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요 약 ······································································································· i

제1장 서 론 ····································································· (노세리) ······ 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 구성 및 연구방법 ···························································· 4

제2장 서비스산업 일터혁신에 대한 이론적 논의 ······· (노세리) ······ 6
제1절 서비스산업 노동특성에 대한 이해 ·········································· 6
1. 서비스산업의 특징 ········································································ 6
2. 서비스산업의 현황 ········································································ 8
3. 서비스산업 노동시장 현황 ···························································· 10
4. 서비스산업 노동의 특징 ······························································· 15

제2절 서비스산업 일터혁신 선행연구 검토 ······································· 18
제3절 업종별 접근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연구 질문 ······················· 21
1. 서비스산업 분류 ··········································································· 21
2. 업종별 접근에 따른 연구 질문 ····················································· 24

제3장 서비스산업 일터혁신 현황 : 근로자 인식을 중심으로
································································· (김미희․노세리) ······ 29

제1절 들어가는 말 ·············································································· 29
제2절 연구방법 ···················································································· 31
1. 자료 수집 및 응답자의 특성 ························································ 31

2. 변수의 측정 ················································································ 33

제3절 분석 결과 ················································································ 35
1. 일터혁신 근로자 인식 현황 분석 결과 ······································· 35
2. 일터혁신과 효과 ········································································· 75

제4절 소 결 ······················································································· 82

제4장 호텔산업의 일터혁신 ··········································· (노세리) ····· 87
제1절 들어가는 말 ············································································ 87
제2절 호텔산업 현황과 산업 내 이슈 ·············································· 89
1. 호텔산업 현황 ············································································· 89
2. 최근 호텔산업의 이슈 ································································· 92

제3절 호텔산업 일터혁신 사례 조사 결과 ······································· 94
1. B호텔 ·························································································· 94
2. A호텔 ························································································· 103
3. C호텔 ·························································································· 113
4. D리조트 ······················································································ 119

제4절 소 결 ······················································································· 127

제5장 물류산업의 일터혁신 ··········································· (노용진) ····· 131
제1절 들어가는 말 ············································································ 131
제2절 물류산업의 특성과 최근의 기술 동향 ··································· 133
제3절 사례조사 결과 ········································································· 138
1. A기업 ························································································· 138
2. B기업 ·························································································· 150
3. C기업 ·························································································· 162

제4절 소 결 ······················································································· 173

제6장 IT산업의 일터혁신 ································ (권현지․노성철) ····· 176
제1절 들어가며 ·················································································· 176
제2절 연구 방법론 ············································································ 179
1. 연구 대상 ···················································································· 179

제3절 IT 기반 서비스 작업장의 유연근무와 혁신 ·························· 185
1. 도입 : 작업장 혁신 과제로서의 근무유연성 ································· 185
2. 혁신 작업장 구축의 모멘텀으로서 유연근무 성공의 조건 ·········· 188
3.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과 근무유연성 논의 급진전 ··············· 196
4. 사례 분석 ···················································································· 200
5. 소 결 ·························································································· 216

제4절 IT 아웃소싱(ITO) 서비스 작업장 혁신 ································· 218
1. ITO 서비스산업 연구조사 배경 ·················································· 218
2. 초기 분석 결과(initial findings) ·················································· 220
3. ITO 서비스산업 작업장의 지배적 생산양식 ······························· 222
4. ITO 서비스산업 가치사슬 내부의 작업장 혁신 시도 ·················· 228
5. 소 결 ·························································································· 240

제5절 소 결 ······················································································· 242
제6절 보 론 ······················································································· 245
1. 미국 ICT기업 사례로 본 유연근무 성공의 3요인 ······················· 245
2. 단기사례 : 미국 실리콘밸리 5대 IT기업의 코로나19 사태 대응 :
재택/원격 근무를 중심으로 ························································· 247
3. 중장기 사례 : 성공적인 유연근무 3요소별로 본 미국 ICT의
유연근무 정착 사례 ···································································· 253

제7장 교육서비스산업의 일터혁신 ······························· (박지성) ····· 265
제1절 사례연구 목적 및 선정이유 : 왜 한양대 에리카여야
하는가? ···················································································· 265
1. 사례연구 목적 및 사례 선정 이유 ·············································· 265

제2절 교육 혁신 서비스 추진 배경 : 왜 한양대 에리카는 혁신을
시도하게 되었나? ··································································· 269
1.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소개 ·························································· 269
2. 교육서비스 혁신 추진 배경 ························································ 272

제3절 교육서비스 혁신 추진 과정 : 한양대 에리카는 교육서비스
혁신을 어떻게 이루어 왔는가? ·············································· 275
1.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추진 과정 : IC-PBL ··································· 275

