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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일터혁신을 선도해온 일본,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
과 한국에서의 일터혁신 실천과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함의를 도
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일본의 경우 대표적인 생산혁신모형인
도요타생산방식의 형성과 전개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미국은 1980년대 제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에 구조조
정과 함께 전개된 고성과작업조직 및 관행 접근을 중심으로 살펴보
았다. 독일은 일터혁신의 흐름을 1) 유연적 생산시스템, 2) 노동 인
간화를 강조하는 혁신적 노동정책론, 3) 도요타주의의 전면적 도입
을 지향하는 통합적 생산시스템론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국의
경우 아직 제대로 된 이론이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일터혁신의 실
태와 정책,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일터혁신에
있어 성과배분의 의의에 착안하여 유럽과 미국의 일터혁신과 성과
배분 이슈를 스캔론플랜, 사회기술시스템, 고성과작업장시스템의 맥
락 속에서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일터혁신의 네 개 국가사례들에
대한 종합적 논의와 주요 함의를 제시하였다.

1. 일본의 일터혁신 실천과 이론
제2장에서는 일본 기업의 일터혁신에 대해서 살펴본다. 도요타생
산방식으로 대표되는 일본 제조업 기업들의 생산현장의 경쟁력은
1980년대 이후 많은 일본 기업들의 경쟁우위의 원천이었고, 이러한
일본 기업의 생산현장에 대한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각국의 일터혁
신이 유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완성형으로서의 도
요타생산방식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그 초기 형성과
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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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도요타생산방식, 그중에서도 도요타자동차 특유의
흐름생산방식인 저스트인타임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저스트인타임
방식이 실제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도요타생산방식과 포드생산방
식에서 흐름생산의 형태는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 20세기 들어 형성
된 대량생산방식에 있어서 도요타생산방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에 대해, 도요타자동차의 사사(社史)와 선행연구를 활용한 사례연구
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도요타자동차에서 그 유명한 저스트인타임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곳은 도요타자동차가 설립되기 이전인 1936년에 도요타자동직기 자
동차부가 완성한 가리야조립공장이다. 하지만 도요타자동차의 실질
적인 창업자인 도요다 기이치로가 내건 이 슬로건이 오늘날의 후공
정인수방식의 저스트인타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전후 사정으로 볼 때에 이는 당시 도요타자
동차가 도입하려고 하고 있던 포드의 흐름생산방식을 의미하고 있
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도요타자동차에서 그 특유의 흐름생산방식인 저스트인타임방식
의 단초라고 할 수 있는 슈퍼마켓방식이 도입된 것은 그보다 훨신
뒤인 1954년, 도요타자동차 최초의 본격적인 양산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로모공장에서이다. 슈퍼마켓방식이 도입될 당시의 도요타자
동차의 생산현장 상황은 지금의 도요타자동차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프레스공장, 주물공장, 기계가공공장, 기계조립공장,
최종조립공장 등 대소 30여 개의 공장으로 구성된 고로모공장에서
는 각 공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흐름생산을 지향하고는 있었지
만, 다수의 창고가 각 공장 사이사이에 배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
아 원할한 흐름생산이 실현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각 공장의 실제 생산현장을 소상히 살펴보면 상황은 보다 더 심
각했다. 각 공장에는 전공정 공장으로부터 무계획적으로 실려온 중
간재고가 쌓여 있었고, 라인 중간중간에는 많은 반가공품과 재공품
이 쌓여 있었다고 한다. 각 공장 간의 생산 동기화가 전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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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당시 고로모공장의 생산관리 형태에
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각 공장에는 월별 생산계획이 제시될 뿐이
었고 일별 생산계획은 각 공장에 맡겨져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각 공장은 공장 전체의 흐름생산이라는 전체최적보다는 각 공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생산을 하는 부분최적이 추구되고 있었다. 당시 고
로모공장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많은 소규모 집단에 의한 도급제도
이러한 부분최적의 추구를 가속화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조립공장
에서는 매월 중순 이후가 되어야 조립에 필요한 모든 부품이 갖추
어져 비로소 조립을 할 수 있는 월말 몰아치기생산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오노 다이이치를 비롯한 엔지니
어들이 고안해 낸 것이 중간재고의 운반방식을 개선하는 슈퍼마켓
방식이었다. 슈퍼마켓방식의 특징은 전공정 공장에서 완성된 중간
재고를 후공정 공장으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후공정 공장이 전공
정 공장으로 필요한 부품을 가지러 가는 것이었다. 이때 필요한 완
성차 5대분의 부품을 세트로 정해진 시간에 운반하는 방식을 취하
였는데, 필요한 부품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공정에서는 운반을 멈추
고 부품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림으로써 정해진 시간에 필요한 부품
을 완성하지 못한 공정에 대해 암묵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전사적으로 설계된 생산계획에 따른 생산지
시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일종의 시간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공장 전체의 공정 동기화를 통한 흐름생산의 단초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슈퍼마켓방식은 1963년에 생산지시의 기능을 가진 칸반
의 도입을 매개로 고로모공장의 최종조립라인이 공장 내 기계가공
공장, 기계조립공장 및 주조, 단조, 프레스 공장과 연결되었고, 이로
써 고로모공장의 전 공장에서 생산의 평준화 및 동기화를 통한 저
스트인타임방식이라고 불리우는 도요타자동차의 흐름생산이 완성된
다. 이후 이 방식은 1966년에 구입부품의 납입에도 적용되어 오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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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고 있다. 1954년에 슈퍼마켓방식이 도입된 후 고로모공장으로
만 보면 10년, 외주업체까지 포함하면 13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친
완성이었다.
1900년대 초반에 형성된 초기의 포드생산방식의 경우, 중앙에서
미리 계산된 리드타임에 의해 전공장의 각 공정이 연결됨으로써 생
산의 동기화가 이루어지는 일종의 전체최적화였다면, 도요타의 칸
반시스템은 분단된 각 공정이 칸반을 매개로 연결됨으로써, 각 공정
의 부분최적화를 통한 전체최적화라는 점에 그 차별점이 있다. 이에
따라 최종조립라인에서의 미세한 생산계획 변경에도 전공장의 모든
공정들이 쉽게 대응할 수 있는 흐름생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포드자동차에서는 작업공정의 분할과 통합, 각 공정별 작업속도
의 측정과 조정, 공정 간 중간재고의 운반방식 개선 등을 통해서 공
장 내 모든 공정이 기계식 컨베이어가 도입된 최종조립라인의 작업
속도 및 간격의 규칙성에 완전히 동기화하였고, 이로써 불필요한 원
재료나 부품, 공정 간 중간재고 등이 철저하게 억제된 토털시스템으
로서의 흐름작업을 실현하였다. 이는 1908년에 출시된 모델T의 대
성공에 뒷받침된 윤택한 자금력을 배경으로 한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험을 거쳐 완성된 것이다.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완성형의 이미지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달성을 위한 실험이 이루어진 포드자동차와는 달리, 도
요타의 슈퍼마켓방식이나 칸반시스템의 도입과정을 보면, 도요타의
흐름생산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는 사전적으로 완성형이 전제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단지 눈앞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행동이 있었을 뿐이다. 포드생산방식의 형성과 실행이 논리에 의
한 것이었다면, 도요타 저스트인타임방식의 형성과 실행은 행동에
의한 것이었다. 처음부터 사전적으로 완성된 시스템에 대한 이미지
가 없었다는 점에서 도요타의 저스트인타임방식은 물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공장 내 관계자가 공유하는 준거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
본질을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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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도요타자동차의 저스트인타임방식 형성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생산현장을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업의 규모나 자금력이 장애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 둘째, 협조적인 현장작업자의 존재가 생산현장의 개선
을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점, 셋째, 도요타생산방식을 벤치마
킹하려고 할 때에 그 물적인 시스템의 구성요소 도입에만 치중해서
는 안 되며 도요타생산방식을 일종의 준거기준으로 이해하고 그러
한 준거기준의 도입에 힘쓸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다.

2. 미국의 일터 패러다임 전환과 일터혁신
제3장은 미국 일터혁신의 역사적 배경과 최근의 동향을 분석한다.
미국에서 일터혁신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1980년대부터 본격화
된 자국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와 위기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대응
방안 모색에서 출발한다. 일터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미국 기업
들의 전환 노력은 유례없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의 경험과 크게 대비되고 있다. 과감한 구
조조정으로 비효율적 생산 거점을 과감히 도태시키고, 경쟁 우위 분
야에 집중하면서 투자와 혁신을 가속화하는 신속 과감한 변화는 다
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미국식 경영의 주요한 특징이었다.
미국의 일터혁신은 선진 경쟁자들을 면밀하게 학습하고 그들의
장단점을 미국식 환경에 재빠르게 융합 및 혁신하는 역동적인 경쟁
환경 속에서 발전해 왔다. 미국은 1990년대 세계 제조업을 주도하던
일본과 독일의 장단점들을 미국식 작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부단
한 혁신과 자기 개혁 노력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식 고성
과 일터 모델을 진화시킬 수 있었다. 대대적인 기업혁신 및 구조조정
과 거의 동시 병행적으로 전개되었던 벤치마킹은 일터혁신에 대한
미국 노사의 유연한 접근방식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일터혁신 노력은 1990년대 초반 클린턴 행정부가 미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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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의 개혁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미국의 노동개혁 논의에서 핵심 의제는 노사의 자발
적 참여와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고용관계를 활성화하고 이를 확
산하는 것이었다. 일터혁신과 노동관계 법제도의 개혁 노력을 추진
하던 진보적 노동개혁 진영에서는 일터 수준에서 노사의 자율적 협
력과 성숙한 일터혁신 참여가 고용관계의 발전은 물론 기업의 생산
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정부 차원에서 일터혁신과 노동자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가
끝나고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일터혁신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
의 관심은 위축되었고 더 이상 진전을 이룰 수 없었다.
미국에서 일터혁신과 고성과 일터 시스템의 확산은 분명한 한계
를 지니는 제한적 개혁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쟁 환경을 거치면서 경쟁력 있는 일터혁신 모델들이 지속적으로
탐색되고 있다. 이러한 일터혁신 모델들은 전통 산업과 첨단 산업,
그리고 지역 산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도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미국식 자발성의 장점으로 지적될 수도 있다.
미국에서 일터혁신에 대한 노조의 대응과 접근 전략은 전통적 단
체교섭과 이익 갈등의 관점에서 일터혁신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전통주의’ 노선, 이에 반해 노사 파트너십과 협력체제 구축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개혁주의’ 노선으로 나뉜다.
전통주의 입장이 기존 노조의 권한과 기득권을 침해하거나 이들의
통제를 벗어난 일터혁신에 대해서 분명한 거리를 두는 반면, 개혁주
의는 현장 수준에서의 일터혁신을 통해 일터의 경쟁력을 향상시키
고, 이를 통해 미국에서 좋은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지키는 전략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다. 그러나 개혁주의 노선은 노조 내에서 주류
노선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최근에는 다시 전통주의 노선이 주도권
을 쥐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들어 고성과 일터와 고도의 지능적 생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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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잠재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인간과 기술의 시너지 효과를 극
대화하는 방식으로 제조의 부활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더불어 미국 제
조업이 경험한 대규모 파산 등이 자리한다. 이러한 사태들을 계기로
예상치 못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하며, 이로써 제조업의 좋은 일
자리가 언제든지 대규모로 사라지고 산업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
할 수 있다는 위기감과 교훈이 깊이 각인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미국에서는 제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지 못할 경우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과 중산층 일자리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고성과 일터혁신 방식은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 전개되었
던 일터혁신이나 구조조정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유럽
의 일터혁신이 노사정의 ‘사회협약’을 기초로 한 사회적 타협 방식
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미국식 일터혁신은 기업 자체의 필요와 요구
에 의해 자율적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점에서 시장 주도의 성
격이 강하다.
최근 들어 미국식 고성과 일터 모델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제
조업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압력에 직면한 가운데 논
의되고 있다. 향후 미국의 일터와 일자리의 성격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모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한 의제들이 제
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에 진행되어왔던 미국식 일터혁신의 성
취와 경영 주도의 한계 등에 비추어 판단해 볼 때, 고성과 일터의
발전 과정에서 노조가 주도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노동의 이익을 적
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3. 독일의 일터혁신 역사와 이론의 전개
제4장은 독일의 일터혁신 역사와 이론의 전개과정을 다룬다. 1970
년대 말 테일러-포드주의의 위기 이후 독일에서 출현한 일터혁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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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CIM으로 대표되는 유연
생산시스템의 적극적 수용으로 일본 기업의 생산성 우위에 맞서려
했던 방향이다. 이 방향을 선택했던 기업들은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
성과 품질의 개선을 기도했지만, 설비가 자주 고장나는 바람에 가동
률이 현격하게 떨어졌다. 이 실험이 시작된 지 10년도 되지 않아 폐
기되어 버린 이유이다.
두 번째는 1970년대 노동조합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노동의
인간화 운동의 경험을 발전시킨 방향이다. 이 경로에 속하는 가장
두드러진 작업조직의 변화는 그룹작업의 도입이었다. 주로 작업조
직 내 그룹의 자율성과 책임성, 풍부한 노동내용, 컨베이어벨트의
후퇴, 긴 사이클 타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자율적 그룹작업을 중
심으로 한다. 이 경로의 발전과정에는 노동조합과 사업장의 이익대
표 조직이 가장 큰 역할을 수행했다. 노동의 인간화의 길은 실험 단
계를 넘어서지 못했고, 결국 기업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부딪혀 1992
～93년 독일 자동차산업의 위기 국면에서 좌절되고 말았다.
그러나 1992～93년 독일 자동차산업의 위기 이후에도 두 번째 경
로를 더욱 발전시킨 새로운 혁신의 경로가, 비록 일군의 기업 사례
에 지나지 않지만, 존재하였다. 이 경로는 반자율적 그룹작업, 마이
스터의 기능확대, 공정 지향적 분권화, 덜 위계적인 작업장 관리, 합
의에 기초한 리더십, 목표협정을 통한 조정 형식, 노동과 학습의 통
합, 임금체계와 그룹작업 사이의 매칭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혁신
적 노동정책이라고 명명된 이 흐름은 1992～93년의 독일 자동차산
업의 위기 이후 린 생산에서 밀려나 지배적 추세를 형성하지는 못
했지만, 뚜렷한 대안적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지막 세 번째 경로는 도요타주의의 길이다. 낮은 원가와 높은
품질 및 생산성, 일본식 그룹작업, QC 서클, 짧은 사이클 타임, 지속
적인 개선, 통제에 기초한 리더십 등이 도요타주의의 요소들이다.
1992년과 1993년의 독일 자동차산업 위기 이후 지금껏 세 번째 경
로가 지배적 흐름을 이루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도요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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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요소들을 통째로 도입하자는 통합적 생산방식 운동이 지배적
이다. 통합적 생산방식은 린 생산의 구성요소들을 한꺼번에 번들로
도입하는 것을 뜻한다. 통합적 생산방식이 도요타 생산방식으로부
터 파생되어 나왔다고 하더라도 두 개의 생산방식은 차이가 있다.
작업조직, 숙련, 표준화, 물류 등의 측면에서 도요타와 통합적 생산
방식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독일의 많은 기업들에서 린 생산이 확산됨에 따라서 린
생산을 옹호하는 연구자들과 혁신적 노동정책론을 옹호하는 연구자
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1990년대 초반 이후 독일 자동
차산업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린 생산을 둘러싸고 가장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당사자들은 주로 SOFI 출신인 혁신적 노동
정책론자들과 린 생산론자들이었다. 이들은 작업장에서 불안정과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 그룹 혹은 작업자 개인에게 맡겨야 할 것인
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지, 생산방식의 경
제성 등에 관해 논쟁을 벌였다.
인더스트리 4.0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작업장에 도입됨에 따라 린
생산과 인더스트리 4.0 사이의 관계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먼
저 두 개의 원리가 충돌한다는 견해, 그다음 린 생산의 원리들이 인
더스트리 4.0 속에 통합될 것이라는 견해, 세 번째, 인더스트리 4.0
의 기술들은 노동자에게 기회와 위험의 가능성을 동시에 던져준다
는 견해가 있다. 여기서 기회란 작업자의 행위공간과 분권화된 자율
조정을 강화할 가능성을 말한다. 위험이란 인간노동의 기계에 의한
대체, 숙련과 능력의 가치 축소, 간접 직무의 단순화, 디지털 보조
시스템의 투입에 따른 경험적 지식의 질적 저하 등의 가능성을 말
한다. 따라서 세 번째 견해는 인더스트리 4.0이 이러한 기회와 위험
의 가능성을 동시에 주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도입 단계이기 때문
에 어느 쪽이 현실화될 것인지는 두 개의 길 가운데 시장에서 어느
것이 성공을 거둘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인더스트리 4.0이 제공해주는 기술적 가능성들을 적극적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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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린 생산과 구별되는 혁신적 노동정책의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때 제안된 기업 노동정책
의 방향은 첫째, 과업 통합과 팀의 자율조직화, 둘째, 생산 부서와
간접/지원 부서 사이의 더 긴밀하고 체계적인 협력, 셋째, 고용을 촉
진하는 최적화 및 계획 활동, 넷째, 종업원 가능성의 확대, 다섯째,
협력형식의 개선과 능률조건의 조정, 여섯째, 적절한 조정 형식이다.
최근 들어서야 인더스트리 4.0의 기술들이 작업조직에 미치는 효
과들에 관한 실증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인더스트리 4.0이 린 생산
의 원리 속에 통합된다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연구도 있고 다소 혼
란스러운 연구도 있다. 더 신뢰할 만한 견해를 갖기 위해서는 더 많
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4. 유럽과 미국의 일터혁신과 성과배분
제5장은 유럽과 미국의 일터혁신과 성과배분을 다룬다. 일터혁신
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근로자의 역할구조를 의미하는
작업조직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
하는 데 필요한 역량․스킬과 동기(motivation)가 형성되지 않으면
작업조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노동
동기와 관련해서 기존의 일터혁신에 대한 접근들에서 성과배분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그리고 이것이 현재 한국 기업의 일터혁신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일터혁신과 성과배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검토한 선행연구들은 스캔론플랜, 사회기술시스템,
고성과작업시스템, 그리고 일터혁신을 넘어 기술혁신과 성과배분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이다.
스캔론플랜은 근로자 참여와 성과배분을 결합한 미국의 오래된
일터혁신 프로그램이다. 스캔론플랜의 성과배분은 성과급의 기본적
인 인센티브 기능을 수행하면서 당시 지배적인 임금제도였던 성과
급(piece rate)이나 테일러식 차별성과급이 해결할 수 없었던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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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협력 및 근로자 내부 협력의 문제를 해결했다. 사회기술시스템론
이 근로자의 역할 즉 작업조직 측면에서 반(反)테일러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면 스캔론플랜은 임금 내지 인센티브 측면에서 반테
일러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스캔론플랜은 성과
배분이라는 보상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노사 간 그리고 근로자
간 협력을 형성하고 근로자 참여를 통한 각종 개선과 일터혁신을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 주목해서 마이클 무어 교수는 일터
혁신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스캔론 공장’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사회기술시스템론(sociotechnical system theory)의 초기 이론들
이나 이후 진행된 1960년대 북구 유럽의 실험에서 임금은 숙련급이
초점이었고 성과배분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미국의 신공
장 혁명이나 QWL 운동으로 지칭되는 북미형 사회기술시스템에서
성과배분이 숙련급과 함께 작업조직을 보완하는 관행으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성과배분은 숙련급이 부딪히는 숙련포화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전사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새로운 경쟁시대에서 전체
직원들의 통합과 협력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증연구들
에 의하면 실제로 북미형 사회기술시스템들에서는 성과배분이 사회
기술시스템적 작업조직을 보완하는 관행으로서 기능했다.
미국의 고성과․참여적 작업시스템(high performance work system)
연구들은 성과배분을 작업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취급하
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만, 공유자본주의 연구자들은 성과배분을
비롯한 공유자본주의 관행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성
과배분이 고성과․참여적 작업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 중의 하나가
아니라, 성과배분을 포함한 공유자본주의가 고성과․참여적 작업시
스템과 동등한 위상에서 보완재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오너십과
성과작업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광의의 성과배분이 고성과작업시스
템의 핵심 원리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배분의 위상
과 역할을 가장 높게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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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를 불문하고 일터혁신과 기술혁신과의 관련성에 대
한 관심과 논의들이 증가하고 있다. 관련 연구들은 양자 간에 밀접
한 연관성을 발견했고, 국내의 일터혁신에 대한 연구와 정책의 방향
도 일터혁신과 기술혁신을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으로 수렴되는 것처럼 보인다. 일터혁신과 성과배분의 관계에 대한
논의와 마찬가지로 성과배분은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보상제
도라는 연구들이 있다. 성과배분제는 기술혁신이 낳는 추가적인 경
영성과분을 기술혁신에 기여한 근로자들과 공유하겠다는 경영자 측
의 사전 약속장치(commitment)로 기능해서 기술혁신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성과배분은 일터에서 노사 간 그리고 근로자 간 목적과 이해를 통
합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일터혁신이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혁
신보상(pay for innovation)으로 기능한다. 성과배분의 이러한 기능
을 경제학에서는 혁신에 있어서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으로,
경영학에서는 전통적으로 관리나 경영의 기본 기능으로서 노사 간
그리고 근로자 간 목표와 가치의 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다뤄 왔다. 일터혁신이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면 여기에서 검토한 바
와 같이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일터혁신의 동기 요인인 성과배분제
의 활성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과배분제도라 해도 해당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는가에 따라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
서 일터혁신 정합성이 높은 성과배분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5. 한국의 일터혁신 실천과 정책 및 연구
제6장은 한국의 일터혁신을 기업 차원의 실천과 정부 정책 그리
고 연구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한국에서 일터혁신과 관련한 논
의는 1990년대부터 있었고 실제로 일부 기업 현장에서 의식적으로
일터혁신이 추진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책의 영역으로 일터혁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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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온 것은 2000년대 초부터이다. 그간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었지
만 일터혁신에 대한 통일된 개념은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작업 현장(일터)에서 일어나는 혁신 일반을 지칭하는 광의의
개념부터 ‘근로자 참여’와 ‘작업조직 변화’를 핵심 요소로 보는 엄격
한 개념까지 다양한 정의가 병존하고 있다.
한국에서 일터혁신 개념이 들어오고 기업 현장과 정책 영역에서
실천에 옮겨지기 시작한 지 이십여 년이 지나고 있지만 일터혁신의
수준이나 변화 양상은 그리 고무적이지 않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작
업현장은 기능적 유연화 수준이 낮고 작업팀 활용 정도도 낮은 편
이다. 한국노동연구원「사업체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
라 기업의 일터혁신 수준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일
터혁신 지수의 경향적 하락을 보고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노사관계
영역, 인사관리 영역, 인적자원개발 영역에 비해 작업조직 영역의
일터혁신이 상대적으로 더 저조하다.
OECD 내 다른 회원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고성과작업조직관행
수준이 전체적으로 평균 이하의 하위권에 속하며 인사관리 부문에
비해 특히 작업조직 부문의 혁신이 낮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기업에
서 일터혁신이 저조한 주된 이유로는 ① 기업들의 기술 중심적 혁
신전략, ② 일터혁신에 친화적이지 않은 노사관계, ③ 일터혁신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과 지식, 정보의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정부의 일터혁신 관련 정책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일터혁신
지원사업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산
업통상자원부의 생산성향상파트너십 지원사업 등이 있다. 고용노동
부의 일터혁신 지원사업은 2004년 이래 정부 일터혁신 정책을 대표
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일터혁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참여 업체로
하여금 다양한 성과를 거두게 하는 데에도 기여했으며, 일터혁신 지
원조직과 컨설팅인력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에도 일조하였다. 하
지만 중장기적인 비전과 로드맵이 약한 상태에서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방향성이 흔들렸고 노사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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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체 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구축하지 못한
한계를 보여주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제조업 혁신전
략에서 기원하지만 근래 일터혁신사업과의 융합이 활발하게 추진되
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생산성향상파트너십 지원사업과 산업혁
신운동도 일터혁신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사업이지만 현장 근로자의
참여에 대한 고려가 미미하다. 정부의 일터혁신 정책 사업은 양적
성과 못지않게 질적인 심화, 현장성의 제고, 노사의 자발적 참여 및
일터혁신 관련 주체들의 네트워크와 협력성 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간 국내 학계에서는 일터혁신에 대한 다수의 연구 성과들이 축
적되어 왔다. 주된 연구 영역은 일터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
터혁신의 효과, 정부 일터혁신 지원정책사업의 성과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터혁신 영향 요인들 중에는 자동화기술, 인적자원을
중시하는 경영진의 가치관과 전략, 정부의 지원정책, 고용안정성에
대한 인식, 직무자율성, 노동조합의 참여와 노사협의회의 활성화 등
이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제한적으로 해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터혁신의 고용효과는 민감한 주제이다. 혁신적 작업조직의 활
용이 고용에 미약하게나마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노용진, 2016)도
있지만, 그 외에도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요인들이 많으므
로 일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한편,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혁신적 작업조직의 도입이 긍정적 조직성과로 이어진다는 고무적인
연구결과가 있거니와, 나아가 참여적 작업관행의 도입이 노사관계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고성과작업
체계는 노사협력을 매개로 할 때 긍정적인 조직성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 역시 일터혁신에 임하는 주체들의 자세와 상호관계의 중
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노사발전재단 같은
매개기관들의 주도로 수행된 관련 정부지원사업들이 일터혁신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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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하고 참여사업체의 각종 경영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연
구결과들은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는 데이터에 입각한 실증분석 못지않게 다양한 업종의 대
기업과 중소기업 사례들에 대한 심층분석, 그리고 이를 종합하는 연
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터혁신의 양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강점과 약점, 특성 등
을 규명하여 기업규모나 업종 특성 등에 부합하는 일터혁신 모델을
개발하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일터혁신을
주도해나가는 핵심주체와 일터혁신이 진행되어 나가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 일터혁신의 과거와 현재, 미
래에 대한 동태적인 이해는 한국 생산방식의 진화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와도 직결된다고 하겠다.

6. 종합적 논의와 함의
일터혁신 선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미국, 독일 그리고 후
발주자인 한국의 일터혁신 형성 및 발전과정과 이론적 논의들로부
터 끌어낼 수 있는 함의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려할 점은 일터혁신의 ‘맥락구속성’이다. 일터혁신은 각
나라의 기업들이 자신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
혹은 극복하는 과정의 산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도요타자동차의 생
산방식(Toyoda Production System) 곧 ‘린 생산방식’의 형성과 발
전과정은 일터혁신의 맥락구속성을 잘 보여준다. 애초에 도요타자
동차는 후발주자로서 포드자동차의 흐름생산방식을 모방하려고 했
지만 이내 이식의 불가능성을 자각하고 매 시기마다 도요타자동차
에 제기된 생산성, 공정 및 생산 관리상의 제 문제들에 대한 현실적
고민 위에서 누적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생산방식을 발전시켜왔다.
독일이나 미국에서 진행되어온 다양한 일터혁신 시도들과 이를 둘
러싼 논쟁 역시 이들 나라 핵심 산업 기업들이 처한 역사적 맥락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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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아야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한국의 일터혁신 역시 1980년
대 말까지 나름대로의 성공을 구가해온 전통적인 한국 생산모델의
한계에서 배태되어 진화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일터혁신에 있어 노동자 참여와 노사협력 문제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일터혁신의 핵심이 현장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와 협조라는 주장은 당연한 것이지만, 일본 사례에 대한 우리의 분
석은, “협조적인 현장작업자의 존재가 생산현장의 개선을 위한 필
수조건이 아님”을 시사한다. 이에 반해 1990년대 미국의 일터혁신
에 있어서는 “노사의 자율적 협력과 성숙한 참여”가 중요한 요건으
로 강조되고 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현장에서의 노사 공동결정 메
커니즘이 깊이 정착되어 있다. 협조적인 노사관계와 노동자가 상수
처럼 되어 있는 일본에서는 굳이 노동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던 반면, 대립적 노사관계와 비협조적 노동자들
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은 일터혁신에서 현장노동자의 참여와 협력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일터혁신을 위한 현
장노동자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는 것 역시 그만큼 혁신에 대한
노동자의 소극적 태도와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을 방증한다. 결국 일
터혁신은 현장 노사관계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 변화를 촉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일터혁신은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니며 목적의식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일터혁신을 주도해나갈 혁신적 리더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침이 없다. 도요타생산방식의 형성․발전 과정은 경영자
의 혁신 의지와 실천이 생산방식의 혁신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도요타의 혁신 지향적인 기업가 정신은, 개선활
동이 현장의 일상활동이 되도록 하였으며, 부품 재고에 따른 생산
비용과 차질 문제를 ‘무재고 흐름 생산’이라는 혁신적 발상으로 해
결하였다. 독일이나 미국의 일터혁신을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 역
시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 노력한 혁신리더십 없이는 설명할 수 없
다. 이들은 자기 기업의 문제를 직시하면서 개방적인 자세로 기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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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혁신 사례와 경험들로부터 교훈을 배우고 응용하면서 자신
에게 맞는 혁신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 일터혁신의 미
래 역시 끊임없이 일터의 문제를 직시하고 혁신을 통해 풀어가려고
하는 기업가정신과 리더십에 의해 상당 부분 좌우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일터혁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집단적 혁신의지
를 축적하고 고양할 수 있는 커뮤니티인 ‘일터혁신 리더스포럼’을
부활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금체계가 성과나 혁신과 거의 무관하게 작동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때 성과배분시스템과 일터혁신의 관계에 대한 탐구
는 큰 의미를 지닌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스캔론플랜, 사회기술
시스템, 고성과작업시스템, 그리고 기술혁신과 성과배분에 대한 최
근의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스캔론플랜은 성과배분이라는 보상제도
를 갖고 있었기에 노사 간 그리고 근로자 간 협력을 형성하고 근로
자 참여를 통한 각종 개선과 일터혁신을 이룰 수 있었다. QWL 운
동으로 지칭되는 북미형 사회기술시스템에서도 성과배분은 숙련급
과 함께 작업조직을 보완하는 관행으로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성과
배분은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보상제도라는 연구결과들이 있
다. 요컨대 성과배분은 일터에서 노사 간 그리고 근로자 간 목적과
이해를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일터혁신이나 기술혁신을 촉
진하는 혁신보상(pay for innovation)으로 기능한다. 앞으로 일터혁
신과의 정합성이 높은 성과배분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일터혁신의 현실과 실천에 대한 이론화의 측면에서 한국은 다른
선도국가들에 비해 뒤처져 있으며 여전히 미국이나 일본, 독일에서
그 나라의 역사 속에서 발전된 일터혁신 이론의 틀로 우리의 현실
을 재단하려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독일과 미
국의 산업노동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사례와 경험에 입각하여 각자
고유한 일터혁신의 이론들을 형성․발전시켜왔다. 독일의 유연생산
시스템론, 혁신적 노동정책론, 2000년대의 통합적 생산방식론,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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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 논의 등이 그러하며, 미국의
고성과작업관행론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일본의 경우는 도요타생
산방식이라고 하는 혁신적인 생산방식을 발전시켜왔지만 정작 이를
‘린 생산방식’으로 이론화하고 핵심 요소들을 규명한 것은 일본 연
구자들이라기보다 일본 제조업의 강한 경쟁력에 주목하고 그 원천
을 밝혀내고자 했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군의 외국 연구자들이었
다. 실천과 이론은 상호작용하며 발전한다. 이론의 빈곤은 결국 실
천의 빈곤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한국에서 이십 년 넘게 일터
혁신이 논의되고 현장과 정책의 영역에서 실천되어 왔으며 적지 않
은 연구가 축적되었음에도 한국의 일터혁신에 대한 제대로 된 이론
이 없다는 사실은, 이 분야 연구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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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 일터혁신 정책사업의 방향 재정립과 재구성을 위한 이론적
체계화가 필요하다. 2004년 뉴패러다임센터 설립 이래 우리 정부는 15년
간 일터혁신 정책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일터혁신사업은 초창기의 동력을
잃고 지난 10여 년간 초점을 잃은 채 표류해왔다.
경제의 글로벌화, 디지털 기술혁명,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
서 종래의 관성적인 일터혁신 정책사업을 넘어서 새로운 정책 방향의 제
시 및 내용, 추진방식 등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선진국의 일터
혁신 개념과 이론적 논의의 전개과정 및 현재의 주요 쟁점 등을 비롯해
국내외 일터혁신 논의와 연구를 체계적으로 천착할 필요가 있다.
일찍이 선진 각국에서는 광의의 일터혁신이라 할 수 있는 생산방식의 혁
신이 20세기 초반부터 진행되어 왔고 이를 반영한 이론들이 발전해왔다.
특히 일본, 독일 자동차산업 및 전기전자 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전
통적인 미국식 포드주의 생산방식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한 1980년대부
터는 일터혁신이 작업장 노사관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면서 일본,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터혁신이 경쟁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와 관련된 개념과 이론적 정식화가 진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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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서는 세계적으로 도요타를 모델로 한 린 생산방식(Lean Production
System)이 확산되어 왔으며, 비제조업을 포괄하는 보다 일반적인 일터
혁신은 미국을 중심으로 고성과작업조직(High Performance Workplace
System : HPWS)의 이론과 실천으로 발전해왔다. 독일의 경우 다변화된
품질생산(Diversified Quality Production)론으로 정식화된 바 있다. 이처
럼 주요 선진국에서는 학계와 현장의 긴밀한 연계 아래 지속적으로 일터
혁신에 대한 이론적 발전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 한국에서도 우리 실정을 반영한 한국형 일터혁신 모
형 개발을 위한 일터혁신의 개념과 이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간 한국
의 일터혁신 정책과 실천이 지지부진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선진국에서
실천적으로 형성․발전해온 일터혁신의 개념과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
용하여 한국 현실에 적용하려 한 데 있다. 선진국의 일터혁신 경험 및 연
구와 이론적 성과를 참조하되 한국에서의 일터혁신을 보다 적실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개념 및 이론적 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연구 목적과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터혁신 주요 선진국을 대
상으로 그들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일터혁신 실천 및 논의를 종합하는 것
이다. 도요타자동차를 모델로 한 전통적인 린 생산방식론과 일터혁신에
대한 보편적 접근인 고성과작업장시스템(HPWS) 등의 현대적 전개과정
을 살펴보고, 디지털 혁명 시대의 작업조직과 노동과정, 기술의 상호발전
적인 관계에 대한 역사적인 논의와 성과를 종합한다.
둘째, 일터혁신의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한 일터혁신의 재개
념화를 시도한다. 일터혁신 개념의 맥락구속성과 역사성을 고려하여, 선
진국에서 발전되어온 일터혁신 개념 정의를 참조하면서 한국의 경제 및
고용노동체제의 조건에 보다 적합한 일터혁신 개념, 구성 체계와 요소 등
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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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한국형 일터혁신 모델을 위한 이론화의 모색이다. 일터혁신 등
주요 개념의 정의, 일터혁신 구성 체계와 요소의 확인, 일터혁신 결정요
인에 대한 이론적 가설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룰 주요 연구내용은 주요 선진국에서의 일터혁신 실천
과 이론의 전개과정에 대한 분석이다. 여기서는 광의의 일터혁신 곧 생산
방식 혁신의 역사적 이론적 준거가 되어온 일본, 미국, 독일 세 나라 사례
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일본의 일터혁신 실천 및 이론과 관련해서는 도요타생산방식의
초기 형성과정에 촛점을 맞추어 일본 기업의 일터혁신을 살펴본다. 그중
에서도 도요타자동차 특유의 흐름생산방식인 저스트인타임방식에 초점
을 맞추어, 저스트인타임방식이 실제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도요타생산
방식과 포드생산방식에 있어서의 흐름생산의 형태는 어떻게 다르고 같은
지, 20세기 들어 형성된 대량생산방식에 있어서 도요타생산방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이를 통해 도요타생산방식의 핵심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전개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의 시사점이 무엇인
지를 살펴본다.
이어서 미국 일터혁신의 역사적 배경과 최근의 동향을 분석한다. 여기
에서는 미국의 일터혁신이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자국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와 위기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대응 방안 모색에서 출발하였다는 인
식 위에서 일터혁신을 추동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정책과 미국 기업들의
일터혁신 특징 그리고 이에 대한 노조의 대응과 접근 전략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독일 일터혁신의 역사와 이론의 전개과정과 관련해서는 1970년대 말
테일러-포드주의의 위기 이후 독일에서 출현한 일터혁신의 흐름을 세 가
지로 분류하여 이들의 전개와 귀결을 살펴본다. 첫째는 CIM으로 대표되
는 유연생산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일본 기업의 생산성 우위
에 맞서려 했던 방향이다. 두 번째는 1970년대 노동조합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노동의 인간화 운동의 경험을 발전시킨 방향이다. 마지막 세 번
째 경로는 도요타주의의 길이다. 낮은 원가와 높은 품질 및 생산성, 일본
식 그룹작업, QC 서클, 짧은 사이클 타임, 지속적인 개선, 통제에 기초한

4

일터혁신의 이론 및 실천에 관한 기초연구

리더십 등이 도요타주의의 요소들이다. 그리고 최근 노동 4.0과 독일 일
터혁신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요약한다.
마지막으로 유럽과 미국의 일터혁신과 성과배분을 다룬다. 일터혁신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근로자의 역할구조를 의미하는 작업조직
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스킬과 동기(motivation)가 형성되지 않으면 작업조직이 제대로 작
동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근로자의 노동 동기와 관련해서 기존의 일터혁
신에 대한 접근들에서 성과배분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그리고 이것이
현재 한국 기업의 일터혁신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연구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일본, 미국, 독일
의 생산방식 및 일터혁신과 관련한 1차 자료 및 2차 연구자료들을 각 분
야 전문가들이 수집, 정리하고 분석 및 해석하는 방식으로 초고를 작성한
다음, 수차에 걸친 연구진 회의를 거쳐 수정 및 보완하는 방식으로 연구
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등 다양한 전공배경을
가진 연구자들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분과 학문의 제약을 넘어선 학제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와 한계

본 연구를 통해, 일터혁신을 선도해온 나라들의 일터혁신 실천의 역사
적 맥락과 이론적 동향을 파악한다. 일본, 독일, 미국 등 일터혁신 선도국
에서의 일터혁신 논의와 이론 동향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성과와 한계,
쟁점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일터혁신 연구 및 정책, 일터혁신 실천을 위한
일종의 참고용 준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 산업, 노동 상황에 부합하는 일
터혁신의 개념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학계에서 그간 일터
혁신 개념에 대해 논자마다 적지 않은 시각차가 있었음을 고려하여 우리
현실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일터혁신 개념을 제시하여 향후 일터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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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정책사업, 실천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 제약과 실현가능성 등의 이유로 국가사례 비교연구에 요구되는
엄밀한 분석틀을 활용하지 못한 점은 이 연구의 결함이다. 따라서 이 연
구의 결과와 논의들 역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추후 일터혁신 국
가 모델의 비교연구를 추진할 경우 정교한 분석틀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풍성한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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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일본의 일터혁신 실천과 이론화

1980년대 자동차산업과 전기전자산업에서 보여준 일본 기업의 약진은
기존 구미기업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일본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생산현장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특히 가공조립형 제조업에
있어서 일본 기업의 생산현장은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고,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각국의 일터혁신(Workplace Innovation)
을 유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1970년대에 도요타생산방식(TPS)으로 대표되는 일본적 생산방
식이 정립된 이후로 정작 일본 기업들에서는 일터혁신이라고 지칭할 만
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 않다. 일본 기업의 일터혁신이라고 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난 두 가지 움직임을 들 수 있다. 한 가지는 각 기업
에서 관찰되는 포드생산방식의 도입이다. 일본적 생산방식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도요타생산방식은 도요타자동차가 포드생산방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조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일본과학기술연맹의 주도로 이루어진 미국의 통계적 품질관리
(SQC)의 도입이다. 오늘날 일본 기업 품질관리의 대명사가 되어 있는 전
사적 품질관리(TQC)와 QC 서클활동 등은 당시 도입한 통계적 품질관리
가 일본적으로 발전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도요타생산방식의 형성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 기업의
일터혁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도요타자동차는 도요타생산방식이 저
스트인타임(JIT)과 ‘사람 인’ 변(亻)이 붙은 자동화(自働化)의 두 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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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다고 한다. 여기에서 사람 인 변이 붙은 자동화는 도요타자동차의
전신인 도요타자동직기의 창업자 도요다 사키치(豊田佐吉)의 ‘부가가치
를 창출하지 않는 움직임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상’을 계승 발전
시킨 것이다. 반면 저스트인타임은 자동차산업에 있어서 생산공정의 동
기화를 통해 흐름생산을 확립한 포드생산방식의 영향 아래 도요타자동차
에서 확립된 흐름생산의 한 방식이다.
본 장에서는 도요타생산방식, 그중에서도 저스트인타임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도요타자동차 특유의 흐름생산방식인 저스트인타임방식이 실제
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도요타생산방식과 포드생산방식에 있어서의 흐
름생산의 형태는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 20세기 들어서 형성된 대량생산
방식에 있어서 도요타생산방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등에 대해서 살
펴보고자 한다.

