 수준의 저하가 일어나고 있으며 팀 워크도 약화되고
있고, 요구되는 품질 수준의 달성을 위한 감독자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독자에게 요구되는 관리 항목도 증가하고 있다. 현장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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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라인 오프가 원칙이지만 근무시간의 절반 가까이 라인 작업을 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작업장에서 현장감독자는 매력 있는
직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장감독자를 지원하는 일반 작업자의 수도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우종원, 2017).
<표 6-2> 현장감독자의 역할
항목

현장감독자의 역할

비율

1. 작업방법 수순의 설정

9.8%

2. 작업 중의 감독 지시

42.2%

3. 현장에서의 직업교육훈련

39.2%

4. 생산성 목표의 설정

12.3%

5. 배치인원 수의 산정 결정

9.3%

6. 일상적인 트러블 처리

23.5%

7. 일정 계획

7.8%

8. 공정 분석 개선

14.7%

9. 설비 점검

3.9%

10. 설비 보전

2.0%

11. 공정검사 품질 확인

23.0%

12. 품질개선 활동

21.6%

13. 원가 목표 설정

1.0%

14. 원가저감책 입안

3.4%

15. 안전위생관리계획 작성

2.0%

16. 일상 안전위생 점검 순시

28.9%

17. 안전위생교육

19.1%

18. 근태관리

16.2%

19. 고충처리

11.8%

작업관리

공정관리

설비관리

품질관리

원가관리

안전위생관리

노무관리
자료 : 厚生労働省職業能力開発局基盤整備室(20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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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능공
직무순환을 통해서 종업원의 다능공화를 만드는 것은 일본의 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능력향상의 방법이다. [그림 6-4]는 다공정을 담당할
수 있는 폭넓은 기능을 의미하는 다능공화가 기업에서 갈수록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요도가 약간 증가하고 있다는 데 응
답한 기업의 비율이 43.9%,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데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20.9%에 이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백서 에서도 가

장 많이 다루어지는 일터혁신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품종생산으로의
이동,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단기화에 따라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양하고
사람에 의한 유연생산체제인 셀 생산을 채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방식의 변화에 따라 복수의 공정을 담당할 수 있는 다능공의
필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림 6-4]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공의 능력과 지식