제4절 교육서비스 혁신 과정에서 주요 주체들의 변화 : 이해
관계자들의 다이내믹스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 300
1. 교육서비스 혁신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및 활동 ···· 300

제5절 소 결 ······················································································· 304

제8장 결 론 ······················································· (노세리․노용진) ····· 307
제1절 연구결과 종합 ········································································· 307
제2절 분석 결과의 종합적 정리와 정책적 시사점 ·························· 312

참고문헌 ································································································ 321

표목차

<표 2- 1>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특징 비교 ········································· 7
<표 2- 2>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규모 및 노동생산성 변화 ·········· 10
<표 2- 3> 산업별 고용규모 ···································································· 11
<표 2- 4> 산업별 성별 고용구성비 ························································ 12
<표 2- 5> 산업별 학력 고용구성비 ························································ 13
<표 2- 6> 산업별 인력부족률 변화 ························································ 13
<표 2- 7> 서비스산업 임금수준 ····························································· 14
<표 2- 8> 서비스산업 구분에 관한 선행연구 ········································· 23
<표 2- 9> 서비스업의 유형 구분 ·························································· 24
<표 3- 1> 응답자의 특성(N=1228) ························································· 32
<표 3- 2> 직무 및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사용된 변수들 ························ 33
<표 3- 3> 일터혁신과 성과와 관련하여 사용된 변수들 ························· 34
<표 3- 4> 성별에 따른 직무성격 ···························································· 36
<표 3- 5> 연령에 따른 직무성격 ···························································· 36
<표 3- 6> 직종에 따른 직무성격 ···························································· 37
<표 3- 7> 고용형태에 따른 직무성격 ····················································· 37
<표 3- 8>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따른 직무성격 ···································· 37
<표 3- 9> 기업규모에 따른 직무성격 ····················································· 38
<표 3-10> 산업에 따른 직무성격 ···························································· 39
<표 3-11> 성별에 따른 잡 크래프팅 ······················································ 40
<표 3-12> 연령에 따른 잡 크래프팅 ······················································ 40
<표 3-13> 직종에 따른 잡 크래프팅 ······················································ 40
<표 3-14> 고용계약 형태에 따른 잡 크래프팅 ······································· 41
<표 3-15>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따른 잡 크래프팅 ······························· 41

<표 3-16> 기업규모에 따른 잡 크래프팅 ················································ 42
<표 3-17> 산업에 따른 잡 크래프팅 ······················································ 42
<표 3-18> 성별에 따른 재량권 확보 정도 ·············································· 44
<표 3-19> 연령에 따른 재량권 확보 정도 ·············································· 44
<표 3-20> 직종에 따른 재량권 확보 정도 ·············································· 45
<표 3-21> 계약형태에 따른 재량권 확보 정도 ······································· 45
<표 3-22>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따른 재량권 확보 정도 ······················ 45
<표 3-23> 기업규모에 따른 재량권 확보 정도 ······································· 46
<표 3-24> 산업에 따른 재량권 확보 정도 ·············································· 46
<표 3-25> 성별에 따른 스마트 기술 ······················································ 47
<표 3-26> 연령에 따른 스마트 기술 ······················································ 48
<표 3-27> 직종에 따른 스마트 기술 ······················································ 48
<표 3-28> 고용형태에 따른 스마트 기술 ················································ 49
<표 3-29>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따른 스마트 기술 ······························· 49
<표 3-30> 기업규모에 따른 스마트 기술 ················································ 49
<표 3-31> 업종에 따른 스마트 기술 ······················································ 50
<표 3-32> 성별에 따른 유연근무제도 활용 환경 ···································· 67
<표 3-33> 연령대에 따른 유연근무제도 활용 환경 ································ 67
<표 3-34> 직종에 따른 유연근무제도 활용 환경 ···································· 67
<표 3-35> 고용형태에 따른 유연근무제도 활용 환경 ····························· 68
<표 3-36> 노조 가입 여부에 따른 유연근무제도 활용 환경 ··················· 68
<표 3-37> 기업규모에 따른 유연근무제도 활용 환경 ····························· 69
<표 3-38> 산업에 따른 유연근무제도 활용 환경 ···································· 69
<표 3-39> 일터혁신 및 세부 요소별 평균 ·············································· 70
<표 3-40> 성별에 따른 일터혁신 ···························································· 71
<표 3-41> 연령에 따른 일터혁신 ···························································· 72
<표 3-42> 직종에 따른 일터혁신 ···························································· 72
<표 3-43> 고용형태에 따른 일터혁신 ····················································· 73
<표 3-44>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따른 일터혁신 ···································· 73
<표 3-45> 기업규모에 따른 일터혁신 ····················································· 74