제1절 흐름생산의 도입 노력(1934～1945년)

도요타자동차가 설립된 것은 1937년 8월이지만, 그 이전의 도요타자동
직기 내에 설치된(1933년 9월) 자동차부가 도요타자동차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도요타자동차의 최초 생산현장은 1934년 3월에 도요타자동직
기 내에 설치된 “시작(試作)공장”이다. 당시 도요타자동직기 내에서 자동
차 사업을 관할하고 있던 도요타자동차의 실질적인 창업자인 도요다 기
이치로(豊田喜一郎, 이하, 기이치로)는 1934년 시작공장에 설치할 기계구
입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향하는 기술자 간 다카토시(菅隆俊)에게 자동차
양산을 위한 자동차제조공정을 확립하고자 조사연구의 임무를 부여한다.
도요타자동차 40년사에 간(菅)의 회고가 실려있다.
“국내에는 아직 자동차제조라고 할 만한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술
자도 없다. 도요타에도 자동차제조의 경험자는 한 명도 없다. (중략) 그래
서 나는 어떻게든 미국에 있는 공장들을 방문하여, 자동차의 각 부품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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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서 그 제조공정과 기술적 측면을 내가 일본에 돌아갔을 때에 즉각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견학을 하였다. 견학이라고는 하지만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었다. 지식과 경험의 도적질 같은 것까지 하면서 약 5개월 반 동
안 미국 각지를 돌았다.”(トヨタ自動車工業株式会社, 1978: 48～49)

도요타자동차의 생산현장이 처음부터 독자적인 발상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 자동차 산업의 선진적인 공장을 카피한 데서 시작되었
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塩地, 1994). 시작공장에서는
도요타자동차가 최초로 개발한 A1형 승용차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었
는데, 모든 부품을 자체 제작하고 있지는 않았다. 많은 주요 부품들은 외
제차의 순정부품을 사용하는 단계였다. 그후 G1형 트럭의 시작도 이 공
장에서 이루어졌다.
도요타자동차의 본격적인 생산은 1936년 6월에 완성된 가리야(刈谷)조
립공장에서 시작되었다. 하루에 5대, 월산 150대를 목표로 설립된 공장이
다. 목표 생산대수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식의 대량생산체제를 갖춘 공장
은 아니었으나, 1937년에는 목표를 훨씬 뛰어넘어 4천 대 이상의 트럭과
승용차를 생산하였다. 이 공장에서 그 유명한 “저스트인타임”이라는 단어
가 등장한다. 도요타자동차 40년사에 다음과 같은 회고담이 수록되어 있
다.1)
“이것은 자동차를 할 때에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것인데, 저스트인타임 이
라는 문구를 벽에 붙이시고는, 기차를 탈 때에 1분 늦어서 못 탔다고 하는
데, 1분이 아니라 1초가 늦어도 기차는 탈 수가 없다. 단 저스트인타임이라
고 하는 것은 시간에 맞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분의 것이 시
간에 맞춰서 와도 의미가 없다고 하시며…”(トヨタ自動車工業株式会社,
1978: 64)
“저는 기계공장에 있었습니다만, 재료를 두는 장소까지 다 정해져 있었
습니다. 예를 들면 엔진블록을 하루 가공하는 양만큼, 20개면 20개만 아침
에 받아와서, 여분의 것은 두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기이치로
씨는 자주 공장을 둘러보셔서, 여분의 것이 있으면 다 집어던지셨습니다.
1) 누구의 회고담인지는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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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무래도 그 당시는 가공불량도 있고, 재료불량도 있고 그렇지 않
습니까. 앞공정에 가지러 가면 이미 오늘 분은 줬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요….”(トヨタ自動車工業株式会社, 1978: 64)
“(전략) 좌우지간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돈이 들지 않는
방법을 생각한 거지요. 조달에서 판매까지를 포함해서 저스트인타임을 생
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분의 것은 만들지 않는다는 생각은 철저했습
니다. 우리도 그날의 예정분을 빨리 만들어 버려서 오후 3시경에 집에 돌
아간 적도 있습니다….”(トヨタ自動車工業株式会社, 1978: 64～65)

도요타자동차 창업멤버 중의 하나로 뒤에 사장까지 역임한 기이치로의
사촌 도요다 에이지(豊田英二, 이하, 에이지)의 회고를 보면 이것이 오늘
날 후공정인수방식의 저스트인타임과는 약간 성격을 달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도요타생산방식의 시작은 기이치로다. 좌우지간 열심히 했다. 자기의
아이디어를 종이에 적은 것이 대략 10센티 두께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가지
고 과장, 계장, 공장(工長)에게 직접 강의를 했다. 지금까지의 로트생산을
그만두고 흐름생산으로 하자는 것이라, 현장의 책임자들은 그런 것이 가능
하냐고들 했었다.”(下川․藤本․折橋, 2001)

즉, 프레스공장, 주물공장, 엔진공장, 차축공장, 섀시공장, 차체공장, 도
장공장, 최종조립공장들이 분단되어 제각각 로트생산을 하고 있던 단계
에서 이들이 연결되어 동기화된 상태를 저스트인타임이라고 표현한 것으
로 보여진다. 즉 기차 시간에 늦지 않는다는 비유에서 ‘필요한 부품이 늦
지 않게 도착해야 한다’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
이다.
또한 ‘여분의 것이 시간에 맞추어 도착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부분
에서는 되도록이면 중간재고가 없는 상태를 지향했다는 것도 엿볼 수 있
다. 이러한 상태는 후공정인수방식의 저스트인타임이 철저하게 실행되었
을 때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을 오늘날의 저스트인타임방식의 시
작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중간재고가 없는 모든
공정의 연결, 즉 라인의 완전한 동기화는 초기 포드생산방식이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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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1936년 당시에 기이치로가 강조한 저스트
인타임은 역시 포드생산방식의 도입을 시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
스러울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기이치로가 추구한 흐름생산이 가리야
조립공장에 있어서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저스트
인타임이라는 문구를 벽에 붙였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기이치로의 이러한 흐름생산의 아이디어는 1938년 11월에 준공된 고로
모(拳母)공장(현재의 본사공장)의 레이아웃에 반영되어 있다(그림 2-1 참
조). 고로모공장 준공에 즈음하여 기이치로는 다음과 같은 담화문을 발표
하고 있다.
[그림 2-1] 건설 당초의 고로모공장 배치도(1939년경)

자료 :トヨタ自動車工業株式会社(1967: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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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 30개의 공장들은 하나의 완전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서로 간에 긴밀한 연락을 통해서 진행되며, 전 공장이 컨베이어시스
템으로 과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서, 세부에 걸쳐서 더욱 전문화된
기계들이 세포조직과도 같이 그것들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トヨタ自
動車工業株式会社, 1978: 86)

공장의 전 공정이 동기화된 흐름생산을 이루어내겠다는 기이치로의 의
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컨베이어시스템”이나 “과학
적”이라는 표현에서 다분히 포드생산방식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그렇다면 실제 상황은 어떠했을까. 와다(和田一夫, 2009)는 당시의 고
로모공장에 많은 수의 창고가 배치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북쪽의
주조공장 근처의 자재창고, 공구기계공장 근처의 창고와 전기창고, 아울
러 주물제품창고, 목형공장 및 창고, 서쪽 선로변의 창고와 카바이드창고
가 있고, 프레스공장 옆에는 판금창고, 총조립공장 옆에도 부품창고가 있
다. 또한 3개의 기계공장 옆에는 정비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또한 각
기계공장에서 쓰여지는 재료의 창고였다. 정비실에는 2주간분의 재료가
하루치 분량으로 구분되어져서 보관되고 있었다. 고로모공장에서는 창고
에서 공장으로, 공장에서 창고로 이어지는 경로를 통해 부품가공과 부품
조립이 이루어진 후에 이것들이 최종공정인 총조립공장에 모여 완성차로
조립되는 형태였다는 것이다. 창고를 이용하여 각 공장 간 작업시간의 차
이를 흡수해서 흐름작업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와다(和田一夫,
2009)는 이것이 일본의 비행기제조회사가 포드생산방식을 도입하는 과정
에서 고안한 “반흐름작업방식”과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도요타의
고로모공장에서 이와 같은 반흐름작업방식이 채택된 배경으로는 재료의
결함으로 인한 불량품이나 가공 불합격품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하는 당시 도요타 기술자의 잡지기고문을 소개하고 있다(pp.250～252).
당시 기이치로의 목표는 공장 내부 각각의 공정까지 흐름생산으로 관
리한다기보다 각 공장의 결과적인 생산량을 동일하게 하여 창고 내 재고
를 줄여나감으로써 흐름생산을 실현하려는 데 있다. 고로모공장에서는
공장 간의 생산량을 동일하게 하는 수법으로 최종조립공장에서의 완성차
로트를 기준 단위로 각 공장별 로트의 진척을 관리하는 고구치(号口)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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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행되고 있었는데, 이조차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는 못했다. 와다(和
田一夫, 2009)는 그 이유로, 1937년부터 시작된 전쟁으로 인한 생산대수
의 불안정, 작업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소집단의 노동자에 의
한 도급(組請負)이 존재한 점 등을 들고 있다. 특히 도급의 소집단노동자
들은 생산량에 따른 보합제로 임금이 지불되고 있었기 때문에 수입을 안
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현장에 많은 작업용 중간재고와 재료를
가지고 있었고, 완성품 재고도 비축하고 있었다(pp.268～270). 결과적으로
당시 고로모공장에서는 각 공장 내 라인의 시작과 끝에 반가공품과 완성
품이 쌓여 있었고, 라인의 중간중간에도 수많은 재공품들이 쌓여 있었다
는 것이다(トヨタ自動車工業株式会社, 1967: 422).
저스트인타임을 목표로 흐름생산방식을 지향한 고로모공장에서 도요
타자동차의 의도는 결국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아울러 1942년
부터는 태평양전쟁까지 시작됨으로써, 고로모공장은 거의 관리의 공백상
태에 들어가게 된다. 전쟁으로 인한 정부의 증산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1943년 가을 이후에는 전쟁의 진행으로 인해 물자부족, 일손부족이 심각
해졌고, 이에 따라 20세 미만의 학생이나 여자정신대 등이 작업에 투입되
었다.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아니었고, 생산성 운운할 상황이 아니었다(ト
ヨタ自動車工業株式会社, 1978: 125～127). 미군에 의한 공습도 점점 심해
졌다. 당시의 상황을 도요타생산방식의 아버지라 불리는 오노 다이이치
(大野耐一)는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전쟁 중의 증산은 인해전술로 1만 명가량의 사람이 주야 근무로 하고
있었다 … (중략) … 각 부품을 각 조에서 제멋대로 만들고 있었다. 어쨌든
폭격당하기 전에 하나라도 많이 만들어 놔야 한다는 식으로, 관리라기보다
는 만들어 두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식이었다.”2)

이와 같이 도요타자동차는 고로모공장을 설립할 당시 흐름생산의 실현
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전시상황으로 인해 공장 내 관
리가 완전히 실종된 상태에서 종전을 맞이하게 된다. 생산실적에 있어서
2) 본 회고의 출처는「機械工場の今昔を語る」,『技術の友』11号(1954年), p.17이다.
여기에서는 와다(和田一夫)(2009: 270)로부터 재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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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로모공장의 당초 목표는 월산 2000대였으나 1941년 12월에 월산
2000대를 한 번 달성했을 뿐 자재부족 등의 이유로 월산 2000대 달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トヨタ自動車工業株式会社, 1978: 113～114). 결론적
으로 보면 이 시기까지 도요타자동차는 포드생산방식의 가장 큰 본질 중
하나인 생산공정의 동기화, 즉 흐름생산의 실현에 실패한 셈이 된다.

제2절 부분최적화와 월말 몰아치기 생산(1945～1954년)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전쟁이 종료되었으나, 당시 도요타자
동차의 장래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다. 8월 14일에 있었던 공습으로 고
로모공장의 일부가 파손되었고, 전시상황에서의 혹사와 관리미비로 기계
설비들은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전시 근로동원
등으로 9,500명까지 늘어나 있었던 종업원은 동원된 인원이 빠지고 그후
많은 수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10월 말에는 3,700명으로 줄어들었다(ト
ヨタ自動車株式会社, 2013a: 106).
그러한 가운데, 1945년 9월에 GHQ로부터 트럭제조가 허가됨에 따라
생산체제의 복구가 진행되었다. 1946년 4월에는 사내에 “임시부흥국”을
설치하여 기계설비의 수복과 설비확충이 이루어지고, 1947년 3월에는 본
격적으로 생산이 재개됨에 따라 임시부흥국은 해산된다(トヨタ自動車株
式会社, 2013a: 105～106). 1949년 10월부터는 승용차생산 금지가 해제되
어 승용차생산도 재개된다. 1949년의 경영위기와 1950년의 노동쟁의 및
인원감축으로 인해 기이치로가 사장에서 물러나는 등 위기 상황에 있었
던 도요타자동차는 곧바로 찾아온 한국전쟁 특수로 한숨을 돌리게 된다.
1951년에는 당시 생산량의 2배에 달하는 월산 3,000대를 목표로 하는 “설
비근대화 5개년계획”(1951년 4월～1956년 3월)이 책정되어 실행되고, 그
결과 1956년 10월에는 계획목표를 대폭 상회하는 월산 5,000대 생산을 달
성한다(トヨタ自動車株式会社, 2013a: 130～133). 이와 같이 생산량이나
경영성과 면에서 확실하게 성과를 보인 도요타자동차였지만, 생산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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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그다지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조금 길지만, 슈퍼마켓방식이 1954년에 도입되기 직전 도요타자동차
저스트인타임방식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후공정인수방식의 상황에
대한 도요타자동차 75년사의 기술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전까지의 생산방식은, 기계공장을 예로 들면, 기계가공된 모든 부품
에 대해서 한 품목당 한 장의 전표를 붙여서, 운반반이 후고정의 기계조
립공장으로 운반하고 있었다. 이른바 “전공정으로부터 후공정으로 운반하
는” 방식이었으며, 후공정의 필요성과는 무관하게 부품이 보내어지고 있
었다. 따라서 기계조립공장에는 가공이 끝난 부품들이 필요 이상으로 집
적되고, 조립작업장보다도 부품적치장이 훨씬 더 넓은 스페이스를 필요로
했다.
기계조립공정에서는 부품의 재고를 확인하면서, 어느 모델(型式)의 어
셈블리부품3)이 조립에 쓰이는가를 조사하여 작업을 시작했다. 부품이 다
모이지 않았을 때에는 도착해 있는 부품만 조립하고, 나머지의 부품이 다
모일 때까지 일시적으로 라인으로부터 내려 놓아두는 상황이었다. 특히 부
품이 잘 모이지 않는 월초에는 예정의 절반 정도밖에 조립할 수가 없었다.
완성된 어셈블리부품은 후공정인 총조립공장의 라인 옆으로 반입된다.
총조립공장에서는 모델이 무엇이 되었든, 모이는 대로 조립해 나가므로,
예정된 모델을 필요한 대수만큼 조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때문에
부품이 서서히 모여져 가는 매달 중순쯤까지는 일정계획을 예정대로 진행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다.
그리고 부품이 다 모이는 월말에는 이른바 “월말 몰아치기 생산”이 이
루어졌다. 월말에 컨베이어의 속도를 높여서 월초와 같은 작업자 수로 몰
아치기를 하는 것이다. 즉 그만큼 인원에 여유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도 해, 남는 만큼은 당연히 월초에 작업대기를 유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다. 원인은 기계가공, 기계조립, 총조립 등의 생산이 월간을 통해 평균

3) 어셈블리부품이란 하나하나의 개별부품이 아니라 부품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구성
유닛이 된 것을 말한다. 즉, 사내외에서 조달된 개별부품들을 도요타 사내에서 조
립하여 하나의 부품단위로 만든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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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데에 있었으며, 결국 예정된 1일분 대수는 미달성된
상태로 끝났다.”(トヨタ自動車株式会社, 2013a: 134)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전쟁 특수와 기계설비의 보강으로 어느 정도의
생산량 증대는 달성했으나, 흐름생산이라는 관점에서는 전혀 진척이 없
었던 것이다. 공정 간의 동기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앞 절
에서 언급한 고로모공장의 각 공장 내 라인의 시작과 끝에 반가공품과 완
성품이 쌓여 있었고, 라인의 중간중간에도 수많은 재공품들이 쌓여 있었
다고 하는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의 고로모공장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와다
(和田一夫, 2009)는 당시 고로모공장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생산지시의 형
태, 즉 생산관리의 형태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pp.476～477). 그럼 어
떤 형식으로 생산지시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고로모공장이 대소
30여 개의 개별공장의 집합체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도요타자동차 20년사
가 1954년 당시 행해지고 있었던 생산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하자.
“주물공장, 단조공장, 차체공장 등의 내제품의 생산과 관련해서는, 공무
부 공무과에서 한 달에 무엇을 몇 개 만들어라 하는 생산지시서를 각 공장
에 전달할 뿐이었습니다. 이 생산지시서에 근거해서 상기의 각 공장의 사
무과에서는 일정계획을 세우고 자공장의 생산관리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또 총조립공장 가운데 조립을 제외한 도장, 도금의 각 공장이나 기계공장
에서도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トヨタ自動車工業株式会社,
1958: 451)

즉 고로모공장 전체로 보았을 때에 각 개별공장에 대해 월별로 관리는
하고 있었지만, 주별 내지 일별로는 전체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각 개별공장에 관리가 일임되어 있었던 것이다. 각 개별공장은 한 달에
생산해야 할 품목과 수량의 지시만 내려진 상태에서, 각각의 제조공정상
최적의 방법으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생산공정마다 최적 생산로트나 최
적 생산타이밍에 차이가 있으므로, 특히 기계가공공장과 기계조립공장
사이에는 기계조립공장에서 아직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미리 생산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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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고 지금 필요한 것이 생산되어 있지 않기도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계조립공장과 총조립공장 사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부분최적이 전체최적을 방해하는 상황이었
던 것이다.
이처럼 공장 전체에서 생산의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중간재
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각 공장은 자기의 이해에 따라서 자기
공장의 작업스페이스 확보를 위하여 후공정 공장의 필요나 생산스케줄에
상관없이 완성품 중간재고를 보내게 된다. “기계조립공장에는 필요 이상
의 가공이 끝난 부품들이 집적되고, 조립작업장보다도 부품적치장이 훨
씬 더 넓은 스페이스를 필요로 했다.”는 앞서의 도요타자동차 75년사 내
용은 이에 따른 결과인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기계조립공장이나 총조립
공장에 있어서의 “월말 몰아치기 생산”은 당연한 귀결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이 당시 도요타의 “전공정이 후공정으로 부품을 보내는” 푸시
방식이었던 것이다. 전 공장의 생산이 동기화된 1900년대 초반 포드자동
차의 푸시 방식과는 그 성격을 완전히 달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도요타자동차의 후공정인수
방식을 통한 흐름생산의 확립이 일반적으로 포드생산방식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푸시방식의 흐름생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풀 방식으
로 변환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곧 흐름생산 자체가 정립되지 않
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미이다.

제3절 슈퍼마켓방식의 도입과 칸반시스템으로의
발전(1954～1966년)

고로모공장 내 총조립공장의 총조립라인(최종조립라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공장에서는 월별 생산지시에 따라 생산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전체
최적이 아닌 부분최적하에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앞 절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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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 있다. 그렇다면 총조립라인의 생산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
을까. 와다(和田一夫, 2009)는 도요타자동차 30년사에 실려있는 당시 총
조립공장 내 컨베이어라인의 사진을 근거로 총조립라인에서는 한 대 한
대 순차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한다(pp.484～486). 이는
미리 짜여진 일정계획에 따른 생산 순서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제까지 설명한 바와 같은 상황에서 총조립라인의 일정계획대로 생산이
이루어질 리가 없었다. 1954년에 슈퍼마켓방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주
도적인 역할을 한 아리마 유키오(有馬幸男)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기계공장의 조립에서 완성된 어셈블리부품은 완성된 것들부터 대형트
럭에 산처럼 실려서 총조립공장의 라인 옆으로 가져가는 상황이었으므로,
총조립공장이라고 해서 결코 예정된 모델을 그 대수만큼 조립할 수 있는
주체성은 가질 수 없었고, 무엇이든 갖추어지는 대로 조립한다는 느낌이었
다. 즉 대형트럭은 외주품이나 엔진 등은 있지만 프론트가 10대분밖에 없
어서 완성차로 10대밖에 조립할 수 없다든가, 소형트럭은 외주품이나 기계
공장 관계부품은 예정된 숫자가 있지만 프레임이 12대분밖에 없어서 그것
밖에 조립할 수 없다든가 하는 식으로, 많은 부품 중에는 무언가에 문제점
이 있어서 매달 중순까지는 일정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다. 또 다수의 진행담당이 그 사이에 있어서 숫자의 현물조사나 부
품의 재촉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4)

자동차공장의 경우, 총조립라인 이전에 대단히 복잡하고 많은 공정들
이 존재하지만, 결국 총조립라인을 통해서 완성차가 출고되었을 때에 그
생산과정은 완료된다. 최종적인 생산대수는 총조립라인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되고, 따라서 자동차공장 전체에서 흐름생산의 출발점은 총조립라인
이라고 할 수 있다. 총조립라인의 움직임에 맞추어서 그 전공정, 또 그 전
공정이 동기화됨으로써 흐름생산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생산에
대한 관점은 푸시방식으로 알려져 있는 포드자동차 흐름생산의 설계에
있어서도 동일했다.5) Hounshell(1984)은 1914년 포드자동차 하일랜드파
4) 이 기술의 출처는 有馬幸男(1960),「トヨタ式スーパーマーケット方式による生産
管理」,『技術の友』11 (28), p.91이다. 여기에서는 와다(和田一夫)(2009: 481～482)
로부터 재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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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공장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조립라인의 작업시간에 따른 규칙성이 공
장 내 전 작업으로 확대되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pp.236～237).
그런데 1954년경의 고로모공장 총조립라인의 경우 일단 일정계획은 있
었지만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었고, 거꾸로 생산대수나 생산모델
이 직전 공정인 기계공장에 따라 좌우되고 있었던 것이다(그림 2-2 참
조). 게다가 기계공장으로부터는 총조립라인에서 필요로 하는 부품이 일
정계획에 맞추어 제때에 공급되지 않고 있었다. 고로모공장의 중간재고
문제에 고심하고 있던 당시 기계공장 공장장 오노 다이이치(大野耐一)가
스즈무라 기쿠오(鈴村喜久男), 아리마 유키오(有馬幸男) 등과 함께 슈퍼
마켓방식의 운반관리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다.
“슈퍼마켓은 손님이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판매원에게 강제되지 않으면
서 1개라도 2개라도 원하는 개수만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쪽
에서 사러 간다. 기계공장의 조립이 기계가공된 부품을 시장의 물품이라고
생각하고 사러 가는 방법을 취하면, 현재 기계조립공장에서 부품 사이에
웅크리고 앉아 작업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방식
을 기계공장 내, 그리고 기계공장과 총조립공장 사이의 운반에 적용한 것
이다. 즉 총조립공장에서 생각하면 기계공장은 마켓이고, 기계조립공장에
서 생각하면 기계가공공장이 마켓이다. 따라서 양쪽 다 후공정으로부터 전
공정으로 가지러 가기로 했다.”6)

여기에서 처음으로 후공정인수방식의 아이디어가 등장한다. 하지만 소
비자의 수요를 출발점으로 하여 전공정이 동기화됨으로써 후공정이 필요
로 하지 않는 부품은 생산하지 않는다는 오늘날의 칸반 시스템을 활용한
저스트인타임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여기에서는 칸반과 같은
전공정에의 명시적인 생산지시의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생산의 동
기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운반에 적용”, “가지러 가기
5) 사실, 최종조립라인의 택트타임에 맞춰서 전 공정이 동기화되어 중간재고들이 물
흐르듯이 연결되어 흐르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푸시인지, 풀인지가 의미 없어진다.
6) 이 기술의 출처는 有馬幸男(1960),「トヨタ式スーパーマーケット方式による生産
管理」,『技術の友』11 (28), p.93이다. 여기에서는 와다(和田一夫)(2009: 457)로부
터 재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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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했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운반방식에 중점이 두어져 있었던
것이다(和田一夫, 2009: 457). 슈퍼마켓방식 도입의 주목적이, 후공정이
필요로 하는 부품을 스스로 가지러 감으로써, 전공정으로부터 무작정 실
려오는 중간재고의 반입을 억제하여 작업장에 불필요한 중간재고가 쌓이
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생산 동기화의 발상
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림 2-2] 고로모공장 내부의 배치와 공정의 흐름(1958년 11월 1일)

주 : 표시한 사각형 내부의 표기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 제1기계공장(엔진부품 기
계가공), 제1기계조립(組付)공장(엔진, 미션 조립), 제2기계공장(볼트, 미션케이
스, 샤프트관계 기계가공, 제3기계공장(기타 섀시부품 기계가공), 제4기계공장
(기어 기계가공 및 연마)(휠도장 및 타이어조립)(기타 섀시부품 조립).
자료 :トヨタ自動車工業株式会社(1958: 65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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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서 마켓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같은 회사
안이라면, 총조립공장이 필요로 하는 모델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그것을
준비해 두면 된다. 이렇게 총조립공장의 모델별 조립일정 순서에 선행해
기계공장 조립라인이 조립을 행하여 총조립라인으로 운반되어 가면, 필
요한 차가 계획일정의 순서대로 조립된다. 또 기계조립공장은 자기가 조
립하는 순서대로 기계가공의 마켓에 필요부품을 가지러 가는 방식이 나
오게 된다. 이것이 도요타식 슈퍼마켓방식의 원리이다.”7)
“이렇게 해서 회사는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차를 필요한 대수만큼 매일
매일의 계획대로 생산해 나가는 방향으로 향하게 되었다. 또 마침 그 당시
에 트레일러가 당사에도 입하되어, 견인차의 견인능력과 계획의 간편성이
라는 점에서 필요한 개수는 5개로 정해졌다.”
“이렇게 트레일러의 정시제 운반으로부터 확대해서 또 다른 다이야8)식
정시제 운반으로 발전하여 현재9)에는 단조, 주조, 차체, 도금, 담금질(焼
入), 제1공기, 제2공기의 공장과도 정시제 운반이 이루어지고 있다.”10)

여기에서 당시 도입된 슈퍼마켓방식이 정시제 운반이었다는 점과 5개를
세트로 운반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시제 운반이란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서 후공정이 전공정으로 필요한 부품을 가지러 간다는 의미
이다. 또한 5개를 세트로 운반하였다는 것의 의미는 “엔진, 프론트, 리어,
프로펠러, 스티어링, 각각의 5대분을 세트로 해서 운반한다.”11)는 것이었
다. 아울러 아리마(有馬幸男)는 이를 “세트생산”이라고도 부르고 있었다.
“세트생산은, 총조립공장으로부터 기계공장으로 가지러 왔을 때에, 각각
의 어셈블리부품이 5대분에서 부족할 때에는 이 5대분은 운반하지 않는다
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다.”12)
7) 출처는 주 6)과 같다. 와다(和田一夫)(2009: 457)로부터 재인용하였다.
8) 여기에서 “다이야”란 일본에서 교통기관의 운행계획을 그림으로 나타낸 도표를
일컫는 말로 영어 diagram을 어원으로 하는 일본식 영어이다.
9) 여기에서 “현재”라 하면 이 글이 쓰여진 1960년을 뜻한다.
10) 출처는 주 6)과 같음. 와다(和田一夫)(2009: 458)로부터 재인용하였다.
11) 출처는 주 6)과 같음. 와다(和田一夫)(2009: 471)로부터 재인용하였다.
12) 출처는 주 6)과 같음. 와다(和田一夫)(2009: 471)로부터 재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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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운반할 다른 어셈블리부품이 5대분 갖추어져 있더라도 어느 한
부품이 5대분 생산되어 있지 않으면 그 부품의 생산공정에서 트레일러가
멈춰 서서 5대분이 다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다. 물론 이때에
총조립공장의 라인도 함께 멈춰 서게 된다. 자기 공정의 부품이 갖추어지
지 않았다는 이유로 트레일러가 멈춰 서서 기다리고, 그 결과로 총조립라
인도 멈춰 서게 되는 이러한 방식은 트레일러가 오는 정해진 시간까지 필
요한 5대분의 어셈블리부품을 완성하여야 한다는 묵시적인 압박으로 전
공정에 작용하게 된다. 이는 기계가공공정과 기계조립공정과의 사이에서
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슈퍼마켓방식이 도입되기 이전 고로모공장의 문제점은 앞서 설명한대
로 크게 두 가지였다. 후공정이 필요로 하지 않는 부품이 전공정으로부터
무작정 실려 온다는 것과 후공정이 필요로 하는 부품이 전공정으로부터
제때에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다. 후공정이 부품운반의 주체가
됨으로써 전자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5대분의 부품을 세트로 정시제 운
반을 하고, 부품이 다 갖추어지지 않으면 트레일러를 그곳에서 정지시키
는 방식이 후자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것은 사전에 전사적으로 설계된 생산계획에 따른 생산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전공정에 대하여 암묵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슈퍼마켓방식을
통해 아직 공장 전체에 택트방식이 정착되어 있지 않았던 고로모공장에
서 택트 방식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와 유사한 시간관리가 가능해짐
으로써, 공장 전체의 공정 동기화를 통한 흐름생산의 단초가 마련되었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자동차의 완성에는 전 공장의 공정 각각이 다 관여하
고 있으며, 각각의 공장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각 공장의 책임자에게 심어주는 효과도 있었다. 앞서 인용
한 대로 1960년경에는 슈퍼마켓방식이 고로모공장의 전 공장으로 확대되
고, 그 결과로 더 이상 고로모공장에서 “월말 몰아치기 생산”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아리마(有馬幸男)는 말하고 있다.13)
슈퍼마켓방식이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트레일러를 이용한
세트방식의 정시제 운반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았을 때에, 그 요인이 여러
13) 출처는 주 4)와 같음. 와다(和田一夫)(2009: 509)로부터 재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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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정 가운데 어느 공정의 문제점으로 인한 것인지를 물리적으로 드
러나게 한다는 점이다. 엔진조립공정의 문제인지, 트랜스미션조립공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거슬러 올라가 엔진조립공정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계
가공공정의 문제인지 즉각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도
요타생산방식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개선을 통한 문제해결이며, 개
선은 문제점의 발견에서 시작된다. 도요타생산방식의 많은 요소들이 문
제점이 감추어지지 않게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슈퍼마켓방
식에서도 똑같은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후공정의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사실은 전공정 입장에서
보면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이 하나 남아 있었다. 슈퍼마켓방식은 후
공정에 쌓이는 작업용 중간 재고를 없애는 데에는 탁월한 효과가 있었지
만, 전공정에 완성품 중간재고가 쌓이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슈퍼마켓방식하에서도 전공정이 후공정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부품을 미
리 만들어서 중간재고로 가지고 있는 것을 방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
히려 자기 공정에서 트레일러가 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다 더 많은
완성품 중간재고를 가지려고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래서는
완전한 생산의 동기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를 해결한 것이 1963년에
도입된 칸반시스템이다.
“이 슈퍼마켓방식을 보다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하여, 그 운용의 도구로서
부품의 품번과 그 밖의 작업상의 필요사항을 표시하여, 공정 간의 정보연
락에 “칸반”을 사용하기로 했다.”(トヨタ自動車株式会社, 1987: 374)

1963년에는 새로이 “칸반방식”이라고 불리는 관리방식을 채용하여, 동
조화 관리를 개개의 부품가공에, 나아가서는 조형재 제조공정에까지 확
대강화하였다.
이 “칸반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부품마다 한 종류의 칸반(대부
분은 철판이지만 비닐주머니에 넣은 전표식의 것도 있다)을 만들어, 여기
에 후공정이 전공정에 주문하는 물품의 품번과 수량 등을 기입하여, 이에
따라 전공정은 후공정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수량만
큼만 생산하여, 이것을 전 공정을 통해서 반복함으로써 전 공정이 회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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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운용되는 “칸반”에 의해서 연결되도록 되어 있다.”(トヨタ自動車工業
株式会社, 1967: 425)

1963년 3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칸반시스템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사용범위를 넓혀나가, 동년 6월에는 고로모공장의 전 공장에서 실시하게
되고, 각 공정에 있어서 중간재고가 쌓이는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게 된다
(トヨタ自動車株式会社, 1987: 374). 아울러 이 칸반시스템은 외주업체의
부품 납입에도 적용되어 1966년에는 그 대상이 전 외주업체로 확대됨으
로써, 도요타자동차의 칸반시스템이 완성된다.
“구입부품의 납입에 대해서도 칸반방식의 도입을 꾀하였다. 일부의 구
입처(仕入先)를 대상으로 화물의 외형, 수용 수, 납입회수의 적정화나 월간
납입지시량의 평균화를 진행하여, 1963년 12월에는 차량의 생산에 부품의
납입을 동기화시켰다. 1966년 12월에는 3개월간의 필요수의 사전 통보, 일
정별 필요 수 등을 포함시켜, 대상을 전 구입처로 확대하였다.”(トヨタ自動
車株式会社, 1987: 376～377)

이와 같이 칸반시스템이 완성됨에 따라, 고로모공장의 최종조립라인은
칸반을 매개로 하여 공장 내외의 어셈블리부품 제조공장, 나아가서는 기
계가공공장 및 주조, 단조, 프레스 공장과도 연결되기에 이르고, 고로모공
장 내 전 공장에서 생산의 평준화, 생산의 동기화를 통한 저스트인타임
방식이라고 불리는 도요타자동차의 흐름생산이 완성된다. 1954년에 처음
으로 슈퍼마켓방식이 도입된 후 고로모공장으로만 보면 10년, 외주업체
까지 포함하면 13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친 완성이었다.
도요타 칸반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이론적 함의에 대해서는 많
은 연구가 이미 축적되어 있으므로,14)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
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계획생산과 칸반시스템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
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으로 본 절을 마감하고자 한다. 흔히들,
칸반시스템이라고 하면 후공정이 부품을 가져가면서 남기고 가는 칸반이
생산지시서의 역할을 하므로, 마치 사전적인 계획은 없는 것처럼 오해하
14) 오노(大野耐一, 1978, 2014), 오가와(小川英二, 1994), 사타케(佐武弘章, 1998), 시모
카와=후지모토(下川浩一․藤本隆宏, 2001), 몬덴(門田安広, 200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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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는데, 물론 그렇지는 않다. 그때그때의 생산지시는 칸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생산과 관련된 사전계획과 그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각 공
정이 설비나 인원, 필요한 부품이나 원재료 등의 생산준비를 할 수가 없
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생산계획이 최종조립라인에서 최
종 결정되지만, 그 앞 공정들의 생산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과 실행은 각
공정별로 분리되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도요타자동차의 경우, 최종조립라인에는 매일매일의 생산모델과 생산
량, 생산순서에 대한 계획이 있지만, 그것이 그대로 기계조립공장이나 기
계가공공장에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데에 칸반시스템의 특징이 있다. 물
론 연간, 월별, 일별의 생산모델과 양에 대한 예정계획의 정보는 사전에
통지가 되지만, 최종조립공장에서 하루 전에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일별
생산의 확정계획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알려지지 않는다.
최종적인 확정계획은 칸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인 것이다.
이를 통해, 칸반시스템에서는 조립공장과 부품공장의 리드타임이 절단되
고, 절단된 리드타임이 칸반을 매개로 해서 동기화되는 것이다.15)
1900년대 초반에 형성된 초기 포드생산방식의 경우 중앙에서 미리 계
산된 리드타임에 의해 전 공장의 각 공정이 연결됨으로써 생산의 동기화
가 이루어지는 일종의 전체최적화였다면, 도요타의 칸반시스템은 분단된
각 공정이 칸반을 매개로 하여 연결됨으로써 각 공정의 부분최적화를 통
한 전체최적화라는 점에 도요타 저스트인타임방식의 가장 큰 특징이 있
다. 이에 따라 최종조립라인에서의 생산계획의 미세한 변경에도 전 공장
의 모든 공정들이 쉽게 대응할 수 있는 흐름생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제4절 도요타생산방식과 포드생산방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요타자동차에서는 1936년 최초의 양산공장
15) 도요타자동차에서 오랫동안 생산관리업무를 행한 퇴직자에 대한 인터뷰조사 내
용이다. 인터뷰는 2019년 10월 31일에 약 1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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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 수 있는 가리야조립공장 시절에 도요타자동차의 실질적인 창업
자인 기이치로가 흐름생산의 확립을 위해 저스트인타임이라는 용어를 처
음으로 공장 벽에 써 붙인 이래, 실로 30년에 걸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966년 도요타 특유의 저스트인타임방식 흐름생산을 완성하게 된다.16)
사실, 자동차산업과 같은 가공조립형 제조업에서 전 공정에 걸친 흐름
생산을 확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원료나 소재의 재질과 가공방법
이 서로 다른 수많은 부품을 생산하고, 그것들을 조립하여 완성품을 만드
는 가공조립형 제조업의 경우 각각의 부품이나 공정들 간의 가공과 운반
에서 발생하는 시간적인 언밸런스로 인해 공정 간에 체류가 발생할 수밖
에 없고, 결과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공들을 일정한 시간 규칙에 맞춰서
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정 간의 체류를 없애기 위해서는
기계나 설비의 가공 정밀도와 효율을 높임으로써 설비의 가공능력에서
언밸런스를 줄이는 노력, 그리고 부품에서 최종조립까지 제품의 가공순
서나 공정 간 시간배분을 적정화하는 생산관리 수법의 활용이 필요하다
(下川, 1990: 286～287).
자동차산업에서 전 공정에 걸친 흐름생산을 세계 최초로 확립한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포드자동차의 포드생산방식이다. 포드자동차에서는
작업공정의 분할과 통합, 각 공정의 작업속도 측정과 조정, 공정 간 중간
재고의 운반방식 개선 등을 통해서 공장 내 모든 공정이 기계식 컨베이어
가 도입된 최종조립라인의 작업 속도 및 간격의 규칙성에 완전히 동기화
하였고, 이로써 불필요한 원재료나 부품, 공정 간 중간재고 등이 철저하
게 억제된 토털시스템으로서의 흐름작업을 실현하였다. 그후 대량생산을
지향하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제조 공장에서 흐름생산의 모델은 바로 이
포드생산방식이었고, 도요타자동차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17)
16) 1936년 당시 기이치로가 주창한 저스트인타임방식이 오늘날 도요타의 저스트
인타임방식과 동일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당시 기이
치로는 저스트인타임을 직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10센티미터 두께의 서류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 서류는 그후 전쟁 중에 소실된 것으로 알려져 지금으로
서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
17) 기이치로는 도요타자동차 직원에게 헨리 포드의 일대기를 읽어볼 것을 권하고

26

일터혁신의 이론 및 실천에 관한 기초연구

물론 이러한 포드생산방식이 일조일석에 확립된 것은 아니다. 1906년
피켓공장에서 종류별로 배치되어 있던 공작기계들을 가공순서에 따라서
배치변경한 것을 시작으로, 1908년에는 이동조립방식에 대한 실험이 이
루어지는 등, 공작기계의 설계설치, 공장 레이아웃, 품질관리, 자재운반과
관련한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험을 거친 후에 1913년 하이랜드파크 공장
에서 마침내 포드생산방식은 완성되었다. 포드자동차에서 이러한 실험들
이 가능했던 것은 1908년에 출시된 모델T의 대성공에 뒷받침된 윤택한
자금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Hounshell, 1984: 219～221).
포드생산방식의 확립에 깊숙이 관여하고 후에 공장장과 부사장을 역임
한 소렌슨(Charles Sorensen)에 의하면, 포드자동차에서 이러한 실험들의
일차적인 목적은 모델T의 폭발적인 주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증산, 즉
생산속도의 향상에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전 공장에서의 생산 동기화
달성 또한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었다. 포드자동차에서 생산속도를 비
약적으로 향상시킨 기계식 컨베이어시스템 도입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
즉, 최종조립라인의 속도에 부품의 흐름과 속도 및 간격이 완전히 들어맞
아서 공장 내 모든 작업이 완전히 동일한 페이스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오
랜 시간을 들여서 각 부품의 생산속도와 운반의 시간간격을 측정 및 재조
정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Sorensen, 1956: 148～151, 일본어번역서). 여
기에는 생산속도의 향상을 통한 생산량의 증가, 전 공정에 걸친 생산의
동기화를 통한 원재료와 부품, 중간재고의 감소가 동시에 추구되고 있었
다. 형성 초기의 포드생산방식은, 다량의 부품재고와 공장 내 중간재고
를 용인하면서 생산속도의 향상과 생산량의 증대를 추구한다고 하는,
오늘날 흔히 알려져 있는 포드생산방식과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었던 것
이다.
시모카와(下川, 1990)는 당시의 포드자동차에서 있었던 생산의 동기화
실험을 위해 필요했던 각 공정의 생산량, 작업시간 등의 정보가 현장 노
동자에 의해 수집되었다는 점을 들어, 그 실험이 현장의 직장(職長)이나
다능공적인 노동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장 노동자 전원참가형이었다
고 말한다. 생산의 동기화를 통한 중간재고의 삭감, 전원참가형의 개선활
있다(トヨタ自動車工業株式会社, 1978: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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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등, 도요타자동차의 저스트인타임방식과 초기의 포드생산방식 사이에
는 많은 유사점이 존재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하지만 생산의 동기화라는 하나의 목적을 달성한 포드생산방식은 그
후 경직화의 길을 걷게 된다. 공정분할은 고정화되고 라인스피드와 작업
진척은 생산기술 전문가 집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면서 현장노동자
의 단능공화가 급속하게 진행된다. 증산이라는 목적하에 라인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중간재고도 늘어나게 된다.18) 생산속도의 향상과 생산량의
증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 추구가 우선시되면서, 라인 동기화의 메리트라
고 할 수 있는 중간재고의 삭감을 통한 코스트 절감은 뒤로 밀려나게 된
것이다.
어쩌면 시스템은 완성된 후 경직화되는 숙명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
다. 그러면 도요타의 저스트인타임방식은 어떻게 해서 경직화되지 않고
그 유연성과 전원참가형 개선활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일까. 본 장에서
앞서 살펴본 도요타에서의 흐름생산 형성과정에서 특징을 살펴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포드생산방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실험”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험이란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완성
형의 이미지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의 달성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다. 도
요타의 슈퍼마켓방식이나 칸반시스템의 도입과정을 보면, 실험이라는 단
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도요타의 흐름생산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사전
적으로 완성형이 전제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도요타에서의 슈퍼
마켓방식 도입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지 눈앞
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 있었을 뿐이다. 포드생산방식의
형성과 실행이 논리에 의한 것이었다면, 도요타 저스트인타임방식의 형
성과 실행은 행동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포드생산방식의 형성이 처음부터 전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18) 단 여기에서의 중간재고의 증가와 초기 도요타에서의 중간재고의 증가는 구분해
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생산의 동기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생산량 증대
를 달성하기 위해 생긴 중간재고인 반면, 후자는 생산의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
음으로 해서 발생한 중간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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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해서, 도요타의 저스트인타임방식은 전사적이라기보다는 부분적인
문제해결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한 부분적 문제해결이 공장 전체로 확
산되고 축적됨으로써 오늘날의 전체적인 모습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
다. 이와 관련하여 도요타자동차에서 도요타생산방식의 아버지라 불리는
오노 다이이치의 책임범위가 넓어지는 것과 도요타 생산방식의 적용범위
가 넓어지는 것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塩地, 1994;
大野, 1978: 58).
도요타자동차에서 흐름생산이 확립되어 가는 과정은 포드자동차의 그
것과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요타자동차의 고로모공
장 배치나 부품 호환성 확보 노력 등을 보면 다른 많은 기업들처럼 포드
생산방식을 도입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요타자동차의 경우
포드생산방식을 그대로 도입할 수 없는 몇 가지 제약조건이 있었다(藤本,
1997: 52). 우선은 일본 자동차시장의 협소함을 들 수 있다(榊原, 1988).
<표 2-1>은 포드자동차에서 모델T가 출시된 이후 9년간의 모델T 생산
대수 추이와 도요타자동차의 설립 후 9년간,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9년
간의 생산대수 추이를 비교하고 있다. 1900년대 초반의 포드에 있어서는
표준화된 모델T라는 차량과 그 차량을 거의 무한대로 흡수하는 시장이
존재했다. 하지만 일본의 사정은 달랐다. 포드자동차와 같은 전사적인 시
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일본의 자동차시장이 너무나도 협소했던 것이다.
<표 2-1> 포드자동차와 도요타자동차의 생산대수의 추이
포드 모델T
설립 후 9년 도요타
전후 9년 도요타
대수
대수
대수
1908
5,986
1937
4,013
1946
5,821
1909
13,840
1938
4,615
1947
3,922
1910
20,727
1939
11,981
1948
6,703
1911
53,488
1940
14,787
1949
10,824
1912
82,388
1941
14,611
1950
11,706
1913
189,088
1942
16,302
1951
14,228
1914
230,788
1943
9,827
1952
14,106
1915
394,788
1944
12,720
1953
16,496
1916
585,388
1945
3,275
1954
22,713
주 : 단, 모델T의 1908년의 수치는 생산대수가 아니라 판매대수임.
자료 : Hounshell(1984: 224), トヨタ自動車株式会社(2013b: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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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도요타자동차의 자금력 부족을 들 수 있다. 포드생산방식
과 같은 전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
요된다. 포드자동차가 1927년에 모델T의 생산을 종료하고 모델A로 모델
체인지하였을 때에는 10개월간의 공장 전면 폐쇄와 거액의 설비갱신비가
소요되었다. 자금력의 문제는 자동차의 판매대수와도 관련이 있다. 모델
T의 폭발적인 판매증가로 인한 수익이 포드자동차의 중요한 자금원이었
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제약조건 아래 도요타자동차는 흐름생산을 방해하는 생산현
장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늘날 저스트인타임
방식을 구성하는 각종 수법들을 만들어 간다. 그 과정에서 그러한 수법들
을 총괄하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구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러한 문제해결 과정에 현장작업자를 참가시킴으로써 합목적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모든 노동자로부터 끌어내어 생산
과정에 활용하고 있다(浅井, 1992). 그러한 점에서 도요타의 저스트인타
임방식은 물적인 시스템으로서가 아니라 공장 내 관계자가 공유하는 “스
키마” 내지는 “준거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 본질을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된다(佐武․松尾, 2001).