자료 : 製造基盤白書(2003: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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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능공화를 추진한 일본 중소기업의 사례를 들어보기로 하자. 동
경도 팔왕자시의 판서정기주식회사 사례이다. 종업원은 91명이며 자본금
은 5,000만 엔인 이 기업은 감속기 제조와 정밀부품 전반의 가공 조립을
담당한다. 이전에는 각 종업원의 능력 파악을 현장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관리자가 자사 종업원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
었다. 부서에 따라서 숙련 수준이 높은 노동자가 집중되어 있거나, 수준
이 낮은 노동자가 집중되어 있는 등 부서 간 능력에 편중도 발생했다.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 종업원의 스킬 맵을 작성하고, 종업원의 능력을
관리자가 파악함으로써 적정한 인원 배치와 스킬의 표준화를 수행했다.
제조부문에서 NC 선반 조작, 제품의 측정, 이상의 대응 등 모든 업무를
스킬 항목으로 설정하여 습숙도를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5단계로 평가하여
작업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를 1, 지도할 수 있는 상태는 5로 점수를 매겼
으며, 과장과 종업원이 면담을 통해서 스킬의 정도를 평가했다. 스킬 맵은
인사평가와 무관하게 관리직과 종업원의 커뮤니케이션 툴로서 사용했다.
스킬 평가가 좋은 노동자는 관리직이 치하하고, 다음 목표를 함께 세워
서 종업원의 근무의욕 향상으로 연결시켰다. 종업원 스킬의 비주얼화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스킬이 뛰어난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 사이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이용하여 적정 인원 배치와 업무
분담이 가능하게 되었다. 종업원 능력의 편중을 피하기 위해 스킬 맵상으
로 일정한 숙련도에 도달하였을 때 본인의 의향을 확인한 후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는 방침을 취했다. 이로써 바쁜 부서에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증가하게 되었다(中小企業廳, 2018).
또 하나의 사례를 들면, 동경도 군마현에 위치한 주식회사 환경기연(종
업원 82명, 자본금 5,000만 엔)이 있다. 대기와 수질, 토양 성분분석, 식품
의 이물혼입과 잔류농약 검사, 환경평가 조사 등을 수행하는 환경조사회
사이다. 이 회사에서 취급하는 검사와 조사 내용이 여러 종류에 이르렀기
때문에 부서와 담당이 세부적으로 분류해 보니 수주 안건에 편중이 발생
했다. 이때 특정 부서에 담당업무가 집중되고 종업원 간 잔업시간에 큰
괴리가 발생했다. 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개혁을 하여 종업원의 스
킬 맵을 작성했다. 다양하게 세분화된 조사와 검사 등의 부서 간 벽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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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 분석센터로서 통합했다. 유연하게 직무를 이동하는 환경을 갖추고
전 종업원의 자격과 기술, 노하우 등의 스킬을 조사하는 한편 부문장이
습숙도에 따라 3단계로 평가하여 스킬 맵을 작성했다. 이로써 경영진이
인식하지 못했던 종업원의 스킬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 4개월 동
안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잔업이 증가했지만, 그 후
수주가 증가한 업무에 대해 부문장이 스킬 맵을 기초로 유연하게 인원을
할당하는 구조가 기능하게 되었다. 복수업무를 담당하는 다능공화가 뿌
리를 내리자 일부 종업원에게 부담을 집중하는 현상이 사라지고 연간 1
인당 평균 총 노동시간은 약 1,500시간(2015년)에서 1,400시간(2016년)으
로 감소했다. 잔업수당의 감소분은 급여와 상여 등에 의하여 보충되었다.
종업원의 동기를 유지하기 위해 스킬 맵의 습숙도를 인사고과에 반영하
였기 때문에 종업원은 잔업시간의 감소에 따라 줄어든 시간에도 지식과
기술의 적극적인 연마에 노력하게 되어 생산성 향상과 매출액 향상에 기
여하게 되었다(中小企業廳, 2018).
다. 팀 작업과 소그룹활동
일본의 작업조직은 대체로 팀 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개인
과 직무의 관계가 불명확하며 집단적인 팀워크가 중요하며, 팀의 리더가
현장감독자이다. 서구 제조업의 전통적인 조직구조와 다른 점이다. 서구
제조업의 전통적 조직구조에서 포어맨이나 마이스터는 일본의 현장감독
자보다 훨씬 더 통솔 범위가 넓으며 통제 밀도가 높다.
팀은 여러 가지 자율성을 가지며 소그룹 활동을 수행한다. 소그룹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가 QC 서클이다. QC 서클은 고도 경제성장기에 일본에서
활성화되었다. 종업원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bottom-up)
품질개선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QC 서클은 1인뿐 아니라 작업자 전원
의 의견을 모아서 활동하는 조직이며, 이것을 통하여 직장의 문제를 공유
하고 장래의 관리자를 육성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그러나 버블 붕괴 이후
QC 서클은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된다. QC 활동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도요타 산재사건도 QC 서클 활동의 쇠퇴에 한몫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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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숙련형성 방식과 OJT
일본 기업의 인력개발에서는 공공 직업훈련보다 기업이 실시하는 직업
훈련, 특히 OJT(현장훈련)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가는 기업의 숙련
형성 과정에 주변적인 역할만을 담당한다. 교육시스템과 고용시스템은
통일된 전문직종 기준에 따라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 특정 숙련자격과 한
정된 직무영역을 의미하는 직종은 교육체계와 고용체계의 어디에도 존재
하지 않는다. 서구 공장의 직무 구분과 그것에 연결되어 있는 직무급적인
임금체계도 드물다. 숙련은 기업 관련 사용가치를 갖지만 노동시장 관련
교환가치를 갖지 않는다. 숙련형성 과정의 강조점은 전문적 내용이 아니
라 직무의 사회적 맥락에 놓인다. 기업의 문화가 직종의 문화를 대체하며,
노동과 교육의 표준화는 개별 기업의 조직 및 숙련의 구조에 의해 대체된
다. ‘학습 대신 커리어’가 더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직종을 중심으로
한 정체성은 기업에 대한 충성으로 대체된다. 기능, 커리어와 임금의 관
계도 기업마다 큰 차이를 보여 주고 있는데, 기업 내에서도 명확하게 통
일적으로 정리되고 있지 않다. 지식과 능력(Können)의 결합 대신 ‘상황에
특수한 다기능’의 획득이 교육훈련의 주목적이다(Georg & Demes, 1994).
직업훈련이 주로 작업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OJT는 기업의 특수
한 요구에 적응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 OJT는 직접 생산과정에서
생산에 종사하며 행해지는 직업훈련이다. 바로 그 때문에 OJT는 비교적
비조직적 비공식적 비공개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러운 환경하에서 이루어
진다. 생산과정은 산업 및 기업마다 다양하며 한 공장의 생산부서에서도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OJT는 생산과정의 일부에서 각 직장 수준마다
단계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각각의 생산과정과 그 직무의 특수성에 따
라 적합한 현장훈련이 행해진다. 각 직무와 기술의 환경조건이 끊임없이
변동하기 때문에 OJT는 조직적이며 일반적인 훈련형태로서 정식화할 수
없다. OJT의 교과 내용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지도 않으며 입문서와 같이
정식화한 문서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학습 내용과 지식은 폐쇄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적 사회적 맥락에 의존적이다.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Off-JT
를 제외한다면 노동과 숙련형성 사이의 경계가 부재하다(Georg,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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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기업에서 흔히 사용되는 OJT 방법은 ‘일상업무 중 상사와 선배
의 지도’, ‘작업표준서와 작업순서서의 활용’, ‘익혀야 할 지식과 기능의 시
범’. ‘직무에 관한 상담과 조언’, ‘어려운 직무의 순차적 경험’, ‘현장과제에
관한 해결책 이해’, ‘주요 담당업무 이외의 관련 업무의 로테이션’ 등이다
(經濟産業省, 2018).
일본의 노동자들은 체계적인 직무순환과 개선활동, QC 서클 활동, 그
리고 숙련형성을 뒷받침하는 보상체계 등 작업조직의 학습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조건하에서 비로소 상층노동자로 성장해 갈 수 있다.
OJT와 함께 중소제조업에서 인재육성의 기본은 내부노동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勞動政策硏究硏修機構, 2011). 여기에서 내부노동시장이란 기
업 내 노동력관리의 제도적 규칙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신규채용자를
OJT로서 훈련하고 결원이 생겼을 때 내부에서 보충하며, 직급체계에 따
라서 승진하고 관리직 포스트와 그것에 부합하는 임금으로 처우하는 것
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OJT를 베이스로 하여 장기적인 인재육성을 수행
하는 고용관행이 오랫동안 인재육성의 이념형으로서 기능해왔다. 특히
모노즈쿠리 현장에서 숙련기능의 형성을 위해서 이 내부노동시장이 담당
해온 역할은 컸다.
<표 6-3>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방법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대기업이 중소기업
보다 계획적인 OJT를 통해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선택하는 기업
의 비율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6-4>는 종업원의 능력 발휘를 위해서 기업이 고려하는 중요한 사
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대기
업보다 커리어 형성을 덜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내부노동시장의 작동을 어렵게 하는 환경이 중소제
조업에서 출현하기 시작했다. 종업원의 고령화, 기능 전승의 어려움, 생산
거점의 해외 이전에 따른 생산 및 제조 업무의 감소, 비정규직 및 외국인
노동자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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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기업 규모별 정규 비정규 노동자별 교육훈련 실시상황

자료 : 経済産業省 厚生労働省 文部科学省 編(2003: 254).