<표 3-46> 산업에 따른 일터혁신 ·························································· 74
<표 3-47>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 76
<표 3-48> 잡 크래프팅에 대한 일터혁신의 효과 ·································· 77
<표 3-49> 과업성과에 대한 일터혁신의 효과 ······································· 78
<표 3-50> 일 열의에 대한 일터혁신 구성요소별 효과 ························· 79
<표 3-51> 과업성과 및 일 열의에 대한 잡 크래프팅의 효과 ··············· 80
<표 3-52> 잡 크래프팅을 통한 간접효과 ·············································· 81
<표 4- 1> 관광숙박업 산업 포션 ·························································· 89
<표 4- 2> 호텔산업 내 사업체 등록 현황 ············································ 90
<표 4- 3> 관광숙박업 매출액 ······························································· 91
<표 4- 4> 관광숙박업 고용 현황 ·························································· 91
<표 4- 5> 사례조사 요약 ······································································ 129
<표 5- 1> 사례조사 요약 ······································································ 175
<표 6- 1> 인터뷰 목록 ········································································· 181
<표 6- 2> 면접참가자 구성 ·································································· 183
<표 6- 3> 유연근무제 활용 경험 여부 ················································· 197
<표 6- 4> A생활 기업개요 ··································································· 200
<표 6- 5> B랩 기업개요 ······································································· 205
<표 6- 6> C조합 개요 ·········································································· 210
<표 6- 7>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의 2020년 유연근무
도입 현황 ············································································· 248
<표 7- 1> 주요 이해관계자별 역할 및 기능 변화 ································ 303

그림목차

[그림 2- 1] 세계 각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 ········· 8
[그림 2- 2] 주요국의 GDP 대비 서비스산업 비중 비교 ·························· 9
[그림 2- 3] 주요국의 서비스생산규모 비교 ············································· 9
[그림 2- 4]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규모 및 노동생산성 변화 ········· 10
[그림 2- 5] 산업별 고용규모 ··································································· 12
[그림 2- 6] 산업별 성별 고용구성비 ······················································· 12
[그림 2- 7] 산업별 학력 고용구성비 ······················································· 13
[그림 2- 8] 산업별 인력부족률 변화 ······················································· 14
[그림 2- 9] 본 연구의 접근 방법 ···························································· 25
[그림 3- 1]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 52
[그림 3- 2] 성별에 따른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 52
[그림 3- 3] 연령에 따른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 53
[그림 3- 4] 유연근무제 제도별 활용함에 대한 연령별 응답 현황 ··········· 54
[그림 3- 5] 직종에 따른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 56
[그림 3- 6] 고용형태에 따른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 57
[그림 3- 7] 노조 가입 여부에 따른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 58
[그림 3- 8] 기업규모에 따른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 59
[그림 3- 9] 산업에 따른 시차출퇴근제 활용 현황 ··································· 60
[그림 3-10] 산업에 따른 재택근무제 활용 현황 ······································ 61
[그림 3-11] 산업에 따른 원격근무제 활용 현황 ······································ 62
[그림 3-12] 산업에 따른 선택적 근무시간제 활용 현황 ·························· 63
[그림 3-13] 산업에 따른 집중근무제 활용 현황 ······································ 64
[그림 3-14] 산업에 따른 재량근무제 활용 현황 ······································ 65
[그림 3-15] 산업에 따른 단축 일시적 근로시간단축제 활용 현황 ··········· 66

[그림 4- 1] 호텔 조직도 ········································································ 97
[그림 4- 2] 전반적인 만족도 제고 효과 ················································ 103
[그림 4- 3] VOC 경향 ··········································································· 125
[그림 4- 4] 고객만족도 성과 ································································· 125
[그림 5- 1] 배달서비스 모형들 ······························································ 166
[그림 6- 1] 기업규모별 유연근무제 활용 경험 여부 ······························ 197
[그림 6- 2] 유연근무 유경험자 중 활용해본 근무형태의 구성비 ··········· 198
[그림 6- 3] SW 개발 폭포수 모델과 ITO 서비스 가치사슬 조직 ········· 224
[그림 6- 4] ITO 서비스 프로젝트 작업장 구성 ····································· 226
[그림 6- 5] 애자일 방법론 개요 ···························································· 230
[그림 6- 6] LG CNS사의 애자일 도입과정 ··········································· 235
[그림 6- 7] 글로벌 기업의 대다수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연근무를
확장하여 새로운 일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계획 ·················· 246
[그림 6- 8] 성공적인 유연근무를 위한 3요소 ········································ 252
[그림 6- 9] 오라클의 인프라–“아빠”의 양육을 강조하는 부모 재택근무
교육, 한국 여성 구성원을 인용한 워킹맘 팁 ······················ 255
[그림 6-10] 윌리스 타워스왓츤의 Virtual Focus Group 데모 화면 ······· 257
[그림 6-11] 2020년 9월 실리콘밸리 소재 기업 근무준비도 ··················· 259
[그림 6-12] 페이스북–비즈니스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정보 페이지에
눈에 띄는 “부모로서의 본인을 돌보는 팁” ························· 262
[그림 7- 1] 1980년 반월분교 개교식 및 개교 초기 캠퍼스 전경 ··········· 270
[그림 7- 2] 학연산 클러스터 협약 ························································· 271
[그림 7- 3] 학연산 클러스터 존(zone) 전경 ·········································· 271
[그림 7- 4] 한양대 에리카 연혁 ···························································· 272
[그림 7- 5] IC-PBL의 정의 ··································································· 275
[그림 7- 6] IC-PBL 센터 연혁 ······························································ 277
[그림 7- 7] IC-PBL 센터 조직구조 및 인력현황 ··································· 278