제5절 소 결

이제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도요타자동차는 포드자동차와 사뭇 다른
방식으로 흐름생산을 실현하였다. 사전적인 공장 전체의 최적화 설계를
바탕으로 한 공장 내 흐름생산의 실현이 불가능했던 도요타자동차는 공
장의 일부 공정에서 그때그때 닥치는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
의 궁여지책으로 슈퍼마켓방식을 도입하였고, 칸반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공장 내 흐름생산을 위한 저스트인타임방식의 형성과정 그 자체가 문제
해결의 과정이었던 셈이다. 생산과정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법은 없
다. 문제해결의 프로세스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고, 도요타자동차에서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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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생산의 형성과정도 역시 아직 진행 중인 것이다. 도요타의 저스트인타
임방식이 포드생산방식과 같이 경직화되지 않은 것은 그 시스템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끝으로 도요타 저스트인타임방식의 형성과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를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도요타 특유의 흐름생산을 가능하게
한 저스트인타임방식의 형성이 대기업에 의해 거창하고 원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슈퍼마켓방식이 도입된 1954년의 도요
타자동차는 1년에 2만 대 남짓 자동차를 생산하는 종업원 수 6천 명 미만
의, 게다가 자금사정도 원활하지 않은, 대기업이라고 하기 어려운 기업이
었다. 생산현장을 개선해 나가는 데 기업의 규모나 자금력이 장애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도요타의 사례는 말하고 있다. 두 번째로, 도요타가
슈퍼마켓방식을 도입되는 과정에는 오노 다이이치를 중심으로 한, 지금
으로 말하자면 대졸 엔지니어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지금의 도요타생산방식은 모든 현장작업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개
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요타자동차에서 처음부터 현장작업자들
이 자발적으로 개선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슈퍼마
켓방식을 처음 도입할 때에는 새로운 방식의 도입에 반대하는 현장작업
자들을 전제로 어떻게 문제해결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노 다이이치를
비롯한 엔지니어들의 고민이었다. 마지막으로, 도요타생산방식을 벤치마
킹하려고 할 때에 그 물적인 시스템 구성요소를 도입하는 데에만 치중해
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도요타생산방식을 일종의
준거기준으로 이해하고 그러한 준거기준의 도입에 힘쓸 때에, 어쩌면 도
요타생산방식과는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각 기업의 문제해결을 가
능하게 하는 각 기업 특유의 모습을 지닌 생산방식의 혁신이 가능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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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문제의 제기

포디즘으로 상징되는 미국식 대량생산체제와 이를 기반으로 구축된 생
산방식, 일하는 방식, 고용관계와 거시경제 및 사회적 운영체계는 20세기
의 후반까지 일터의 지배적 패러다임이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오일
쇼크와 제조업의 글로벌화로 인한 경쟁 환경의 변화로 단일 국가의 생산
과 소비 시스템 간의 선순환을 기반으로 작동하던 미국식 생산체제의 표
준적 일터와 고용관계는 1980년대 이후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였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체제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산업별 교섭과
규칙적 임금인상을 특징으로 하던 미국식 단체교섭과 고용관계의 규범은
1930년대에 형성된 미국의 노동관계와 단체교섭을 모태로 진화해 왔다.
이 모델을 기반으로 사용자 우위의 일방적 노사관계에서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노사의 이해 갈등
과 협상을 통한 갈등 조정을 통해 고용관계 질서가 형성되어 왔다. 노사
의 이익이 협력적 측면과 갈등적 측면을 동시에 지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힘의 균형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아
가는 단체교섭 중심의 노사관계가 확산되면서 미국에서는 노사의 갈등을
전제로 주요 산업에서 이해 조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임금과 분배의 몫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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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는 자율적 협상을 제도화되었다. 노사 간의 갈등과 협상을 통한 힘
의 조정, 그리고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단체교섭을 통해 이해를 조율하는
관행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유효 수요가 뒷받침되며
외부 경쟁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기존의 경제사회 관리 시
스템과 조화를 이룰 수 있었고, 이러한 체제는 전후 30년 이상 순조롭게
가동되었다(Kochan, Katz, and Mckersie, 1994; Katz, 1985).
미국 산업 경제의 압도적인 생산성 우위도 이 체제의 안정적 지속을
보장해 왔다. 미국을 추격하는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단체교섭과 정기적
협상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포디즘 체제는 산업 선진국 노사관계의 국제
적 규범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포드주의적 성장의 경로로 불리던 생산
체제와 고용관계 모델은 제조업의 글로벌화, 기업과 국가 간 글로벌 경쟁
의 심화, 그리고 복지국가와 경제의 자동적인 성장에 가해진 두 번의 오
일쇼크와 심각한 세계적 불황이 야기한 타격과 함께 그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가운데 1970년대를 경과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 각국에
서는 속도와 내용을 달리하는 동시 다발적 고용관계 전환 시도와 함께 일
터 패러다임의 혁신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주요 경쟁국들에서 미국을 능
가할 정도의 현저한 산업 경쟁력과 품질 향상이 진행된 반면, 미국식 대
량생산 체제의 비효율성과 내재적인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왔다.
미국의 일터 패러다임 전환을 촉발한 결정적 계기는 대량생산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강력한 해외 경쟁자들의 도전이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의 대량생산 포디즘은 압도적인 시스템의 우위를 바탕으
로 1970년대까지 전 세계 제조업의 글로벌화를 주도해 왔다. 그러나 1980
년대부터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후발 제조 강국들의 심각한 도전에 직
면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일본과 독일의 주요 제조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
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에 도달할 수 있었다(Womack
James and Daniel T. Jones, et al., 2007). 이 국가들을 대표하는 기업들
은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품질과 가격, 빠른 시장 적응력을 앞세워 대량
생산체제의 개량과 혁신에 성공하면서 미국 제조업의 일자리를 본격적
으로 잠식해 왔다.
미국 제조업의 일자리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은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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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경쟁력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저임금 국가들에서도 이어졌다.
한국, 대만을 비롯한 신흥 공업화 국가들은 임금과 비용 경쟁력을 앞세워
저가 제품 시장들을 효과적으로 공략했을 뿐 아니라, 미국 제조 기업들의
생산 거점들을 대거 자국으로 유치할 수 있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에 이르는 기간 동안 미국의 제조 기업들은 더 낮은 비용을 찾아 전 세계
로 투자처를 확대해 갔고, 해외 공장들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다시 미국으
로 역류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순환 사이클이 도처에서 작동하기 시작
하였다(Cowie, 1999; Hira, 2008).
그러나 글로벌 가치사슬의 발전과 경쟁 격화는 미국 내에서 심각한 고
용 위기를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였다. 특히 전통 제조업이 집중된
공업지역의 급격한 쇠퇴와 커뮤니티의 붕괴, 사회 갈등과 정치적 지형의
격변과 같은 사회적 부작용은 미국의 정치 지형을 전환시킬 정도로 심각
한 내부 갈등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지역 경제와 공동체부터 기존
산업과 고용관계, 사회시스템을 포함한 정치적 지형의 변화로까지 이어
지고 있다(Goldstein, 2018).
다른 한편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미국의 제조업에서는 글로벌
경쟁에서의 위기와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생산 시스템과 일
터혁신 전략이 다양한 경로로 모색되었다. 미국에서 진행된 일터혁신은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이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비용과
부작용도 동반하는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이며,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치열한 시장 경쟁의 운동장에서 벌어져 왔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과 각축
은 산업 현장을 넘어 정치와 정책 경쟁의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미국 기업들의 우선적이고 중점적인 생산혁신 전략은 글로벌 가치사슬
과 분업체제를 활용한 경쟁력 강화였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이러한 전략
은 기존 제조업 중 임금과 비용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서 적극적이고 대
대적인 생산기지 해외 이전과 글로벌 아웃소싱으로 나타났다. 신자유주
의와 글로벌 생산 전략은 이념과 실제에서 이를 추진하는 핵심 견인차였
다. 이러한 전략은 전통적인 제조업을 필두로 거의 모든 산업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갔다. 글로벌 가치사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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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을 전환시키는 한편 부가가치사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전략에서 미국의 경쟁력과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는
핵심 전략이었던 것이다.
미국 기업들은 글로벌 분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가가치 생산
사슬에서 설계와 디자인, 연구개발을 분리하고, 전자를 인건비가 싼 국가
들로 이전하는 대신 후자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글로벌 분업의 가치사슬
을 적극 활용하는 이러한 방식은 고숙련과 설계 능력이 요구되는 고부가
가치 부문에서 미국의 일자리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작동한
바 있다(로버트 라이시, 1993).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정작 미국 내에서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 거점이
개발도상국이나 경쟁 선진국으로 이전되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을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임금과 생활수준 정체가 장기간 방치되고 사회 불
평등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을
적극 활용하는 생산체제의 재구성은 글로벌 일자리 피라미드 내 중산층
과 하층 노동계급 간 사회통합과 고용 보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불평등과 사회 갈등의 심화에 기인하는 강력한 정치적 반발을 야기하였
다. 특히 전통 제조업 부문에서 양질의 고용과 안정된 중산층 일자리를
해외 경쟁자들에게 대량으로 이전한 결과 미국의 제조 경쟁력 기반을 잠
식한다는 우려가 강력히 제기되어 왔다.
자유무역 체제와 대량생산체제의 전환기에 시도되었던 비용 절감과 구
조조정 전략에 대한 하나의 유력한 대안은 1990년대 이후 제조업의 일터
와 생산 시스템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는 일터혁신 전략이었다. 제
조 현장에서 인공지능과 인간 숙련의 유기적 결합, 빅데이터를 기반으
로 발전하는 기계학습 역량의 급진전, 시스템적 통합을 통해 생산체제
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융합 가속화 속에서 고도의 기술 혁신 환경에 최적
화된 일터 모델인 ‘고성과 일터 시스템’(High Performance Work System)
이 1990년대 후반 이후 일터혁신의 주요한 대안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다
(Appelbaum and Batt, 1994).
미국의 일터혁신은 제조현장에서의 지능적 생산체제가 본격적으로 확
산되는 현상과 결합하면서 가속도를 더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기술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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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제조 현장을 효과적으로 혁신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기술혁신과 일터혁신의 최적 조합으로 미국의 일터와
공장이 다시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일터혁신은 과거 생산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치열한 글로
벌 경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그 개념과 내용의 변화도 조정과 적응을
지속해 왔다. 미국의 일터혁신은 일터와 일의 관계를 바라보는 기본 시각
에서부터 기술과 작업 시스템의 설계, 분배체계, 훈련과 학습, 노사 파트
너십, 협력체계를 포함하여 일터의 사회적 운영체계 전반을 포함하는 영
역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어 왔다.
미국의 일터혁신 논의는 일터의 기술적 조건이나 과정 일부를 개선하
거나 변경시키는 것 이상의 정책 프레임 전환과 현장의 성과들, 시장에서
의 치열한 경쟁을 동반하면서 진행되어 왔다(Katz, 1985; Jacoby, 1997;
Kochan Thomas A., Katz and McKersie, 1994). 미국의 일터혁신 논쟁은
20세기의 초반과 중반까지는 테일러주의와 ‘인간관계론(human relations
theory)’ 간의 논쟁부터 1970년대에는 포디즘에 대한 대안으로 시도되었
던 ‘노동인간화(humanization of work)’ 논쟁,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는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과 고성과 일터 시스템 간에 벌어진 이론
적, 정책적 논쟁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전 과정을 파악하는 것은 커다란 노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주로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 일터혁신의 새로
운 전략적 패러다임으로 추진되었던 고성과 일터 모델의 등장과 전개, 미
국식 고용관계의 제도적 개혁 시도, 그리고 제조 분야에서의 기술혁신과
일터혁신의 방향에 대한 논의에 한정해서 그 전개 과정과 정책적 시사점
들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
서로 논의를 시도한다.
첫째,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전개되어 온 일터혁신의 핵심 문제의식
과 정책 의제를 제조업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환경과 생산 패러다임 간의
관계라는 문제의식하에 검토해 본다.
둘째,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제조업에서 가치사슬 변화와 경쟁 전략 변
화에 대응하여 본격화하는 리바이벌 전략이 고성과 일터 시스템 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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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방식으로 결합되며, 또 어떻게 새로운 경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
게 되는지를 점검해 본다.
셋째, 다양한 일터혁신 전략들이 치열하게 공존하면서 경쟁하는 가운
데 미국식 일터혁신 패러다임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어 가는지, 이에
대한 정책적 평가와 대응은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일터혁신 전략이 한국 제조업과 일터의 미래에 대
해 제공하는 정책적 함의 파악을 시도해 본다.

제2절 일터혁신의 역사적 맥락, 혁신의 딜레마, 노동의 대응

1. 포디즘 시대의 종언과 전환 모색
미국에서 일터혁신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와 위기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대응 방안 모색
에서 출발한다. 오일쇼크와 뒤이은 미국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는
위기 돌파를 위한 다양한 해법과 전략들이 모색되는 계기가 되었다.
1970년대까지 미국 제조업은 포디즘 체제의 확고한 우위를 바탕으로
미국 자본주의의 장기 호황 위에서 발전해 왔다. 그러나 대량생산 포디즘
은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끊임없는 국내외의 도전에 직면하였
다. 특히 포디즘 체제를 상징하던 자동차산업에서, 전후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고 값싼 소형차를 중심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한 일본 제조업의 거
센 도전과 미국 시장에서의 엄청난 성공은 거대한 내수시장에 안주하던
미국 자동차산업에 일대 충격이자 실제적인 위협으로 간주되었고, 이에
대한 총력 대응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크게 자극하였다. 가격뿐 아니라 품
질과 납기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미국산 자동차보다 현저히 앞선 모델들
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기 시작하면서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 제조
업체들 간의 각축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미국의 자동차산업을
주도하던 주요 업체들에서 대규모 감원, 공장 폐쇄, 지역경제와 공동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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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락에 따른 전례 없는 구조조정을 동반하는 것이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아우르는 기간 동안 미국의 자동차산업에서는
미국의 일터를 보다 생산적으로 바꾸려는 진지한 노력과 더불어 급격한
구조조정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주요 경쟁자들의 핵심
경쟁 우위에 대한 ‘벤치마킹’ 열풍이 촉발됐다. 특히 미국 자동차산업의
노사는 그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일본 자동차산업의 일터와 고용
관계가 보여준 뛰어난 유연성과 지속 가능성, 노사협력체제, 유연한 생
산방식에 주목하였고, 이것이 놀라운 품질 향상과 경쟁력의 기초가 된
다는 사실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다른 한편 독일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
들이 보여준 생산 현장 단위의 파트너십과 공동결정, 노동존중과 인간
친화적 생산방식 또한 중요한 경쟁 우위 요소라는 인식도 큰 영향을 미
쳤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주요 선진 경쟁국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쟁국의 일터혁신 요소들을 과감히 도입하여 미국식 일터의 전
환을 도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게 확산되었다(Kochan, Thomas A., R.
D. Lansbury, and J. P. MacDuffie, 1997; Womack, James and Daniel T.
Jones, 2007; Wever, 1995).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일터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미국 기업들의
노력은 유례없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의 경험과 크게 대비되고 있다. 미국 제조업에서 일터의 패러다
임 전환은 대규모로 신속하게 전개되었고, 전환의 속도와 내용이 파괴적
이면서 혁신적이었다. 미국 기업들은 이 시기에 비효율적 공장과 생산 현
장을 과감히 포기하고, 생산 거점을 노조가 없는 미국의 중남부 지역으로
이전시키거나 소형 저가 모델의 아웃소싱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이
러한 전략은 현재도 미국 기업들이 주로 활용하는 구조조정의 기본 정책
으로 굳건히 자리하고 있다(박준식, 2004).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비효율적 생산 거점을 신속히 도태시키고 경쟁
우위 분야에 집중하면서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가속화하는 전략은 이
른바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과 ‘워크아웃(work out)’ 방식으로 불
리며, 구조조정의 정석으로 뿌리내렸다. 이처럼 신속한 파괴와 과감한 혁
신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미국식 경영의 주요한 특징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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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미국의 노동법제도가 기업들의 경영권 행사를 광범위하게 보
장하고 있고, 특히 경영의 전략적 판단과 실행의 필요성에 따른 해고의
자유를 허락하고 있어서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미국에서 경영 주도로 추진된 구조조정의 두 번째 주요 전략은 글로벌
차원에서 가치사슬의 재구축을 통해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함으로
써 생존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이는 제조 현장의 글로벌 재구성을 의미하
는 것이었다.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 합리성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기업들의 전략은 과도한 매몰 비용과 하드웨어 투자, 노조와의 갈
등과 대결에 따른 막대한 갈등과 마찰 비용을 요구하는 생산라인을 개도
국이나 인근 국가들로 과감히 이전하고 노사 대결의 위험을 최소화한다
는 점에서, 강력한 매력을 지닌 전략이었다. 또한 이러한 전략은 성장 잠
재력이 높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입지를 강화하고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뿐 아니라 해외 경쟁자들의 성장을 견제한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해외 직접투자는 무역 마찰을 회피하는 수단의 하나로 경쟁국 기업들
이 선택하는 전략의 하나였다. 때마침 미국에서는 신자유주의 이념이 크
게 확산되었고, 멕시코를 포함한 인접 국가들과의 자유무역 협정 움직임
이 본격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체제의 글로벌 재배치와 가
치사슬의 공간적 효율화 전략은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주의 세계무역체
제와 신자유주의 경제 전략에 완벽하게 조응하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
러한 전략은 미국 내에서 제조업과 자동차산업의 생산 입지와 근본 경쟁
력을 개선하지 못하였고, 고용 유지는 물론 지역 쇠퇴를 초래하는 커다란
사회적 부담도 동시에 떠안는 것이었다.
미국의 경우 기업들의 공간적 재배치를 촉진하는 또 다른 국내외 요인
이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는데, 이는 미국 내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지역
간 기업 유치 경쟁으로 볼 수 있다.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산업 생태계가
다원적이고 시장 경쟁의 규모가 큰 미국의 경우 자국과 이웃 나라들 간뿐
만 아니라 자국 내에서 더 좋은 기업과 일자리를 유치하기 위한 지역이나
주정부들 간의 경쟁이 국제적 경쟁보다 더 치열하게 전개된다. 미국의 지
방정부와 주정부 들은 더 좋은 산업과 고용, 기업 유치를 위해 저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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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면서 기업과 일자리 유치 경쟁에 참여한
다. 그리고 이러한 주정부와 지역들 간의 경쟁은 기업들과 정부와의 교섭
에서 기업의 절대적 우위를 보장하는 요소이다(Craypo and Nissen(ed.),
1993; Katz, 1985; Kochan, Katz and McKersie, 1994).
자동차산업의 경우 제조업이 발달하지 못했던 중남부 지역들은 기업들
에 대한 막대한 혜택과 상대적 저임금, 그리고 친기업 반노조 정책을 앞
세우며 저마다 자동차 제조공장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치열
한 국내외 공장 유치 경쟁의 결과 미국의 자동차회사들은 신공장과 기존
공장을 대거 중남부 지역으로 이전했고, 이로 인해 미국의 제조업 고용지
도는 크게 변화하였다(박준식, 2001). 결국 신자유주의와 맞물린 글로벌
화,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고용 유치 경쟁이 상호 상승작용을 이끌면서
제조업의 고용조정과 일자리의 재구성이 어느 나라보다 신속하게 진행되
었다. 그러나 기업 주도의 일방적 구조조정과 고용의 재배치, 경영전략의
절대적 우위를 마음껏 행사하는 경영 자원 재배치의 그늘에서는 지역사
회, 노조, 노동자들의 희생과 상시적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었다. 이렇
게 누적되어 온 사회경제적 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어느 때라도 폭발적으
로 확산될 수 있는 잠재적 불안과 위험성을 키워 온 것이다.
기업들의 국내외 경영전략이 미치는 지역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그 파급 효과가 누적되고, 지역사회의 공동화가 심화되며, 사회적 저항이
커지는 과정에서 미국에서는 노동자 참여에 기초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
하고자 새로운 일터 모델을 대안으로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
져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연방정부는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한 산업과 고용의 쇠퇴를 막고 미국
내에서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력한 정치적 요구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구조조정 이후 일터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
하는 요인의 하나였다. 이러한 가운데 일터혁신을 위한 기업들의 전략적
전환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고, 이를 위해 선진 경쟁자들의 특징과
장점들을 미국의 일터와 다양한 방식으로 접맥하거나 융합하는 시도들이
이어졌다.
포디즘의 붕괴 이후 미국의 일터혁신은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과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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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를 대표하는 일본 대표 기업들의 사례에 대한 치밀한 ‘벤치마킹’과 ‘베
스트 프렉티스(best practice)’ 파악의 노력을 동반했다. 미국에서는 이러
한 시도가 경쟁자들과의 합작 공장 건설을 통한 경쟁자 학습, 경쟁자들의
직접투자, 해외 공장들을 통한 학습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미국식 일터혁신은 매우 신속하게 그들만의 특성
과 정체성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미국의 일터혁신은 선
진 경쟁자들을 면밀하게 학습하는 과정을 겪었다. 이러한 학습을 거쳐
미국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고성과 일터 시스템은 특정 국가나 지
역의 모델을 그대로 도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쟁자들의 특징과 장점을
미국의 일터와 결합하기 위한 ‘이종 교배(hybridization)’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교배와 학습은 치열한 경쟁 생태계를 통해 현실에서 경쟁력을 입증
하면서 혁신적 진화의 경로를 열어 가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요 경쟁자들 가운데 일터혁신 관련 우선 벤치마킹 대상은 일본이었
다. 이 시기 미국 기업들은 일본제품의 놀라운 품질과 유연하고 신속한
시장 적응력의 비밀을 현장의 강력한 노사협력 체제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전후 일본 자동차산업의 대표기업인 도요타의 일터 현장
중심 생산혁신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미국 현장에의 적용 가능성을 시
도하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GM과 도요타는 1984년 당시 노사 대립과 갈등으로 악명 높았
던 켈리포니아의 프레어몬트(Fremont) 소재 GM 공장을 폐쇄하고 여기
에 NUMMI(New United Motor Manufacturing, Inc.)라는 이름으로 소형
차 합작공장을 만들었다. 2010년 테슬라가 인수하여 테슬라 공장으로 바
뀌기 전까지 가동되었던 NUMMI 공장의 목적은 소형차 시장을 석권하던
일본 기업의 일터와 생산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도요타와 GM의 소형차
를 생산하고, 이를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었다.
GM은 일본식 일터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미국 일터의 혁신
을 위한 핵심 노하우와 경영 모델, 생산 기법 등을 그대로 학습할 수 있었
다. 한편 도요타는 이 공장을 활용하여 일본 대표기업으로 일본식 생산방
식의 미국 적용과 성공 가능성을 탐색하는 실증 현장으로 활용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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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렇게 진행된 일본식 일터에 대한 학습은 이후 GM의 많은 사업장
에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들어 미국식 일터혁신을 기반으로 미
국 대표 소형차의 노사합작 생산을 목표로 추진된 SATURN 프로젝트의
모태가 되었다(Rubinstein and Kochan, 2001).
일본식 생산방식의 미국 도입은 이 시기에 일본 자동차메이커들의 미
국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뜨거운 의제가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식
고용관계의 억압적, 성차별적 요소, 반노조 경영 등에 대한 비판과 논란
도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Adler, 1992; Milkman, 1991; Babson, 1995).
이에 반해 친경영 입장의 연구들은 일본식 생산방식의 긍정적 측면에 주
목하고, 미국의 일터에 고착된 직무 분할 관행과 일하는 방식의 경직성,
노사 대립과 불신에 기초한 생산 현장의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일본식
생산방식의 장점들을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특히 현장 수준에서의 노사
협력을 통한 일터혁신 가능성에 주목하였다(Womack, 2007; 후지모토,
2005).
글로벌 경쟁자들에 대한 학습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경쟁국들의 현장
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경영진의 관심이 주로 일본에 있었던 반면,
노조는 친경영적이고 권위적인 일본 방식의 대안으로 독일의 사례에 관
심을 기울였다. 독일의 ‘현장 위원회(works council)’가 보여주듯이 노동
자들이 경영진과 현장의 파트너로 동등하게 참여하고 현장 중심의 공동
결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 숙련, 노동권, 노동과정의 인간화 등을 함
께 고민하고 최적의 생산방식을 추구하는 참여적 파트너십에 관심을 가
진 것이다(Wever, 1995; Kochan and Osterman, 1994).
선진적 일터혁신의 인간적, 기술적 요소들에 대한 학습은 이후 미국 기
업들이 주도하는 일터혁신의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 대대적인 구조조정
과 거의 동시 병행적으로 전개된 벤치마킹은 일터혁신에 대한 미국 노사
의 유연한 접근 방식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 고성과 일터 확산의 딜레마
제조업의 급격한 국내외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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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리엔지니어링 중심의 제조 전략에 대한 활발한 대안 모색이 진행
되고 있었다. 제조업 부문에서 새로운 생산방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는 신자유주의에서 추구하던 일방적인 구조조정과는 상당한 거리
가 있었다. 이러한 모델들은 기계적 자동화에 의존하는 효율성 중심주의
와 경영 주도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대한 깊은 의문에서 출발하지만, 기존
의 구조조정 방식과는 달리 사람의 가치와 잠재력의 향상을 혁신의 중심
에 넣고 있다는 점에서 패러다임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심은 조직에서 인적자원의 역할과 가치를 중시하는 흐름으로
나타났다(Pfeffer, 1994). 다른 한편에서는 일터를 중심으로 대결적 고용
관계의 프레임을 탈피한 협력적이고 참여적인 고성과 일터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움직임으로 전개되었다. 미국에서 위계적이고 일방적인 경영
우위 기업 모델에 대한 대안의 모색은 학계뿐 아니라 노조,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꾸준히 이어져온 지적 전통과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
었다(Gillespie, 2008).
테일러-포드주의와 대량생산의 시대에도 미국에서는 기존 일터에 대
한 대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도모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져
왔다. 1930년대와 1940년대 대량생산체제가 정착하던 시절에 미국 서부
전력회사(Western Electric Company)의 호돈(Hawthorne)공장에서 이뤄
진, 기술보다 인간관계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음을 시사
한 실험은 테일러-포드주의에 대항하는 일터 이론의 지적 전통에 중요한
대안의 실마리를 제공한 바 있다. 생산 현장에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주
목하는 이러한 흐름은 테일러주의와는 다른 지적 전통으로 미국의 인적
자원 경영 이론들에서 테일러주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었다(Gillespie
Richard, 2008).
한편, 오일쇼크 이후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대량생산체제의 위기가
증폭되고 대립적 노사문화가 확산되던 무렵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노조
의 참여와 협력을 기초로 노동의 인간화를 지향하는 강력한 운동이 일어
났는데, 이 또한 이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흐름들은 인간과 생산 기
술 간에 최적의 조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과 인간, 그리고 사
회 시스템 간의 조화를 중시하면서 일터의 기술과 일하는 방식을 인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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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발전하였다. 이른바 ‘사회기술시스템
(socio-technical system)’으로 알려진 이러한 방식은 북유럽식 사회민주
주의 환경에서 노동을 존중하는 접근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미국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린 생산방식과 사회기술시스템의 장단점
을 융합함으로써 일터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들이 일어났
으며, 이는 1990년대로 이어졌다(Eijnatten, 1993).
사람과 협력의 가치를 중시하는 조직 모델은 생산조직과 고용관계에서
도 대결과 갈등보다 자율과 협력을 중시한다. 이러한 사고의 틀에서는 생
산과정에서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매우 중시하며, 작업자들의
동기를 자발적으로 끌어올리는 일터혁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이러
한 접근은 고임금과 고성과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장의 의사
결정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작업자와 작업조직 단위에 위임하는 자율
적 노동 모델을 주목한다.
새로운 일터 모델에서는 미국식 경쟁 생태계에서 효과적으로 적용 가
능한 혁신적 요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융합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고
있다. 생산 과정에서 높은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높은 성과로 이어지는
일터혁신 관행을 과감히 도입하는 열린 혁신과 변화 노력이 활발하게 모
색되어 왔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이러한 노력들은 일본식 린 생산방식과
미국식의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 디자인 능력, 유럽에서 발전한 노동의
인간화와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 등을 교배 및 결합하기 위한 노력 등을
동반하였다. 또, ‘새턴 프로젝트’ 같은 거대한 실증 생산으로 이어졌으며,
이로부터 얻어지는 혁신의 성과 확산을 위한 전략으로까지 발전하였다
(Rubinstein and Kochan, 2001; 박준식, 1996)
고성과 일터 패러다임이 중시하는 자율적 노동체제는 기본적으로 ‘성
과’를 담보할 수 있다면 어떠한 혁신도 과감히 도입한다는 매우 실용적인
사고에서 출발한다. 성과 중심의 일터 모델에서는 위로부터의 지시나 가
이드라인이 아닌 노동자 스스로의 판단과 의사결정이 더 중시되며, 현장
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창발적 혁신’이 경쟁 우위의 핵심 요소이므로 현장
중심 혁신의 촉진을 위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중요 요소가 된다.
자율적 노동체제를 주도하는 것은 특정한 산업이나 업종에 제한되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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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융합적 혁신과 변화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생산과 연구개발, 생산과 서비스, 생산과 판매가 분리되는 것보다 생
산현장을 중심으로 자율적, 융합적 방식으로 통합되는 작업조직의 변화
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이러한 변화는 제조업에서도 ‘스마트
제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일어나는 일터의 재구성 노력에서도 쉽
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일터혁신 노력은 특히 1990년대 초반 클린턴 행정부가 미국식
고용관계의 개혁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국 노동부는 일터혁신과 고용관계 개혁을
모색하는 던롭위원회(Dumlop Commission)를 발족하고, 여기에서 노사
주도하에 공익을 우선시하는 고용관계 개혁안 마련을 시도하였다. 미국
의 노동개혁 논의에서 일터혁신 관련 개혁의 주요 의제의 하나는 일터 수
준에서 노사의 자발적 참여와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고용관계를 활성
화하고 이를 확산하는 것이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진보 성향의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
노동부 장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기존 노동관계 법제도의 적극적인 개
혁을 모색하였다. 미국 정부는 이를 위한 노동개혁 관련 논의를 던롭위원
회를 통해 추진한 바 있다. 위원회는 1994년 최종 활동보고서를 통해 노조
에게 불리한 노동법제와 관행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일터 수준에
서 노사의 자율적 협력과 성숙한 일터혁신 참여가 고용관계의 발전은 물
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정부 차원에서 일터혁신과 노동자 참여를 촉진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Dunlop Commission, 1994).
던롭위원회는 미국식 일터혁신 모델로 유럽의 일터위원회 모델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다른 한편 일본식 생산방식이 추구하던 현장 노
동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모델들의 장점들도 적극 반
영하였다. 또한 거대 기업 중심의 단체교섭 영역에서의 대결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일터에서의 협력적 관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양자의 공존을 이
끌어내기 위한 노사의 적극적 대화와 파트너십을 옹호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이 당시 전미자동차노조에서 노조 지도부의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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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적으로 기여한 바 있다. 협력적 일터 모델을
자동차업계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노사의 협력 촉진
을 위한 다양한 일터혁신 사업들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그 결과를 바탕으
로 미국의 고용 및 노사관계 혁신을 위한 정책적 제안들을 제시한 바 있
다(Kochan, 2005; Levine, 1995; Osteerman, 1999; Bluestone, 1992).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가 끝나고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일터혁신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의 관심은 급격히 위축되었다. 공화당 정부는 노사관
계 개혁 정책을 폐기하고 미국식 고용관계를 확고히 유지하는 보수적 입
장으로 회귀하고 말았다. 경영계에서는 던롭위원회의 정책 권고가 노조
편향적이며, 경영계의 이해와 목소리를 균형 있게 담지 못했다고 비판하
면서 관련 법제도 개정 제안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였다. 이 당시 보수진영
은 노사의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에서 노동법제 개혁을 제안하는 위
원회의 입장을 반박하고, 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의 어떠한 수정이나 변경도 강력히 거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의
진보세력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노동법제의 개혁도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노조 내에서도 노사 파트너십에 대한 비판과 경계의 목소리가 힘
을 얻어갔다. 일터혁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노사 양 진영에서 힘을 잃어
가는 가운데, 정책 공론 영역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개혁의 목소
리는 더 이상 힘을 받을 수 없었다(Kochan, Thomas A., 2015). 일터혁신
을 통한 고성과 작업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옹호해 오던 전문가들은 품질
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의 다양한 일터 협력이 미국 기업들의 생산
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활발히 나왔지
만, 미국의 전통적 노사관계와 단체교섭 중심의 갈등적 대립 구도를 변
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은 진전이 없었다(Kochan, Lansbury, and
MacDuffie, 1997). 그러한 가운데 미국 자동차산업은 또다시 글로벌 금융
위기와 거대 기업의 파산, 정부의 구제금융과 강제 구조조정이라는 초유
의 상황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동차 수요와 더불어 미국산 자동
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서 현장 중심의 일터혁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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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도리어 위축되어갔다. 고성과 일터를 통해 대결적 고용관계 패러
다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은 수면 아래에서 개별 기업이나 업종 수준
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일터혁신의 성과에 의존하면서 일터 생태계에
서의 패러다임 경쟁으로 회귀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자동차산업에서는
일터혁신의 마지막 희망 중 하나였던 새턴 프로젝트마저 GM 내부에서의
지속 불가능성이라는 노사의 최종 판단에 따라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동안 진행된 GM의 대대적 구조조정과 함께 브렌드와 생산을 완전히 폐
기하는 구조조정으로 마무리되고 말았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참여적 일터혁신의 리바이벌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도 있었지만, 신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당면했던 글로벌 금
융위기와 자동차 3사의 대대적 구제금융이 이어지면서 자동차산업은 급
격히 위축되어갔다(Kochan, 2015). 결국 미국에서의 일터혁신 시도는 정
부의 적극적 지원과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기업과 당사자들 주도로 시장
생태계에서의 경쟁을 통해 스스로 우위를 입증하고 이를 통한 확산의 길
만이 허용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에서 일터혁신과 고성과 일터 시스템의 확산은 분명한 한계를 지
니는 제한적 개혁으로 볼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었던 독일의 성
공적인 일터혁신과 노동시간 조정, 고용체제 개편 등과 비교할 때 미국의
변화 노력은 기업이나 산업 수준의 자발적 노력에 의존하면서 진행되었
고, 제도 개혁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미국에서는 치열한 경쟁 환경을 거치면서 경쟁력 있는 일터혁신 모델
들이 지속적으로 탐색되고 있다. 이러한 일터혁신 모델들은 전통 산업과
첨단 산업, 그리고 지역 산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도되고 있다. 이러
한 노력들이 미국식 자발성의 장점으로 거론될 수도 있다.
뉴딜식 개혁이 확산되던 1930년대에는 노사의 극심한 대립과 파업의
물결 속에서도 상당수의 기업들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기업복지체제와 안
정된 장기고용 보장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 시기에 포드주의체제를 안정
화시킨 기업들은 개별 기업 중심의 복지와 노동 통합 체제를 가동시켜 노
동자들의 충성심을 동원하는 일터 모델을 만들었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
장원(industrial manor)’ 지배체제는 미국뿐 아니라 산업 선진국들의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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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기업들에서 관찰되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도 볼 수 있다(Jacoby, 1997).
이 시기에 미국의 독점기업들은 자체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면서 산업적
규모에서 현대적 인사관리와 노동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Jacoby, 1985).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생산 현장을 중심으로 자발적 인간관계 관리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이러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기업의 인간적 측면을 중
시하던 경영 모델도 테일러-포드주의에 대한 중요한 대안의 하나였다.
이러한 미국식 일터혁신의 전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기술과 인적자원의 역량을 중시하고 구성원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첨단 기업들의 일터 모델들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는 다른 한 축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안
정적인 고용과 숙련 일자리를 안착시키기 위한 커뮤니티 중심의 노사, 지
방정부 협력 모델도 계속 발전해 왔다.
최근 미국의 일터 현장에서는 인공지능과 첨단 제조 과정, 그리고 인간
의 능력을 최적으로 활용하여 제조업 르네상스를 도모하기 위한 혁신적
시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포디즘과 글로벌화 시대에 미국이 잃었던
선진 제조업을 새로운 산업혁신과 일자리 창출 전략의 핵심 동력으로 활
용해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적 권고가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개
리 피사노․윌리 시, 2019) 이러한 가운데 과거의 제조 공장들도 참여적
이고 인간 친화적인 기술혁신의 도움으로 완전히 탈바꿈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미국식 일터혁신의 실험장이었던 NUMMI 공장은 이제 전기차
를 선도하는 테슬라의 생산 거점으로서 4차 산업혁명과 제조 혁신의 현
장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이해의 기반 위에서 미국의 일터혁신을 조망
해 볼 때 조만간 미국 제조업의 일터 역시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적
성과들이 접맥되면서 더 높은 수준의 숙련과 학습을 요구하는 새로운 형
태의 일터혁신 현장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Schwab,
2018).