<표 6-4> 종업원의 능력 발휘를 위해서 중요한 고용관리 사항
커리어형성지원
29인 이하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26.8(22)
22.5(255)
25.7(114)
37(176)
45.3(158)
48.1(117)

자료 : 勞動政策硏究硏修機構(2013: 150).

마. 일본적 생산 방식과 능력
테일러주의적 작업조직에서 일반 작업자가 구상과 실행의 분리 속에서
단순한 실행능력만을 갖도록 요구받는다면, 일본적 생산방식은 이전의
테일러주의적 작업조직과 달리 일반 작업자에게 공정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개선 능력,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요구한다.40) 이 능력들은
일찍이 도요타 공장의 숙련구조를 분석한 중경학파의 연구자들로부터 주
목을 받아왔다.
공정능력은 작업장의 전체 공정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전체
40) 이하 일본적 생산방식에서 요구되는 능력에 대한 설명은 정승국 외(2010), 김동
배․정승국 외(2016)을 주로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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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공정들 사이의 연결관계, 그리고 직무의 환경적 조건을 이해할
필요성은 유연적 생산하에서 요구되는 작업자의 직무수행능력 가운데 필
수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공정 능력을 통해서 다른 부서
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으며, 다른 부서와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다(정승
국 외, 2010: 9). 공정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각 작업공정과 조와 반 등
하위 조직 단위들 사이의 직무순환이 필수적이며 장기간의 시간이 요구
된다(정승국 외, 2016: 160).
또한 작업장에는 불량품의 출현과 기계의 비작동, 비정상적 작동 등의
이상(異常)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이상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문
제해결 능력이다. 테일러주의적 작업장에서 문제해결 능력은 간접부서에
속하는 보전 요원이나 엔지니어에게 요구되는 능력이었지만, 현대적인
작업장에서 문제해결 능력은 지적 숙련의 구성요소로서 일반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작업장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인 공정 능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배치전환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배치전환의 실시 여부를 통해서 해당 기
업 작업자의 공정 능력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아래는 배치전환 실시 여
부를 기업별로 조사한 표이다. 이 표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00명 이상의 대기업에서 배치
전환을 실시하는 비율이 95.1%에 이르렀다면, 영세기업 및 중규모 기업
에서는 그 비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6-5 참조).
그 다음으로는 배치전환의 목적이 다양한 직무경험에 따른 능력향상인
<표 6-5> 배치전환의 실시 여부

29인 이하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예

아니오

51.2(42)
61.2(693)
79(350)
84.7(403)
89.4(312)
95.1(231)

48.8(40)
37.2(421)
19.2(85)
14.7(70)
10(35)
4.9(12)

자료 : 勞動政策硏究硏修機構(2013: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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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비율을 보여주는 표이다. 이것 역시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다양한 직
무경험을 통해서 전체적 능력을 향상시켜 가는 비율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표 6-6 참조).
기업의 규모별로 작업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그림 6-4]이다. 이 그림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별로 기능
공에게 요구되는 능력의 중요성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개선 능력은 대
기업과 중소기업 기능공에게 중요한 대표적인 능력인데, 대기업보다는
덜하지만 중소기업에도 긴요한 능력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표 6-7>은 상사와 부하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아래 표는 ‘상사와 부하의 커뮤니케이
션’을 중요한 고용관리 사항으로 설정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을 보여주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29인 이하 영세기업에서
<표 6-6> 배치전환의 목적
다양한 직무경험에 따른 능력향상
29인 이하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26.2(11)
26.1(181)
32.6(114)
37.5(151)
48.1(150)
55.4(128)

자료 : 勞動政策硏究硏修機構(2013: 152).

<표 6-7> 종업원의 능력 발휘를 위해서 중요한 고용관리 사항
상사와 부하의 커뮤니케이션
29인 이하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자료 : 勞動政策硏究硏修機構(2013: 150).

35.4(29)
46(521)
50.8(225)
55.5(264)
66.2(232)
61.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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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비율은 35.4%, 30～99인 기업에서 그 비율은 46%, 100～299인 기업에
서는 50.8%로 나타나지만, 1,000명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61.7%, 500～999
인 기업에서는 66.2%인 것을 알 수 있다.
바. 기능공과 기술자 사이의 결합
일본적 생산방식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엔지니어와 생산직 노동자
사이의 긴밀한 관계이다. 제품의 최종적인 품질과 신뢰성을 실현하고 개
발기간의 단축, 저코스트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장작업자의 지속적인
기술(technology)개선과 기능의 유지 향상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기술자들은 채용된 후 제조현장에서 OJT를 통해서 자신의 전
문적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Lanciano & Nohara, 1993). 이 시
기에 기술자들은 생산직 노동자들 및 테크니션들과 상호작용을 강화한다.
기술자들의 대졸 초임과 생산직들의 임금 격차는 아주 적거나 근속이 긴
생산직들의 경우에는 엔지니어보다 임금수준이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
다. 이처럼 일본에서 대졸자는 생산직 노동자들과 함께 자신의 커리어를
시작한다. 이러한 조직구조는 숙련공간(qualification space)의 동질성을
만들어내며 엔지니어와 일반노동자 사이의 상호협력관계를 촉진하는 경
향을 조성한다. 동질적 숙련공간이 의미하는 것은 기업 내 여러 행위자들
의 사회화가 각각 유사한 형식을 취하며 그들 사이의 협력과 커뮤니케이
션이 원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직구조하에서는 기술자와 기
능공 사이의 협력적인 관계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엔지니어들은 이론적 지식을 작업장의 경험적인
노하우와 결합시키는 한편, 다른 방면으로는 생산직 노동자들 및 테크니
션들과의 상호성을 발전시키는 등 맥락화된 지식을 발전시킨다(Lanciano
& Nohara, 1993).
[그림 6-4]는 중소기업에서도 일반 기능공에게 생산기술 및 설계 개발
력과 같은 기술적 지식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일본
기업에서 엔지니어와 기능공 사이의 협력적 관계는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기슬자와 기능공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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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의 기술자는 기능적 작업을 다수 수행한다. 다종변량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서 기술자는 기계운전부터 제품검사까지 수행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에서는 기술자와 기능공의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日本機械工業連合会, 日本機械学会, 2006).

제5절 현장혁신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제조혁신 및 일터혁신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다.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 모노즈쿠리 인재육성사업’을 통해 지역의 중소기
업을 대상으로 하여 고등전문학교를 활용한 교육실습을 추진하고 있다.
도 도 부 현(都 道 府 県)에도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
들이 있다. 생산성본부, 능률협회, 지자체의 지원 프로그램, 중기청의 지
원, 민간 컨설팅 회사의 지원 프로그램 등도 있다. 모기업에 의한 부품공
급 기업의 지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예컨대 일본의 완성차업체들
은 부품업체의 조직 능력을 육성할 때 생산현장의 개선개량 활동부터 공
동으로 전개한다.
이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인 ‘모노즈쿠리 인스트럭터
(Instructor) 양성 스쿨’을 소개하기로 한다. 1960～1980년대 일본의 고도
성장을 주도했던 베이비부머(단카이 세대)의 퇴장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기능 및 숙련기술자의 공백 또는 단절’
을 의미했다. 2006년 당시 단카이 세대 제조업 은퇴자 규모는 155만 명으
로 전체 제조업 종사자의 13%가량에 이르렀다(이코노믹 리뷰, 2014).
이에 따라 이 세대의 퇴직 제조인력을 기업의 현장개선 인력으로 육성
해 재활용하려는 일본의 민관 협력 프로그램이 기획되었다. 도쿄(東京)대
학은 지난 2005년부터 모노즈쿠리 경영연구센터(MMRC : Manufacturing
Management Research Center)를 설립하여 제조현장의 작업개선을 지도
할 수 있는 ‘모노즈쿠리 인스트럭터’, 즉 제조현장 개선 멘토(지도사)를
양성하는 과정(스쿨)을 운영하고 있다(이코노믹 리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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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노즈쿠리 인스트럭터 양성 스쿨은 경제산업성의 산학연 제조 중
핵인재 육성사업으로 선택되어 도쿄대 후지모토 교수가 코디네이터 역할
을 하고 있다. 대량퇴직을 맞이하여 모노즈쿠리 경쟁력의 보존, 모노즈쿠
리 베테랑에게서 신입자에게로 그리고 생산성이 높은 부문에서 낮은 부
문으로 모노즈쿠리 지식을 이전하기 위해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 인스트
럭터 양성 스쿨에서는 원가관리, IE, 품질관리, 공정관리, 재고관리, 인사
노무관리, 설비관리, 구매관리, 기술관리를 중심으로 한 경영적 지식을 체
계적으로 익혀 모노즈쿠리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암묵지를 형식
지화하고, 현장지도 체험을 통해 폭넓은 영역의 모노즈쿠리 현장개선 지
도 가능 인재의 육성을 지향하고 있다. 산학연계와 국제연계를 2대 방침
으로 하여 설립된 이 센터는 다음의 네 가지 연구 축을 설정해 실증적 연
구 활동을 수행했다.
(1) 통합형 모노즈쿠리(일본적 모노즈쿠리)를 산업횡단적인 분석 틀로
형식지화(이론화)하는 일반체계화 연구
(2) 경쟁력 분석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기존의 산업분류를 설계사상의
관점에서 재정립하는 ‘아키텍처 연구’
(3) MIT, 하버드, 프랑스의 대학들과 공동으로 경쟁력 연구를 확충하
기 위한 국제비교 연구
(4) 모노즈쿠리 경쟁력을 기업의 수익성과 연계시키는 브랜드/판매 전략
연구
모노즈쿠리 인스트럭터 양성 스쿨은 ‘모노즈쿠리 경영’을 일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자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보급 지원하고
있다(이코노믹 리뷰, 2014).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의 베테랑 기술
자들을 산업 구분에 관계없이 기업의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는 현장 전반
을 혁신할 수 있는 지도사로 양성하고 있다(이코노믹 리뷰, 2014). 또한
인스트럭터 스쿨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기업 스쿨’, ‘지역 스쿨’
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스쿨의 책임자인 교장을 육성해 베이비부머
제조인력의 중소기업 지원을 확산시키고 있다(이코노믹 리뷰, 2014)
.2010년대 이후 일본의 많은 지역에서 인스트럭터 양성 스쿨이 설립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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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도쿄대 모노즈쿠리 인스트럭터 스쿨 개념도

자료 : 이코노믹 리뷰(2014: 1).

[그림 6-6] 모노즈쿠리 경영연구센터의 협력적 관계

자료 : 吉川良三(2011: 5).