3. 일터혁신과 노조의 대응
미국에서 고성과 일터 시스템에 대한 노조의 대응과 접근 전략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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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로 나뉘는 경향을 보인다. 첫 번째는 전통적 단체교섭과 이익 갈
등의 관점에서 일터혁신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전통주의’ 노선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노사 파트너십과 협력체제 구축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개혁주의’ 노선으로 부를 수 있다. 이 두 가지
입장은 노조 집행부의 성격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전통주의
입장이 기존 노조의 권한과 기득권을 침해하거나 이들의 통제를 벗어난
일터혁신에 대해서 분명한 거리를 두는 반면, 개혁주의는 현장 수준에서
의 일터혁신을 통해 일터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미국에서 좋
은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지키는 전략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다.
1980년대까지 미국 노조는 일터혁신과 분명한 거리를 두면서 노사의 이
해 대립을 전제로 적절한 갈등적 관계를 유지하는 ‘거리두기 관계(arm’s
length relationship)’를 기본 입장으로 고수해 왔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
서는 전통주의보다 개혁주의 전략을 모색하는 입장이 강력히 대두하였다.
이 시기에 미국 자동차산업의 노조 집행부는 일터혁신에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였고, 때마침 포드와 GM을 비롯한 자동차산업의 경영진들도 대대
적인 구조조정 이후 현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일터혁신과 이를 위한 파
트너십 실험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처럼 노사의 입장 전환으로 1990년대
에 GM에서 시도되었던 NUMMI 프로젝트나 새턴 프로젝트가 실현될 수
있었다(박영범․이병훈, 1997).
그러나 이 시기에도 노조와 경영진 내에서는 여전히 기득권 세력의 입
지가 견고했다. 전통주의 노선은 언제라도 전통적 노사관계로의 복귀를
시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성과 일터 시스템을 향한 개혁세
력의 비전과 입지는 노조 내에서조차 그 존립 기반이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경제적 상황이 변할 경우 언제라도 노조 내에서, 혹은 노
조 외적인 경영 전략 변화에 힘들게 맞서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개혁주의 입장의 취약점은 1990년대의 전미자동차노조(UAW)의 내부
정치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바 있었다. 또한 UAW와 거의 동일한 조직적
위상과 노선으로 움직이던 캐나다의 GM 지부를 비롯한 현장 지부들은
조직력에 기초한 강력한 단체교섭을 통해 노조의 일자리를 더 효과적으
로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결적 교섭 체제를 강화하는 입장을 견지

제3장 미국의 일터 패러다임 전환과 일터혁신 49

하였다. 1990년대 미국 노조 내부에서는 노조의 전략을 둘러싼 치열한 내
부 논쟁과 전략의 차별화가 이어졌다(Green, William C. and Ernest J.
Yanarella, 1996; 박준식, 2001).
전통주의 노조 지부들과 대표자들은 참여적 노선으로 기존 공장들의
일자리와 입지가 약화될 것을 크게 우려하였다. 새턴 프로젝트의 경우에
도 공장을 노조 지지가 약한 남부 지역 테네시주 내슈빌에 건설하는 것을
두고 보이지 않는 갈등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후에 새턴
공장에 대한 GM 노조 내부의 지지 약화로 이어졌다. 또한 인기 모델을
둘러 싼 지부들 간의 치열한 물량 경쟁과 노조 내의 정치적 세력관계에서
새턴 노조 지부는 아웃사이더로 밀리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공장들 간의 물량 경쟁과 노조 내 세력관계에서 개혁주의가 약화되고,
새턴에 대한 GM 내부의 평가가 부정적으로 변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
위기와 GM의 도산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2008년에 일어났다. GM은 결국
구제금융으로 회사를 연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이 의문시되고
지속 가능성이 불분명한 소형차 생산을 완전히 포기하고 공장과 설비를
매각하고 말았다. 이로써 1982년부터 노사협력을 통한 일터혁신의 문제
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해서 1990년 노사합작에 의한 새로운 자동차 브랜
드의 탄생부터 2009년 브렌드의 종결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추진되었던
GM 역사상 최대의 일터혁신 프로젝트도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Kochan,
2015).
노조 내에서 두 가지 노선이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1990년대를 넘어가
며 미국에서도 공화당 행정부의 성립과 함께 참여적 노선의 입지가 더욱
약화되어 리더십 상실이라는 결과에 직면하고 말았다. 2000년대에 들어
UAW를 비롯한 전미지역 노조운동에서는 다시 전통적 단체교섭체제로
의 복귀 움직임이 힘을 받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일터혁신을 통한 고성과
일터 시스템과 파트너십 전략의 입지가 거의 사라진 것이다. 고성과 일터
에 대한 기존 노조의 반대와 단체교섭 중심의 이익 보호 전략은 노조 내
에서도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자동차산업에서 진행되던 야심찬 일터혁신 프로젝트가 종결되
고 이를 대표하던 거대한 현장의 실험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고성과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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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추구하던 일터혁신의 필요성과 핵심 정책들이 미국에서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다. 현재에도 미국의 생산 현장은 다양한 혁신 모델들이
병존하는 가운데 치열한 생태계 경쟁과 융합, 이종교배가 활발히 전개되
고 있다. 시장의 힘과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경영 주도의 리엔지니어링을
중시하는 흐름, 반면에 일터에서의 노동자 참여와 자발성, 노사협력을 기
반으로 높은 신뢰의 고부가가치 생산체제를 지향하는 고성과 일터 시스
템 사이에는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긴장과 상호 학습이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고도의 무인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일터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시도가 더해지면서 고성과 일터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고성과 경로(high-road)’로 지칭되는 이러
한 전략은 미국의 생산 현장이 궁극적으로 지향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적
인 전략적 선택으로 더욱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의
일터혁신이 제조업에서 시작되었지만, 제조업을 넘어서 정보통신, 의료,
소프트웨어, 첨단 정보기술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더욱 활발하고 과감
하게 시도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일터혁신 주도권은 글로벌 영역에서 산업혁신을 선도하는
첨단 기업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고성과 일터를 향
한 대전환의 이면에는 이른바 ‘플렛폼 경제’와 이를 주도하는 ‘플렛폼 기
업’들의 대거 등장과 더불어 기존 고용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뒤흔드
는 ‘저비용 경로(low-road)’의 비표준적 고용관계 또한 동시에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성과 작업 시스템을 지향하는 기업들과 더불어 산
업과 고용의 생태계를 재편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고용
관계의 경쟁 생태계도 크게 변모하고 있다(Barker and Christensen,
1998; Cappelli and Bassi et al., 1997; Capelli, 1999). 여기에 글로벌 가치
사슬을 선도하는 경쟁 기업과 산업의 경험들이 융합되면서 미국의 일터
는 일부 선도 기업들을 중심으로 고성과 경로로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판적 시각에서 볼 때, 고성과 일터 모델에서는 포스트모던시대에 피
라미드적 기업 중심 체제를 대신하여 좀 더 자유롭고 유연한 네트워크적

제3장 미국의 일터 패러다임 전환과 일터혁신 51

요소가 가미되었지만, 기업들이 요구하는 핵심 인적자원을 제외한 대다
수 노동자들이 이 같은 고성과 네트워크에서 배제되는 양극화 상황에 처
하게 된다는 지적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실리콘밸리의 플렛폼 기업이
나 글로벌 초일류 기업들의 일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같은 극소수만
이 상상을 넘어서는 고임금을 누리는 반면 대다수 노동자들은 거의 임금
이 오르지 않고, 과거보다 더 불안한 고용상황에 내 몰리거나 가치사슬의
말단부에 만족해야 하는 역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방
안을 고성과 작업조직의 프레임 내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시스템
이 안고 있는 핵심적인 내적 모순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3절 고성과 일터의 전망

1. 고성과 일터의 특성
미국의 고성과 일터는 포드주의적 대량생산 체제의 붕괴 이후 일터의
대안으로 부상하였다. 미국의 고성과 일터 모델은 기업 현장에서의 경쟁
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적인 경험들을 축적해 왔다. 1990년대에는
자동차산업의 부활 전략 모색 과정에서 혁신적 대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제조업 분야에서 많은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항공, 텔
레콤, 유통, 의료, 간병 서비스를 포함하여 서비스 산업에서의 노사 협력
과 참여적 경험의 성과에 대한 다수의 기업 사례들이 더해졌다(Kochan,
2015).
최근 들어 고성과 일터혁신은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인터넷 기업들과
첨단 정보통신산업, 고용의 전통적 패러다임을 혁신하려는 플랫폼 기업
등에서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다. 이들 기업이나 산업에서는 더 빠른 혁신
과 더 앞선 성과를 지향하는 데에 성과 중심 일터혁신이 보여주는 매력에
주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식 고성과 일터를 하나의 개념으로 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다양한 사례들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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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과 일터의 특성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고성과 일터의 진화적 특징과
미래의 전개 방향을 가늠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미국을 선도하는 주요 산업의 주력 기업들은 활발한 일터혁신 실험과
조직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자 노력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일
터는 다양한 사회적, 조직적 실험이 시장에서 일어나고, 이를 통해 더 나
은 조직 패러다임을 찾아가는 모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량생산 포
디즘이 붕괴하고 일터혁신의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일터 모
델들이 미국 기업의 경쟁 생태계에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상호 융합과 학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일터 생
태계에서 절대적 우월성을 보이는 하나의 모델, 단일한 지배 개념은 없다.
대신 복잡한 경쟁과 협력 속에서 다양한 모델들이 경쟁하며 병존하는 모
습이 미국식 일터 생태계의 특징이자 장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개방성과 다양성, 역동성은 미국식 고성과 일터의 주요한 진화적 특성으
로 규정할 수 있고, 이는 의도적인 정책적 개입보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
아남기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기업들이 주도하는 일터혁신은 국가나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변화를 주
도하는 아시아 기업들과 비교할 때 두드러진다. 다양한 경쟁 전략을 통해
성공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더 나은 일터
모델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성공 경험을 축적하며, 혁신적 설계로 지속 가
능성을 검증받은 모델들이 활발하게 출현하고 있다. 게다가 성공한 혁신
모델들 또한 새로운 경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식 일터혁신이 시장에서의 자발적 경쟁에 의해 선택되기 때문에
그 역동적 측면만큼이나 파괴적 위협 요인들을 동시에 품고 있다. 사람
중심의 경쟁적 혁신은 사람을 중시하지만, 이 때문에 선택되지 못하는 노
동자들의 상태와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기 힘들다. 고성과 체제에 편입되
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증폭되고, 보상 격차가 구조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필연성을 내장하고 있는 셈이다.
고성과 체제의 이러한 내재적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제도
적, 정책적으로 효과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하지만, 미국식 경쟁체제의 속
성상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처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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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99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일터혁신의 제도화와 노동의 참여를 촉
진하기 위한 진보적 제도 개혁의 좌절 과정은 미국에서 노동존중의 일터
혁신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잘 보여주었다.
미국의 일터혁신은 고정된 일터의 패러다임이기보다 경쟁 환경의 변
화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수정과 변화를 도모하는 ‘능동적 적응(active
adaptation)’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핵심 요소들이 기존 모델
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식, 혹은 기존 요소들에 새로운 요소
들이 추가되는 방식 등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공통 요소들을 미국식 고성과 일터 모델의 핵심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고성과 일터 모델의 핵심적인 공통 요소는 인적자원의 역할 및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에 대한 관심과 이를 위한 투자이다. 생산 공정에서 사람의
능동적 역할에 대한 관심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가장 논
쟁적인 영역의 하나이지만, 인공지능의 본격적 확산과 더불어 일터의 자
동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생산 과정에 대해 깊은
이해를 보유한 고도 숙련 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는 데 강력한 공감
대가 형성되어 있다. 혁신 주도 기업들의 일터가 사람 중심의 역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또한 포디즘 이후 미국 기업들
이 일터혁신 영역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성과를 지속하는 핵심적인 이
유가 되고 있다.
기술과 서비스 기준이 높아지고, 고도 숙련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증
가하는 현장에서는 노동자와 작업조직이 환경 변화에 자율적이고 능동적
으로 적응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고성과 일터 모델이 주목하는 것
역시 기존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는 ‘정태적 숙련’이 아니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동태적 숙련’의 고도화이다. 생산체제의 고도
화에 상응하는 훈련과 학습만이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 생산성을 유지하
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인식으로 노사의 생각이 수렴하고 있는 것이다.
고성과 일터 모델의 두 번째 핵심 요소는 다양성을 중시하는 참여적
팀워크이다. 생산체제의 역동적 변화가 지속되고,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하향식 피라미드 조직, 또는 노사가 대결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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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모델은 점점 더 작동하기 어려워진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터를 기반으로 자율이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현장의 요구 수준에 부응하는 유연한 일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미국의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들의 일터는 전문성과 다양성이
결합된 숙련 중심의 참여적 팀조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겪어 왔다.
유연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권한 위임 역시 현장에 대한 변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시도이다. 자율적 팀워크와 잘 결합된 노사의 파트너십이
다양한 혁신 역량의 유연한 융합 및 촉진을 실현하는 요소의 하나로 간주
되고 있다. 인적자원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역량들 간의 유연
한 융합을 통해 급변하는 경쟁 환경과 혁신 요구에 부응하는 일터를 만들
어야 높은 수준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실현하
기 위해서는 높은 신뢰의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고성과 일터의 세 번째 핵심 요소는 혁신과 성과 중심의 유연한 보상
체계에서 찾을 수 있다. 포드주의 일터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숙련과 직무
의 범위가 주어져 있다. 노동자들은 미리 정해지고 맡겨진 직무와 상사의
지시나 매뉴얼에 따라 시간을 채우는 경직된 고정 직무보상체제에서 작
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모델에서는 구상과 실행을 분리시키고, 현장의 자
율성을 최소화하며, 직무 장벽에 따른 구분과 서열체제를 중심으로 일터
를 조직한다. 여기에서 노사의 신뢰와 협력의 중요성은 중요하지 않다.
피라미드적 조직 서열에 따른 ‘위계적 통제’와 ‘엄격한 직무 구분’이 일터
를 규율한다. 고성과 일터 시스템은 경직된 전통적 패러다임에 도전하기
위해 다양하고 유연한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도입하는 경향을 보인다.
노동자들에게 경쟁 업종에서 더 나은 보상을 제공하는 성과 중심의 보상
을 통해 조직의 유연성과 숙련의 융합을 촉진하고, 혁신적 조직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성과 일터의 중요한 특징은 노조나 노동자 대표, 혹은 현
장과의 파트너십을 중시하는 ‘고신뢰(high trust)’ 관계로 볼 수 있다. 고
성과와 고신뢰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노사의 깊은 신뢰가 필수적이다. 고
신뢰는 고성과 일터의 토대이면서 동시에 고성과 일터의 결과이기도 하
다. 고신뢰 일터는 노사의 대립과 갈등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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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력적 소통이 요구되는 일터에서 고신뢰는 행위자들 간의 막대한 갈
등과 거래비용을 절감한다. 이는 곧바로 기업과 조직의 소중한 무형 자산
이자 보이지 않는 경쟁력으로 전환된다. 고신뢰 현장이 일터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신뢰는 고성과와 불가분의 동
반 관계에 있다. 여러 업종에서 경쟁력을 선도하는 좋은 일터들은 대부분
경쟁 기업들에 비해 높은 내부 신뢰라는 일터의 핵심 자산이 존재한다.
최근 들어 미국에서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들이 일터의
현장에 본격적으로 파급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인간 노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구성되는 유연한 일터에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대한 학습
요구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기술 패러다임도 현저하게 빠른 속도
로 전환된다. 인공지능과 유연한 자동화 기술은 노동과 고용의 성격을 끊
임없이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 노동자들이 고용과
일터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사의 높은 신뢰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학습
이 요구된다. 고성과 일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요소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더욱 강력히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2. 고성과 일터의 미래
미국에서 고성과 일터의 진화와 발전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
될 것인가를 전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일터와 사회가 많은 특성을 공
유하고 있고, 이러한 제도적 공유결합을 통해 고유하고 단단한 경쟁력의
기반을 구축한 일본이나 독일과는 달리 미국의 고성과 일터는 기본적으
로 시장의 경쟁과 자체의 혁신에서 발전의 동력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 방
향성이 기업의 전략과 경쟁 환경, 가치사슬의 재구성, 기술 혁신 등과 깊
이 연관될 수밖에 없다.
고성과 일터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의 하나로 기업
가치사슬의 전 과정이 점점 더 유기체적으로 통합되고, 이를 지원하는 지
능적 기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
근 들어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미국의 경우 단순 제품의 조립
과 가공 수준에서 주어진 과업을 반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전통적인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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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는 더 이상 일터의 주된 모습이 아니다. 지능적 생산체제의 부산
물에 불과한 과거의 일터는 지속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기업
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전통적 작업 시스템이 비용, 효율성, 효과성의 모든 측면에서 지속되기
어려운 상태에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일터를 지키는 유일한 방
법은 제조업의 지능화와 융합된 일터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제조의 영역에서도 작업자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중시된다. 참여적 의
사결정이나 팀워크, 몰입과 성과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기업이나 조직
들이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의 일터혁
신 압력은 매우 강력하다.
미국에서는 최근 들어 고성과 일터와 고도의 지능적 생산 시스템의 잠
재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인간과 기술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제조의 부활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움
직임의 배경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더불어 미국 제조업이 겪은 대규모
파산 등이 자리한다. 이러한 사태들을 계기로 예상치 못한 구조조정이 발
생하며, 이로써 제조업의 좋은 일자리가 언제든지 사라지고 산업의 주도
권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과 교훈이 깊이 각인된 것이다.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는 제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지 못
할 경우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과 중산층 일자리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
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제조업의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이 심화되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에서
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경제 분야에서 미국이
구축한 절대적 우위를 바탕으로 제조업의 활력과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좋은 일자리의 저수지로서 제조업의 중
요성과 가치가 다시금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생산 현장이 연구개발을 비
롯하여 기업의 통합된 가치 실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의 모태이
자 혁신의 장이라는 인식이 힘을 얻으면서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불
러들이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더불어 이를 위한 정책들이 과감히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적, 전략적 노력은 독일이나 일본의
경쟁자들 뿐 아니라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중국의 제조업에 상호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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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동반자라는 인식을 탈피해 강력한 잠재적 경쟁자라는 시각으로 접근
하는 입장을 강화시켜 왔다. 고성과 일터 패러다임은 미국이 요구하는 제
조업 전략과 더불어 제조 부문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조직혁신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그 성과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제조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로 들어서면
서 더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제조 영역에서 글로벌
분업이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자국의 좋은 일자리를 잠
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자국뿐 아니라 해외 기업들이 생산과 연구개발
거점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도록 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제조
업의 ‘리쇼어링(re-shoring)’으로 불리는 정책 전환 과정에서 미국 기업의
일터가 제조와 생산의 전통적 구분을 넘어 지능적 시스템과 융합된 자율
적 작업조직으로 진화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처럼 기존의 기술과 무관하게 완전히 새로
운 생산과 기술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진행되는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강
력한 숙련기술을 결합한 생산체제의 등장을 볼 수 있다.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는 생산 중심의 경제가 서비스와 물건이 통합되고 산업과 조직의
경계가 사라지는 지식 중심의 생산체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
과 인적자원 중심으로 일터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
서 고성과 일터는 앞으로 선진 각국의 무역 경쟁이 격화하는 추세 속에
서 한 나라의 일터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

제4절 미국식 일터혁신의 시사점

미국식 고성과 일터혁신은 제조업의 국내외 경쟁 격화라는 시장 환경
속에서 치열하게 모색된 일터혁신 패러다임의 전환 시도로 이해될 수 있
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30여 년 동안 선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진행되
었던 일터 패러다임 전환 과정과 그 맥을 같이한다. 미국의 일터는 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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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미국 제조업의 일터는 경쟁 환경과 생산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다양
하고 풍부한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고성과 일터를 선도하는 주도 기업
들은 일터의 생태계에서 생존 경쟁을 통해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선도자로
서의 자격을 입증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살아남은 기업과 조직들
은 업계를 주도하거나 평균보다 높은 성과와 보상으로 더 다양하고 혁신
적인 진화 경로를 개척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미국 자본주의와 경쟁체제가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회
복 탄력성’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미국 경제에서 기업의 경쟁 생태계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기 힘든 규모와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다. 경쟁 생태
계의 규모와 경쟁 모델의 다양성은 일터혁신의 방법론과 모델에서도 쉽게
관찰되고 있다. 다양한 혁신 전략과 모델들이 산업 생태계에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경쟁 모델들 간의 활발한 상호 학습으로 혁신의 진화가 진행되
는 것이 미국식 일터의 진화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의 일터혁신은 독일이나 일본처럼 ‘국가적 경로(national trajectories)’
에 의존하지 않고 더 폭넓은 다양성과 유연성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다.
미국식 일터혁신은 기술 패러다임과 혁신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능동
적인 적응과 신속한 학습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까지 대량생산
과 수직적 통제체제에 통합되어 경직적이고 유연성이 없었던 미국식 생
산방식은 혁신기술의 잠재력과 인적자원의 학습 능력을 최대한 결합하면
서 놀라운 전환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제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의 일터는 전통적인 일터 모델
로는 설명하기 힘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생산혁신과 기술
패러다임은 더 이상 단순 가공과 조립 기술, 전통적 숙련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 인간과 기계적 지능의 혁신적 융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일터에
서 요구되는 인적 역량과 조직적 역량의 변화와 조정 과정은 한국의 제조
현장이 지향해야 할 혁신의 방향에 대해 깊은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식 일터혁신은 높은 수준의 전략적 유연성에 조응하는 과감한 혁
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미국의 제조업이 압도적인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던 시기에는 대량생산체제가 글로벌 생산체제로 확산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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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러한 생산체제가 위기에 직면하면서 미국 기업들은 기존의 일터
패러다임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일본식 린 생산 모델의 수용과 학습을 통해 일터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신속히 회복하고 일본과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경험에서 확인되고 있다. 제조업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중국을 글로벌 하
청과 생산 기지 및 시장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대두된 바 있지만, 최근에
는 지능적 자동화를 통해 생산과정의 가치사슬을 다시 미국 내에서 통합
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들어 미국의 제조업과 작업현장 혁신 노력은 사물인터넷, 인공지
능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 요소들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터
혁신을 과감하게 추구하는 방향으로 또다시 변화하고 있다. 자동화와 인
공지능이 결합된 생산체제로의 전환은 과거와 차원이 다른 규모의 변화
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터와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설계 방
향뿐 아니라 고용과 사회 통합 시스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의 필요
성을 제기하고 있다(Darrell, 2018). 이처럼 끊임없이 새롭게 전개되는 활
발한 적응과 혁신 노력이야말로 미국식 일터혁신의 놀라운 특징 중 하나
로 간주될 수 있다.
일터혁신을 바라보고 이에 대응하는 노조의 입장은 시기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전략적 변화를 보여준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미국
노조는 일터혁신 과정에 경영진과 대등한 동반자로 협력하는 파트너십을
적극 추진하였지만, 이후 일터혁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저하되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와 제조업의 대대적인 파산 및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일
터혁신에 대한 노조의 태도는 전통적인 노사 대결과 거리두기 전략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미국 노조는 일터혁신을 통한 현장의 경
쟁력 강화와 노동자들의 역할 증진, 숙련을 위한 투자만큼은 반대하지 않
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 왔다. 전통적인 미국식 노사관계와 단체교섭
체제의 기본 틀은 고수하지만, 구조적 변화 요구에 저항하는 것보다 고용
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좋은 일자리를 보존하는
방안이라는 판단 아래 이러한 변화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유연한 전략적

60

일터혁신의 이론 및 실천에 관한 기초연구

타협과 일터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의 전략은 일터혁신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노사 공동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이끌어내는 배경이 되고 있다. 기업 주도의 강력한 일방적 구
조조정 방식이 군림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미국의 노조는 경쟁 환경 변
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적 실험을 노사가 함께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 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노조의 영향력을 이어가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의 고성과 일터혁신 방식은 유럽이나 일본 등에
서 전개되었던 일터혁신이나 구조조정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유럽의 일터혁신이 노사정의 ‘사회협약’에 기반한 사회적 타협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미국식 일터혁신은 기업 자체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자
율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점에서 시장 주도의 성격이 강하다.
노조가 일터혁신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이유는 혁신을 통
한 발전이 없을 경우 과거의 경험상 시장의 구조조정이 언제든지 가능하
다는 위기의식이 존재하며, 이것이 현재의 상황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
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국가의 영향력과 개입 수준이 상대적으로 약하
고, 시장의 경쟁 압력은 압도적으로 강하며, 구조조정에 관한 경영의 절
대적 권한이 용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조가 이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하는 능력이 극히 한정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고성과 일터의 확산을 옹호하는 개혁적 시도들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사업장 단위에서 유럽의 경영참여와 작업장 중심 참여 모델의 도입을 적
극 주창해온 이들의 노력은 노사관계 법제도의 개혁까지 나아가는 데에
는 기본적인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제조업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압
력에 직면한 가운데 최근 미국식 고성과 일터 모델들은 향후 미국의 일터
와 일자리의 성격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모해야 할 것인가와 관련한 광범
위하고 다양한 의제와 마주해 있다. 그러나 기존에 진행되어온 미국식 일
터혁신의 성취와 경영 주도의 한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성과 일터의 발
전 과정에서 노조가 주도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노동의 이익을 적극적으
로 반영하기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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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머리말

자동차 생산공장인 포드에서 탄생했던 테일러-포드주의는 유례없이
뛰어난 생산력으로 인하여 1920년대 이후 급속하게 서구 사회에 확산되
었다. 1960년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정점에 도
달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작업장에서 태업이나 결근, 비공식 파업 등
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테일러-포드주의에 저항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출
현하기 시작했다. 또한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경제
성장의 둔화, 실업률의 증가, 시장수요의 변동에 구래의 생산방식은 제대
로 대응할 수 없었다. 테일러-포드주의를 특징짓는 전용기계의 경직성,
대립적인 노사관계, 통제 위주의 노무관리 기법, 노동자의 작업장 통제
등은 더 이상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작업조직, 생
산방식, 인적자원관리 등에서 다양한 실험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기 시작
했다. 이처럼 테일러-포드주의와 구별되는 다양한 시도들을 일터혁신이
라고 부를 수 있다(조성재․이준협, 2010).
일본, 스웨덴, 독일, 미국 등 다양한 지역에서 일터혁신의 다채로운 시
도들이 벌어졌다. 이 시도들은 전형적인 테일러-포드주의와 구별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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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조직의 설계 원리, 작업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도, 팀 작업의
성격, 인적자원관리 등에서는 서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서로 대립하는
요소를 가진 일터혁신의 여러 시도들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론화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그 주창자들 사이에서는 날카로운 논쟁이 벌
어지기도 했다.
이 글은 독일에서 테일러-포드주의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형성되기 시
작한 일터혁신의 이론적 시도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제2절에서는 독일의
전통적 생산방식의 특징과 그 변화를 정리하고, 제3절에서는 혁신적 노동
정책론의 등장과 그것이 적용된 대표적 사례인 Auto 5000의 사례를 정리
한다. 제4절에서는 린 생산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벤츠 사례를 살펴보고
제5절에서 혁신적 노동정책론과 린 생산론의 논쟁을 정리한다. 제6절에
서는 인더스트리 4.0과 일터혁신 사이의 관계를 다루기로 한다. 인더스트
리 4.0과 린 생산 사이의 관계도 여기에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제7절에
서는 이 글의 결론을 내리기로 한다.

제2절 독일 생산방식의 변화

전후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독일 경제의 부흥기에는 대량생산 공장에서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반숙련노동자의 노동밀도 강화, 숙련노동자와 반
숙련노동자의 철저한 분업이 주요 과제였다. 단조롭고 노동부하가 크고
숙련을 요구하지 않는 노동이 자동차산업, 화학산업, 철강산업, 전자산업
등의 부분적으로 자동화된 공정에서 대량으로 산출되기 시작했다. 그러
나 이러한 테일러주의적인 노동형태와 저숙련도는 고품질의 제품과 생산
의 유연화라는 1970년대의 요청에 부합하지 않았다. 1970년대 후반에 닥
친 테일러주의의 위기는 새로운 작업조직, 숙련형성, 근로조건에 의해서
개선되어야 했다(野村正實, ノルベルト アルトマン, 1987).
이러한 상황에서 테일러-포드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구조와 전략의
윤곽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전의 테일러-포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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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구별되는 기업 노동정책의 구조와 전략은 다양성을 띠고 있지만, 대체
로 기술중심적인 콘셉트, 1974～80년대 초반까지 진행된 노동의 인간화
와 그것을 더욱 발전시킨 콘셉트, 린 생산의 콘셉트로 구분할 수 있다. 전
통적인 테일러-포드주의의 합리화 전략을 여전히 지속한 기업의 사례들
을 제외한다면, 독일 자동차산업이 위기에 봉착한 1992년까지 기업의 노
동정책 차원에서는 세 개의 흐름이 병렬적으로 발전되어온 과정을 도출
할 수 있다.
첫째는 새로운 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 CIM(computer integrared
manufacturing)19)으로 대표되는 유연 생산시스템의 적극적 수용으로 일
본 기업의 생산성 우위에 맞서려 했던 방향이다. 이 방향을 선택했던 기
업들은 기계화와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성과 품질의 개선을 노렸지만, 예
상했던 것과 달리 설비가 자주 고장나는 바람에 가동률이 현격하게 떨어
졌으며, 자본의 수익성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전에 비해서 더 복잡하고
더 유연한 기술과 전통적인 테일러주의적 조직구조의 조합은 미래가 없
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화석화된(“versteinerten”) 테일러주의 전
략은 아주 값비싼 “CIM 폐허”를 기업에 남겼으며 이 실험이 시작된 지
10년도 되지 않아 인간중심적 조직 모델이 경쟁력에서 갖는 이점을 새삼
스럽게 환기시켜 주었다(Kißler Hg., 1996: 114).
둘째는 1970년대 노동의 인간화 운동의 경험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업
그레이드시킨 방향이다. 주로 작업조직 내 그룹의 자율성과 책임성, 풍부
한 노동내용, 컨베이어벨트의 후퇴, 긴 사이클 타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자율적 그룹작업을 중심으로 한다. 이 경로의 발전과정에는 노동조합
과 사업장의 이익대표 조직이 가장 큰 역할을 수행했다. 1970년대 초반
이후 노동조합은 ‘노동의 인간화’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혹은 자본의 합리
화 공세에 방어하기 위해 그룹작업과 직무순환을 포함하는 새로운 작업
조직 관련 논의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그룹작업이 노사 간 교섭의 진
지한 대상이 된 것은 도요타와 GM의 합작기업인 누미(NUMMI)가 주목
19) 수주에서 설계, 제조, 생산관리, 영업, 납품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거의 모든 활동
을 컴퓨터를 통해 통합하여 소비자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유연 생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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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이 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였다. 이에 따라 폴크스바겐 잘츠기
터에 있는 엔진공장에서는 1984년부터, 카셀의 기어변속기공장에서는 1985
년부터, 엠덴의 승용조립공장에서는 1987년 이후 그룹작업을 도입하였다.
폴크스바겐의 자회사인 아우디 사의 잉골슈타트 소재 승용차공장에서는
1986년부터 그룹작업을 도입하였다. 메르세데스-벤츠 사의 브레멘공장에
서는 1984년부터, 진델핑겐에 있는 승용조립공장과 베를린에 있는 엔진
부품 및 엔진조립 공장, 그리고 바트 홈부르크에 있는 엔진부품공장에서
는 1987년부터 그룹작업 개념이 도입되었다. GM의 오펠 보쿰공장에서도
1985년부터 차체공장과 프레스공장에 그룹작업을 도입했다(강수돌, 1992:
12).
1985년부터 GM 오펠 사 보쿰공장에 도입된 그룹작업 구상의 핵심은
전통적으로 간접공의 전문영역으로 간주되어왔던 수리, 보전, 품질검사
등의 과업을 직접공들의 생산팀 내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83년
말에서 1989년 사이에 직접공과 간접공의 비율이 51 : 49에서 63 : 37로 변
화되었다. 간접공의 비중을 서서히 줄이면서 그 작업내용을 그룹작업 속
에 통합하거나 이전에 간접공으로 배치하던 신입 숙련노동자를 직접공으
로 배치시킨 결과이기도 하다. 숙련노동자들은 전통적으로 간접부문에
투입되어 정비, 보전, 수리,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지만, 그룹작업이
도입된 이후에는 직접부문에 투입되어 직접공이 하던 조립, 가공 등의 직
접업무와 수리, 검사 등의 간접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된 것이다(강수돌,
1995b: 60～61).
벤츠의 각 공장에서도 그룹작업이 도입되었다. 해당 그룹작업은 생산
성 증가, 작업환경의 개선, 개인의 발전 및 직무훈련 기회 제공, 그룹을
위한 전체적인 직무설계, 직접․간접 계획업무의 통합, 추가적인 책임에
대한 훈련 기회 및 충분한 시간 여유의 제공, 그룹대표의 선출, 그룹토의,
그룹작업을 조정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공장 차원의 조정위원회(경영자
측 대표와 공장평의회로 구성) 설치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노동의 인간화의 길은 실험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고, 결국 기업
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부딪혀 1992～1993년 독일 자동차산업의 위기 국
면에서 좌초되고 말았다. 그러나 독일 자동차산업의 위기 이후에도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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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경로를 더욱 발전시킨 새로운 혁신의 경로가, 비록 일군의 기업 사례
에 지나지 않지만, 존재하였다. 이 경로는 개선활동에서 생산직 노동자의
적극적 역할, 공장조직에서는 공정 지향적 분권화, 덜 위계적인 작업장
관리, 마이스터의 기능 확대, 합의에 기초한 리더십, 조정의 형식에서는
목표협정, 숙련형성에서는 노동과 학습의 통합, 임금체계에서는 임금체계
와 그룹작업 사이의 매칭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 경로에 대해서는 제
3절에서 자세하게 다루어보기로 하자.
마지막 셋째 경로는 도요타주의의 길이다. 낮은 원가와 좋은 품질 및
생산성, 일본식 그룹작업, QC 서클, 짧은 사이클 타임, 지속적인 개선, 통
제에 기초한 리더십 등이 도요타주의의 요소들이다. 도요타주의를 수용
한 기업들에게 일터혁신의 주목적은 단기적인 코스트 감소와 능률 향상,
노동강도의 강화이다. 1992년과 1993년의 독일 자동차산업 위기 이후 지
금껏 세 번째 경로가 지배적인 흐름을 이루고 있다. 특히 1993년 이후 지
금까지 린 생산은 기업들에게 전통적 의미의 낭비를 줄이는 주된 방법으
로 파악되고 실행되는 중이다.
독일 기업들이 전통적인 독일 모델을 수정하고 본격적으로 린 생산의
구성요소들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였다. 독일
의 전통적 모델은 숙련노동자 중심의 노동력 이용체계, 생산의 사이클과
기계의 리듬으로부터 분리된 숙련노동, 작업 수행의 자율성, 이원화된 직
업훈련제도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생산모델하에서 고임금을 받는
숙련노동자들은 유연하고 비테일러주의적인 작업조직하에서 노동한다.
슈트렉은 이러한 독일 자동차산업 생산전략의 성격을 다변화된 품질생산
(diversified quality production)이라고 불렀다(Streeck, 1991: 31). 이 생
산전략은 다양한 제품군, 비가격 경쟁적인 시장 전략 등을 통해서 세계시
장에서 한때 뛰어난 경쟁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1980년대 말이 되자 다변화된 품질생산 전략의 문제점들이 출
현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
다는 사실이었다. 예컨대 독일 자동차 기업의 생산직 노동자는 품질과 보
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품질검사원과 보전요원을 별도로 두고 있
다. 그러나 일본의 자동차 기업에서는 품질검사의 책임을 상당한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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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직 노동자가 담당하게 했다. 생산직 노동자들이 약간의 보전활
동도 담당한다. 독일 자동차 기업에서 생산직 노동자는 개선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 대신 화이트컬러 노동자가 개선활동을 담당한다. 그러나 일본
의 자동차 기업에서는 현장감독자를 포함한 생산직 노동자들이 개선활동
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독일 자동차 업계에서는 일본과 달리 제품을 개
발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개선활동을 통해서 작업장의 문제점들을 줄여주
는 체계적인 활동이 없었다. 그 결과 일본 자동차 업체가 독일 자동차 업
체보다 간접 인력을 훨씬 덜 사용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일본의 자동
차 업체는 독일 자동차 업체보다 싼 가격으로 품질이 좋은 차량을 생산할
수 있었다(Jürgens, 2004).
이에 따라 1990년대 중반 이후 독일의 자동차산업에서 도요타주의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재테일러주의의 징후가 뚜렷하게 출현하기 시작
했다. 이것은 신생산개념의 중단과 노사 간의 ‘합리화 동맹의 종식’을 의
미했다. 재테일러주의란 첫째, 구상, 디자인, 최적화를 기업 안팎의 전문
가들에게 맡기는 것, 둘째, 공정 표준화의 강제, 즉 흐름생산의 원리와 짧
은 사이클 타임을 의미했다(Springer, 1999b: 120).
이 시기에 신생산개념이 후퇴한 또 하나의 배경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지구화와 주주자본주의의 확산이다(Springer, 1999b: 121). 이로 인
하여 독일의 자동차 기업들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스웨덴 콘셉트 지향적
인 형성 요소들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스웨덴처럼 급격하게
우데발라와 칼마르 공장을 폐쇄하는 형식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벗어나는
방식을 취했다(Jürgens, 2006).
독일의 펌프업체도 1990년대 초에 동일한 도전에 직면했다. 치열한 국
제경쟁하에서 단가 인하의 압박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품질은 기본
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이 되었다. “과거에는 경쟁업체보다 20% 정도
가격이 높더라도 무방했지만, 이제는 3～5% 정도의 가격 프리미엄을 누
려도 행운이다.” 일본과 미국의 경쟁업체들과 비교하여 독일 펌프업체의
특징은 짧은 노동시간과 높은 노동비용에 있었다. 1989년과 1994년 사이
독일 펌프업체의 세계 마켓 비중은 대폭 감소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독
일의 제조업체들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팀 작업, QC, 지속적 개선 등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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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Finegold & Wagner, 1997)
그룹작업도 그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다. 반자율적 그룹작업은 테일러
주의적 조직원리에 계속해서 집착하는 일본 트랜스 플랜트의 그룹작업
모델로 수정되기 시작했다. 이 모델은 직무실행의 표준화와 단조로움, 숙
련요건의 제한, 제도화된 참여기회의 제한이라는 테일러주의적 특성을
가지면서도 파트너십에 기초한 공장문화, 공장 내부의 의사소통과 정보
의 확장, 노동력 내의 유연성의 증가, 노동자를 동원한 개선활동이라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부터 독일의 제조업체들은 본격적으로 통합적
생산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통합적 생산방식은 린 생산의 구성요소
들을 한꺼번에 번들로 도입하는 것을 뜻한다. 자동차산업을 비롯하여 전
자산업, 공작기계산업, 농업기계, 의료기술을 포함한 다른 산업에 이르기
까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통합적 생산방식을 도입하는 것
이 유행처럼 확산되었다.
2006년 가을, GEBRA(Gesellschaft für Betriebsorganization und Rationali
zierung mbh, Achen)는 6,000개의 독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통합적
생산방식의 도입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의 1/3이 통합적 생산방식을 도입하였거나 그것의 핵심적 구성요소들을
도입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다수 기업들도 통합적 생산방식 도입
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통합적 생산방식을 도입한 목적은 이전에 개별적으로 도입되어 조정되
지 않은 채로 기능하던 도요타 생산방식의 요소들을 통합하여 전체 시스
템을 최적화하고 모든 생산공정에서의 낭비 제거, 생산비용 절감, 품질
수준 개선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2～1993년 이후 일부 기업들에
서 전개되어 온 새로운 혁신 경로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하게 정리
해 보기로 하자.