이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도쿄대의 모노즈쿠리 양성 스쿨 수료자가 많았다.
모노즈쿠리 인스트럭터 양성 스쿨이 운영하는 것 가운데 지역 차원에
서 활동하는 조직으로는 모노즈쿠리 개선 네트워크(MKN)가 있다. 이 조
직은 모노즈쿠리 개선 지도자(개선 인스트럭터, 개선 컨설턴트 등) 양성,
지역의 모노즈쿠리 개선 활동과 지도자 양성을 지원하는 자치제 형성, 지
역 금융기관과 NPO 등에게 지식 공유의 장소 제공에 이르는 역할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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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3년 6월에 설립되어 회원 대상 세미나, 모노즈쿠리 시니어 학교 등
을 정기 개최하고 있다. 각 지역 모노즈쿠리 스쿨의 네트워크 만들기, 모
노즈쿠리 학교 수료생을 중소기업 컨설턴트로 파견하는 등의 역할을 수
행한다(山形大學, 2015).

제6절 맺음말

이상으로 일본 중소기업 일터혁신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우선 한일 양국
일터혁신의 차이를 간략하게 정리해보기로 하자. 첫째, 양국 모두 일터혁
신의 모델은 일본적 생산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일본 중소기
업에서는 생산현장 차원을 넘어서서, 연구개발부터 작업장을 포함하여
구매 및 판매까지 이르는 가치사슬 전체를 합리화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모노즈쿠리 혁신 개념을 채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 중소기업
들의 혁신 대상과 폭이 더 확대되어 가는 추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일 양국 중소기업의 일터혁신의 성격 차이를 낳는 기업 규모
간 차이, 경쟁력의 차이, 모기업과의 관계 차이, 노사관계의 차이 등이 존
재한다. 일본 중소기업의 규모는 한국의 중소기업 규모보다 크다. 자동차
산업 등 몇 개 산업을 제외한다면 한국 중소기업의 규모는 영세하다. 일
반기계산업의 협력업체 규모는 자동차산업의 1/10 이하이다. 또, 일본 중
소기업 가운데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유지하는 기업의 수가 한국보다
는 더 많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모기업 의존도가 과다하며 생산, 품질 관
리인력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다. 관리 및 기술 전문성도 취약하다. 시스
템/프로세스보다는 사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거래처의 다양성도 일
본의 중소부품 업체들이 더 크며, 부품업체의 영업이익률도 한국보다 일
본 쪽 영업이익률이 크다.
또한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는 대기업이 자본참여를 통해 협력업체의 경
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을 대상
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인재육성 및 경영, 생산지도를 꾸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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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실시한다. 그에 비해 한국의 대기업들은 협력업체 육성에 대한 기본적
인 사상과 철학이 빈곤하다.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면서 협
력업체와의 관계의식이 미흡하다. 협력업체도 모기업에 대한 대응 위주
이며 내부 효율화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의 중소기업들에
서는 5S 등 일터혁신의 기초에 더 방점이 놓이며, 수준 높은 일터혁신이
추진되기 어려운 구조다. 반면에 일본 중소기업들은 ‘카이젠(개선)’ 등의
더 수준 높은 일터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일 2
차 협력업체를 조사하여 비교한 우종원 교수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파견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스킬 맵을 적용하고 있었다(우종원, 2017). 스킬 맵
은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정착되어 있지 않은 일터혁신의 항목이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일본의 중소기업들이 한국의 중소기업들보다는 더
활발하게 제조혁신과 일터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일본의
중소기업들도 대기업이 가진 유리한 조건, 즉 인적 물적인 자원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OJT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비율, 배
치전환의 실시 비율, 커리어 형성을 고려하는 비율, 기능공의 개선 능력
등 일터혁신의 여러 항목들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그 빈도가 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 정사원의 평균 근속년수도 대기업보다
짧다. 노동자의 전직과 이동도 대기업보다 훨씬 활발하다. 더욱이 버블
붕괴 이후 비정규 및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등 일터혁신을 추진할 수 있
는 환경이 악화되면서 현장감독자 기능의 약화, QC 서클의 위축, 내부노
동시장의 약화, OJT의 축소와 외부 중도채용의 증가, 기능 전승의 급박
한 필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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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일터혁신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

제1절 일터혁신 정책의 성격과 방향

본 연구는 양극화를 극복하고 중국 등 개도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요구되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그리고 노동존중사회
에 걸맞는 노동생활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일터혁신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다
양한 전공과 배경을 가진 연구진들이 각자 맡은 영역을 분석하고 집필하
였지만, 이번 연구의 골간이 된 것은 노동연구원이 주도하여 2018년 3～
11월까지 매월 개최한 “현장(일터)혁신포럼”으로서, 본 보고서는 이 포럼
을 전후로 한 추가 방문 조사와 문헌 연구 등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일터혁
신의 출발점이 제조업의 작업장혁신이었기 때문에, 일터혁신의 인근 정
책인 산업자원부의 산업혁신, 제조혁신 등과의 비교 과정에서 불가피하
게 제조업으로 대상이 한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본
고는 서비스업까지 염두에 둔 일터혁신에 대한 전반적 정책과제를 도출
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언급해야 할 것은 일터혁신 정책이 기존 정책들과 구별되는 지점
이다. 기존 중소기업 대책은 연구개발 자금 지원 및 설비투자 지원, 환경
개선사업, 일자리지원 사업 등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매우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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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R&D 능력 향상은 일부 기업에서만 나
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오히려 한
계기업을 온존시키거나 단가인하를 통해 원청 대기업으로 흡수된다는
‘빨대효과’ 등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본고는 대 중소 기업
간 원 하청 관계가 일방적인 착취적 양상이 아니라, 상생의 형태로 나아
가게 하기 위하여 일터혁신에서 대기업이 가진 노하우를 중소기업과 보
다 널리, 보다 체계적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안하고자 현재의 실
태부터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제2장).
이러한 일터혁신 정책은 참여정부하에서 한국노동연구원 부설로 뉴패
러다임센터가 설립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근로시간 단축
과 평생학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한킴벌리 모델을 확산하는 데 상당
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이후 노사발전재단으로 사업이
이관되고,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유사 사업을 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
령인 일터혁신 정책이 표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최근에는 노사발전재단이 주관기관이기는 하지만, 생산성본부나 공인노
무사협회 등으로도 컨설팅 직접 수행기관이 늘어나게 되었다(그림 7-1
참조).
[그림 7-1] 일터혁신 정책 전달체계의 변화

자료 : 필자 정리.

176

일터혁신의 정책과제

[그림 7-2]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컨설팅 건수의 영역별 구성(2017년)과 향후
과제

자료 : 필자 정리.

이렇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10여 년 동안 일터혁신 정책의 추
진 동력과 성과가 약화되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사업 모델과 추진 전
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7-2]에서 볼 수 있듯이 일
터혁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작업조직 영역은 2017년 현재 컨설팅 비
중이 매우 낮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임금체계나 평가체계 등의 컨설팅에
치우쳐 있다. 더욱이 일터혁신의 본령이라고 볼 수 없는 장년 고용안정
등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터혁신 정책은 효과가 편재하는 R&D 지원 정책과 기술중심주의의
단점을 넘어서는 것일 뿐 아니라, 제품기술과 더불어 공정기술 및 기능과
숙련이 조화를 이루어 중소기업이 스스로 혁신 모멘텀을 유지하도록 하
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개척은 일부에
국한된다.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점진적인 혁신과 공
정 개선을 통한 고효율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이때 노동과 숙련
을 어떻게 조직하는가 하는 것이 일터혁신의 핵심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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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기술의 종류와 혁신 영역의 구분

자료 : 조성재(2018: 69)를 일부 수정.

[그림 7-3]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은 기초과학기술, 제품기술, 공정기
술과 기능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조합에 따라 파괴적 혁신과 신산
업 창출, 기존 산업의 점진적 혁신, 일터혁신 등의 영역이 구분될 수 있다.
중소기업들의 다수는 첨단기술 개발보다는 점진적 혁신이나 일터혁신을
통해 경쟁력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서비스산업의 경
우 자동화에 한계가 있고, 근로자들이 소비자들과 직접 대면하여 노동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역량과 태도가 해당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숙련, 교육훈련, 노동과정의 재조직
을 주요 구성요소로 하는 일터혁신의 접근법이 가장 긴요한 과제가 될 것
이다. 한편, 중소기업이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통해 성장하더라도 그 과실
이 근로자들에게 고루 미치고 소득주도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근로자들의 기능향상을 통한 역할 확대와 그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 수반
되어야 한다. 생산적 노사관계를 통한 사회통합적 성장은 이러한 일터혁
신을 통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일터혁신 정책은 통상적인 산업 정책이나 기술개발 지원 정책,
노사관계 정책과 다르며, 이 모든 정책들이 산업현장, 노동현장에서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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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융복합의 영역이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만
나는 결절점에 위치하고 있다. 융복합이 발생하는 단위는 작업장이며, 그
양상은 업종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다년간에 걸친 업종별 모델 개발과 확
산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제2절 일터혁신의 정책 과제

1. 통합적 일터혁신과 정책 추진체계
가. 통합적 일터혁신 정책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기존 일터혁신과 제조혁신 정책들은
현장의 필요나 수요보다 정책 부서의 공급자적 시각에서 추진된 것이 적
지 않았다. 따라서 현장은 하나인데, 공급자 위주의 컨설팅이 비체계적으
로 집행되었던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에는 일터혁신
을 중심으로 제조혁신, 현장혁신, 고용노동부의 각종 인력 정책 등을 통
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요구된다. 현재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스마트
공장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이전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생산성본부, 능률협회 등 민간 차원의 현장 혁신 컨설팅도 꾸준히 이루어
져온 바 있다. 그렇지만 이들은 대부분 공정혁신에만 초점을 맞추어 그것
을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
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술이나 관리 차원의 공정혁신을 넘어서는 일
터혁신으로 나아가도록 인적자원관리나 인적자원개발, 그리고 참여적 작
업조직과 생산적 노사관계의 관점을 결합하도록 하는 조정이 시급히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조성재, 2018).
기존 일터혁신 정책의 경우도 핵심인 작업조직과 관련한 컨설팅은 매
우 미흡했는데, 이로 인해 현장과 기술, 경영이 거세된 절름발이 인사 컨
실팅에 그칠 우려가 높았다. 즉, [그림 7-4]에서 볼 수 있듯이 인사혁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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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치우친 일터혁신과 노동배제적 자동화, 아웃소싱, 구조조정 중심으로
흐를 우려가 있는 제조혁신 정책 등은 모두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일터혁신과 제조혁신 정책은 공급자가 주제별, 부처별로 집행하
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필요에 따라 통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조성재,
2018). 과거의 제조혁신에서는 설비지원을 해주었지만 관련된 사람의 동
기와 역량에 대한 고민이 없었고, 일터혁신에서는 컨설팅 개선방안을 구
체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를 제안하지만 관련된 정책자금이 결여된 경우
가 많았다. 이러한 상호 부족 상황을 넘어 두 가지 컨설팅이 시너지 효과
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겠다.
[그림 7-4]에서 기존 일터혁신과 제조혁신 정책의 결절점을 이루는 것
이 작업조직과 노동과정 영역인데, 역설적으로 두 가지 정책 모두에서 작
업조직 영역이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일터혁신의 본령이 일하는 방
식의 변화라고 한다면, 일터혁신 컨설팅의 중심은 작업조직과 노동과정
이어야 한다. 이미 제조현장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은 제안 및 개선 활동, 직무통합과 직무순환, 다기능화, 현장감독
자 육성, 자율팀과 자주보전, 참여적 품질 활동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
록 하면서, 필요하다면 IT 기술을 접목하거나 로봇을 도입하는 등 현장의
수요에 맞는 제조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울러 제조혁신을 제대로 수
행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작업조직과 노동과정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이에
적합한 인사혁신이 뒷받침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하여 통합적 접근이 일반적인 경향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이러한 작업조직과 노동과정 중심의 일터혁신 접근은 바로 서비스
업의 혁신에도 타당하다는 점이다. 기존 서비스산업 대책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사실만 반복했지, 서비스산업의 혁신이 발생하는 현장에 대
한 고민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산업이야말로 노동 현장이 곧 소
비 현장이기 때문에 작업조직과 노동과정을 중심으로 한 일터혁신 접근
법이 업그레이드에 긴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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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기존 일터혁신과 제조혁신 정책의 문제점 : 작업조직 중심 통합적
접근의 결여