68

일터혁신의 이론 및 실천에 관한 기초연구

제3절 혁신적 노동정책론의 등장과 적용 사례

1. 혁신적 노동정책론
앞서 독일의 전통적 생산방식이 1990년대 들어 위기에 봉착하며 독일
의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린 생산 요소들을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회기술시스템론과 노동의 인간화 논의
를 바탕으로 하여 전통적 생산방식을 새롭게 재구성하려는 시도도 동시
에 전개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혁신적 노동정책론과 그 실천으로
정리할 수 있다.
혁신적 노동정책론은 1980년대 분업의 종언(Kern & Schumann, 1984)을
통해서 SOFI에서 주장했던 신생산개념론을 이어받은 것이다. 신생산개
념론은 로봇, 컴퓨터 기술로 대표되는 유연 자동화기술의 도입 이후 ‘생산
직 노동자의 재전문화’와 ‘간접노동의 한 차원 높은 전문화’가 작업장에서
실현되었다는 진단 아래 이러한 현상을 분업의 종언이라는 테제로 정립
한 것이다. 분업의 종언을 구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직무통합의 확산 현
상이다. 조립공장에서 더욱 복잡하고 유연한 조립에 대응하기 위해 조립
작업과 QC의 통합, 직무 로테이션이 추진되고 있으며, 고도로 자동화된
영역에서도 QC, 보전, 프로그래밍 등의 작업이 통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로 작업조직의 차원에서 논의를 전개했던 신생산개념과 달
리, 혁신적 노동정책론은 기업조직과 관리조직, 능률관리 등 기업의 노동
정책 차원으로까지 확장된 이론이다. 혁신적 노동정책의 개념은 기업이
노동과 조직의 재구성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능력을 확대하고 노동자집단
간의 전문적․사회적 협력을 촉진하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장에서 혁신적 노동정책을 구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팀 작업, 과업통
합, 팀에 기초한 개선활동, 발전적인 현장관리, 공정지향적인 공장 조직,
목표 지향적인 임금 시스템, 목표협약에 기초한 조정 형식들이다.
1990년대까지의 노동정책 논의는 그룹작업, 컨베이어벨트 노동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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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이탈 가능성 등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실행노동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독일의 자동차산업과 화학산업, 전자산업, 공작기계산
업에 속하는 여러 사업장에서 실천된 혁신적 노동정책은 실행노동의 측
면을 뛰어넘어 기업조직과 성과정책, 관리조직, 기업의 조정형식 등을
포괄했다. 작업조직과 기업조직의 통합을 통한 재조직화를 토대로 새로
운 관리구조와 조정형식이 출현했고, 이것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공
정이상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종업원들을 동원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Kuhlmann, 2006: 142).
혁신적 노동정책론자들에 따르면, 계명된 경영자들은 노동상황 및 협
력 구조의 개선, 종업원 능력의 개발과 이용과 결합하려는 조직형식을 추
구함으로써 경제성 및 경쟁력의 증가를 도모했다. 이러한 조직형식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종업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동상황의 개선을 통하여 성
취되었다. 이것을 포스트-테일러주의적 생산전략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Kuhlmann, 2006: 142), 그 이유는 종업원의 능력개발과 그룹작업 내 자
율조직의 증가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의미 때문이다. 기업의 두 당사자인
경영층과 종업원의 이해관계를 동일하게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미국식
노사관계의 용어를 사용한다면, 윈-윈 게임 혹은 상호이익(mutual gains)
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혁신적 노동정책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 곧 작업조직, 기업조직, 기업
관리, 조정의 형식, 임금체계와 성과 정책 등에 대해서는 이것을 가장 잘
구현한 대표적인 모델로서 Auto 5000을 설명하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
펴보기로 한다.

2. 혁신적 노동정책의 확산과 Auto 5000
가. 혁신적 노동정책의 확산
혁신적 노동정책의 이론적 모델을 구상하고 그것을 확산시키는 데 기
여한 SOFI는 2000년대 초반 자동차, 화학, 공장기계, 전자 산업에 속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십 군데를 조사한 후 관련 보고서를 2004년에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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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 보고서는 2000년대 초반 독일에서 대표적인 제조업 분야의 대공
장들에서 어느 정도로 혁신적 노동정책이 확산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보
고서에 따르면, 작업조직의 영역에서는 그룹작업과 현장감독자 기능의
확대, 기업조직의 분권화, 임금체계, 공정개선과 종업원의 참여, 조정과
통제 체계의 변화 등에서 이전의 테일러-포드주의 전략과 구별되는 새로
운 특성들이 나타난다.
비록 개별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혁신적 노동정책을 채택한 사업
장들에서는 간접과업들이 생산부서에 이전됨으로써 생산직 노동자의 직
무가 풍부해졌다. 그룹작업이 도입되면서 노동력 투입과 작업의 과정에
서 그룹 의사결정 능력, 그룹의 자율조직 정도와 책임이 확대되었다. 그
룹작업에 연동하여 임금체계를 수정하는 사업장의 수도 확대되었다. 현
장감독자의 기능도 범위가 넓어졌다. 전통적인 현장감독자의 역할이 작
업장의 인사업무, 작업지시, 작업결과 검사, 공정의 안정화 등에 있었다
면, 혁신적 사업장에서는 원가/예산 기획, 원가 및 예산 통제, 기획회의,
계획업무 등도 포괄하게 되었다. 전문가들만이 합리화와 공정최적화에
참여하는 기존의 방식이 후퇴하고 일반 작업자들이 현장 개선에 참여하
기 시작한 것이다. 이 혁신적 노동정책의 구성요소들은 긍정적인 상호작
용 때문에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Kuhlmann et al., 2004: 373～374).
SOFI에서 혁신적 노동정책이라고 명명한 이 흐름은 1992～1993년의
독일 자동차산업 위기 이후 린 생산에서 밀려나 지배적 추세를 형성하지
는 못했지만, 뚜렷한 대안적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기서는 이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대신 혁신적 노동정책의 콘셉트가 가장 발전적으로
구현된 사례인 Auto 5000을 설명하기로 한다.
나. AUTO 5000
혁신적 노동정책의 구상을 가장 모범적으로 현실화한 사례는 Auto 5000
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Auto 5000의 작업조직을 설계하고 실행하
는 과정에서 혁신적 노동정책론의 주창자인 SOFI가 직접 참여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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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 5000은 ‘5000 X 5000’ 프로젝트를 통해 2001년 8월 27일 볼프스부
르크 폴크스바겐(VW) 공장 안에 설립되었다. VW가 사용하던 기존 공장
안에 새로운 생산설비를 투입하여 건설되었는데, 조립공장(H8), 도장공장
(H9), 차체공장(H10)으로 구성되었다. 공장 가동 시의 전체 종업원 수는
4,200명 정도였으며, 생산제품은 투란(Touran)과 티구안(Tiguan)이었다.
2003년 1월 13일부터 콤팩트 밴인 투란을 생산하기 시작하여 2003년 초
부터 시장에 판매하였다. 이제, SOFI에서 설계한 Auto 5000의 주요 요소
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1) 그룹작업
그룹작업은 작업조직의 영역에서 질적으로든 양적으로든 가장 중요한
혁신이었다. 그룹작업은 재전문화와 기능통합을 통하여 테일러주의로부
터 이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Kuhlmann et. al., 2004: 301).
AUTO 5000 작업조직의 중요한 특징은 그룹작업의 도입이다. AUTO
5000의 그룹작업은 구조혁신적 그룹작업에 속한다. Auto 5000 그룹작업
의 몇 가지 특성을 정리하면, 공정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팀 크기는 10～15명 정도이다. 각 공정마다 체계적인 직무순환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주 1회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각 그룹은 그룹
대표(Sprecher)를 선출한다. 그룹 대표는 외부에 대하여 그룹을 대변하고
내부에 대해서는 지원자 및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룹 대표로 출마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다.
간접과업의 통합 정도는 높은 편이다. 그룹작업에 통합된 대표적인 간
접과업의 예는 계획업무, 품질보증 과업, 수리와 보전 등 전문적인 과업
이다. 계획업무에 포함되는 것은 공정이상 시에 공정개선 계획을 세우는
일 등이다.
다음으로 그룹의 자율 조정과 자율 조직에 관해 살펴보면, 그룹은 내부
의 과업할당, 담당기계 할당, 생산목표량 및 목표 품질수준의 달성, 생산
비용 절감, 안전보호 문제, 노동의욕 고취, 휴가계획 등 작업과 관련된 여
러 문제들에 대하여 자율적인 조직을 형성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문
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그룹 내 신규노동자의 적응을 돕거나, 성과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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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Auto 5000 그룹작업의 특징

자료 : Kuhlmann(2006a: 94).

노동자를 격려하여 조화로운 통합을 이루어내는 기능도 수행한다(강수돌,
1992: 20).
그룹 내 팀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출근과 결
근, 숙련형성, 주 미팅, PDCA 등이다.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위계구조를 통해서 내려오는 지시 사항은 생산수단, 생산방법, 품
질, 생산대수, 원가, 인사문제 등이다.
2) 현장감독자 기능 확대
Auto 5000에서 마이스터는 BI(Betriebsingenieur)라는 명칭으로 불리
고 있다. BI라는 새로운 명칭을 갖게 된 것은 Auto 5000 마이스터의 직무
요구가 전통적인 마이스터의 직무요구와 달라졌기 때문이다. Auto 5000
에서는 현장관리자의 직무를 지시적이고 통제적인 직무로부터 새로운 역
할과 직무로 수정했다. 마이스터에게 부여된 새로운 역할의 중심적인 내
용은 그룹작업의 관리 및 지원 과업, 높은 정도의 책임, 최적화 및 계획
과업의 수행이나 원가와 예산 관련 사안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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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등이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것은 생산에 대해 BI가 폭넓게 책임을
지는 데 있다.
[그림 4-2]는 Auto 5000의 마이스터 기능이 전통적인 조직구조하의 마
이스터 및 그룹작업하의 마이스터와 비교하여 어떤 기능이 더 확충되었
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기능 가운데 그룹으로 넘긴 기능이 노
동투입과 공정 조정이라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기능은 내부 조정, 인
력개발, 공정조정이며, 새롭게 덧붙여진 기능은 제품과 공정의 계획, 원가
의 계획과 조정, 외부 조정 등이다. 후자의 경우는 아직 충분히 실현되지
않았다.
[그림 4-2] BI-콘셉트의 실현 상태

B1-콘셉트의 실현 상태

자료 : Kuhlmann(2006a: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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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마이스터에 비해 BI의 과업이 확대된 것이 사업장에 주는 이
점은 컸다. 새로운 조직적 해결책은 작업장에서 관리가 강화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공정 차원의 자율적 행위능력 전체를 증가시키며, 확
대된 팀 작업을 보완하고 있다. 관리의 강화는 지시의 강화와 두터운 통
제, 혹은 위계적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팀의 자율조직
능력과 BI의 과업 확대가 조합되며 질적으로 변화된 협력이 생겨나고 있
다. 간접부서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BI는 확대된 과업내용과 확대된 능력
으로 인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실현능력이 있는, 또한 생산의 관점
을 더 적극적으로 사업장 속에 가지고 들어가는 협력 파트너로 입증되었
다(Kuhlmann, 2006).
3) 공정지향적인 분권화
사업장 조직을 분권화시킨 것은 Auto 5000 혁신의 중심적인 특징이다
(Kuhlmann, 2006a). 독일 대부분의 자동차 공장이 간접부서들을 생산부
서의 근방에 위치시키는 것에 주저했지만, Auto 5000은 생산부서에 통합
된 학습공장(Lernfabrik)의 콘셉트를 통해서 공정지향적인 분권화의 길을
선택했다.
공정지향적 분권화라 부르는 이유는 차체, 도장, 최종조립 공장의 사무실
에 생산부서의 관리자들, 현장관리자들뿐 아니라 지원부서의 관리자들도 책
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학습공장으로 명명된 것은 생산현장의
팀들이 숙련형성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학습장(Lernstatträumlichkeiten)
을 지닌 데서 연유한다. 작업자의 숙련형성이 이루어지는 중심적인 장소
가 바로 이 학습공장이다. 학습공장은 차체공장과 도장공장, 조립공장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조직구조를 선택한 결과 생산부서를 지원하는 기능들은 조직적
으로든 공간적으로든 생산부서에 통합되었으며, 생산부서와 간접부서 사
이의 다양한 비공식적인 접촉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로써 생산부서 및 여
러 간접부서 사이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BI와 여러 생산부서 사
이에, BI와 간접부서의 전문가들 사이에, 또는 간접부서의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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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숙련형성과 학습 조직
Auto 5000의 종업원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주 3시간의 숙련형성시간이
제공되었다. 숙련형성시간의 절반에 대해서는 보상이 제공되었다. 전문적
인 직무수행능(Kompetenzen) 이외에 사회적 능력도 습득하게 되어 있다.
기업은 Auto 5000의 모든 종업원에게 숙련형성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종업원들은 숙련형성의 의무를 진다.
Auto 5000에서 공정 개선 혹은 공정의 안정과 최적화의 도구는 기업의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중심적인 요소들이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선과정에서 인력개발의 핵심 과제는 공정 중심 학습, 적절한 숙련형성
도구들의 제공과 공정개선의 방법들이다.
작업장에서 기술적 요인이나 작업조직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공정이상
이 생기면 그것을 학습 주제로 하여 전문적인 학습 혹은 방법적 숙련과
같은 초전문적 학습이 조직되며, 학습의 성과는 공정 내에서 바로 확인되
거나 사용된다. 노동과 공정이 긴밀하게 결합된 이러한 학습방식은 OffJT를 중심으로 한 외부 세미나를 통한 주입식 교육에 집중했던 과거의
학습방식과 분명히 구별되었다.
5) 공정개선과 종업원의 참여
오랫동안 공정개선의 과제를 현장 밖의 합리화 전문가들에게 맡겨왔던
서구의 전통에서 일반작업자들을 공정 최적화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경영자 측의 관점에서 볼 때 일반 작업자들은 공정개선
을 할 만큼의 숙련을 갖추지 못했으며, 공정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해
관계도 없었다. 오히려 일반 작업자들은 공정개선의 장애요인이요 방해
물로 간주되어왔다. 그러나 합리화와 공정 최적화에 대한 경영자 측의 이
러한 담론은 수년 전부터 변해 왔으며, 일반 작업자들이 참여하는 현장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Kuhlmann, 2006a: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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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통합적 생산방식과 도요티즘

린 생산을 독일의 제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했다면 그 사업장의
생산방식은 어떻게 변하였을까? 통합적 생산방식인 메르세데스-벤츠 생
산방식(Mercedes-Benz Produktions system)을 개발하여 이것을 전 공장
에 확산시킨 대표적인 자동차회사 벤츠의 사례를 통해서 이 문제를 살펴
보기로 하자.
비록 통합적 생산방식이 도요타 생산방식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왔다고
하더라도 두 개의 생산방식은 차이가 있다(정승국, 2011). <표 4-1>은
<표 4-1> 1990년대 벤츠 생산조직, MPS, 도요티즘의 차이
1990년대 생산조직
- 반자율적 그룹작업
제한된 범위 내에
서 자율적 행위
- 긴 작업사이클 및
폭넓은 노동내용
작업조직 - 모든 작업자의 계
획적인 직무순환
- 고숙련작업자
- 그룹이 담당하는 주
변 과업 내에서의 직
무순환
이상 없는 - 숙련노동자를 통한
생산
보장
표준화

물류

MPS
- 그룹작업
- 짧은 사이클 타임과 적
절한 작업내용
- 숙련노동자 직무순환의
범위는 넓음
- 고숙련 작업자
- 일정한 주변 과업의 계
획적인 직무순환

도요티즘
- 팀 작업
- 짧은 사이클 타임과 협
소한 노동내용
- 다른 작업장으로의 직
무순환은 없음
- 보통 반숙련작업자
- 주변 과업의 직무순
환은 없음

- 표준화된 생산방식과 숙
련노동자를 통한 보장
- 작업자들의 참여공간 제
- 방법들의 다양성
공
- 생산 변동이 심함 - 스무드한 생산
- 많은 제품종류
- 적은 제품종류
- 강한 비연동 동반 - 연속 컨베이어 시스템,
한 흐름생산
비연동 없음
- 밀어내기 방식
- 끌어당기기 방식
- 재고 많음
- 필요에 따라 재고 있
- 재고 많음
음
- 병렬 방식
- 재고 적음
- 주로 단일 라인

- 표준화된 생산방식을
통한 보장
- 철저한 표준화

자료 : Lehr(2002).

- 스무드한 생산
- 적은 제품종류
- 연속 컨베이어 시스템.
비연동(Entkoppelung)
은 없음
- 끌어당기기 방식
- 무재고
- 재고 적음
- 단일 라인

제4장 일터혁신의 독일 이론의 역사와 전개 77

1990년대 벤츠의 생산방식, 2000년대 초반의 MPS와 도요타 생산방식 사
이의 차이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우선 작업조직의 측면에서 보면,
도요타 생산방식의 작업조직은 팀 작업이다. 팀 작업의 특징은 짧은 사이
클 타임과 협소한 작업내용이며, 반숙련노동자 중심이다. 주변적 직무의
직무순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1990년대 초반 벤츠의 작업조직은 반자
율적 그룹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반자율적
그룹작업의 성격은 표준화된 그룹작업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사이클 타
임은 단축되었다.
도요타와 MPS 간 숙련의 성격 비교에서, 이 표는 반숙련노동자와 숙
련노동자를 대비해 놓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표에서 비교한 것보다 더
복잡한 측면을 갖고 있다. 도요타의 경우 개별 작업자보다 조직적 숙련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방식이다. 독일처럼 숙련노동자의 능력과 직업윤리
에 토대를 두고 있지 않다(Jürgens, 2003).
벤츠에서 통합적 생산방식이 도입됨으로써 이전과 구별되는 새로운 숙
련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생산설비의 복잡성 증대와 더욱더 가혹해지는
품질요구의 증가로 인하여 생산부문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능력은 더욱 확
대되었다. 이들은 생산지식과 조직적 지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Adami,
2008), 생산지식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 등 작업장에서 요구되는 지
식이다. 조직적 지식은 코스트, 품질, 유연성, 물류의 개선을 위해 생산부
서와 관계된 모든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는 데 필요한 과업 정보를 말한
다. 이전처럼 간접부서가 아니라 직접부서에서 이러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관계 직원들은 이러한 과업 정보를 알 수 있고 이해해야 한다.
이들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Off-JT를 통한 학습으로는 불충분하게 되
었고, 경험적 지식이 중요해졌다. 경험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기 위
해서 작업지시에 따른 학습, OJT가 강조되었다. 전통적인 계속훈련의 학
습목표가 숙련자격의 개선이었다면, 통합적 생산방식이 도입된 이후의
학습목표는 주로 기업특수적인 직무수행능력의 개발에 있다.
다음은 이상 없는 생산의 측면에 대해서 비교해본다. 도요타 생산방식
은 표준화를 통해서 이상 없는 생산에 접근한다. 벤츠의 전통적인 생산방
식은 숙련노동자의 자발적인 판단을 통한 불량품과 이상의 제거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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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하지만 MPS는 도요타 생산방식과 벤츠의 전통적 생산방식의 특
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 즉 MPS에서는 표준화 콘셉트와 숙련노동자를
이용한 이상의 제거가 동시에 적용되었다. 그다음으로 표준화 개념을 본
다면, 도요타 생산방식은 철저한 표준화 콘셉트에 기초해 있다. MPS에서
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표준화가 추진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자들의 참
여공간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다. 그다음은 물류의 측면에 대해서이다.
도요타 생산방식은 잘 알려져 있듯이 끌어당기기 방식을 사용한 무재고
를 특징으로 한다. 벤츠의 전통적인 생산방식은 밀어내기 방식으로서 재
고가 많았다. 그러나 MPS에서는 도요타와 마찬가지로 끌어당기기 방식
을 사용하고 있으며 간판(칸반) 등의 물류 기법들을 적용하고 있다. 그 결
과 재고량은 대폭 축소되었다.
그렇다면 통합적 생산방식의 도입으로 인한 경영성과의 변화는 어느
정도일까? 벤츠는 MPS의 도입을 통해서 품질과 생산성을 괄목할 만큼
개선했다. 도요타처럼 간판에 의한 물류 공급이 이루어짐으로써 재고가
최소화되었으며, 또한 공정 지표들을 표준화함으로써 공통적인 기준에
의해 모든 생산부서의 투명한 작업 조정이 가능해졌다(Produktion, 2008.
7. 24). MPS의 원리들이 작업장에 적용되는 정도도 점차적으로 개선되었
으며, 개선활동을 통해서 재고가 더욱 축소되고 품질 및 생산성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상당한 수준의 린 생산을 도입한 것으로 평가
받은 벤츠 운터튀르크하임공장의 목표가 ‘관리된 카이젠에서 자발적인
카이젠’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는 것에서도 파악할 수 있듯이, 벤츠의 린
생산 수준은 도요타의 린 생산에 비해서는 뒤처져 있었다. 그러나 그때
보다 10년 정도가 지난 지금에 와서 그 차이는 더욱 줄어들었을 것이다.
2008년도에 벤츠는 공장 내 MPS 지원조직인 MPS 훈련센터(the MPS
Training Center)와 MPS 지원부(MPS Support)를 만들었다. 훈련센터는
MPS 전문가들과 카이젠관리자들을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러한 노력의 결과 2017년도에 린 상이 벤츠의 브레멘공장에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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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일터혁신 논쟁

1. 혁신적 노동정책론과 린 생산론 간의 논쟁
린 생산론은 이해관계자들과 자동차산업 연구자들에게 격렬한 논쟁과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1990년대 초반 이후 독일 자동차산업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린 생산을 둘러싸고 가장 치열한 논쟁을 벌
였던 당사자들은 주로 SOFI 출신인 혁신적 노동정책론자들과 린 생산론
자들이었다. 이들은 작업장에서 불안정과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 그룹 혹
은 작업자 개인에게 맡겨야 할 것인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야 할 것인지, 생산방식의 경제성 등에 관해 논쟁을 벌였다.
린 생산의 입장을 대변한 대표적인 연구자는 스프링거(Roland Springer)
였다. SOFI 출신인 그는 벤츠라는 거대 자동차 기업에 입사하여 공장의
현실을 체험하면서 린 생산 확산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스프링거에 따
르면, 린 생산에서 표준화를 통해서 추진되는 직무의 루틴(routine)화는
혁신적 노동정책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작업자의 작업부하를 줄여주며,
오히려 창조적 행위의 공간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노동과정이란 불안정
성과 이상, 트러블, 문제들이 조직적 개입에 의해 안정적인 루틴으로 계
속 바뀌어 가는 과정이며, 신제품과 신기술 등 변화된 환경조건으로 인하
여 또다시 끊임없이 불안정하게 되는 과정이다. 지속적으로 바뀌는 소비
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제품의 주기가 단축
됨으로써 위의 변형은 가속화되고 동시에 심화된다. 생산과정과 노동과
정은 지속적으로 불안정하게 되고 가능한 한 빨리 재안정화되어야 한다
(Springer, 1999: 316).
스프링거에 따르면, 생산공정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변화에 대응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문제해결을 IE 전문가에 맡기고 반숙련 노동
자에게 표준화된 루틴노동을 담당하게 하는 방식이다. 둘째, 사회기술시
스템론 및 반자율적 그룹작업론에서 주장하듯이, 노동의 불안정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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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접근하는 방식과 그가 루틴을 발전시킬 것인지 아닐지의 여부를
노동자 스스로에게 맡기는 방식이다. 스프링거는 반자율적 그룹작업은
노동자의 ‘마이 웨이(My Way)’에 의존한다는 의미에서 ‘프랭크 시나트라
관리’라고 표현했다(Springer, 1999: 317). 그에 따르면 반자율적 그룹작업
은 기업에서 실현되기에 뚜렷한 결함을 갖고 있었다.
작업조직의 모델을 둘러싸고 서로 경쟁하는 콘셉트들 사이에서 결국
부딪히는 것은 경제성의 문제였다. 린 생산론자들이 반자율적 그룹작업
에게 제기하는 가장 큰 이의는 그것의 경제적 효과였다. 반자율적 그룹작
업이 작업장 내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작업자들에게 더 많은 숙련을 제
공해 주어야 했으며, 작업시간 동안 그룹회의 시간을 제공해야 했다. 그
룹회의 시간만큼 생산은 중지되므로 회사로서는 적지 않은 손실을 의미
하는 것이었다. 스프링거가 보기에 반자율 그룹작업을 실행했던 벤츠 공
장에서 대부분의 반자율적 그룹들은 지속적인 생산성 및 효율성의 압력
이 가해질 때 그러한 경제 목적의 훼손이나 실행의 연기를 목적으로 자율
조직과 반자율성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결국 그룹작업은 혁신적 노동정
책론자들이 기대했던 생산성의 개선도, 작업자들의 동기부여에도 긍정적
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 스프링거의 결론이었다.
Clarke(2003)는 벤츠의 운터튀르크하임공장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여
메르세데스 벤츠 생산방식(MPS)의 도입과 실행과정에서 작업자들이 표
준작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하는지를 분석한 바 있다. 그의 연구에 따
르면, 반자율적 그룹작업의 옹호자들이 주장하듯이 표준화는 ‘자기 노동
으로부터의 소외’에 기여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반 작업자들이 보유한 작
업장의 경험과 노하우가 의사결정 속에 통합되었다. 이전에는 IE 전문가
들이 표준을 설정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MPS가 도입된 이후에는
일반 작업자들이 표준을 설정하는 과정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
다. 표준화를 설정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상급자들이 현장 작업자들의
의견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 또한 현장 작업자들의 경험과 통찰력에 의존
함으로써 공장의 의사결정이 문제의 원인에 더 근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한때 IE 전문가들과 관리자들이 갖고 있던 통제력이 이제 작업자들과 공
유되는바, 표준화가 더 이상 작업자들에 대한 통제기제로 간주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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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는 것이 Clarke의 결론이었다(Clarke, 2003).
스프링거를 비롯하여 린 생산 및 표준화 콘셉트 옹호 연구자들의 견해
를 가장 체계적으로 비판한 연구자는 SOFI 출신이면서 기업 및 노동조합
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던 게르스트(Detlef Gerst)였다. 그는 린 생산을
도입한 작업장에서 표준화가 작업부하의 지속적 증가를 초래했다고 비판
했다. 또, 도요타 공장에서는 알려진 바와 달리 모든 종업원이 표준화 과
정에 개입하지 않으며 엔지니어와 현장감독자 등 일부만 참여한다고 비
판하기도 했다(Gerst, 1999). 결국 작업공정의 표준화는 단조로움과 루틴
화와 노동의 소외를 가져오기 때문에 표준화 콘셉트의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독일금속노조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본부의 노동조합 간부였던 잘름
(Salm, 2001)도 반자율적 그룹작업을 옹호하고 스프링거를 비판했다. 그
는 스프링거의 주장이 몇 가지 뚜렷한 결함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
째, 반자율적 그룹작업의 경제성이 취약하다고 주장한 스프링거가 경제
성 개념을 협소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잘름은 지적했다. 잘름은 일본식 그
룹작업을 도입한 공장과 반자율적 그룹작업을 도입한 공장을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자동차 한 대당 생산시간을 사용하는데, 만약 품질, 가동시간
(Durchlaufzeit), 동기와 유연성의 장기적인 경제 효과, 납기 준수(Termintreue),
혁신의 성과 등을 비교 기준으로 사용한다면 상당히 다른 결과가 산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린 생산의 표준화 콘셉트가 팀 리더와 숙련수준이 낮은 일반 작
업자 간의 양극화를 이끈다고 비판했다. 표준화된 그룹작업에서 일반 작
업자들이 합리화 과정에 참여한다고 해서 작업자들의 자율적 행위 공간
이 확대되고 과업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2. 양질의 노동(gute Arbeit) 논쟁
SOFI의 혁신적 노동정책론은 노사 간의 윈-윈 및 상호 이득(mutual
gains)을 전제로 한다. 1970년대 후반까지의 테일러-포드주의와 달리 1980
년대 이후 여러 사업장에서 출현하기 시작한 신생산개념과 혁신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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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신경영론은 노동자의 숙련 및 자율성과 경
제성이 상호 양립 가능하다는 전제 위에 입각해 있다. 그러나 혁신적 노
동정책론자들의 이러한 가정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입장이 제출되
었다.
특히 자우어(Sauer, Dieter)는 1990년대 들어서 노동의 세계가 급격하
게 변동했기 때문에 노사 간의 타협에 기초한 혁신적 노동정책의 맥락이
변동하였다며 강력한 문제제기를 했다(조성재 외, 2011: 17). 시장화 테제
를 통해서 그는 이전의 노동세계와 구별되는 특성들이 기업사회에 출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시장화 테제의 첫 번째 구성요소는 기업의 조정
과 평가를 위해 시장지향적인 성과지표를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
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구성요소는 고용관계의 유연화가 전개되고 있
는 점이다. 세 번째 구성요소는 결과지향적 성과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시장화의 추세가 기업뿐 아니라 공공부문과 사적
인 생활세계로도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혁신적 노동정책은 위기적 상황
에 직면했다는 것이 자우어의 주장이다. 혁신적 노동정책은 생산성의 증
가를 인간주의적인 근로조건과 교환하는 노사 간 타협을 전제로 하는데,
시장화의 추세 속에서는 그러한 교환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시장 지향의 경향은 혁신적 노동정책의 전제를 그
토대부터 붕괴시켰다는 것이 자우어의 냉정한 판단이다.
이처럼 시장 중심적 조직 및 조정형식이 기업사회를 비롯한 여러 영역
내부를 관통함에 따라 타협과 합의를 지향하는 노동정책의 배후에 있는
노사 간의 윈-윈(win-win) 상황은 그 근거를 잃어버렸다. 노사 간의 이
해를 균등하게 고려한 교환관계는 노사 간의 불균등한 교환관계로 바뀐
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에서 주장하는 노동정책은 획득된 소득수준, 축
소된 근로시간, 단체협약의 제도들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
다. 그 지침이 바로 ‘gute Arbeit’라는 것이다(Sauer, 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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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인더스트리 4.0과 일터혁신

1. 인더스트리 4.0과 노동
2011년의 하노버 박람회 이후에 독일 엔지니어들에 의해서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이라는 용어가 확산되었다. 이 용어는 독일에서 노동과
사회의 미래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으며, 이후 빠른 속도로 다른 나라에
논의를 확산시켰다. 마침내 2016년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의
모토가 “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으로 정해지자 이
용어는 글로벌 차원으로 확산된다(Pfeiffer, 2017).
인더스트리 4.0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
지만, 대체로 사이버-물리 시스템(cyber-physischer System), 사물인터
넷, 인공지능, 유연적 로봇, 빅데이터, 가상증강현실 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기술중심적인 비전을 가진 인더스트리 4.0은 이전의 CIM(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과는 구별된다. 첫째, IT를 통해서 더 강화되었
다는 점, 둘째, 기업뿐 아니라 가치사슬망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셋째, 다수의 새롭고 성능이 뛰어난 기술들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 때
문이다(Kuhlmann, 2016).
인더스트리 4.0에 속하는 기술들은 사업장 내의 구조와 과정들을 근본
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은 물론 노동을 새롭게 형성시킬 발상의 공간을
제공한다. 이들 기술의 도입이 기업에서 어떤 실현 형식을 가질 것인지는
열려진 질문으로 남아있다.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행위자의 행위와 선
택된 접근방식이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다
(Krzywdzinski et al., 2015).
여기서는 우선 인더스트리 4.0이 노동의 세계에 어떠한 효과를 미칠지
를 둘러싼 쟁점들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첫째는 인더스트리 4.0이 숙련에 미치는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다(Itter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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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5). 먼저 숙련의 질적 상승론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노동은 그
내용이 더 풍부해지면서 더욱 복잡해지고, 작업자의 능력이란 작업공정
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가용 정보의 적절한 이용을 지향하는 차원으로 의
미가 확대된다. 그다음은 숙련의 양극화론이다. 노동의 디지털화로 인하
여 단순노동이 여전히 유지되는 가운데 고숙련 직무가 의미를 획득한다.
그러나 중간적 숙련은 붕괴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공의 대체과정 및 탈숙
련과정이 이루어진다.
둘째는 노동의 디지털화와 분업 및 작업조직의 관계에 관한 쟁점이다.
먼저 벌집(swarm) 조직 모델이 있다. 단순 직무는 소멸되고 자동화에 의
해서 대체된다. 개별 종업원에게 미리 정의된 과업은 없으며, 해결해야
할 문제와 기술 시스템에 따라서 고도로 유연하고 상황특수적인 자율 조
직이 운영된다.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의 비공식적인 사회 과정 및 기능 이
외의 능력과 축적된 특수 공정 지식이 활용된다. 이어서 양극화 조직 모
델론이 있다. 표준화된 감시 및 통제 과업을 실행하는 협소한 행위공간을
가진 단순 작업자와 높은 숙련을 가진 기술 스페셜리스트들로 양극화된다
는 주장이다(Hirsch- Kreinsen, 2016).
셋째, 인더스트리 4.0을 구성하는 각각의 기술들이 작업장에 도입될 때
유연성이 증가할 것인지, 표준화가 더 촉진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다.
전자는 공간적, 시간적, 조직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및 상호작용의 가능성
이 확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고, 후자는 IT 시스템의 시스템 논리와 표
준화가 결국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넷째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사업장에 실현될 때 행위자의 형성가능성이
증가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다. 이것은 특정 작업장의 조직구조가 분권
화되어 있는지 집중화 조직구조를 띠는지, 또는 상향식(bottom-up)으로
추진되는지 하향식(top-down)으로 추진되는지와 관련되어 있다.

2. 인더스트리 4.0과 혁신적 노동정책
앞서 정리한, 인더스트리 4.0이 제공하는 여러 가능성 가운데 혁신적
노동정책론자들은 주로 전자의 옵션을 촉진시키는 것이 일터혁신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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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다. 일터혁신의 관점에서 인더스트리 4.0에 접근하는 기본 원리는
Kuhlmann(2016)에 의해서 제공되었다. 첫째, 과업 통합과 팀의 자율조직
화, 둘째, 생산 부서와 간접/지원 부서 사이의 더 긴밀하고 체계적인 협력,
셋째, 고용을 촉진하는 최적화 및 계획 활동, 넷째, 종업원 가능성의 확대,
다섯째, 협력형식의 개선과 능률조건의 조정, 여섯째, 적절한 조정 형식
이다.

3. 인더스트리 4.0과 린 생산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논의가 확산됨에 따라 인더스트리 4.0과 린 생
산 사이의 관계를 둘러싼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
해서는 세 개의 견해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 첫째, 두 개의 원리가 충돌한
다는 견해이다. 컨베이어 노동자에게 디지털 기술의 투입은 단순반복적
인 직무로부터의 자유, 공정 감시와 공정 개선 직무로 이동시킬 가능성
을 증대시키는데, 이는 표준화와 짧은 택트 타임을 특징으로 하는 디자
인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린 생산으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Krzywdzinski et al., 2015).
둘째, 린 생산의 원리들이 인더스트리 4.0 속에 통합될 것이라는 견해
이다. 공정의 복잡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은 린 생산의 테크
닉만으로는 경쟁의 압력에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론자들은 짧은 제품 사이클, 더 빠른 물류(delivery), 더 많은 제품 혼
합(mix), 더 복잡한 제품, 변동 예측, 공급 관리, 낭비 제거 등 린 생산의
원리들이 스마트공장의 경우처럼 인더스트리 4.0이 확산되는 흐름 속에
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Mrugalskaa & Wyrwickaa, 2016;
Rüttimann & Stöckli, 2016).
그들의 요지는 린 생산과 인더스트리 4.0의 조합을 통해서 작업의 스피
드, 생산의 효율성, 조정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자
라면 강력한 시뮬레이션 툴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가상현실 테스
트를 제품 생산 이전에 먼저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 개선은 인더스
트리 4.0의 기술을 통하여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또한 인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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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4.0의 수직적 수평적 시스템 통합, 데이터 분석은 가치 생산의 전 사
슬을 통하여 낭비를 제거할 수 있게 해준다(The new lean : how lean
manufacturing meets industry 4.0, SAGE Automation, 14 March, 2019).
그런 의미에서 린 생산과 인더스트리 4.0은 상호 보완적이며, 흔히 ‘Lean
Industry 4.0’ 또는 ‘lean 4.0’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많은 컨설턴
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견해이다.
세 번째 견해는 인더스트리 4.0 관련 기술의 도입이 기업에서 어떤 실
현 형식을 가질 것인지는 열린 질문으로 남아 있으며, 노동자의 행위공간
및 분권화된 자율조정을 강화하든, 린 생산에 통합되든, 결국은 선택된
접근방식이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는 주장이다
(Pfeiffer, 2015).
Pfeiffer에 따르면, 산업 4.0의 핵심 요소는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physischer System), 유연화 로봇, Datenbrillen, 스마트워치(Smart Watch)
같은 보조 시스템 들인데, 이 기술들은 두 개의 가능성, 즉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제공해준다.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기회란 노동자의 행위공간 및 분권화된 자율
조정을 강화할 가능성을 뜻한다. 디지털 기술은 인간공학적으로 작업장
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시키며, 보조 시스템과 로봇의 투입은
노동자의 고령화 문제를 포함해 인간공학적 대안 제시의 기회를 제공한
다. 또, 로봇과 보조 시스템을 통한 지원이 팀의 자율성을 강화시킬 수 있
고, 디지털 기술은 노동자의 습숙과정을 지원하며 개선활동을 위해 이용
될 수도 있다. 컨베이어 노동자에게 디지털 기술의 투입이 단순반복적인
직무로부터의 자유를 가져다주며, 공정 감시와 공정 개선 직무로 이동시
켜 준다는 것이다. 물론 표준화와 짧은 택트 타임을 특징으로 하는 디자
인 원리를 가진 린 생산으로부터 이탈할 가능성 또한 제공해 준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은 인간노동을 위협할 위험의 가능성도 동시에 갖
고 있다. 인더스트리 4.0의 기술들이 인간노동의 기계에 의한 대체, 숙련
과 능력의 가치 축소, 전문공과 엔지니어가 담당하는 간접 직무들의 단순
화, 디지털 보조 시스템의 투입에 따른 경험적 지식의 질적 저하 등의 위
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더스트리 4.0의 기술들은 노동자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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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의 축소를 초래하고, 능률 통제와 감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대시켜 줄 수도 있다. 태블릿, 스마트 워치, Datenbrillen과 같
은 디지털 보조 시스템들은 근로자의 상태와 직무 수행의 신속도, 결과의
품질을 체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성과를 산출하
는 태도, 동기들에 관한 근로자들의 데이터들은 빅데이터의 일부가 됨으
로써 통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회와 위험 중 어느 쪽이 현실화될 것인지는 인더스트리 4.0의 발전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 결국 어느 쪽이
우세할 것인지의 여부는 시장에서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파이퍼는
주장했다.
인더스트리 4.0이 작업장에서 어떤 효과를 불어일으키는지에 관한 실
증적 연구는 최근에서야 출현하기 시작했다. 이들 연구를 소개해 보는 것
이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인더스트리 4.0이 작
업자의 자율성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을 검토한 최근의 연구는 디
지털 기술의 사용이 린 생산에서 표준화와 통제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향
이 있다는 실증결과로 이어진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자율성은 상
호의존이 증가하는 현대적 생산에서는 환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상호의존과 협력의 규칙이 톱-다운식이 아닌 참여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의 여부이며, 디지털 기술의 사용이 팀 작업 및 문
제해결 활동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의 여부라고 판단한다(Butollo et
al., 2018).
물류부문에서 웨어러블 기기의 사용이 가져온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최적화, 통제, 협력, 부서 간 상호의존성, 커뮤니케이션, 비공식적 학습의
필요를 증가시키지만, 계획, 공식적 학습, 문제해결의 필요는 축소시키고,
단조로운 직무와 복잡 직무 사이의 분배에는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
고 있어 린 생산과 인더스트리 4.0 사이의 관계가 조금 더 복잡한 관계라
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Mattig et al., 2018: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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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맺음말

위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하여 독일 일터혁신론의 경향을 정리해 보기
로 하자. 1970년대 말 테일러-포드주의의 위기 이후 독일에서 출현한 일
터혁신의 흐름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CIM으로 대표되는
유연 생산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일본 기업의 생산성 우위에
맞서려 했던 방향이다. 이 방향을 선택했던 기업들은 자동화를 통해서 생
산성과 품질의 개선을 기도했지만, 설비가 자주 고장나는 바람에 가동률
이 현격하게 떨어졌다. 이 실험이 시작된 지 10년도 되지 않아 폐기되어
버린 배경이다.
두 번째는 1970년대 노동조합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노동의 인간
화 운동의 경험을 발전시킨 방향이다. 이 경로에 속하는 가장 두드러진
작업조직의 변화는 그룹작업의 도입이었다. 그러나 노동의 인간화의 길
은 실험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고, 결국 기업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부딪혀
1992～1993년 독일 자동차산업의 위기 국면에서 좌초되고 말았다.
그러나 1992～1993년 독일 자동차산업의 위기 이후에도, 비록 일군의
기업 사례에 지나지 않지만, 두 번째 경로를 더욱 발전시킨 새로운 혁신
의 경로가 존재하였다. 이 경로는 반자율적 그룹작업, 마이스터의 기능확
대, 공정 지향적 분권화, 덜 위계적인 작업장 관리, 합의에 기초한 리더십,
목표협정을 통한 조정 형식, 노동과 학습의 통합, 임금체계와 그룹작업
사이의 매칭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마지막 세 번째 경로는 도요타주의의 길이다. 낮은 원가와 높은 품질
및 생산성, 일본식 그룹작업, QC 서클, 짧은 사이클 타임, 지속적인 개선,
통제에 기초한 리더십 등이 도요타주의의 요소들이다. 1992년과 1993년
의 독일 자동차산업 위기 이후 지금껏 세 번째 경로가 지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도요타주의의 요소들을 통째로 도
입하자는 통합적 생산방식 운동이 지배적이다.
인더스트리 4.0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작업장에 도입됨에 따라 린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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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더스트리 4.0 사이의 관계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먼저 두 개의
원리가 충돌한다는 견해, 그다음 린 생산의 원리들이 인더스트리 4.0 속
에 통합될 것이라는 견해, 세 번째, 인더스트리 4.0의 기술들은 노동자에
게 기회와 위험의 가능성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는 견해이다. 여기서 기
회란 작업자의 행위공간과 분권화된 자율조정을 강화할 가능성을 말한다.
위험이란 인간노동의 기계에 의한 대체, 숙련과 능력의 가치 축소, 간접
직무의 단순화, 디지털 보조 시스템의 투입에 따른 경험적 지식의 질적
저하 등의 가능성을 말한다. 인더스트리 4.0은 이러한 기회와 위험의 가
능성을 동시에 주고 있지만, 아직 초기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현실화될 것인지는 두 개의 길 가운데 시장에서 어느 것이 성공을 거둘지
에 달려 있다는 견해이다.
인더스트리 4.0이 제공해주는 기술적 가능성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린 생산과 구별되는 혁신적 노동정책의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주장
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때 제안된 기업 노동정책의 방향은 첫째,
과업 통합과 팀의 자율조직, 둘째, 생산 부서와 간접/지원 부서 사이의 더
긴밀하고 체계적인 협력, 셋째, 고용을 촉진하는 최적화 및 계획 활동, 넷
째, 종업원 가능성의 확대, 다섯째, 협력형식의 개선과 능률조건의 조정,
여섯째, 적절한 조정 형식이다.
최근 들어서야 인더스트리 4.0의 기술들이 작업조직에 미치는 효과들
에 관한 실증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인더스트리 4.0이 린 생산의 원리 속
에 통합된다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연구도 있고 다소 혼란스러운 연구
도 있다. 더 신뢰할 만한 견해를 갖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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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미국의 일터혁신과 성과배분

제1절 문제제기

일터혁신(workplace innovation)이란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으로 구성되
는 기술혁신 이외의 혁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유럽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
어이다. 일터혁신의 역사적 기원은 1950년대의 인간관계(human relations)
운동과 사회기술시스템 접근이다(Oeij et al., 2019). 일터혁신에 대한 공
유된 정의는 없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포괄적으로 정의하면 ‘일터혁신이
란 조직의 성과와 근로생활의 질을 함께 개선하기 위해 조직과 사람의 구
조적․문화적 측면에 통합적이고 참여적으로(근로자 참여) 개입하는 것’
이다(Oeij et al., 2018). 이런 정의에 의하면 일터혁신은 ⅰ) 공동목표로서
조직성과와 근로생활의 질의 동시 개선 또는 양자 간 불가분의 관계에 입
각하여 인간의 가치 제고를 통한 조직성과 개선, ⅱ) 혁신과정에의 근로
자 참여, ⅲ) 전략, 조직 구조, 문화, 리더십, 작업조직과 인적자원관리 등
의 통합적 접근을 핵심 요소로 한다.
일터혁신이 근로자 참여(employee involvement)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본질적인 특징이라면, 참여의 유인 또는 참여와 보완성을 갖는 다른
인사제도나 노사관계가 갖추어져야 근로자 참여가 활성화되고 이를 바탕
으로 한 일터혁신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일찍이 Levine &

제5장 유럽과 미국의 일터혁신과 성과배분 91

Tyson(1990)은 일본, 스웨덴, 몬드라곤, 휼렛패커드의 사례조사를 통해
근로자 참여를 지원하는 인사제도 4가지 중 첫 번째로 성과배분(profit
sharing, gain sharing)을 들었다.20) 이들에 의하면 비록 단기적으로는 근
로자 참여 자체가 하나의 보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근로자 참여가 지
속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참여가 낳는 성과가 추가적 노력
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참여를 통해 추가적으로 발
생하는 경영성과의 공유가 없으면 근로자들이 참여를 통해 조직의 성과
에 공헌할 유인이 사라지고, 아이디어와 노하우 그리고 개인적 재주의 공
유로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 즉 근로자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않
는 성과배분도 의미가 없게 된다. 양자는 상호 보완재로 기능한다. 이러
한 관계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노사관계론에서는 의사결정 참여와 재무적
참여 간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강조해왔다. 아래의 인용문은 이러한 사
정을 잘 보여준다.
“금전적 인센티브 없이 근로자들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면 동기부
여를 저해할 수 있다. ‘그들은 나에게 공짜로 더 많은 것을 원한다’. 그리고
더 많은 의사결정 권한 부여 없는 성과배분도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못할
수 있다. ‘그들은 내가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자율성을 주지 않은 채 성
과와 임금을 연계시켜 내 소득의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있다’(Bryson &
Freeman, 2010: 205).”