자료 : 필자 정리.

나. 새로운 일터혁신 정책 추진체계
일터혁신은 주로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
다. 그러나 이와 관계된 제조혁신, 현장혁신 등은 산업부 중심으로 추진
되어 오면서 두 가지 사업 모두 통합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여 현장 수요 중심의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일터혁신
정책과 관련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각 부처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결
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터혁신에 대한 노와 사의 참여가 중요하기 때
문에, 이 추진단의 의사결정기구에 노사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림
7-5]에서 볼 수 있듯이 컨트롤 타워에서 일터혁신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
립하고 이를 지휘, 조정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일터혁
신 정책(TYKE, TYKES, Liideri 등)으로 유명한 핀란드에서처럼 기술혁
신 정책이 사회혁신 정책과 결합되는 것(TEKES)이 필요하다. 일터혁신
추진단에는 노와 사의 대표를 비롯하여 기재부, 고용부, 산업부, 중소기업
부 등이 주축을 이루고, 서비스업에 대한 확장을 보아가면서 문화부, 복
지부 등도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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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일터혁신 정책 추진체계의 구상

자료 : 필자 정리.

일터혁신 실행 네트워크는 노사발전재단뿐 아니라 그동안 제조혁신을
지원해오던 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과 생산성본부,
능률협회 등의 민간기관들이 공동 컨설팅 등을 통하여 협력의 접촉면을
확대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 중소 기업 간, 원 하청 간
에도 일터혁신의 전파와 확산이 있어왔다는 점에서, 그리고 일터혁신의
성과를 공정거래를 통해 중소기업의 이득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동반성장
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조직과 정보
를 공유하며, 공동 사업을 개발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밖에
한국노동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교육훈련기관, 학계가 함께
일터혁신 모델을 개발함은 물론 해외 모델과 정책을 벤치마킹함으로써,
베스트 프랙티스의 확산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지난 10여 년간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전달 벨트로 기능해온
하향식 일터혁신사업 상황을 탈피하여, 중소기업 일터혁신 연구자와 정
책 관계자,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중소
기업 일터혁신의 정책과 실천을 일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7-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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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는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일터혁신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협력 네트
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때 EUWIN과 같은 국경을 넘어선
네트워크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다(Oeij, et al., 2017 참조).

2. 일터혁신 정책 전달체계의 재구성
가. 노사발전재단의 사업 재구성
일터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델과 콘텐츠를 부단히 개발하는 가운
데 여러 경로에 걸친 확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기존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 사업을 참여적 작업조직 중심으로 재
편하면서, 다른 인적자원관리와 평생학습체계, 근로시간 단축 등과 연계
하는 것이 필요하다(조성재, 2018). 노사발전재단은 칸막이식으로 설계된
여러 고용노동정책의 말단 집행기관으로서의 성격을 탈피하여 회계연도
를 넘어선 중기 계획과 사후 보완 컨설팅까지 추진이 가능한 기관으로 거
듭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부처 간, 부처 내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국회와의 예산 협의가 필요하다.
일터혁신 정책의 중심 집행기관은 일터혁신 모델과 콘텐츠를 개발하
고, 다른 제조혁신이나 현장혁신 관련 민간 및 공공기관 간 협력과 교류
를 강화하며, 컨설턴트들에 대한 교육기능을 지녀야 한다. 노사발전재단
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단 내부에서 현행 국제 노동협력,
노사관계 개선사업 등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센터 등의 형식으로 조직적
으로 구별 정립되고, 그를 통해 일터혁신 핵심 집행기구로서의 정체성
(identity)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독자적인 (가칭) 일터혁신센터는 현행 단년도 위탁사업기관으로서의
성격을 탈피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받음으로써 기획 및 전략 사업과
후속 컨설팅 등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물량과 건수 중심
의 컨설팅을 넘어 실질적으로 현장에 필요한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을 탄
력적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와 사의 참여하에 일터혁신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정책당국자들을 포함한 노동계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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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계, 업종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일터혁신 네트워크의 중요한 한 축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나. 원청기업의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혁신 활동 확대
기존에도 일부 초대형 원청기업이 수행해오던 하청 중소기업들에 대한
현장혁신 지원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회통합적 성
장을 위해서는 원 하청 기업 간의 연대임금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를 가
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소 하청기업들의 생산성과 품질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일터혁신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표 7-1>에서 볼 수 있듯이 기
존에도 초대형 원청기업들은 주로 정부의 산업 정책이나 중소기업 정책
에 호응하면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제조혁신을 지원해왔는데, 이를 업그
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고용 영역으로도 컨설팅의 콘텐츠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수준을 대폭 확대하
기 위해서는 현장혁신의 여러 노하우와 인재를 보유한 원청기업들에 대
해서 정부가 퇴직자 재고용 경비 등을 지원하고, 원청기업 중심으로 2차
하청에 이르는 일터혁신 확산을 추진해야 한다(조성재, 2018).
다. 지역별, 업종별 노사정협의회 활용방안
일터혁신을 노사발전재단이나 초대형 원청기업들에만 의존하는 방식
은 확산에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 고용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전국 곳곳의 산업단지나 다양하게 존재하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집단
적으로 일터혁신에 대한 중요성과 구체적 기법 등을 공유하면서 우수사
례를 상호 벤치마킹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별 및 업종별
일터혁신 상호 벤치마킹 정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와
사 참여하의 지역별 및 업종별 노사정협의회 결성을 전제로 경비를 지원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현재 파편화된 기업별 노사관계의 단
점을 극복할 수 있는 초기업 수준의 노동조건 조율 발달 등과 같은 부수
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조성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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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4개 대기업 집단의 중소기업 현장 제조혁신 지원 프로그램
그룹

주요 내용

삼성

- 2010년 상생경영 실천방안 7원칙 발표
- 협력사 및 미거래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1차 협력사에 대해서는 상생컨설팅 제공, 2 3차 협력사 제조혁신을 위한
산업혁신 운동 지원(삼성의 컨설턴트들이 직접 활동)
- 전문컨설팅단 운영으로 원가, 품질, 제조 혁신활동 지원

현대차

- 직접 지원이 아닌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2002년 설립)을 통해 지원,
뿌리산업 14개 업종 기술지도, 50여 명 인원, 매년 60～70억 원의
현대차 출연금, 2003～2017년까지 기술지도 1,461사, 품질학교 33,873명,
벤치마킹 지원 157사, 업종별 기술세미나, 현장지도와 교육의 결합 등
- 사내에는 상생협력추진팀을 통한 지원
- 2 3차 협력업체로 지원 범위 확대, 지원 내용으로서 스마트공장 부각 등

LG

- 3대 사상, 5대 원칙, 5대 추진과제의 동반성장 체계, 오래된 자체적인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서 품질 생산성 컨설팅,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성과공유제, 아이디어 제안제도 등
- 외부 컨설턴트 활용, 내부인은 코디네이터 역할
- 2010년 이전에도 공장혁신 전문가(Factory Innovator)와 경영컨설팅
전문가 1명을 협력회사에 함께 상주시켜 협력회사의 생산성과 품질
혁신활동을 수행

포스코

- 국내 최초 성과공유제 도입(2004년)
- 자사에서 개발한 QSS 혁신 툴(2006 포스코 전사 적용)을 협력업체로
확산(2008), QSS 혁신허브 활동(2011년 지역사회로 확산)
- 생산성혁신 파트너십사업 참여(2011), 산업혁신운동 참여(2013),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2015), 매년 50억 원씩 출연
- 산업혁신운동의 경우 매년 200여 개 기업 지원, 1차 협력사와 2 3차
협력사 5:5 비중, 196억 원 소요, 계약직 컨설턴트가 직접 수행

자료 : 본 보고서 2장 내용 재정리.

라. 서비스업 모델의 개발
기존에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던 일터혁신 논의를 서비스업으로
도 확대 적용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 나아가 서비스산업의
혁신 정책도 기존의 공허한 규제완화 구호만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
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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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일터혁신 컨설턴트 양성 정책

자료 : 필자 정리.

산업이야말로 노동과정의 업그레이드가 바로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가
기 때문에 노동 중심의 접근법이 혁신의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서비스업과 자영업 등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하여 산업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41), 이러한 서비스산
업과 공공부문, 사회복지 영역을 포괄하는 일터혁신 종합대책이 수립, 추
진되어야 한다(조성재, 2018). 중장기적으로는 이하에서 설명하는 [그림
7-7]의 오른쪽 아래 보이는 바와 같이 공공서비스 컨설팅센터를 설립하
여 자영업을 포함해 서비스업자와 관련 노조들에게 사업 업그레이드와
관련한 컨설팅을 광범위하게 제공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조성재,
2018). 이는 중앙정부와 더불어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
람직할 수 있다.

41) Catapult Center, Creative Credit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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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일터혁신 정책 전달체계의 재구성

자료 : 조성재(2018: 70)를 일부 수정.

마. 우수 컨설턴트 육성
우수한 컨설턴트를 육성하고 확보하여 컨설팅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정책의 성공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산업현장의 경험이 풍
부한 퇴직 숙련인력들을 재고용하여 컨설턴트로 활약하도록 하되, 4차 산
업혁명 시대의 기술적 변화에 민감하고 인적자원관리에 전문성을 갖는
젊은 컨설턴트들과 팀을 이루어 투입하면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예상된
다. [그림 7-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시적으로 매년 100억 원 정도의 예
산을 과감히 투입하여 일터혁신 정책 전환 시점에 기반을 조성하고, 향후
이들이 민간 컨설팅 시장의 주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한편, 산업현장 경력자를 활용함에 있어 이미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산업현장교수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검
증된 우수 인력을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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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종합 : 일터혁신 전달체계의 재구성
이미 [그림 7-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모든 정책을 구상하고 기획,
추진, 점검, 평가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와 중심 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각 부처별 및 부문 정책별로 흩어져 있는 정책(예 : 노사관계 정책)
을 일터혁신 개념을 중심으로 조율해나가는 정책 조정이 요구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이 [그림 7-7]이다. 일터혁신은 노
동존중사회를 구축하면서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는 노, 사, 정의 winwin-win 게임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국민적 운동으로 승화시킬 필요
가 있다. 그런데, 일터혁신은 성공한 고성과 작업장 관행이나 보편적 벤
치마킹 모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이 아니며, 개별 업종과 기업의
작업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관행을 협력적으로 변모시켜 나가는 “구성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 사정이나 정책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 전문가 및 현장 노사의
네트워크가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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