그동안 성과배분은 일터혁신, 구체적으로는 고성과․참여적 작업시스
템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개별 관행들 중의 하나로 다루어졌으며, 일터혁
신의 인센티브 구조라는 관점에서 연구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고성
과․참여적 작업시스템(high performance/involvement work system)은
참여적 작업조직과 이를 보완하는 인사관리 관행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를 높은 성과를 낳은 기능 차원으로 구분하면 역량형성(skill-formation),
동기부여(motivation), 참여기회(opportunity to participation)의 3가지 차
원으로 분해된다. 여기에서 성과배분은 동기부여 차원에 해당되는 관행
20) 나머지 3가지는 고용보장, 집단응집성 제고를 위한 근로자 간 및 노사 간 임금 및
지위격차 감소, 개인 권리 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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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나로서 취급되었다.
본 연구는 성과배분을 일터혁신이 낳는 경영성과를 직원들과 공유하겠
다는 경영자의 사전적인 약속(commitment)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약속
은 일터혁신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발이나 저항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일터혁신에 필요한 각종 노하우나 암묵적 지식의 공유와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이전 및 활용을 촉진시켜, 일터혁신 등 기업 내 각종 혁신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일터혁신을 위한 기업수준의 인센티브
구조로서의 성과배분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터혁신은 노사가 그 필
요성을 느끼고 일터혁신을 추진할 역량과 자원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해
당 기업을 둘러싼 제반 여건이 일터혁신에 우호적일 경우에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다. 일터혁신에 대한 기업 측의 인센티브는 시장에서의 경쟁우위
달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일 것이며, 이는 근로자의 인센티브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이익배분(profit sharing)이나 수익배분(gain
sharing)를 통해 일터혁신이 창출하는 경영성과를 배분받는 것이다.21)
본 연구는 성과배분과 일터혁신의 관계를 다루고 있거나 이를 추론할
수 있는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성과배분 관련 제도를 살펴
본 후 일터혁신 활성화를 위한 성과배분제도 개편 관련 정책 함의를 제시
한다. 성과배분과 일터혁신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우선 수익배분의
전형적 모델로 잘 알려진 스캔론플랜(Scanlon plan)을 집중적으로 검토
한다. 마이클 무어 교수에 의하면 스캔론플랜은 미국 고성과작업시스템
의 근원이자 핵심원리를 제공한다(Moore, 2006). 이어서 사회기술시스템
의 여러 유형 중 성과배분을 중요한 직접 변수로 다루고 있는 북미형 사
회기술시스템을 중심으로 일터혁신의 이론적 근거인 사회기술시스템과
성과배분의 관계를 살펴본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의 고성과․참여
적 작업시스템과 이와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논의되고 있는 오너십 고성
과작업시스템과 공유자본주의(shared capitalism)에 대한 논의들도 일터

21) 본 연구는 성과배분의 하위 범주로서 이익배분(profit sharing)과 수익배분(gain
sharing)을 구분해서 사용한다. 수익배분을 그 내용인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절감
을 강조하여 생산성 인센티브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단 성과배분의 의미
가 퇴색되는 느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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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성과배분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는 논의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터혁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최근 일터혁신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영역으로 주목하고 있는 기술혁신(Oeij et al., 2019)과 성
과배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선행연
구나 이론들에 대한 검토를 종합하고, 본 연구가 한국의 일터혁신 연구
및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요약하기로 한다.
최근 일터혁신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대내외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특히 우리보다 저임금국
가이면서 기술격차를 빠르게 좁혀 올 뿐만 아니라 일부 영역에서는 이미
한국을 추월한 중국의 추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일터혁신을 통한 비용우위와 차별화 이점을 지켜나가면서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세계시장에서 혁신주도자(fast innovator)가
되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의 확산도 일터혁신이 새롭게 부각되는 중요한
맥락으로 보이며, 최근 추진된 각종 노동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
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수반하는 기업차원의 혁신
활성화를 요구한다는 점도 배경요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터혁신에 대
한 강조와는 달리 기업의 노사가 어떻게 스스로 일터혁신을 추진하고 활
성화하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강조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일
터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터혁신의 기업 내부 동기요
인 내지 인센티브 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일터혁
신에서 인간의 역할 즉 근로자들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실천적인 시사점
과 함께 일터혁신 활성화를 위한 동인을 성과배분이라는 기업 내부의 유
인구조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일터혁신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의 선택지
를 넓힌다는 의의도 지닌다.

제2절 스캔론플랜과 일터혁신

일터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성과배분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원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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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론플랜(Scanlon Plan), 러커플랜(Rucker Plan), 그리고 임프로셰어
(Improshare)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중 근로자 참여와 결합되어
운영되는 것은 스캔론플랜과 러커플랜이며, 러커플랜은 스캔론플랜과 유
사한 제도인데 성과배분 금액 풀의 산정방식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스캔
론플랜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22) 일터혁신과 성과배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스캔론플랜에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마이클 무어 교수의 주
장을 들 수 있다. 스캔론플랜의 성공요인은 제도설계 단계부터의 근로자
참여이다. 그는 미국 고성과작업시스템의 근원과 핵심원리를 미국에서
개발된 성과배분방식인 스캔론플랜에서 찾고 있다(Moore, 2006). 그에 의
하면 고성과작업시스템이란 ‘노사가 합심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공
유하는 시스템’인데, 그 전형을 스캔론플랜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고성과․참여적 작업관행을 일부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체계를
갖춘 기업을 ‘스캔론공장’으로 지칭한다. 미국의 고성과․참여적 작업시
스템이 미국 고유의 전통,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 유럽에서 넘어
온 사회기술시스템, 그리고 1980년대 중후반 도입된 일본식 고용관행이
었다는 주장 가운데 마이클 무어 교수의 지적은 미국 고유의 전통으로서
스캔론플랜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스캔론플랜의 철학, 원리, 전개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스캔론플랜의 철학
스캔론플랜은 특정한 인사 내지 경영철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sieur & Puckett, 1969; Wren, 2009). 스캔론이 근로자참여와 성과
배분을 결합시킨 자신의 제도를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대공황 시기 공동
체의 문제를 공동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협력이 단초였던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이라는 개
22) 스캔론플랜과 같이 비용절감이나 생산성향상분을 공유하는 성과배분으로서 가장
오래된 것은 실린더 락 제조업체인 Yale & Towne의 사장 타운(Henry R. Towne)
이 1889년에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각 작업부서별 비용과 생산성을 정
하고 비용절감분을 부서별 성과에 따라 5 : 5로 노사가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성과배분제(gain sharing plan)로 지칭했다(Wre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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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당시 기업현장에 유비했다는 점을 곰곰 생각해보면 당시로서는 매
우 혁신적인 발상이고 현재에도 기업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기업을 경영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큰 것으로 보인다. 스캔론
은 전형적인 기업이 개인이든 집단이든 근로자들의 완전한 잠재력을 끌
어내지 못한다고 보았는데,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문제와 성공에 대한 정
보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완전한 잠재력을 끌어내는 비
결이라고 보았다. 스캔론플랜은 노사가 기업의 문제, 목표, 그리고 아이디
어를 함께 공유하는 것을 핵심 원리로 한다. 임금제도와 관련해서 스캔론
은 개인 인센티브가 근로자로 하여금 기업의 전체적인 이익이 아닌 근로
자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하고, 근로자 간 소득 불평등을 야기해서
사기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근로자 참여와 상반된다고 보았다. 스캔론은
개인의 스킬에 기반해서 지급하는 기본급, 여기에 기업의 성공에 기반한
추가적 보상으로서 모든 근로자와,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까지도, 공유
하는 성과배분이 가미된 임금시스템이 근로자 이해를 촉발하고 기술변화
에 대한 수용성을 높인다고 보았다. 지금의 용어로 표현하면, 기본급으로
서의 숙련급에 더해 근로자 참여로써 창출되는 경영성과급으로 구성된
임금 구조를 이상적으로 본 것이다.
“스캔론플랜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자가 생산운영 개선을 위해
서 근로자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구성원 모두가 안다는 것이다.
스캔론플랜을 도입하는 것은 경영자가 근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만일 당신들이 도와준다면 경영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
리는 당신들의 목소리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겠다’(Lesieur & Puckett, 1969).”

스캔론의 이러한 사고는 스캔론 사후 인사철학으로서 X이론과 Y이론
을 제창한 맥그리거(Douglas McGregor)에 의해서 이론화되었다(Wren,
2009). 스캔론은 1946년 노조활동을 그만두고 MIT 대학의 강사로 직장을
옮겼는데 거기에서 맥그리거를 포함한 많은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맥그
이라는 책의 한 장(章)을 스캔론플
리거는 1960년『기업의 인간적 측면』
랜에 할애하면서 “스캔론플랜은 통합과 자율관리(self-control)에 의한 경
영이자 Y이론과 전적으로 부합되는 경영철학”으로 언급했다. 스캔론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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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성과배분 산정식(formula)이나 프로그램 또는 절차들의 집합이 아니
라 Y이론과 이론적 전체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영철학으로 본 것이다
(McGregor, 2006). 맥그리거는 스캔론플랜을 비용절감분의 공유가 전체
근로자의 참여와 함께 결합된 제도로 보았는데, 특히 스캔론플랜을 다른
인센티브제도나 이익배분제도와 구분 짓는 핵심적인 특성으로서 근로자
참여를 지목했다. 스캔론플랜의 독특성은 모든 근로자들이 육체적 노력
만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와 재주(ingenuity)로써 조직 유효성 개선에 공
헌할 기회를 제공하는 공식 수단이라는 점에 있다.23)
“최하위층에서 단순반복적인 일을 하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두 팔 이상
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는 인적자원(human resource)이다. 적절하게 활
용된다면 그의 노하우와 재주는 그의 추가적인 육체적 노력(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보다 기업의 성공에 훨씬 큰 기여를 할 수 있다(McGregor, 2006).”

2. 스캔론플랜의 원칙
스캔론플랜은 단순히 또 다른 보너스가 아니라 4개의 핵심요소 또는
원칙(principles)들로 구성된 체계를 의미한다(Frost et al., 1996; Moore,
2006; Scott & Davis, 2015). 첫째, 정체성/교육(identity/education) 원칙
이다. 이는 ‘우리 기업이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해 공유하
는 것을 말한다. 모든 근로자들이 재무상황, 고객의 니즈, 경쟁자의 강약
점 등 기업의 현실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근로자들이 의미 있는
공헌을 하고 기업의 기회와 도전에 대해 오너십을 갖고 대응할 수 있다.
성과배분을 실시하던 기업들은 이것이 대중적인 경영기법이 되기 오래전
부터 경영정보를 공개하였다. 경영자는 직원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
는 기업의 미션과 비전을 창출해야 자발적인 협력을 얻을 수 있다.
23) 여기에서 맥그리거는 전체 근로자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단순히 기회
를 부여하는 차원을 넘어 진정한 통합, 즉 개인의 목적과 조직의 목적이 일치되어
조직목표에의 진정한 몰입을 발생시키는 상황으로 본다. 그리고 이때 개인의 목
적은 성과배분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금전과 같은 직접적 차원만이 아니라, 기본
적인 욕구부터 고차 욕구를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심리적 욕구 충족까지 포함한다
고 보았다(McGrego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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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참여/책임(participation/responsibility)의 원칙이다. 스캔론플랜
에 있어서 대부분의 개선이나 절감은 더 고된 노동이 아니라 더 스마트한
노동의 결과물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다. 더 스마트한 노동을 통해 생산성
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인풋을 제공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
칠 기회와 책임을 가져야 한다. 스캘론플랜을 도입한 곳은 참여적 공장
(high-involvement organization)으로서 공식적인 제안 프로그램, 팀 미
팅, 카이젠 이벤트, 참여를 권장하는 특별 태스크포스 등 다양한 수단들
을 활용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제출이 직무의 일부라는 기대 아래 놓여 있다.
셋째, 공정성/책임(equity/accountability) 원칙이다. 이는 주주만이 아니
라 근로자를 포함해서 기업에 투자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투
자분에 대한 공정한 성과를 배분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과배분의 공정
성 제고와 관련해서 다양한 산정식(formula)들이 사용되고 있다. 주의할
점은 애초부터 스캔론플랜에서는 성과배분이 기본급과 달리 독립적으로
추가 창출된 가치를 공유하는 제도였다는 점이다. 즉 기본급은 시장 경쟁
적 수준의 임금으로 받으면서 기업이나 업계에서 정상적인 기대치 이상
의 성과를 달성했을 때 추가 지급하는 보상이 성과배분이라는 것이다.
넷째, 역량/몰입(competence/commitment) 원칙이다. 스캔론플랜은 근
로자들이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향상시키도록 요구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역량개발이 필요하다. 스캔론플랜의 만트라(mantra)
는 ‘지속적 개선은 지속적 학습을 요구한다’로 요약된다. 스캔론플랜을 도
입하는 기업은 직원의 교육훈련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이른바 학습조직
의 원리에 따라 조직을 운영한다.
이상 스캔롤플랜의 4가지 원칙들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원칙은 근로자
들이 조직과 자신의 미션 및 목표를 인식하는 것으로서 최근의 가치경영
이나 미션 및 비전 경영과 맥락을 같이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나
머지 원칙들은 흥미롭게도 고성과․참여적 작업시스템(HPWS/ HIWS)이 높
은 성과를 낳는 3가지 기능, 즉 역량․동기․참여기회(AMO 모형)와 일
치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성과 참여적 작업시스템은 역량형성,
동기부여, 참여기회라는 3가지 기능적인 하위 차원들로 구성된다. 스캔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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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이 단순한 집단성과급으로서 보상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량․
동기․참여가 결합된 종합적인 일터혁신 시스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마이클 무어(2006)가 스캔론플랜이 미국의 고성과․참여적 작업시스템의
근원과 핵심원리를 구성한다고 보았던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3. 스캔론플랜의 전개과정24)
가. 엠파이어 스틸의 노사공동연구위원회
스캔론은 1924년 첫 직장으로 압연강을 생산하는 엠파이어 스틸(Empire
Steel)에 입사했고, 당사는 1933년 엠파이어 시트 앤 틴플레이트 사(Empire
Sheet and Tin Plate Company)로 회사 이름을 바꾸었다. 스캔론은 1937
년 노조 지부장(president of Lodge 169, SWOC)으로 선출되었다. 그다음
해인 1938년 최초의 스캔론플랜으로 알려진 노사공동연구위원회제도가
탄생했다(Gowen, 1991). 그 배경은 당사가 대폭적인 적자로 전체 임원의
보수를 25% 삭감한 데 이어 노동자 임금삭감을 요구한 것이었다. 애초
노동자들은 경영진을 믿지 않았지만, 회사가 파산위기에 처했으니 전체
직원들이 참여해서 제품의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생
각해보라는 노조 상급단체의 조언에 따라 당사의 사장과 스캔론이 중심
이 되어 노사공동연구위원회(joint research committee)를 구성했다. 동
위원회는 월 1회 모여서 비용절감과 생산성 및 수익성 개선에 대한 근로
자 제안을 청취하였다. 근로자들의 제안으로 생산성과 수익성이 개선되
어 회사는 1939년과 1940년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했고, 1941년 미국의 2
차 세계대전 참전과 더불어 번창 일로를 걷게 되었다.
나. 애덤슨 사(The Adamson Company)의 성과배분 산정식
스캔론은 1940년 피츠버그에 있는 SWOC 본부의 신설 엔지니어링 파
24) Scanlon(1948), Davenport(1950), Gowen(1991), Welbourne & Gomez-Mejia(1995),
Wren(2009) 등을 참조해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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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책임자로 자리를 옮겨 1945년 애덤슨 회사의 성과배분제도를 설계했
는데, 이것이 스캔론플랜 성과배분 산정식의 효시가 된다. 당사는 금속가
공업체(석유회사나 가스회사용 강철 저장탱크 제작)로서 1937년에 노동
조합이 조직되었다. 회사경영실적은 좋았는데, 경영진이 근로자 측 협력
의 지속성을 위해 이익배분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1944년 8월부터 수개월
간 연구해서 제도를 만들었지만 전시노동위원회가 임금 안정화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회사의 사장과 스캔론이 공동으로 전시노동위원
회 규제를 통과하기 위한 성과배분제도를 설계했다. 기본 개념은 잘 알려
진 바와 같이 생산의 판매가치 대비 인건비 비중에 기초한 인건비 절감분
을 노사가 5 : 5로 수용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전시노동위원회를 통과
해 1945년에 실시됐는데, 도입 후 1945년 말 생산효율성은 54% 증가했고
근로자는 평균 월임금의 41%를 보너스로 수령했다. 1946년에는 이익이 전
년 대비 2배, 근로자 보너스는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다. 라푸앵트 머신툴(Lapointe Machine Tool)
스캔론은 1946년 10월 노조를 그만두고 메사스세츠주 MIT 대학의 경
제․사회과학학부 소속 노사관계섹션에 강사(lecturer)로 임명되어 1956
년 사망 시까지 근무했다. 라푸앵트 머신툴은 스캔론이 이른바 스캔론
플랜의 전체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최초 기업이었다. 당사의 노조
지부장은 스캔론 사후 스캔론플랜의 확산을 담당했던 레지어(Frederick
Lesieur)였다. 스캔론플랜 전체를 적용했다는 것은 우선 근로자 제안을
권장하고 심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근로자와 대화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수준 노사공동 생산위원회와 기업수준 노사공동 조
정/심사위원회를 설치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현재 교과서에도 수록
될 정도로 널리 알려진 임금정수(생산의 판매가치와 인건비 비중)에 근거
한 성과배분 산정식을 도입하였다. 당사의 제도는 1947년 12월부터 시행
되었는데, 첫 3개월(1947년 12월～1948년 2월까지) 동안 매월 효율성이
33%, 28%, 21% 향상되었고 그에 상응하는 보너스가 지급되었다. 당사에
서는 실적의 등락에 따라 보너스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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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저하 문제에 대응하고자 성과가 하락하는 월(月)에 대비해 성과배분
금액 풀 중 일정비율(예: 25%)을 저축하는 방안도 새롭게 설계했다.
라. 스캔론 사후의 전개과정
1955년까지 스캔론은 60개의 공장으로 자신의 제도를 확산시켰고, 타
임지는 1955년에 그를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노사관계 컨설
턴트로 지명하였다. 스캔론은 1956년 폐기종으로 사망했다. 그의 뒤를 이
어 레지어(Lesieur)가 1956～1986년 사이에 약 200개의 스캔론플랜을 기
업체로 확산시켰고, 프로스트(Frost)는 미시간주립대학으로 옮겨 스캔론
플랜을 조직개발과 연결해 다수의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했고, 스캔론플
랜협회를 결성하며 스캔론 리더십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스캔론플랜은
현재에도 여전히 인기 있는 경영기법이자 조직개발 도구로서 혁신문화의
창출과 유지를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Scott & Davis,
2015). 스캔론플랜은 미국에서 ‘경영계의 1급 비밀’의 하나이자 ‘잃어버린
아이디어’로 거론되어 왔다. 1930년대에 출범과 함께 스캔론플랜을 채택
한 기업들은 근로자참여, 노사협력, 노사공동 문제해결, 팀워크와 팀에 기반
한 작업시스템, 신뢰구축, 성과배분, 경영정보공개, 그리고 서번트(servant)
리더십을 실험하거나 도입하기 시작했다(Moore, 2006).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스캔론플랜은 단순한 성과배분 프로그램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근로자참여를 통한 개선과 혁신 그리고 이를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의
일부를 근로자들이 공유하는 미국의 오래된 일터혁신시스템이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제3절 사회기술시스템과 성과배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기술시스템론은 최근 유럽학자들이 사용하
는 일터혁신의 이론적 뿌리였다. 사회기술시스템에서 보상제도로는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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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기본급으로서의 숙련급을 강조하고 지원의 적합성과 관련해서 최
근에는 여타 인적자원관리도 주장하는데, 이론 형성의 초기단계부터 성
과배분을 직접 강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림 5-1]에서와 같이 고전적
사회기술시스템과 가장 흡사하고, 1970년대 미국으로 확산된 북미형 사
회기술시스템에서는 성과배분제도가 중요하게 취급되기 시작한다. 여기
에서는 일터혁신 이론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유럽에서
시작된 사회기술시스템의 개요를 살펴본 후 북미형 사회기술시스템에서
성과배분제도가 어떻게 취급되고 강조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사회기술시스템과 일터혁신
가. 사회기술시스템론의 전개과정
사회기술시스템은 반테일러주의적 작업조직의 대명사로서 역사적 역
할을 수행해왔으며, 미국의 고성과․참여적 작업시스템을 구성하는 원리
중의 하나이다(Moore, 2006). 사회기술시스템은 1949년부터 1958년에 걸
쳐서 Bemforth, Trist, Emery 등이 영국의 탄광을 대상으로 한 사례조사
에서 테일러식 작업조직보다 자율작업집단이 탄광 작업의 합리화 과정에
서 더 높은 성과와 근로자 만족을 낳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계기가
되었고, 이후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실험을 거쳐서 근대적 사회기술시스
템론으로 발전되었다(김훈․김동배, 2001). 작업시스템 설계원리로서 사
회기술시스템에 대한 고전적 정의로는 ‘사회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의 공
동최적화로 인간의 적응성과 혁신성을 극대화시킴으로써 높은 성과를 달
성하려는 조직구조설계 접근법’(Cherns, 1976), ‘참여민주주의를 철학으로
하는 기술과 과업의 내용 및 구성의 재설계를 통해서 노동의 질과 조직의
질을 개선하려는 응용과학’(van Eijnatten, 1993)이라는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사회기술시스템이 작업조직을 넘어 조직 전체, 나아가 생태계
를 포함하는 범위로 정의되는데, 직무, 개별조직, 네트워크, 생태시스템이
그 내부적으로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참여적이
고 학제적으로 연구하고 개선하는 이론으로서 자리매김했다. 특히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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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개별조직, 네트워크, 생태시스템)와 가치창출 프로세스 간 상호 조
정과 통제/적응 메커니즘을 주로 연구하는 분야로 정의된다(Mohr & van
Amelsvoort, 2016). 이들은 사회기술시스템의 목적을 적응적이고, 혁신적
이며, 일하기 좋은, 따라서 인간, 경제, 사회적 기준에서 성과가 높은 개체
(직무, 개별조직, 네트워크, 생태시스템)를 창조하는 것으로 본다.
사회기술시스템론의 전개과정은 초기 형성기(1950년대), 고전적 이론
의 형성기(1960년대), 1970년대 이후 변형기, 2000년대 이후 최근의 사회
기술시스템에 대한 논의의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赤岡功, 1989; Mohr
& van Amelsvoort, 2016; van Eijnatten, 1993; Passmore et al., 2019).
1950년대는 영국의 탄광산업 연구를 통해 초기이론이 형성된 시기이
다. 배경은 장벽식(Longwall)이라는 새로운 대량생산 채탄기술의 도입이
었다. 신기술이 도입되기 이전의 전통적인 작업방식은 숙련공들로 구성
된 자율성이 높은(구성원 선발, 생산표준, 작업속도 결정권 있음) 소집단
이 채탄-적재-반출의 전체 사이클을 책임지고 팀원들은 동일한 급여를
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장벽식 기술을 도입하면서 기존 작업조직을 재편
한 기업의 경우 기존에 한 팀이 전체적으로 수행하던 과업을 교대조별로
채탄, 적재, 반출로 구분하고, 동일 교대조 내부에서도 분업화를 추진하며
교대조별 임금도 상이하게 지급했다. 문제는 이 경우 생산성이 오히려 이
전보다 저하된 것이었다. 반면 장벽식 기술을 도입했지만 기존과 같이 자
생적으로 형성된 다기능공들의 자율적인 팀이 채탄의 전체 과정을 책임
지고 기본급과 팀 인센티브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사회시스템을 타협한
경우에는 생산성이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 즉 “장벽식이라는 기계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왜 전통적인 작업조직인 자율작업집단이 존속하는가”
에 대한 답변이 사회기술시스템설계이론을 낳은 화두였다. 결론은 작업
시스템이 근로자의 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최대한 허용하고 근로자들이
함께 일함으로써 사회심리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탄광산업 연구를 통해서 1950년대 후반에 사회기술시스템의
이론화 작업이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기술시스템, 공동최적화, 그리
고 조직의 선택이 사회기술시스템론의 핵심 개념으로서 정립되었다. 여
기에서 조직의 선택이란 동일한 기술시스템에서도 조직은 상이한 사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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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구체적으로는 작업조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1960년대에는 스칸디나비아의 실험을 거쳐서 고전적인 사회기술시스
템론이 정립된 시기로 평가된다. 1960년대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사회
기술시스템 실험을 거치면서 이론이 정교화된 시기이다. 두 국가의 경우
영국과 달리 조직운영이 덜 위계적이었고 직접 참여를 강조하는 산업민
주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의 기술에 대한 통제력 개
념(shared operational control)이 잘 수용될 수 있었다. 한편 1960년대의
이러한 실험을 거치면서 사회기술시스템론이 기술결정론을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5)
1970년대 이후에는 고전적 사회기술시스템의 변형들이 발생하는 시기
이다. 각각의 변형들이 특징을 갖지만 공통점은 작업장에서의 참여민주
주의, 즉 직접민주주의라는 개념이며, 사회기술시스템이 테일러리즘적 작
업조직설계의 킬러라는 점이다. 사회기술시스템의 4가지 변형은 스칸디
나비아 사회기술시스템인 민주적 대화(Democratic Dialogue), 호주의 사
회기술시스템인 참여적 설계(Participative Design), 네델란드의 사회기술
시스템인 통합적 조직재편(Integral Organizational Renewal), 그리고 북
미의 사회기술시스템이 그것들이다. [그림 5-1]은 고전적 사회기술시스템
론과 함께 4가지 변형을 도시하고 있는데 공통점 내지 공통적인 이상은
직접민주주의인 참여민주주의이다. 이 그림에 의하면 고전적 사회기술시
스템과 북미형 사회기술시스템은 동일하고, 이들과 함께 참여적 설계는
모두 순수 참여민주주의 공간에서 시작한다. 반면 네델란드의 통합적 조
직혁신과 스칸디나비아의 민주적 토론은 각각 사회공학 및 제한적 민주
주의 공간에서 시작하지만 그 발전궤도와 전망은 나머지 변형들에 비해
서 확장성이 높다는 것이 화살표의 경사와 길이에서 드러나고 있다.
민주적 대화(democratic dialogue)는 스칸디나비아에서 구스타브센(Gusta
vsen)이 주도한 것이다. 그는 스칸디나비아에서 사회기술시스템 실험이
특정 대기업에서만 확산되고 특히 중소기업에 확산되지 않았던 점을 네
트워크의 결여, 즉 노사 간 그리고 기업수준을 넘은 민주적 토론의 결여
에서 찾았다. 이것은 작업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직설계론이
25) 스칸디나비아의 사회기술시스템 실험에 대해서는 赤岡功(1989)이 잘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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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사회기술시스템설계 접근의 분류

주 : STSD는 사회기술시스템설계를 의미.
자료 : van Eijenaten(1993: 128).

라기보다는 소통론으로서 참여민주주의와 같이 내용이 아니라 프로세스
의 개발에 초점을 둔다. 예컨대 사회기술시스템에 따른 작업조직 설계는
어떤 특징으로 설계하는가라는 내용적 측면과 더불어 어떤 과정을 거쳐
서 설계되는가라는 프로세스로 구성되는데, 1970년대 이전에는 전자가
그리고 1970년대 이후에는 후자 즉 설계과정에서의 소통이 중시된다. 민
주적 대화는 설계과정에서의 당사자 간 소통에 주목한 이론이다.
참여적 설계(participative design)는 호주에서 1970년대 에머리(Emery)
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는 노르웨이에서 사회기술시스템이 확산되지
않았던 이유가 전문가 중심의 접근 때문이었다고 비판하고 자율적인 디
자인팀의 형성에 주목한다. 참여적 설계는 ‘민주적 학습조직에 대한 개념
적 경험적 학습을 위한 환경’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특정한 조직설계 방
식이 아니라 관계자들(근로자, 감독, 경영자들)로 구성되는 디자인팀이
워크숍과 학습과정을 통해 조직구조 변화를 달성하게 한다는 참여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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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되는 기법이다. 이때 디자인팀은 작업조직 설계의 심리적 요건 내지
가치로서 근로자의 노동관련 의사결정 참여,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의 기
회, 과업의 다양성, 동료 간 상호 존중, 공동체와 사회에 대한 노동의 유
의미성, 노동이 바람직한 미래로 이끌 가능성의 6가지를 규정하였다.
통합적 조직혁신(Integral Organizational Renewal)은 네덜란드에서 발
전된 이론으로서 상당히 경영학적인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림 5-1]
에서 화살표의 출발점이 사회공학적 접근이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
직설계의 출발점이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에 있으며, 네덜란드에
서 널리 활용되고 확산된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사회기술시스템의 개방
시스템, 사회기술시스템, 공동최적화 개념을 비판하고 근대적 사회기술시
스템이론을 제창한다. 설계원칙은 불확실성과 복잡성에 대한 대응으로서
내부의 통제 및 조정 필요성의 감소를 기반으로 하며, 핵심 설계영역은
생산구조와 통제구조의 설계이다. 예를 들어 병렬적 생산흐름을 통해 투
입의 불확실성을 줄이거나, 자율작업팀이나 직무의 확대를 통해 내부의
통제역량을 확대하는 식이다. 대표적인 슬로건은 ‘복잡한 조직의 단순한
직무’와 정반대로 ‘단순한 조직의 복잡한 직무’이다. 즉 구상과 실행의 통
합과 직접 및 간접 과업의 통합 등을 통해 조정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북미의 사회기술시스템은 고전적 사회기술시스템과 거의 동일한 것으
로 평가받는다. [그림 5-1]에서도 두 가지 접근법이 같은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사회기술시스템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반에 미국으로 확산
되었고 UCLA의 데이비스 교수가 이를 근로생활의 질(quality of working
life, QWL)이라는 슬로건으로 수용했다. 당시 미국의 경우 조립 라인 또
는 다른 기계가 지배하는 공장에서 비인간적인 노동이 문제가 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회기술시스템 도입의 반향은 컸다. 로울러 교수는 이
를 신공장(new plant) 혁신으로 지칭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미국
의 사회기술시스템과 성과배분’ 파트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000년대 접어들어 사회기술시스템은 기업현장의 논의에서 거의 사라
진 것으로 평가된다. 2000년대에 리엔지니어링과 린 생산방식이 경영자
의 확실한 통제하에 효율성과 비용절감을 추진하면서, 근로자 임파워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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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 근로생활의 질을 특징으로 한 사회기술시스템 관련 논의들이 기업
일선 현장에서 거의 모습을 감춘 것이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화와 4차 산
업혁명과 관련해서 사회기술시스템이 해답을 제시해야 할 과제가 부각되
고 있다(Kopp et al, 2019; Oiji et al, 2019; Passmore et al. 2019). 우선은
디지털화 시대의 기술변화가 매우 급속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에 대응
한 조직설계이론의 진척은 찾아보기 힘들거나 느려서 양자 간 격차가 지
수함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예컨대 플랫폼 기반의 생태시스
템, 긱노동(gig work)의 네트워크 기반 경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사결
정, 3-D 프린팅과 로봇을 활용한 생산, 클라우드에 기반한 역량과 같은
기술변화에 사회기술시스템이 기술적․사회적 측면을 함께 감안한 조직
설계 대안으로 무엇을 제시할 것인가가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Passmore
et al. 2019). [그림 5-2]는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는 기술 변화에 비해 정
체되고 있는 조직설계 혁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그림으로 보여주
고 있다. Passmore et al.(2019)은 이를 사회적 역량과 기술적 역량의 격
차(gap)로 지칭한다.
디지털 변환시대에 사회기술시스템론은 2000년대 이전의 화두와 이에
대한 해답과는 전혀 다른 과제를 부여받을 것으로 평가된다(Passmore et
[그림 5-2] 기술적 역량과 사회적 역량의 격차 증가

자료 : Passmore et al.(2019: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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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9). <표 5-1>은 향후 요구받을 사회기술시스템의 과제가 전통적
인 사회기술시스템의 그것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기술시스템은 작업조직에서 기업 전체 조직 수준까지로 범
위가 확장되었다. 그러나 협력업체와 거래업체를 포괄하는 조직생태시스
템 설계는 포함하지 않았는데, 향후 사회기술시스템은 생태계를 포함한
다. 그 외 전통적 사회기술시스템과 향후 사회기술시스템의 차이를 살펴
보면 정태적 시스템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변하는 시스템으로의 설계 변화,
기술시스템과 사회시스템의 공동최적화로부터 생태시스템, 조직, 기술시
스템, 사회시스템의 최적 균형 달성을 위한 설계로의 변화가 있다. 또, 내
부자 중심의 디자인팀으로부터 내부와 외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디자인 랩의 활용으로, 작업시스템의 설계로부터 전략시스템, 운영시스
템, 작업시스템의 설계로, 현재 조직구성원 대상 설계로부터 조직을 넘나
드는 다양한 전문가나 비구성원도 포함하는 설계로, 시스템 내부 작동에
만 관심을 두던 것으로부터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최적의 협업을 달성하는 것으로, 고성과와 이상통제를 위한 설계로부터
혁신과 민첩성(agility)을 위한 설계로, 현재 시스템 분석에 기반한 설계
로부터 무엇이 가능한가라는 아이디어에 기반한 설계로의 변화가 있다.
<표 5-1> 미래의 사회기술시스템 조직설계
현재
․ 조직설계
․ 정태적 시스템 설계
․ 공동최적화를 위해 고정된 기술시
스템을 둘러싼 사회시스템 설계
․ 내부 디자인팀의 활용
․ 작업시스템 설계
․ 현재 구성원으로 고정된 인원들을
위한 시스템 설계
․ 시스템의 내부적 작동이 중심
․ 고성과와 이상(variance) 통제를 위
한 설계
․ 현재의 시스템 분석에 기반한 설계
자료 : Passmore et al.(2019: 79).

미래
․ 조직과 생태시스템 설계
․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스템 설계
․ 균형된 최적화를 위해 변화하는 조직,
생태시스템, 기술 및 사회시스템을 설계
․ 시스템 내외부 이해를 반영할 디자인
랩 활용
․ 전략, 운영, 작업시스템 설계
․ 조직을 넘나드는 다양한 전문가나 구
성원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
설계
․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실체들 간의 협업
․ 혁신과 민첩성을 위한 설계
․ 가능성에 기반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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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Kopp et al.(2019)은 디지털 변환 시기 사회기술시스템의 과제를
뚜렷한 방향성을 갖고서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 변환 시기 사회기
술시스템 관점에서의 작업조직과 관련한 중요한 논점을 ‘숙련지향적(skilloriented)인 작업조직설계를 어떻게 촉진하고 실행할 것인가’로 보고 있
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노동 4.0’은 인간중심의 작업조직 설계를 지향하
는데 그 분석 툴은 사회기술시스템, 즉 작업조직에 있어서 인간과 기술
그리고 조직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접근법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은 일터혁신(workplace innovation) 이라는 용어를 근대적 사
회기술시스템론자들이 주장하는 철학과 개념의 산물로서 혁신의 채택과
기업의 역량 축적을 촉진하는 개념으로 본다. 또한, 일터혁신에서 하위
수준 근로자들의 몰입(engagement)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혁신은 중앙집권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아이디어
와 지식이 공유되고 전파되어 축적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 지원의 적합성과 보상
이상으로, 초기 태동부터 현재 디지털 전환시기까지 사회기술시스템론
의 전개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사회기술시스템론에 입각한 작업조
직 설계의 대명사는 자율작업팀이지만, 이후에는 작업조직을 넘어 전체
기업 조직설계나 생태시스템 설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경영
학에서는 조직개발 분야에서 이 접근법을 일찍부터 흡수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본고의 주제인 성과배분과 일터혁신에 대한 접근법의 하나인
사회기술시스템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사회기술시스템에서는 인간
의 자율성과 적응성(학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구조화되는 작업조직
에 대한 인사관리 지원의 역할이 중시된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지원시스
템이 조직구조가 유도하려는 행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
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팀조직인 경우 보상, 교육훈련, 선발, 평가 등이
팀조직을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26) 여기에서 지
26) Cherns(1987)의 사회기술시스템적 조직설계의 10가지 원칙은 참여적 조직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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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적합성(support congrugence)은 사회기술시스템 원칙에 따라 설계
된 생산부서와 그 구성요소인 다기능공으로 조직된 (자율)작업팀의 원활
한 작동을 목적으로 하는 개념이다. 즉, 이상적으로는 생산단위가 마치
‘공장속의 공장(mini-factory)’이나 ‘이익센터’와 같이 작동할 수 있도록
구매, 마케팅, 재무 부서 등 다른 부서와의 원만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원칙인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인적자원관리 영
역 특히 보상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조직구조 설계와 운영의 문제는 자
세하게 살피지 않기로 한다.
보상의 적합성과 관련해서 Cherns(1987)는 사회기술시스템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보상원리가 숙련급(skill-based pay)이라고 주장한
다. 숙련급은 직무급과 같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알고 있느냐
에 따라 보상이 지급되는 임금체계이다. 사회기술시스템에서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생산과 프로세스 그리고 장비를 모니터링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조치를 취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가치가 머리(head)에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사회기술시스템의 설계원칙 중에서 이상 제
어의 원칙이나 다기능화 원칙도 사회기술시스템 작업조직에서 근로자는
문제해결이 중심인 지식근로자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식이나 스킬의
습득에 따라 기본급이 상승하는 숙련급이 사회기술시스템의 보상원리라
는 것은 쉽게 이해된다. 다만 Cherns(1987)의 이러한 논의는 이익배분이
나 수익배분이 사회기술시스템의 보상원리로 적합하다는 점도 아울러 시
사한다. 예컨대 사회기술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문제해결사로서 지식근로
자는 자신의 역할로 절감되는 비용이나 생산성 향상 또는 이익 증가분을
이라는 목적 적합성, 최소한의 핵심적인 설계 기준, 발생 원천에서의 이상 제어
(variance control) 원칙, 정보․지식․학습의 흐름을 촉진하는 경계 설정, 원활한
정보 흐름, 책임에 상응하는 권력과 권한, 전문부서나 간접부문의 과업을 가능한
통합하는 다기능(multi-functional) 원칙, 지원의 적합성, 과도기 조직, 지속적 진
화의 원칙이다. 이 중에서 이상 제어 원칙은 Cherns(1976)가 사회기술적 기준으
로 강조했던 원리이다. 이상이란 표준적 절차로부터의 계획되지 않은 이탈을 의
미하는데, 이는 재료나 기계설비 또는 프로세스상의 문제로 발생한다. 이상 상황
을 가능한 발생 원천에서 제어하고 수정한다는 사회기술시스템의 원칙은 나머지
원칙들 즉 경계설정, 정보흐름, 권력과 권한, 다기능, 지원의 적합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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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함으로써 개인과 조직의 이해 일치를 낳고, 나아가 기본급인 숙련급
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북미 사회기술
시스템인 미국의 신공장 혁신에 대한 연구 및 평가와 관련된 Lawler
(1990, 1991)의 연구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다.
Pasmore et al.(1982)도 지원의 적합성에 대한 논의에서 보상, 훈련, 선
발, 승진, 해고, 평가체계가 사회기술시스템 철학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1970년대 북미의 사례들인 사회기술시스
템 실험 실증연구 134개를 검토하면서 사회기술시스템 실험들이 생산성
과 비용절감 등 대부분의 조직성과와 정(+)의 관계를 보였고, 실험에 활
용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자율작업팀과 숙련개발이었다는 점도 발견
했다. 주지하다시피 자율작업팀과 숙련은 초기 사회기술시스템의 대표
적인 두 관행이었다는 점에서 북미의 사회기술시스템은 초기 사회기술
시스템과 거의 동일하다는 평가(van Eijnatten, 1993)와도 맥락을 같이한
다. Susman & Chase(1986)도 인간을 존중하는 가치체계, 훈련에 대한 투
자와 근로자들의 충성심에 대한 인정, 고용보장, 다능공으로 구성되어 개
선 활동을 수행하는 팀, 숙련급과 이익배분배제 등이 사회기술시스템적
작업조직을 지원하는 인사관리로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사회
기술시스템 관점에서 자동화된 컴퓨터 통합생산(CIM)의 기술시스템과
사회시스템을 분석하고, 현장근로자 관리방식의 유력한 대안으로서 고숙
련전략(up-grading strategy)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위한 보완재를 위와
같이 열거하였다. 특히 이들은 숙련급만이 아니라 컴퓨터 통합생산체제
에서 수익배분(gain sharing)이 장비효율성 제고를 위한 근로자들의 지속
적 개선을 장려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회기술시스템 원리에
입각해서 설계된 스웨덴 볼보 사 칼마르공장에서 1991년 집단성과급을
도입했다는 사실도 사회기술시스템과 성과배분 간의 정합성을 보여주는
한 사례로 해석된다.

2. 북미형 사회기술시스템과 성과배분
일터혁신에 대한 고전적 접근법인 사회기술시스템과 성과배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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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북미형 사회기술시스템에서 가장 명확하고 중요하게 취급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의 고전적 사회기술시스템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반 근로생활의 질 운동 또는 신공장 혁신으로 북미에 도입되
기 시작한다. 미국에서 신공장(新工場) 혁신은 1960년대 말 프록터앤갬블
(P&G)의 한 공장에서 시작해서 1980년대에는 대략 300～500개 공장으로
확산되었다(Lawler, 1978, 1990, 1991). 신공장이란 참여적 경영(participative
management)을 핵심원리로 하면서 전통적인 제조공장 경영패러다임을
뒤집는 일종의 제조공장 설계 및 운영상의 대대적인 혁신을 지칭한다. 신
공장 혁신은 이후 기존공장으로도 파급되거나 신공장혁신의 주요 관행이
나 프로그램들이 다른 부문으로 확산되었다(Lawler. 1991). 신공장의 설
계나 운영원리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전파된 사회기술시스템의 원리에 따
른 것으로서 미국의 고성과작업시스템의 주요 구성관행들이 신공장 혁신
에서 대부분 발견되는 것도 흥미 있다. 1960년대 말 유럽에서 미국으로
전파된 사회기술시스템이 신공장 혁신을 거쳐 이후 미국의 고성과작업시
스템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7)
신공장 혁신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핵심원리는 참여적 경영으로, 구
체적으로는 의사결정 책임을 가능한 조직의 최하 단위로 내려보내는 것
을 지향한다. 신공장 혁신의 주춧돌에 해당되는 것이 자율작업팀(selfmanagement team)이다. 자율작업팀은 사회기술시스템의 작업조직화 방
식이기도 하다. 신공장은 대부분 자율작업팀으로 작업조직을 설계했는데,
팀원들은 흔히 스스로 팀 리더를 선출했고, 매일매일 누가 무엇을 할 것
인지뿐만 아니라 생산목표와 품질관리, 구매, 일정계획 등을 팀이 자율적
으로 결정했다. 팀원들은 로테이션을 통해 팀 내 모든 직무를 습득하도록
권장받았다. 자율작업팀은 일선근로자와 공장관리자 간에 1～2개 정도의
위계만 존재하는 식으로 공장의 조직구조도 수평적으로 바꾸었다. 그리
고 조직화 논리도 기능(function)이 아니라 제품이나 영역(area)별로 바뀌

27) 신공장 혁신은 근로생활의 질(QWL) 운동으로도 지칭된다(Passmore et al., 2019).
초기에는 신규 공장에서 시작했다가 이후 기존 공장으로 확산된 사실을 감안하면
신공장 혁신이라는 용어보다는 QWL운동 또는 북미의 사회기술시스템으로 지칭
하는 것이 무방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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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생산과 보전 부문 같은 직․간접 부문의 갈등도 해소하면서 모두가
제품생산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협력하게끔 변모했다. 자율작업팀의 조직
구조 콘텍스트로서 수평형 조직구조와 제품별 조직화는 간과하기 쉽지만
중요한 설계 포인트이다.
자율작업팀을 핵심으로 하는 작업조직을 지원․보완하는 인사관리로
는 채용, 평등주의 정책, 훈련, 보상이 있는데 여기에는 본고의 관심사인
성과배분도 포함된다. 신공장의 보완적 인사관리 관행도 전통적 인사관
리와는 전혀 다르다. 채용은 인사부서가 아니라 라인 관리자들이 참여하
는 팀 면접으로 실시하고 채용과정에서 현실적인 직무소개(RJP)가 이루
어졌으며, 직무 적합성만이 아니라 조직 적합성 즉 경영스타일과의 적합
성도 중시되었다. 초기 공장설계단계부터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켰고, 주
차장, 식당, 휴게실 사용에서 일선 근로자와 관리자 간에 차등을 없애는
평등주의적 정책도 추진하였다. 자율작업팀을 보완하는 강도 높은 교육
훈련도 신공장의 특징이었으며, 기본급체계는 숙련급(skill-based pay)이
특징이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자율작업팀과 숙련급은 사회기술시스
템의 대표적인 작업조직 및 인사관리 관행들이다. 숙련급은 신규공장 근
로자들의 숙련습득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만이 아니라 다기능화를 통해
팀 내 로테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자율작업팀의 중요한 보완재이다. 연구
에 의하면 신공장의 절반 정도는 동료들의 숙련 검정에 팀원들을 참여시
켰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Lawler, 1978, 1990).
본고의 관심사인 성과배분은 신공장 혁신과 어떤 관련성이 있었는가?
신공장 혁신에 대한 초기 연구인 Lawler(1978)의 연구에 의하면, 비록 대
개의 경우는 아니지만, 일부 신공장은 이익배분이나 수익배분을 도입하
였고 점차 더 확산될 것으로 보았다.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성과를 조직
전체 단위에서 공유한다는 것은 신공장의 참여적이고 평등주의적인 경영
철학에 부합되고, 팀 기반의 조직화 원리와도 정합적이기 때문이다. Lawler
(1990)에 의하면 수익배분(gain-sharing)은 신공장이 채택하는 숙련급의
문제인 숙련포화(topping out)를 해결하는 유력한 방법이기도 했다. 숙련
포화란 더 이상 습득할 숙련이 없어져서 근로자가 숙련 취득으로 임금인
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은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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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동기부여에 문제가 발생한다.28) 통상 신공
장 설립 이후 2～4년 정도 지나면 숙련포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시기
는 신공장의 생산운영이 안정화되면서 성과를 높이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도 하다. 이 시기에 성과배분제도는 숙련포화로 인해 정지된 기본급을 대
신하여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을 제공했고, 아울러 공장운영의 안정화로
인한 경영성과 개선을 근로자들과 공유하게 되어 전반적인 공정성 인식
이 높아졌으며, 동기부여 또한 상승하여 공장 생산성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사회기술시스템 원리에 입각한 작업시스템에서 성과배분
이 숙련급의 문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Lawler(1991)는 이후 차세대(next generation) 신공장 혁신의 중요한
보완재로서 성과배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그는 1970년대 초기
신공장 혁신을 상황변화에 따라 업그레이드한 차세대 신공장 혁신이 필요
하다고 주장하고, 차세대 신공장혁신에서는 기업 전체 성과를 직원들과
공유하는 성과배분이 중요한 보상제도가 된다고 주장했다. 차세대 신공
장 혁신이란 1970년대 신공장 혁신의 원리와 주요 관행들을 계승하되, 정
보기술의 발달과 글로벌 시장경쟁의 격화에 따라 비용, 속도, 품질이 경
쟁수단으로서 중요해진 상황을 반영한 신공장 혁신을 말한다. 그는 초기
신공장 혁신이 근로자들의 생산성 증가나 공장운영 참여(plant operation
involvement)를 지향했다면, 차세대 접근법은 참여범위를 확대해서 전체
직원의 경영참여(business involvement)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최하층 근로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보다 열정
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속도, 품질, 코스트 면에서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공장운영을 넘어 경영까지 참여를 하려면 근로
자 개개인이 기업의 성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
은 이익배분이나 수익배분 또는 우리사주 등을 매개로 기업의 성공과 보
상을 근로자 보상과 연계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28)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로 하여금 추가적인 숙련, 예를 들어 지식노동이나 전략적
의사결정 관련 숙련을 습득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공장에서 이런 방식으로
숙련포화 문제에 대처한 경우는 없었다(Lawler,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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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고성과작업시스템 및 공유자본주의와 성과배분

앞서 스캔론플랜이나 북미형 사회기술시스템에 대한 논의 시 미국의
고성과․참여적 작업시스템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느 정
도 설명을 하였다. 고성과․참여적 작업시스템(이하 HPWS)은 숙련형성,
동기부여, 참여기회 확대라는 3가지 기능적 차원의 작업관행들 그리고 근
로자를 주주와 같은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대우하는 인사철학에 기반한
고용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훈․김동배, 2001). 대부분의 연구자들
은 HPWS를 측정할 때 성과배분제도를 거의 빠뜨리지 않고 그 구성요소
로 포함시키고 있지만, 성과배분제는 다른 관행들과 병렬적으로 취급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이익에 대한 청구권은 주주에게 있는 자
본주의 주식회사에서 근로자도 이익을 배분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보상관
행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개념화, 즉 기업지배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성과배분은 일터에서 실제로 노동이 이루
어지는 조건을 결정하는 ‘게임의 규칙’으로서 근로자들의 이해와 동기를
형성하는 제도 장치이다. 게임의 규칙으로서 성과배분이 다른 작업관행
구성요소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
이클 무어 교수는 미국 HPWS의 근원과 핵심원리를 미국에서 개발된 스
캔론플랜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HPWS에 대한 경험적․이론적인 연구들도 성과배분 자체의 효
과와 함께 다른 작업시스템 구성요소를 보완하는 성과배분의 역할을 강
조한다(Kruse, 1992; Ben-Ner & Jones, 1995; FitzRoy & Kraft, 1987;
Cooke, 1994; Pfeffer, 1998). 성과배분제의 고유한 효과는 동기부여 및 이
직감소, 동료 간 감시에 따른 감독비용, 계층 숫자 감소 및 협력의 규범창
출, 개선과 제안의 유인 증가, 이익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효과 등을 들고
있으며, 다른 작업관행에 대한 보완재로서의 효과로는 의사결정 참가 유
효성 증진, 동료감시의 유인제공으로 팀워크의 유효성 증진, 이직감소로
훈련투자 유인, 개인 인센티브 약점 보완 등을 들고 있다. 다만, HPW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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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소유권과 조직관행
소유권

기업지배 관행

인사관리 관행

사용

투표권
주주총회
이사회 구성원

의사결정참여
정보공유
경영교육
분규조정

수익

배당
주식가격

성과배분(profit sharing)

매매

주식매매

근로자 소유 관련 의사결정참여
근로자 소유 관련 정보공유
이상과 관련된 경영교육과 훈련

자료 : Kaarsemaker & Poutsma(2006: 678).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성과배분을 독립적인 변수가 아니라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 HPWS 연구에 있어서
성과배분의 위상과 역할은 스캔론플랜에서 수익배분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보다 더 평가절하된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만 오너십 고성과작업시스템(Ownership high-performance work
system : 이하 OHPWS)에 대한 논의는 성과배분을 비롯한 근로자 소유
의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에 일터혁신과 성과배분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
존의 HPWS 연구와 구분된다. OHPWS 논의 이전에 Young et al.(1997)
은 근로자 참여(employee participation)에 대한 논의의 일환으로 이들이
오너십 스타일 경영으로 정의한 ‘theory O’를 제시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O’ 이론은 맥그리거의 X이론과 Y이론 그리고 오우치의 Z이론을 넘어서
는 개념이다. ‘O’ 이론이란 근로자들이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그들
로 하여금 마치 오너인 듯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기업문화에 대한
이론이다. 예컨대 사업가들로 구성된 기업(a company of business people)
의 경영과 관련된 이론이다.
이 논의는 오너십 고성과작업시스템에 대한 논의로 연결된다. OHPWS
는 근로자를 회사의 공동소유자(co-ownership)로 대우하는 인사철학에
기반하고, 근로자 소유를 핵심으로 성과배분, 의사결정참여, 정보공유, 경
영교육, 갈등해결 관련 교육 등의 작업관행들로 구성되어 내적 일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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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인사관리시스템을 지칭한다(Kaarsemaker & Poutsma, 2006). 이들
은 근로자 소유를 중심으로 전략적 인사관리의 명제인 내적 적합성이 높
은 인사관리시스템의 이미지를 제시한다. 즉 소유권(ownership rights)을
사용(use), 수익(return), 매매(sale)의 3차원으로 구분하고 이를 각각 기
업지배 관행 및 인사관리 관행과 대응시키는데, 여기에서 성과배분은 의
사결정참여와 함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스캔론플랜
의 두 가지 구성요소가 제안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노사공동위원회라는
근로자 참여, 그리고 이를 통해 창출되는 비용절감분이나 생산성 향상분
을 모든 직원이 공유하는 성과배분제도라는 점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비
록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성과배분이 ‘구글(Google)이 왜 가장 혁신적
인 기업인가’를 설명해주는 비결이라는 점도 본고의 주제와 관련해서 시
사점이 크다. Blasi et al.(2014)에 의하면 구글 발행 주식의 최소 10%～
최대 20%를 직원들이 소유하고 있다. 성과배분과 우리사주라는 시멘트가
‘구글이 잘되는 것이 직원이 잘되는 것’이라는 기업문화와 ‘진정한 기업가
인 개별 직원들의 연합체로서의 구글’을 형성하는 데 성과배분과 우리사
주라는 제도가 단단한 시멘트로 작용하는 듯하다.
공유자본주의(shared capitalism)란 Kruse et al.(2010)이 일련의 연구
들을 발표하면서 사용한 용어이다. 이들은 공유자본주의를 근로자의 임
금이나 부(富)가 기업 또는 작업집단의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보
상 관행들로 정의하고. 그 구체적인 사례로서 이익배분이나 수익배분(profit
or gain sharing), 우리사주제도, 전 사원 대상 스톡옵션 등을 들고 있다.
이들은 GSS(General Social Survey) 자료와 NBER이 독자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등을 사용해서 미국 내 공유자본주의의 확산 정도, 공유자본주
의와 관련된 문제제기들(무임승차 문제, 근로자 리스크 문제 등), 공유자
본주의가 기업성과와 근로자 개인의 웰빙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 및 분
석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공유자본주의가 의사결정참
여, 근로자 자율성 등 선진적인 인사․노사정책과 배합되어 활용될 때 성
과를 가장 높인다는 연구결과이다. 여기에서 선진적인 인사․노사정책은
고성과․참여적 작업관행들이며, 공유자본주의가 이러한 관행들과 배합
될 경우 그 효과가 증가한다는 것은 고성과․참여적 작업시스템에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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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동안 지적되어온 관행 간의 보완성 효과를 의미한다. 고성과․참여적
작업시스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성과배분을 시스템 구성요소의 하나로
취급한 것과 비교하면 이들의 연구는 성과배분의 독자적 역할을 더 강조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취지와 더 부합된다고 볼 수 있겠다. 공유자본
주의에 대한 이들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미국근로자의 거의 절반이 공유자본주의의 적용을 받는다. 공유자
본주의는 1980년대～2000년대에 급속하게 증가했다. 공유자본주의는 영
국에서도 비중이 높고 다른 선진국들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공유자본주
의는 하층 및 중간층 근로자들의 소득을 증가시킨다. ② 근로자 간 상호
감시가 공유자본주의의 무임승차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근
로자는 동료들의 작업활동을 관찰할 수 있고 동료의 태만행위를 교정하
는 조치를 취하는데, 공유자본주의를 적용받는 경우 동료의 태만행위를
교정하는 행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공유자본주의와 선진적인 인사/노
사 정책을 결합할 경우 무임승차행위를 교정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③
한 기업주에 투자하는 공유자본주의 관련 근로자의 위험(risk)은 관리 가
능하다. ④ 공유자본주의는 기업의 성과를 높인다. 공유자본주의는 이직
률을 낮추고 애사심과 열심히 일할 의지를 높이며 혁신 관련 제안을 촉진
한다. 공유자본주의는 근로자 참여나 의사결정 참여 그리고 선진적인 인
사-노사정책과 배합되어 활용될 때 더 효과성이 높다. ⑤ 공유자본주의
는 근로자 웰빙도 개선한다. 공유자본주의는 의사결정 참여, 고임금과 복
리후생, 부(富), 고용보장, 작업현장에서의 영향력 행사에 대한 만족, 기업
에 대한 신뢰, 경영진에 대한 좋은 평가, 더 나은 노사관계 관행들과 정
(+)의 관계가 있다. 공유자본주의의 이러한 효과는 역시 근로자 참여나
의사결정 참여, 그리고 선진적인 인사/노사정책과 배합되어 활용될 때 더
크다. ⑥ 공유자본주의를 실행하는 기업의 경우 근로자에 우호적인 노사
관계 정책과 관행을 갖고 있다. 공유자본주의는 권한 위임, 상대적 고임
금, 자율관리의 확대 등과 함께 활용할 때 근로자와 기업에 가장 큰 효과
를 낳는다.
공유자본주의가 하층 및 중간층 근로자들의 소득을 증가시켜서 소득불
균형 문제를 해소한다는 주장은 Kaplan(2015)이 소득불균형 문제의 해소

118 일터혁신의 이론 및 실천에 관한 기초연구

와 관련해서 주장한 공익지수(public benefit index) 논의와도 맥락을 같
이한다. 그는 주식과 채권들의 개인자산에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공익지
수 개념을 제창하고 이와 관련해서 법인세 개혁을 주장했다. 소수가 주식
을 균분하고 있는 경우와 다수의 대중들에게 널리 분산되어 있는 경우를
비교하면 후자가 공익지수가 높다. 이러한 공익지수가 높은 기업에 법인
세 혜택을 준다면 그 회사의 이익은 물론 재투자도 증가할 것이며 그 결
과 사회의 소득불평등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제5절 기술혁신과 성과배분

일터혁신을 연구하는 유럽학자들은 일터혁신 개념을 통상 기술혁신을
포함하지 않은 개념으로 정의하는데, 최근 이들이 일터혁신과 기술혁신
의 관계를 주장하고 있는 점은 흥미 있다. 일터혁신은 일자리의 질과 조
직성과 모두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조직의 혁신역량을 증진시킨다는 주
장이 그것이다(Oiji et al., 2019). 일터혁신과 기술혁신의 관계에 대한 논
의는 일터혁신 연구나 실천의 지평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것으
로 보인다. 최근 기업을 둘러싼 제반 환경의 변화는 일터혁신을 작업조직
혁신을 넘어 기술혁신, 더 나아가 생태계 혁신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요구
나 과제들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경영학의 인사관리 연구 분야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관
련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인사관리와 기술혁신 간의 관계에 대한 일련의
연구가 그것이다. 이에 따르면 고성과작업시스템으로 대표되는 몰입형
인적자원관리는 조직 내부의 지식 공유와 창출 그리고 전이와 활용을 활
성화시켜서 기술혁신을 촉진시킨다(김동배․이인재, 2009). 이 연구들에
서 고성과작업시스템을 일터혁신으로 바꾸면 일터혁신과 기술혁신의 관
계에 대한 연구들에 해당된다. 다만 이러한 연구들은 성과배분을 포함한
다양한 인사관리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인사관리 복합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성과배분제를 적시하지 않고 개인성과급, 집단성과

제5장 유럽과 미국의 일터혁신과 성과배분 119

급, 전사 단위 성과급이 혼재된 성과급과 기술혁신의 관계를 분석했기 때
문에 성과배분제와 기술혁신의 관계를 직접 다루지는 않고 있다.
기술혁신과 성과배분제도와의 관계에 대한 본격적인 실증연구는 몇 편
에 불과하지만, 양자 간 밀접한 관련성을 시사하는 현상이 종종 관찰되었
다(김동배․이인재, 2018). 예를 들어 2009년 유럽 3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성과배분제를 도입하는 목적이 순서상 직원 동기부여,
생산성 향상, 제품･공정개선에의 참여 유도, 우수인재 유인, 노동비용절
감, 기타로 나타나는바, 혁신에 대한 근로자 참여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
으로서 성과배분제를 도입한다는 응답이 3번째로 높게 나타난다
(d’Andria & Uebelmesser, 2016). 미국의 경우 신경제 기업으로 지칭되는
ICT 기업들도 1990년대부터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확대하는
등 광의의 성과배분제를 대폭 확산시켜왔다. 이러한 논의들은 성과배분
과 기술혁신 간의 밀접한 관계를 시사하는 대표적인 현상들로 해석된다.
기술혁신과 성과배분 간의 관계에 대한 일부 선행연구 결과들도 제시
되었다(Aerts et al., 2015; 김동배․이인재, 2018). 이인재․김동배(2018)
는 성과배분제도가 기술혁신의 투입 측면 지표인 기업 R&D 투자를 촉진
시킨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 성과배분제도는 어떻게 기술혁신을 촉진시
키는가? 성과배분제도는 각종 혁신으로 인한 경영성과나 과실을 근로자
들과 공유하겠다는 경영자 측의 약속 장치로서 근로자와 기업의 혁신이
라는 목표 일치화를 낳거나, 혁신이 초래할 수 있는 각종 위험 보상장치
로 기능해서 혁신에 대한 근로자 측의 인센티브 강화를 매개로 기술혁신
을 촉진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일터혁신과 성과배분의 관계를 설
명하는 논리와 유사하다. 이러한 논의의 근저에는 일터혁신과 마찬가지
의 전제가 깔려 있다. 즉, 기술혁신도 일부 계층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 각자가 보유한 노하우나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전파 및 활용하는 전 직원 참여 과정이라는 것이다. 사실 이 전
제는 최근 대두된 오픈이노베이션의 기본 전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
서 스캔론플랜부터 살펴보았던 일터혁신과 마찬가지로 제품 및 공정 혁
신이라는 기술혁신에 있어서도 전체 직원들의 참여와 몰입이 중요하다.
전체 직원들의 몰입과 참여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구조가 바로 성과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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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다.

제6절 요약 및 함의

지금까지 일터혁신을 촉진하는 기업 내부 인센티브 구조로서 성과배분
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근로자 참여와 성과배분을 결합한 일터혁신의 오
래된 미국식 모형인 스캔론플랜에서 시작하여 사회기술시스템론에 이르
는 성과배분제도의 역할 그리고 고성과작업시스템 및 관련 논의에서의
성과배분제도의 역할, 마지막으로 최근 일부 선행연구가 이루어진 기술
혁신과 성과배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스캔론플랜은 근로자참여와 성과배분(gain sharing)을 결합한 미국의
일터혁신 프로그램으로서 이후 미국의 고성과․참여적 작업시스템으로
연결된다. 스캔론플랜의 성과배분은 당시 지배적인 임금제도였던 개수급
이나 여기에 인센티브를 가미한 테일러식의 차별성과급이 해결할 수 없
었던 노사 간 협력 및 근로자 내부 협력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사회기술시스템론이 근로자의 역할 측면에서 작
업조직의 반테일러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면, 스캔론플랜은 임금 내지
인센티브 구조 측면에서 반테일러적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다. 스캔론플랜은 성과배분이라는 보상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로
자 참여를 통한 각종 개선과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노동의 조직화 원리로서 반테일러주의적인 대안을 제시한 사회기술시
스템론의 초기 이론이나 실천과정에서 임금은 숙련급이 초점이었고 성과
배분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신공장 혁신이나
QWL 운동으로 지칭되는 북미형 사회기술시스템에서는 성과배분이 일찍
부터 숙련급과 함께 사회기술시스템적 작업조직의 보완 관행으로 주목받
았다. 즉 숙련급이 부딪히는 숙련포화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전사적 협력
이 요구되는 새로운 경쟁시대에 전체 직원의 통합과 협력을 창출하려면
숙련급에 성과배분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미형 사회기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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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서는 성과배분이 사회기술시스템적 작업조직을 보완하는 관행으로
서 기능했고 볼보의 칼마르공장에서도 성과배분을 도입했다.
미국의 고성과․참여적 작업시스템 연구들은 성과배분을 작업시스템
구성의 한 요소로 취급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공유자본주의 연
구자들은 성과배분을 비롯한 공유자본주의 관행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을 강조한다. 즉 성과배분이 고성과․참여적 작업시스템을 구성하는 요
소 중의 하나가 아니라, 성과배분을 포함한 공유자본주의가 고성과․참
여적 작업시스템과 동등한 위상을 지니고 보완재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오너십 고성과작업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광의의 성과배분이 고성
과작업시스템의 핵심 원리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배분의
위상과 역할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 성과배분이 일터 내 일상적 노
동이나 각종 혁신 활동과 관련된 게임의 규칙을 제공한다는 본 연구의 주
장과 가장 가까운 접근이라 하겠다. 최근 국내외를 불문하고 일터혁신과
기술혁신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과 논의들이 증가하고 있다. 관련 연구들
은 양자 간에 밀접한 관련성을 발견했고, 성과배분은 일터혁신과 마찬가
지로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고찰되고 있다.
요약하면, 성과배분은 일터에서 노사 간 그리고 근로자 간 목적과 이해
를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일터혁신이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혁
신보상(pay for innovation)으로 기능할 수 있다. 성과배분의 이러한 기능
은 경제학에서 혁신의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으로, 반면 경영학에
서는 전통적인 관리나 경영의 기본 기능으로서 노사 간 그리고 근로자 간
목표와 가치의 통합을 수행하는 것으로 다루어져 왔다. 일터혁신이 중요
한 정책 영역이라면 본고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일
터혁신의 동기 요인인 성과배분제의 활성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성과배분제도라 해도 해당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무엇보다 어떻게 운
영할 것인가에 따라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일터혁신 정합성이
높은 성과배분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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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머리말

기술혁신과 세계화,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의 변화, 인구변동, 경제사회
양극화 등으로 인해 현재 한국사회는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변화 압력에
직면해 있다. 기존의 체제와 질적으로 다른 포용적 경제사회 패러다임으
로 도약하기 위해 생산체제, 노사관계체제의 변화와 더불어 생산과 서비
스의 현장 곧 일터의 혁신을 통한 기업 경쟁력 및 생산성 제고와 근로자
들의 일하는 삶의 질 개선이 당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이래 다방면에 걸쳐 일터혁신이 본격화되었지만
근래 일터혁신의 동력 및 성과가 정체 내지 약화되는 등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바야흐로 일터혁신의 실천과 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 디지털 경제
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성공적 진입 등을
위해 실천, 이론, 정책의 제 측면에서 한국 내 일터혁신의 양상과 한계,
발전 방향과 과제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에서의 일터혁신을 실천, 정책, 연구의 제 영역별로
진단하고, 한국적 상황과 맥락에 부합하는 일터혁신 개념과 모델을 탐색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장에서 다룰 연구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 일터혁신의 개념은 어떻게 이해되고 있으며, 일터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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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등장하게 된 경제사회적 배경과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한국에서 일터혁신 실천의 전반적인 추세와 실태는 어떠하며, 시
사점은 무엇인가?
셋째, 한국에서 일터혁신 정책의 등장, 현 부처별 관련 정책 현황과 과
제는 무엇인가?
넷째, 일터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일터혁신의 효과
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다섯째, 대전환기에 일터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적 방안과 과제는 무엇
인가?
이상의 내용을 다루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터혁신 관련 국내 연구논
문과 보고서 등의 선행연구와 사례분석 자료집 등에 대한 문헌분석, 여기
에 더해 일터혁신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와의 면담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제2절 일터혁신의 개념과 의의29)

1. 일터혁신의 개념
근래 제조업 르네상스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국내에서 일터혁신에 대
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하
지만 아직 일터혁신의 개념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으며, 논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가장 느슨한 개념으로는 혁신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의 작업현장을
강조하면서 일터혁신을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작업현장에서 이루
어지는 혁신”(배규식 외, 2008: 18, 임주환, 2019: 35)으로 이해하는 것이
29) 이 절의 일부 내용은 경기연구원의 요청으로 작성된 필자의 원고의 일부로 김윤
경 외(2019),『경기도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전략 연구』, 경기연구원, p.178에 발
췌․수정된 형태로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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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이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기술혁신과의 차별성에 주목하는
접근이 있는데, “작업장 혁신은 … 기술혁신(technological innovations)과
대비하여 조직혁신, 일하는 방식과 관행의 혁신으로 사회적 혁신(social
innovations)”(배규식, 2011: 94)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광의의 일터혁신 개념과 달리 ‘근로자 참여’ 및 ‘작업조직 변화’를 핵심
요소로 간주하는 협의의 접근이 있다. “작업장 혁신은 작업조직의 변화를
의미하며, 작업조직의 직무구성과 직무수행 활동 통합을 의미”(조성재,
2010)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같은 맥락에서 심용보(2013)는 일터혁
신을 ‘기존의 테일러주의적 작업방식과 고용관행과는 달리 조직구성원의
능력과 동기부여 그리고 참여기회를 촉진하는 혁신적 작업관행들의 체계’
로 파악한다(심용보, 2013: 35). 이영호(2009)는 기업의 외부환경 대응 측
면을 강조하여 일터혁신을 “기업이 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작업장
수준에서 일하는 방식 및 사람 관리 방식이라는 사회시스템 변화와 관련
한 혁신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필자는 일터혁신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종합하여 “일터에서의 생산 및
서비스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주어진 환경 및 구조적 제약 아래
에서, 일하는 삶의 질(Quality of Working Life : QWL)과 동시에 생산성
을 제고할 목적으로 기술과 작업조직 및 작업관행을 상호작용적으로 혁
신해나가는 과정과 그 결과물”로 정의한다.

2. 일터혁신의 의의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의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
물인터넷 등 ICT 기술이 빠르게 발전 및 확산되고 있으며 제조업과 융합
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데 반해
일하는 방식,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방식은 그만큼 빨리 바뀌지 않고 있다.
기술혁신의 속도를 일터혁신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일터혁
신의 필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
업, 저임금 부문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 끌어올리고 일하는 시간을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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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을 달성하려는 것이지만, 이것이 지속가능하려면 생산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오계택, 2019).
급변하는 기술발전과 노동시장 환경 아래에서 일하는 방식의 합리적
재편을 통해 정합성 있는 기술과 노동의 결합 및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일터혁신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일터
혁신의 필요성이 더욱 큰 편이다. 중소기업의 일터혁신은 한국 경제의 경
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큰 의미를 지닌다.

3. 중소기업 일터혁신의 필요성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경제나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
이 매우 크다. 그렇지만 대체로 낮은 시장점유율로 인해 제품 및 서비스
시장 내 지위가 취약하고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 중장기적 투자 및
경영전략을 구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기업 내 자원, 곧 재
무적 자원과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과 인력난으로 이어
진다. 또 소유와 경영이 미분화된 경우가 많고 기업주이자 사장인 최고경
영자의 직접 통제가 경영 전반을 지배하는 경향이 강하다. 인사와 경영
전반에 걸쳐 기업주가 지배하면서 인사관리나 작업조직 등 여러 면에서
비공식성이 강하다.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조직 내 기능분
화 정도가 낮은 까닭에 근로자들의 직무범위가 넓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무는 일반적으로 표준화 수준이 낮아 직무수행 시 근로자
개개인에게 암묵지 형태로 축적된 숙련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여러 특징은 일터혁신의 장애물인 동시에 일터혁신
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양면성을 갖는다. 혁신에 필요한 나름의 인적․물
적 자원과 조직 등 인프라를 갖추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일터혁신을 실행
에 옮길 수 있는 대기업들과 달리 대다수 중소기업의 경우 일터혁신의 필
요성에 비해 실질적인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현장 작업조직은 비과학적 관리나 고전
적․과학적 관리(테일러주의적 관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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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저가격, 저임금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
업의 일터혁신은 이러한 악순환 고리를 끊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의 일터혁신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터혁
신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해소를 위한 요건 중의 하나이다. 중소기업
작업현장에서의 미시적 혁신과 더불어 대․중소 기업 간 원․하청 관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익성 확보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라는 거시적 목표로 나아갈 수 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의 동력으로 꼽히는 디지털 기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술이 스마트공장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에서 생산, 물류, 유통
의 각 단계별 자동화와 효율화를 자동적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려는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을 설계, 생산공정, 사업장
내 물류, 재고관리, 품질관리, 유통 등에서 생산성, 품질, 고객맞춤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터혁신은 스마트공장이 제대로
정착하고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제3절 한국 기업의 일터혁신 현황과 과제

1. 한국에서 일터혁신의 등장 배경과 전개
한국에서 일터혁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1980년대 중후반을 거치며
급격하게 성장한 노동운동과 작업장 노사관계의 질적 변화, 그리고 이에
대한 사용자 측의 대응으로서 1990년대 초에 일어난 신경영전략의 전개
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1990년대의 신경영전략은 지금의 일터혁신과 달
리 사용자 주도의 현장혁신 드라이브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1997～1998년 경제위기와 뒤이은 산업구조조정을 거치며 한국노동연구
원을 중심으로 한 일군의 학자들에 의해 고성과작업장관행(High Performance
Work Practices : HPWP)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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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혁신이 정부의 정책사업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시기였다.30) 2004
년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의 출범은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일터혁신지원사업이 활성화되는 기폭제가 되었다. 하지만 일터혁신을 중
시하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 2008년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일터혁
신 정책사업의 추진체계와 내용은 큰 변화를 겪게 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09년 뉴패러다임센터를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KOWIN
센터)로 개편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시도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작
업장혁신사업을 노사발전재단으로 이관하였다. 작업장혁신사업에 대한
노동부의 입김이 강화되면서 연이은 두 보수정부하에서 일터혁신사업의
정체성은 모호해져갔으며, 부분적으로는 일터혁신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정부 노동정책의 전달벨트로 변질된 측면도 없지 않았다.

2. 일터혁신의 전반적 수준과 변화
오늘날 한국 기업현장의 일터혁신은 선진국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정체 내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배규식 외, 2008; 조성
재, 2012; 이영면 외, 2016; 조성재 외, 2017; 오계택 외, 2018; OECD,
2016).
배규식 외(2008)는 기능적 유연화와 작업팀 활용방식을 기준으로 작업
조직을 자율형 학습조직, 린생산방식 조직, 테일러주의 조직, 전통/단순조
직으로 유형화한 다음 각각의 조직 분포를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근
로자 수 100인 이상의 우리나라 사업체 가운데 31.7%가 혁신 수준이 가
장 낮은 비합리적 전통적 작업장 유형에 속하며 혁신 수준이 높은 린 생
산방식 조직과 자율형 학습조직은 각각 6.9%와 2.8%의 분포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KLI)의 사업체패널조사(Workplace Panel Survey : WPS)
자료는 우리나라 사업체의 일터혁신이 추세적으로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조성재(2012)에 따르면, 2005년, 2007
30) 일례로 한국노동연구원은 2001년 노동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참여적 작업장혁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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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009년 작업장혁신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사업체 규모별 격차
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오계택 외(2018: 6～7)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이래 우리나라 기업의 일터혁신 지수가 경향적으로 감소 추
세에 있다고 보고한다. 그에 따르면 2005～2009년까지 일터혁신 지수가
감소하다가 2011년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 이후 다시 감소 추
세로 돌아섰다. 특히 2015년에는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직무분석 실시 여부, 6시그마 혹은 전사적 품질관리 실시 여부, 제안활동
실시, 소집단 활동 실시, 정기 로테이션 실시, 다기능 교육훈련 실시, 정기
적 팀/반 회의 실시 여부 등 각각의 실시 여부를 1점으로 환산하여 7점
만점 척도로 일터혁신 지수를 측정(2015년에는 소집단활동, 정기적인 팀/
반 회의가 설문에서 삭제되어 5점 만점)하였다. 일터혁신 지수의 변화를
측정한 분석결과는 <표 6-1>에 제시되어 있다. 2005년부터 가파르게 하
락하던 일터혁신 지수가 2011년, 2013년 약간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15년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이 조사분석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
라 기업들의 일터혁신은 약화되는 경향으로 보인다.
일터혁신 활동의 성격에 따라 인사관리, 노사관계, 작업조직 혁신 등으
로 나누어 영역별 활성화 정도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작업조직 혁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영면 외(2016)의 일터혁신 지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터혁신 전체 지수는 100점 만점에 53.2점으로 나타났으며 부문
별로는 작업조직 영역의 일터혁신이 특히 저조하였다. 좀 더 살펴보면 노
사관계 영역이 69.8점, 인사관리(HRM) 영역은 54.3점, 인적자원개발(HRD)
영역은 52.3점, 작업조직 영역은 36.4점으로 부문별 편차가 크고, 특히 작업
조직 영역의 일터혁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호창, 2018: 101).
<표 6-1> 연도별 일터혁신 지수의 추이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혁신 지수
2.61
2.24
1.69
2.12
1.99
0.93(1.30)
평균
주 : 2015년에는 소집단활동, 정기적 팀/반회의가 설문에서 빠져 5점 척도로 측정한
값이며 이를 이전 연도와 같이 7점으로 환산하면 ( ) 안의 값인 1.30점임.
자료 : 오계택 외(2018),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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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OECD 회원국의 고성과작업관행 수준 국제비교

주 : a) Share of workers in jobs where the summary HPWP is above the top
25th percentile of the pooled distribution.
b) Average value, across jobs, of the HPWP index. The HPWP index is a
sum scale of all subcomponents shown in Figure 2.9(Panel A) or summing
the scales of the work organization subcomponents only(Panel B).
c) Share of workers receivin bonuses(bonus), having participated in training
over the previous year(training) or enjoying flexibility in working
hours(flexibile working hours).
자료 : Survey of Adult Skills(PIAAC), 2012, 2015년.
OECD(2016), p.83; 이호창(2018), p.102에서 재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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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일터혁신 수준은 고성과작업관행(High-Performance Work
Practice : HPWP)을 OECD 회원국 간에 비교분석한 OECD(2016)의 자료
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터혁신 수준이 OECD
내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크게 뒤처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Employment Outlook(2016)에는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자료를 이용하
여 회원 국가의 ‘고성과작업관행’ 정도를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PIAAC 조사의 일터혁신 관련 주요 내용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수행 직
무 순서, 업무방식, 업무속도, 업무시간 등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유연성
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자주 자기 업무시간을 조직화하고 자신의 활동
을 계획하는지, 얼마나 자주 동료들과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는지, 얼마
나 자주 다른 근로자들을 교육하거나 훈련시키는지, 지난 12개월 동안 교
육이나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지, 또, 보너스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이다.
고성과작업조직 관행을 통해 본 전체 일터혁신 정도를 보면, 한국은 조
사대상 OECD 회원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하위권에 속한다. 이를 작업
조직 부문과 인사관리 영역으로 나누어 보면 작업조직 부문의 혁신이 특
히 뒤처진다. 작업조직 부문은 전체 고성과작업장 지수와 마찬가지로 하
위 5순위로 낮은 수준이지만, 보너스, 훈련, 유연근무시간 등 인사관리 부
문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그림 6-1 참조).

3. 일터혁신의 저조․정체 이유31)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일터혁신은 일본, 독일 등
경쟁국들에 비해 저조하다. 또한 2004년 일터혁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
책 사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고 있지 못하며, 근래에는 오히려 약화되는 듯하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일터혁신이 저조 내지 정체 상태를 보이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31) 이 소절의 내용은 경기연구원의 요청으로 작성된 필자의 원고의 일부로 김윤경
외(2019),『경기도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전략 연구』, 경기연구원, pp.179～180에
발췌․수정된 형태로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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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있다.
첫째, 기업의 노동배제적 혁신전략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한
국 기업은 대체로 현장 노동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들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포용적 혁신보다는 노동배제적 혁신전략을 선호하고 구사
하는 경향이 강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새로운 기계나 자동
화 설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손쉽게 혁신을 추진하려는 성향
이 지배적이다. 기술혁신 위주의 노동배제적 자동화, 합리화가 현장 일터
혁신의 지체를 야기한다. 일터혁신은 노동자와 함께하려는 포용적 혁신
전략과 더불어 꽃필 수 있는데 한국 기업의 노동배제적․기술중심적 혁
신 전략은 일터혁신과 선택적 친화성이 낮다.
둘째, 한국에서 대립․갈등적 노사관계가 지배적이 되면서, 호혜 상생
적 노사관계가 뿌리내리지 못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일터혁신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가 ‘노동자의 참여와 자발성’이지만, 생산보다 분배교섭에
몰입해온 한국의 노동조합은 일터혁신 선진국들과 달리 일터혁신에 대하
여 우호적이지 않았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생산성 문제를 경영진이 고민
하고 책임져야 할 일로 보고 노동조합이 관여할 바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
는 경향이 있다. 비협력적․갈등적 노사관계 지형 아래에서는 노사 간의
소통과 협력, 노동자 참여를 필요로 하는 일터혁신이 널리 확산되고 활성
화되기 어려웠다. ‘대립적 노사관계’(일부 대기업)와 더불어 ‘자본(기업)
절대우위의 기업 내 노사관계’(다수 대기업과 절대다수 중소기업) 모두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관건으로 하는 일터혁신”(Totterdill et al., 2009)
을 비활성화시킨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 듯 보인다.
셋째, 기업의 일터혁신에 대한 이해 부족, 일터혁신에 필요한 인적․물
적 자원과 역량, 지식․정보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다수 기업의 최고경영
자, 중견간부, 노조 또는 현장 관리자 감독자, 현장 작업자 할 것 없이 주
어진 과업이나 할당된 물량의 생산 공급에 급급해할 뿐, 노동자와 함께하
는 작업조직이나 일하는 방식의 혁신에 대한 고민 또는 가능성에 대한 이
해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러한 인식 부족에 더해 일터혁신을 추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적 역량, 물적 자원과 지식․정보의 부족 역
시 일터혁신이 한국 사회에서 활성화되지 못한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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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일터혁신 지원 관련 정책과 한계32)

정부의 일터혁신 관련 정책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일터혁신 지원사
업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산업통상자원
부의 생산성향상 파트너십 지원사업 등이 있다.

1. 고용노동부의 일터혁신 지원사업
고용노동부의 일터혁신 지원사업은 2004년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뉴패
러다임센터가 설치되면서 시작된 이후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KOWIN 센
터)를 거쳐 2010년 노사발전재단으로 이관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
다. 2016년부터는 수행기관 선정에서 경쟁방식을 도입해 노사발전재단,
능률협회 등 복수의 기관이 컨설팅에 참여하고 있다. 일터혁신 지원사업
은 사업수행기관이 노동연구원에서 노사발전재단으로 교체되고 지원사
업의 범위내용도 변화되는 가운데 일터혁신 컨설팅, 교육․코칭, 전파․
확산, 재정지원 등이 주된 사업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터혁신 지원사
업의 핵심인 컨설팅 영역(2018년 현재)은, ① 임금․평가 체계 개선, ②
평생학습체계 구축, ③ 노사파트너십체계 구축, ④ 작업조직․작업환경
개선, ⑤ 장시간근로 개선, ⑥ 비정규직고용구조 개선, ⑦ 고용문화 개선,
⑧ 장년고용안정체계 구축, ⑨ 일가정 양립 등 9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간 일터혁신 지원사업은 일터혁신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업주
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일터혁신 참여 업체의 경영성과를 높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해왔다. 또한 일터혁신 지원조직과 컨설팅 인력 등 인프라가 확
충되었으며, 일터혁신 관련 연구도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그간 노동부에 의해 추진되어온 일터혁신 지원사업은 몇 가지
32) 이 절의 내용은 이호창(2018), pp.108～116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으로, 김
윤경 외(2019),『경기도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전략 연구』, 경기연구원, pp.197～199
에 약간 수정된 형태로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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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보여주었다(이호창, 2018: 109～111) 우선 일터혁신이 국가경제와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주요 정책의제
로 자리매김되지 못했다. 이는 2000년대 초 참여정부 시기에 시작된 일터
혁신 지원정책이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정
부의 다양한 고용노동정책사업 집행의 하위수단으로 되면서 정체성이 모
호하게 된 사실과 무관치 않다.
일터혁신을 위한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도 주요 한계 중의 하나이다. 일터혁신은 현장이 주도하는 혁신으로 현장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이
나 현장 노동자들은 일터혁신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많은 근로자들이 혁신성과가 자신에게 돌아오기보다 기업
이나 경영진에게 귀속된다고 본다. 심지어 일터혁신이 자신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인식하기도 한다.
일터혁신 지원사업이 위탁사업 방식으로 수행되면서 사업의 축적과 누
적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중장기적으로 사업 수행 여부가 불확실
한 위탁사업 방식으로는 사업수행 주체가 사업을 중장기적 전망을 가지
고 진행하기 어렵다. 일터혁신이 단기간의 노력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사업수행 방식이 필요하다.
일터혁신과 관련된 정책, 연구, 실행 등을 포괄하는 일터혁신 관련 협
력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구축되지 못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일터혁신
의 효과적 추진과 확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노사단체, 대학과
연구기관, 컨설팅 기관과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 광범한 협력 네트워크
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이 시도된 바 있지만 불안
정한 사업체계로 인해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다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컨설팅의 경우 비교적 손쉬운 HR 중심의 컨설팅이 진행되
면서 일터혁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작업조직 영역 혁신이 지체되었
고, 그마저 물량 중심으로 흘렀다는 점이다. 그간의 컨설팅에서 일터혁신
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작업조직 혁신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한
점은 치명적 한계로 지적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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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을 추진(산업자원부 2014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제조업혁신 3.0전략」
년 6월)하면서 시작하였다. 당시 정부는 위 전략의 6대 과제의 하나인
‘IT/SW 기반 공정혁신’의 세부추진 과제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설정
하고 이를 위해 ‘스마트공장추진단’을 구성하였다.
현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까지 스마트공장 2만 개 보급 추진을 목표로 한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
도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은 본래 산업통상자
원부 소관이었으나 2018년 청에서 부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
었다. 동 사업의 목적은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
트공장의 보급․확산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생산현장 디지털화, 시범공장 구축지원 사업으로 구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
을 안고 있다. 첫째, 수요 기업의 구체적인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
황에서 정량적인 목표 달성에 치중해 기초단계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농
후하다. 현재 대부분의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은 생산정보 디지털화 및 제
품 생산이력을 관리하는 수준의 기초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김광희,
2018: 3; 이호창, 2018: 113 재인용)
둘째, 스마트공장 사업이 주로 기술혁신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기술혁
신에 더해 일하는 방식과 작업조직, 관리방식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는 통합적인 인식이 부족하다. 생산시스템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지
능형으로 바꾸어나가는 것이 스마트공장 사업의 핵심이므로 일하는 방식
과 작업조직관리 방식이 함께 바뀌어야 하는데, 아직 후자에 대한 인식과
실천은 빈약한 실정이다.

3.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사업 및 기타
산업통산자원부의 일터혁신 관련 사업으로는 생산성향상 파트너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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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과 산업혁신운동 등이 있다. 먼저, 생산성향상 파트너십 지원사업
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생산성향상 파트너십 지원사업의 목적은 중소
기업 현장의 생산성 향상 및 수출활성화를 종합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이 사업의 골자는 주관기업(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과 정부가 자금을 조성해(컴소시엄별로 정부와 주관기
업이 3 : 7의 비율로 조성, 중견기업의 경우 5 : 5의 비율로 조성) 주관기업
이 핵심파트너로 육성할 협력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생산성혁신, 수
출활성화, 디지털혁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2017년 현재 생
산성향상 파트너십 지원사업에 모두 22개 컨소시엄이 구성되었고, 163개
중소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다음으로 산업혁신운동을 살펴보자. 산업혁신운동은 대기업, 1차 협력
사, 전문가의 지원하에 2, 3차 협력사의 기술혁신, 작업환경과 생산공정
개선,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는 혁신 운동이다. 이 사
업의 연혁을 보면, 1단계 사업은 2013～2018년에 진행되어 대기업과 중견
기업 등 97개사의 참여 아래 5년간 조성된 기부금 2,277억 원으로 1만 개
중소기업에 1사당 2,000만 원 상당을 지원하였다. 이 사업의 수행 절차는,
컨설턴트가 기업에 대한 현장진단을 수행하고,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진단 분야로는 생산․공정, 경영, 기술 분야
등이며, 생산․공정 분야에서는 3정 5S 도입, 효율적 생산관리, 정보시각
화, 자재운반흐름 최적화, 생산라인 최적화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기관에서 일터혁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정부 예상 지원으로 수행하고 있다(임주환, 2019).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
산업인력공단의 ‘산업현장교수 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사업’, 한
국능률협회컨설팅의 ‘현장핵심기술 체계화 사업’, ‘휴먼에러 제로화 사업’,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의 ‘대중소기업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산업혁신운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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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의 일터혁신 및 관련 정책의 한계
민간기업 유한킴벌리 사의 현장혁신 모델(YK 모델)이 뉴패러다임 사업
으로 정책화된 참여정부 초기와 달리,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일터
혁신 정책사업은 사업방식 면에서 전형적인 하향식, 외삽형 정책사업으로
변질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터혁신사업은 고유성을 잃고, 임금체계개편과
같은 정부의 각종 고용노동 정책 전달벨트로 전락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일터혁신 정책사업의 변모는 일터혁신 정책사업 수행기관이 노사발전
재단으로 이관(2009년)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비판적 지성의 정책개입
여지가 현저히 약화된 상황에서, 전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존립을 의존해
야 하는 노사발전재단은 정부의 일터혁신 정책방향에 순응 전략으로 일
관할 수밖에 없었다.
일터혁신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의 일터혁신 정책사업의 결함은 현장
성, 자발성, 협력성의 부족 내지 부재에 있다. 외삽형, 하향식 정책 사업방
식의 결과, 일터혁신 정책이 기업현장의 요구나 수요를 수렴하거나 담아
내는 방향으로 입안 집행되기보다는 일부 현장과 유리된 관료나 연구자
들의 구상에 따라 수립․집행된 면이 있다. 이는 결국 현장성이 부족하고
노사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없이 공허한 양적 성과(컨설팅 건수 등) 위
주의 사업으로 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5절 일터혁신 관련 연구 성과와 과제

1. 일터혁신의 영향요인
그간 국내에서는 일터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적지 않게 축적되었다. 일반적으로 일터혁신의 수준(성과)을 좌우하는 요
인들로는 근로자 참여(대표), 직무수행능력, 참여의지, 조직적 지원 그리
고 노사관계 등이 꼽혀왔지만(장홍근 외, 2012: 7), 이 외에도 여러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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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터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자동화기술이 대안적 작업조직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 노용진
(2012)은 해당 기술이 숙련요건, 공정개선활동, 직무내용의 풍부화 등 대
안적 작업조직 특성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동화기술은 공정개선제도의 도입과 작업자들의 공정개선 활
동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며, 또한 다기능화와
직무순환 등에 약하게나마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전통 제조업에 융합하여 생산
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스마트공장이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 연구는 스마트공장과 일터혁신 사업의 연계 필요성과 가능
성을 강력하게 시사해 준다.
경영진의 가치관도 일터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다. 인적
자본기업패널(HCCP) 2005～2013년 자료를 이용하여 경영진의 가치관이
고성과 작업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김윤호 외(2015)의 연구
에 따르면, 경영진의 인적자원 중시 가치는 고성과작업시스템의 도입수
준과 시간에 따른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업성과의 변화도 HPWS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인적자원을 중시하는 경영진의 가치관과 전략이 고성과작업 관행
을 가능케 하는 주체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어찌 보면 당연
한 얘기일 수 있는 사실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정부정책 역시 일터혁신에 영향을 미친다. 이수영․김동원(2014)은 기
업의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 지원을 위한 각종 정부정책들을 강압적 동
형화, 규범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로 구분하여 정부정책 요인들이 고
성과작업시스템 도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분석
결과 강압적 동형화 요인으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공공근접성, 규범
적 동형화 요인으로는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 그리고 모방적 동형화 요
인으로 우수기업 벤치마킹 지원과 일터혁신 정보 제공이 기업의 고성과
작업시스템 도입 정도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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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인식, 직무자율성, 경영참가 등의 변인도 일
터혁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 인식이
일터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최영희․임상훈(2012)의 연구에 따르
면, 고용안정성이 높을 때 혁신활동이 저하된다는 일부 이론이나 상식과
는 반대로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안정
성은 조직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조직정체성을 통
하여 혁신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규준
(2019)의 연구에 의하면 “직무자율성은 경영참여를 매개로 하여 일터혁
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의 참여와 노사협의회의 활성화 정도 역시 작업장 혁신을 촉
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조합의 일터혁신 활동 참여가 기업의 업무
개선 제안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2007년 사업체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실
증분석한 김현동․신은종(2011)의 연구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작업장 시
스템을 개선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아질수록 업무개선 제안활동
은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작업현장의 자율권과 작업장 혁신
프로그램은 노동조합의 혁신활동과 학습 성과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나타
냈다. 노병직․김동배(2002)는 노사협의회 활성화 정도와 고성과작업조
직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산업 수준 변인의 영향에 주목한 연구도 특기할 만하다. 옥지호․박오
원(2018)은 1차(2005)부터 5차(2013년)에 이르는 다섯 시점의 한국노동연
구원 사업체패널조사(WPS) 자료를 통합하여 구축한 패널데이터를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산업수준의 연구개발집중도, 역동성, 자본집약도 수준이
증가할수록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고성과작업시스템 수준이 증가’한
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유사한 특성을 지니는 산업․업종 수
준에서 일터혁신의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일터혁신의 효과
일터혁신의 영향요인에 비해 일터혁신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
로 적은 편이다. 주요한 국내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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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일터혁신이 고용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는 관련 연구자뿐만 아
니라 노사 모두에게 관심이 큰 사안이다. 일터혁신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노용진(2016b)은 노사발전재
단의 일터혁신지수 데이터 중 2013～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혁신적 작
업조직의 고용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는바, 혁신적 작업조직의
도입여부가 고용증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혁신적 작업조직의 활용 정도는 고용증가율에 약하게 유의한 양(+)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혁신적 작업조직의 도입이 근로자의 고용이나 노동조합을 통한 고용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하여, 노용진(2016a)은 한국노동
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자료(2005～2011년) 중 100인 이상 제조업 표
본을 대상으로 혁신적 작업조직의 도입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유노조기업의 혁신적 작업조직 도입이 고용보장정책, 이
익 성과배분제, 작업팀 재량권 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노동조합의 조절효과는 없다고 분석했다.
일터혁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연구성
과는 축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의 연구로 미루어본다면
일터혁신 프로그램 자체가 곧바로 고용의 증가나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
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둘 사이에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
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협조적인 노사관계가 일터혁신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지만 역의 관계가 성립하는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이영
면․이주형(2014)은 일터혁신의 노사관계 효과라는 흥미로운 연구주제를
다루었는데, 이들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자료(WPS 2011)를
활용하여 기업의 참여적 작업관행 도입이 노사관계 분위기에 미치는 영
향과 그 과정에서 작용하는 노사 당사자의 노사관계 전략 효과를 실증적
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적 작업관행의 도입은 노사관계 분위기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 과정에서 노조의 노사관계전략이 유의
미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아직 일반화하기에는 이
른 감이 있지만 일터혁신이 노사관계혁신으로 이어질 개연성을 보여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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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물론 거기에 노동조합의
전략적 선택이 있어야 함은 불문가지이다.
일터혁신이 기대한 대로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도 중
요한 연구질문이다. 일터혁신의 조직성과에 대한 연구들 역시 축적되고
있다. 박종선․김진모(2015)의 연구에 따르면, 고성과작업시스템은 인적
자원 역량, 신제품개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한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무형식 학습의 구성 제도 중에서는 OJT의 활용도가 조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사협력에 기반한
일터혁신 즉 고성과작업체계와 노사협의회 간 제도적 접합이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한 심용보(2013)의 연구도 있다.
노사협의회는 고성과작업체계와 인당 매출액 간의 인과관계, 고성과작업
체계와 인당 영업이익 간의 인과관계에 긍정적인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연구들이 일터혁신의 긍정적 조직성과 효과 가능성을 보
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터혁신을 위한 더 강력한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터혁신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의 방향과 크기 그
리고 경로와 조절 변인들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이고 정치한 분석과 해석이
필요하다.

3. 정부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성과 등
널리 알려진 대로 한국 정부는 2004년 뉴패러다임센터를 한국노동연
구원 부설로 설치한 이래로 작업장혁신 혹은 일터혁신 정책 사업을 전
개해 왔다. 당연히 정부의 일터혁신 지원사업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가
져오는지에 대한 관심이 이어져왔고 이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지속되
었다.
박우성․구자숙(2006), 구자숙(2007) 등은 당시 뉴패러다임센터가 중심
이 되어 수행된 뉴패러다임 컨설팅의 성과를 참여사업체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재무적 관점(생산량, 매출액 증가, 이익 개선), 고
객관점(외부클레임 감소, 대외 이미지 개선), 학습 및 성장 관점(학습시간,
교육예산, 교육인원, 학습동아리 수 등) 등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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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최강식(2008)이 뉴패러다임사업의 고용효과를 사
업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의 변화를 고려한 이중차감법을 활용하여 분석
한 결과, 뉴패러다임사업 참여가 고용증대에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노용진․김동배(2010) 및 김동배 외(2011)의 연구도
뉴패러다임 컨설팅 참여업체 집단에서 각종 경영성과 지표, 교육 및 학습,
고용 측면에서 양호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장홍근(2012)
은 고용노동부 일터혁신 지원사업 참여사업체(실험집단)와 그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사업체(비교집단)를 단기, 장기비교하는 방식으로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비교단기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난 것은 일인당 교육훈련시간, 교육훈련참여율, 회사의 연간교육
예산, 학습공동체(동아리) 수, 교육훈련 전담조직 등이었고, 비교장기효과
분석에서는 회사의 연간교육예산, 학습공동체(동아리) 수에 유의한 효과
가 있고 나머지 효과는 사라짐을 보고하였다.
위에서 보듯이 정부의 일터혁신 지원 사업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연구들이 적지 않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정부 일터혁신 지원사
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기관의 위탁으로 실시된 것이므로 실제로 그
러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체계적이고 면밀한 분석
이 필요해 보인다.

제6절 일터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제언

다양한 현장에서 일터혁신이 활성화되고 관련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
두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일터혁신 지원조직 인프라, 관련 주체와 혁
신역량, 작업장 노사관계와 성과보상 시스템 등이 일터혁신에 친화적인 방
향으로 정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정책과제를 정리,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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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칭)국가일터혁신위원회 설치 운영33)
가. 필요성
현재 고용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 등에서 일터혁신과 관
련된 여러 정책 및 사업들이 독립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유기적 연관효
과(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조직, 자원, 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해
이에 대한 조직적 인프라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 (가칭)국가일터혁신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제안한다.
나. 구성과 기능
이 위원회는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고용노동부, 산업자원부, 중소
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장관, 중앙 노사 단체의 대표, 민간 전문가 약간
명으로 구성하여 국가 차원 일터혁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노동
부의 일터혁신 지원사업 및 산업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의 일터혁신 유
관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다. 하부 추진체계
중앙의 국가(일터)혁신위원회 산하에 산업․업종 및 지역별 일터혁신
을 담당하는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한다. 섹터(산업․업종)별 일
터혁신추진위원회는 주요 산업․업종의 일터혁신을 총괄 조정하며, 지역
(권역) 일터혁신추진위원회는 지역 차원에서 일터혁신 유관 조직의 사업
을 조정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33) 현재 중앙 차원에서 일자리위원회 산하에 일터혁신 T/F가 정책자문을 위한 임시
협의기구 성격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상의 등
중앙노사 조직의 실국장 본부장급 관계자, 학계 전문가, 현장 실무 전문가들이 참
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에서의 일터혁신 T/F 경험과 성과 등을 평
가한 다음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일터)혁신위원회로 격상하여 조직하는 방안
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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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기반 중소기업 일터혁신컨소시엄 사업
가. 배 경
현재 다수의 중소기업은 일터혁신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낮고, 일터혁
신을 하고자 하더라도 이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 및 노하우가 부족하
여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일부 대기업에서 필요에 따라 자회사 혹
은 협력 중소기업의 일터혁신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그 혜택
을 보는 중소기업들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일터혁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출 수 있는 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일터혁신컨소시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나. 개요와 목적
중앙정부 혹은 지자체의 지원하에 지역 거점 대기업 혹은 지역중소기
업일터혁신센터와 지역의 유사 동종 중소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당 대기업 혹은 지역중소기업일터혁신센터와 회원사 중소기업이 유기
적으로 협업을 이뤄 나간다. 그 과정에서 일터혁신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지식과 노하우, 경험 등을 공유해 활용함으로써 해당 중소기업의
작업조직과 공정,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다. 이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
고 근로자들의 일하는 삶의 질을 집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지역 거점 대기업과 중소기업 회원사, 중소기업일터혁신센터와 중소기
업 회원사 간의 수직적 협력 차원뿐 아니라 중소기업 상호 간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 공유 및 수평적 상호협력 또한 일터혁신컨소시업사업에서
중요한 축으로 배치될 필요가 있다.

3. 기업맞춤형 일터혁신전문가의 육성 및 활용
가. 취 지
중소기업 현장에 필요한 일터혁신 전문인력을 수요에 맞게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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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시켜 현장에 공급 및 활용케 함으로써 중소기업 현장의 일터
혁신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한다.
나. 교육대상
일터혁신 전문가로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구비한 자로서 일터
혁신에 대한 의지를 갖고서 그에 필요한 역량을 보완하고자 하는 고학력
전직자 및 재취업 희망자와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청년, 중장년층으로 대상 집단을 확대할 수 있다.
다. 커리큘럼과 교육방식
일터혁신을 추진하는 중소기업들의 일터혁신 추진 담당인력 스펙 수요
를 반영한 커리큘럼을 고급, 중급 과정으로 구분하여 개발함으로써 현장
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교육, 실무교육, 분임토의, 워크숍, 현장 벤
치마킹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방법을 유기적으로 활용한다.
라. 배출인력의 활용
기본적으로 기업의 채용 및 활용계획에 맞추어 교육훈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인력 풀을 형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배출된 일터혁신 전
문인력 활용 방식은 직접채용, 단기 혹은 중기 전문가 파견 형식 모두 가
능하도록 하되, 인력채용이나 파견 사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
를 정부의 일자리정책 사업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기업에 채용
되거나 파견된 일터혁신 전문가는 공정개선, 작업환경개선, 일하는 방식
과 작업조직, 제안제도와 개선활동 등 일터혁신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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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업 부문으로의 확산
가. 배경과 필요성
전통적인 일터혁신은 자동차산업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지만,
오늘날 경제의 서비스화, IT 기술혁신 등으로 일터혁신의 필요성이 제조
업을 넘어 서비스업 및 공공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
제조업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생산성 혁신의 필요성이 높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혁신의 주요 수단인 일터혁신을 여전히 제조업 중
심으로 보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제조업 이외 부문으로 일터혁신을 확
산시킬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나. 확산 방안
서비스업으로의 일터혁신을 위해, 일터혁신 개념에 대한 인식 전환과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일터혁신은 이상적으로 고정된 모델을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장의 일하는 방식이나 작업조직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현장노동자의 능동적 참여와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통해 해결해가는 살아있는 유동적 과정이다. 따라서 일터혁신은 어느 산
업, 업종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이나 업종, 기업규모를 불
문하고 인간노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라도, 인간적이면서도
생산적인 노동의 실현을 위해 추구되어야 할 보편적이면서 포괄적인 활
동이다.
비제조업으로의 확산을 위해 일터혁신 모듈 개발과 다양한 조합이 필
요하다. 일터혁신이 자동차산업 등 전통적으로 제조업을 기반으로 시작
되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표적인 일터혁신시스템 중의
하나인 도요타생산방식(Toyota Production System : TPS)이 응용되어
철도, 은행, 병원, 항공, 공항 등 비제조업 분야에서도 성공한 데서 보듯이
제조업을 넘어선 일터혁신은 충분히 가능하다. 작은 레고 조각들을 조립
하여 여러 모형을 만들어내듯이, 일터혁신의 요소별로 다양한 단위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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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하여 생산성 혁신을 도모하려는 사업체의 소속 산업이나 업종의
특성, 나아가 기업 여건에 맞는 단위 모듈을 취사선택하는 방식으로 일터
혁신의 추진을 제안한다. 이렇게 할 경우 서비스업, 공공 부문 등 비제조
업으로 확산 및 전파가 용이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 일터혁신 단위 모듈
을 대량으로 개발하고 보급하는 연구개발 조직(혹은 사업)의 설치 운용,
개발된 일터혁신 모듈의 내용과 작동조건 숙지, 일터혁신 추진 사업장의
특성과 여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 맞도록 모듈들
을 조합하여 적용모델을 개발하고, 튜닝과정을 거쳐 정착되도록 일터혁
신지원체계가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5.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 일터혁신을 통한 생산
성 향상
가. 배경과 필요성
근래 최저임금의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제도 변화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이 요청된다. 일터혁신은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흡수하는 생산성 향상의 유력한 수단이다.
나. 일터혁신, 생산성 향상을 통한 노동시장 제도변화 대응 방안
근래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1주 최장 연장근로 포함
52시간 근로시간제) 법제화 등은 중소기업 및 저임금 부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고 일하는 시간을 줄여, 일-가정 양립, 소득주도 성장을 도
모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것이 지속가능하려면 생산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장 노동자들과의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일하는 방식과 작업조직
의 합리적 개선 등을 통해 일터를 혁신함으로써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일터혁신은 중소기업들이 적은 비용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
간 단축이라는 노동시장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일터혁신에서 교대제 개편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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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근로자 교육훈련, 휴가시간을 확보하여 노동자의 역량개발, 삶의 질을
뒷받침하도록 하여 이것이 다시 높은 생산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노사발전재단 등에서 수행하는 일터혁
신 컨설팅의 핵심 내용을 정의하여, 사업장 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연근무제도, 예컨대 시차 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
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을 상황에 맞게 취사선택케 하여 실질적 근로시
간을 단축하면서 기업의 과중한 인건비 부담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지역혁신, 지역재생 차원의 일터혁신 추진
가. 배경과 필요성
오늘날 조선, 자동차 등 전통 주력산업이 중국 등의 추격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전통산업이 입지한 지역의 고용 및
지역재생 문제가 중앙 및 지역 정치경제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터혁신을 통한 지역혁신, 지역재생의 가능성에 착안하는
지자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지방정부, 지역 노․사 단체, 지역의
전문가 그룹이 지역 경제사회,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의 주요
내용으로 일터혁신을 추진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광주, 군산, 구미
등의 지역상생형 일자리 사업, 대전의 ‘좋은 일터’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나. 추진 방안
첫째, 일터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지역상생 일터혁신 혹은 일자리 사업
이 있다. 오늘날 일터는 노사 간 계약의 장을 넘어 노사 간의 이해관계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생존과 발전이라는 가치가 가미된 장으로서 복합
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안전하며 생산적인 일터를 유지하
고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기업 노사는 물론 지역사회의 핵심적인 과제이
다. 지방정부, 지역 내 기업, 노사 단체, 지역 내 전문가 등 주체들이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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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산성 증대,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 등 일하는 삶의 질 개선
등을 통해 상생하는 일터를 만드는 지역상생형 일터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상생형 일터혁신 사업은 지방정부의 재정지원과 감독
아래 지역 내 전문가 집단이 주도하면서, 지역 노사단체, 핵심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둘째, 지역 클러스터형 일터혁신이 있다. 국내외적으로 유사 업종 기업
들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 입지하면서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과 정보,
경험을 주고받는 데서 오는 집적효과(클러스터 효과)는 경영성과는 물론
혁신의 여러 측면에서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산성 향상과 일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일터혁신에 있어서도 이러한 클러스터를 활용하여
일터혁신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클러스터형
일터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리적 접근
성의 이점을 활용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지역 클
러스터형 일터혁신의 경우, 지역 내 전문가들 역시 국외자로서가 아니라
지역 내 이해당사자의 한 축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게 헌신 몰입하게 되며
지리적 근접성의 이점을 살려 보다 많은 시간에 걸쳐 충실한 지도 및 컨
설팅을 할 수 있게 된다.

제7절 맺음말

한국에서 일터혁신과 관련한 논의는 1990년대부터 있었고 실제로 유한
킴벌리와 같은 일부 선도적 기업에서 의식적으로 일터혁신이 추진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사업의 영역으로 일터혁신이 들어온 것은 2000년
대 초부터이다. 그간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었지만 일터혁신에 대한 통일
된 개념은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작업 현장(일터)에서 일어나는 다양
한 혁신 일반을 지칭하는 광의의 개념부터 ‘근로자 참여’와 ‘작업조직 변
화’를 핵심 요소로 보는 엄격한 개념 정의가 병존하고 있다.
한국에서 일터혁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디지털 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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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제조업의 융복합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기술혁신이 인간노동과
조화를 이루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일하는 방식과 작업조
직 혁신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또한 근래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시
간 단축과 같은 법․제도적인 변화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라도 일터
에서의 다양한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업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대부분은 인
적, 물적 자원과 조직 등 여러 면에서 일터혁신을 추진할 여건이 부족하
며 현장 조직은 여전히 비과학적 관리나 고전적인 과학적 관리(테일러주
의적 관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한
요인으로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이 지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중
소기업의 일터혁신과 이를 통한 생산성 향상은 한국 노동시장의 통합성
을 높이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서 일터혁신 개념이 들어오고 기업 현장과 정책 영역에서 실천
에 옮겨지기 시작한 지 이십여 년이 지나고 있지만 일터혁신의 수준이나
변화 양상은 그리 고무적이지 않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작업현장은 기능
적 유연화 수준이 낮고 작업팀 활용 정도도 낮은 편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일터혁신 수준의 변화
를 분석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일터혁신 지수의 경향적 하락을 보고하
고 있다. 부문별로는 노사관계 영역, 인사관리 영역, 인적자원개발 영역에
비해 작업조직 영역의 일터혁신이 상대적으로 더 저조하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고성과작업조직관행 수준이 전체적
으로 평균 이하의 하위권에 속하며 인사관리 부문에 비해 특히 작업조직
부문의 혁신이 낮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일터혁신이 저조한 주
된 이유로는 ① 기업들의 기술 중심적 혁신전략, ② 일터혁신에 친화적이
지 않은 노사관계, ③ 일터혁신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과 지식, 정보
의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정부의 일터혁신 관련 정책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일터혁신지원사
업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산업통상자원
부의 생산성향상 파트너십 지원사업 등이 있다. 고용노동부의 일터혁신
지원사업은 2004년 이래 정부 일터혁신 정책을 대표하는 사업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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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일터혁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참여 업체로 하여금 다양한 성과를 거
두게 하는 데 기여했으며, 일터혁신 지원조직과 컨설팅인력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일조하였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비전과 로드맵이 약한 상태
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향성이 흔들렸고 노사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
내지 못했으며 관련 주체 기관 간의 협력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구축하
지 못한 한계를 보여주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은 제조업 혁신전략에
기원하지만 근래 일터혁신사업과의 융합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산
업통상자원부의 생산성향상 파트너십 지원사업과 산업혁신운동도 일터
혁신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사업이지만 현장 근로자의 참여에 대한 고려
가 미미하다. 정부의 일터혁신 정책 사업은 양적 성과 못지 않게 질적인
심화, 현장성의 제고, 노사의 자발적 참여 및 일터혁신 관련 주체들의 네
트워크와 협력성 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간 국내 학계에서는 일터혁신에 대한 다수의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
어 왔다. 주된 연구 영역은 일터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터혁신의
효과, 정부 일터혁신 지원정책사업의 성과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
터혁신 영향 요인들 중에서는, 자동화기술, 인적자원을 중시하는 경영진
의 가치관과 전략, 정부의 지원정책, 고용안정성에 대한 인식, 직무자율
성, 노동조합의 참여와 노사협의회의 활성화 등이 일터혁신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터혁신의 고용효과는 민감한 주제이다. 혁신적 작업조직의 활용이
고용에 미약하나마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노용진, 2016)도 있지만, 그
외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요인들이 많으므로 일의적으로 말
하기 어렵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혁신적 작업조직의 도입이 긍
정적 조직성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는 고무적이다. 나아가 참여적 작
업관행의 도입이 노사관계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도 있다. 고성과작업체계는 노사협력을 매개로 할 때 긍정적인 조직성과
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도 일터혁신에 임하는 주체들의 자세와 상호관계
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사발전재단과 같은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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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기관들이 수행해온 일터혁신 정부지원사업들은 일터혁신을 활성화
하고 참여사업체의 각종 경영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연구결과들
이 있지만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는 데이터에 입각한 실증분석 못지않게 다양한 업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례들에 대한 심층분석과 이를 종합하는 연구가 축적될 필요
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터혁신의 양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강점과 약점, 특성 등을 규명하여 기업규모나 업종
특성 등에 부합하는 일터혁신 모델을 개발하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일터혁신을 주도해나가는 핵심주체와 일터혁신이 진
행되어 나가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 일터혁
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동태적인 이해는 한국 생산방식의 진화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와도 직결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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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우리는 ‘일터혁신’이라는 화두를 들고, 일터혁신 선도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미국, 독일 그리고 후발주자로서 나름의 길을 개척해나
가는 한국의 사례들을 실천 및 이론적 연구와 논의의 양 측면에서 살펴보
았다. 애초에 이 연구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연구 목적이나 방법론 면에서
엄밀한 국가 간 비교연구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지 않았다. 그보다는 각국
에서 일터혁신을 위한 실천과 논의들이 전개되어온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서로 간의 차이, 특수성과 아울러 보편성과 공통의 도전들을 드러내 보고
자 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각 국가 일터혁신 모델
의 형성 발전과정과 이론적 논의를 통해 끌어낼 수 있는 함의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고려할 점은 일터혁신의 ‘맥락구속성’이다. 이는 일터혁신이 어떤
보편적 모델이라기보다는, 각 나라의 기업들이 자신의 고유한 역사적 맥
락 속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 혹은 극복하는 과정의 산물로 이해되어
야 함을 의미한다. 오늘날 일본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혁신적 생
산방식으로 평가되면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도요타자동차의 생
산방식(Toyoda Production System) 곧 ‘린 생산방식’의 형성 발전과정은
일터혁신의 맥락구속성을 잘 보여준다. 애초에 도요타자동차는 후발주자
로서 포드자동차의 흐름생산방식을 모방하려고 했지만 이내 이식의 불가
능성을 자각하고 매 시기마다 도요타자동차에 제기된 생산성, 공정 및 생
산관리상의 제 문제들에 대한 현실적 고민 위에서 누적적으로 자신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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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생산방식을 발전시켜왔다. 독일이나 미국에서 진행되어온 다양한
일터혁신 시도들과 이를 둘러싼 논쟁 역시 이들 나라 핵심 산업 기업들이
처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보아야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아직 명료하게
규명되진 않았지만 한국의 일터혁신 역시 1980년대 말까지 나름대로의
성공을 구가해온 전통적인 한국 생산모델의 한계에서 배태되어 진화 발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일터혁신에 있어 현장노동자의 참여와 노사협력의 문제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일터혁신의 핵심이 현장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라는 주장은 당연한 것이지만, 일본 사례에 대한 우리의 분석은, “협
조적인 현장작업자의 존재가 생산현장의 개선을 위한 필수조건이 아님”
을 시사한다. 이에 반해 1990년대 미국의 일터혁신에 있어서는 “노사의
자율적 협력과 성숙한 참여”가 중요한 요건으로 강조되고 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현장에서의 노사공동결정 메커니즘이 깊이 정착되어 있다.
협조적인 노사관계와 노동자가 상수처럼 되어 있는 일본에서는 굳이 노
동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던 반면, 대립적 노사
관계와 비협조적 노동자들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은 일터혁신에서 현장노
동자의 참여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일터
혁신을 위한 현장노동자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는 것 역시 그만큼 혁신
에 대한 노동자의 소극적 태도와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을 방증한다. 결국
일터혁신은 현장 노사관계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은 쌍방향적인 상호작용 관계에 놓여 있다. 이 점
에서 일터혁신은 한국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전략적 의미
를 지니며 목적의식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일터혁신을 주도해나갈 혁신적 리더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
나침이 없다. 도요타생산방식의 형성 발전과정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한 경영자의 혁신 의지와 실천이 생산방식의 혁
신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도요타의 혁신 지향적인
기업가 정신은, 개선활동이 현장의 일상활동이 되도록 하였으며, 부품 재
고에 따른 생산 비용과 차질 문제를 ‘무재고 흐름 생산’이라는 혁신적 발
상으로 해결하였다. 독일이나 미국의 일터혁신을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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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역시 현실을 직시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 노력한 혁신리더십 없이
는 설명할 수 없다. 이들은 자기 기업의 문제를 직시하면서 개방적인 자
세로 기꺼이 외부의 혁신 사례와 경험들에서 교훈을 얻고 응용하면서 자
신에게 맞는 혁신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 일터혁신의 미래
역시 끊임없이 일터의 문제를 직시하고 혁신활동을 통해 풀어가려고 하
는 기업가정신과 리더십에 의해 상당 부분 좌우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일터혁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집단적 혁신의지를 축적하고 고
양할 수 있는 커뮤니티인 ‘일터혁신 리더스포럼’을 부활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금체계가 성과나 혁신과 거의 무관하게 작동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을 돌아볼 때 성과배분시스템과 일터혁신의 관계에 대한 탐구는 큰 의미
를 지닌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스캔론플랜, 사회기술시스템, 고성과작
업시스템, 그리고 기술혁신과 성과배분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을 검토하
였다. 스캔론플랜은 성과배분이라는 보상제도를 갖고 있었기에 노사 간
그리고 근로자 간 협력을 형성하고 근로자 참여를 통한 각종 개선과 일터
혁신을 이룰 수 있었다. QWL 운동으로 지칭되는 북미형 사회기술시스템
에서도 성과배분은 숙련급과 함께 작업조직을 보완하는 관행으로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성과배분은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보상제도라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요컨대 성과배분은 일터에서 노사 간 그리고 근로자
간 목적과 이해를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일터혁신이나 기술혁신
을 촉진하는 혁신보상(pay for innovation)으로 기능한다. 앞으로 일터혁
신과의 정합성이 높은 성과배분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일터혁신의 현실과 실천에 대한 이론화의 측면에서 한국은 다른 선도
국가들에 비해 뒤처져 있으며 여전히 미국이나 일본, 독일이 자국의 역사
속에서 발전시킨 일터혁신 이론의 틀로 우리의 현실을 재단하려는 상태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독일과 미국의 산업노동 연구자
들은 자신들의 사례와 경험에 입각하여 각자 고유한 일터혁신의 이론들
을 형성․발전시켜왔다. 독일의 유연 생산시스템론, 혁신적 노동정책론,
2000년대의 통합적 생산방식론, 보다 최근의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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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등이 그러하며, 미국의 고성과작업관행론 또한 그러한 예에 속한다.
일본의 경우는 도요타생산방식이라고 하는 혁신적인 생산방식을 발전시
켜왔지만 정작 이를 ‘린 생산방식’으로 이론화하고 핵심 요소들을 규명한
것은 일본 연구자들이라기보다 일본제조업의 강한 경쟁력에 주목하고 그
원천을 밝혀내고자 했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군의 외국 연구자들이었
다. 실천과 이론은 상호작용적으로 발전한다. 이론의 빈곤은 결국 실천의
빈곤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한국에서 이십년 넘게 일터혁신이 논의
되며 현장과 정책의 영역에서 실천되어 왔고, 적지 않은 연구가 축적되기
도 했다. 하지만 한국의 일터혁신에 대해 여전히 제대로 된 이론이 없다
는 사실은, 이 분야 연구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근래 전 세계를 엄습한 신종 감염병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Covid19
pandemic)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고용위기는 일터혁신의 필요와 중
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효율성을 중심에 둔 전통적인 생산방식과 일하
는 방식이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생산과 소비의 글로벌
화,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해외로 나갔던 생산시설
들이 다시 국내로 되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이 본격화되리라는 전
망이 나오고 있다. 상시적인 감염병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비대면으로 일하는 방식(Untacted Work)이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 디지
털 기술이 일터와 작업조직, 일하는 방식에 더 깊숙하게 스며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인간의 노동이 인공지능과 로봇 등에 의해 일
방적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첨단 디지털 기계․기술과 조화롭게 공
존하면서 높은 생산성의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새로운 과제
가 되고 있다. 바야흐로 일터혁신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post-Corona
Era)에 부합하는 작업조직과 일하는 방식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어느덧 우리나라 일터혁신의 역사는 이십 년을 넘는다. 그간 한국 경제
는 외형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현장에서의 작업조직과 조직 관행, 노동자들의 일하
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발전의 속도가 느리다. 여전히 산업재해와 직업병
의 위험에 노출된 채 비효율적인 장시간 노동에 긴박된 노동자들이 많다.
또, 다수 중소기업은 이러한 문제에 둔감하거나 설사 혁신 의지가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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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물적, 인적, 금전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경
우가 많다. 중소기업에서 일터혁신이 뿌리내리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며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 무엇보다 일터혁신
관련 주체들 곧 경영자와 관리자, 현장노동자, 노동조합의 보다 전향적이
고 적극적인 인식과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라도 일터혁신 관
련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정교한 과정 및 성과
관리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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