[그림 7- 8] IC-PBL 수업 프로세스 ······················································· 279
[그림 7- 9] IC-PBL 유형 : MECA ························································· 280
[그림 7-10] IAB 역할 ············································································ 281
[그림 7-11] 교육훈련 컨설팅 내용 ························································· 282
[그림 7-12] 교수자 과목 운영보고서 예시 ············································· 283
[그림 7-13] IC-PBL 졸업인증 ································································ 284
[그림 7-14] IC-PBL 관련 오리엔테이션 ················································ 285
[그림 7-15] IC-PBL 수행역량 강화 프로그램 ········································ 286
[그림 7-16] 교수 및 학생 대상 IC-PBL 지원 절차 ······························· 286
[그림 7-17] IC-PBL 콘테스트 ································································ 287
[그림 7-18] IC-PBL 공간 : 강의실 및 라운지 ········································ 287
[그림 7-19] IC-PBL 학년별 이수방식 ···················································· 288
[그림 7-20] 취업과 연계되는 IC-PBL 과목 운영 예시 ·························· 289
[그림 7-21] IC-PBL에 대한 현장의 반응 ·············································· 290
[그림 7-22] 한양대 에리카 수주업적 ······················································ 291
[그림 7-23] 국내대학평가 순위 ······························································ 291
[그림 7-24] 공무원 인재개발과의 연계 ·················································· 293
[그림 7-25] 공공기관 대상 IC-PBL TIP ··············································· 294
[그림 7-26] IC-PBL TIP 참여기관, 인원, 재정 확대 ····························· 295
[그림 7-27] IC-PBL TIP 만족도 변화 ··················································· 296
[그림 7-28] HY-LIVE 운영방식 ···························································· 297
[그림 7-29] HY-LIVE 수업 사례 ·························································· 298
[그림 7-30] 비대면 IC-PBL 수업 사례(2020년 1학기 ICT융합로봇) ····· 298
[그림 7-31] 비대면 IC-PBL 수업 이후 참여자들의 주요 성찰 내용 ······ 299
[그림 7-32]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 역할 연계도 및 역학 관계 ·············· 304
[그림 8- 1] 본 연구 대상 업종의 구분 ·················································· 315

요약

ⅰ

요약

1. 문제제기
서비스산업은 세계 주요 국가의 GDP 대비 비중이 60%를 차지하
며. 전체 고용 대비 비중 또한 80%를 차지하는 매우 큰 산업이다. 우
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서비스산업이 국가경제 중 2/3를 차지하고 있
다. 그리고 그만큼 산업을 구성하는 고용비중 또한 높아 70% 이상으
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은 지금도 크고 계속
커질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서비스산
업에 대한 관심도는 어떠할까? 우리나라는 주요 OECD국가와 비교
하여 서비스산업의 생산, 교역규모 등이 아직까지 낮은 수준에 머물
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서비스산업의 낮은 노동
생산성으로, 1990년대와 비교하여 종업원 일인당 발생하는 부가가치
의 비중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서비스산업은
오랜 기간 동안 저생산성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산업
은 그 어떤 산업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서비스산업에서 계속적
으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4
차 산업혁명과 함께 디지털(스마트) 기술의 접목과 활용이 강조되면
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제조업에 접목되어 제조업의 경계 약화와 서
비스업으로의 진출이 발견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들이 서비스산업
에 도입되면서 이전과 비교하여 더욱 다양하게, 그리고 더 큰 규모로
고객을 상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서비스산업의 범위와 규
모는 계속적으로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 규모
의 확장과는 달리 서비스산업 인력의 질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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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되고 있다. 서비스산업은 제조업과 비교하였을 때 지적 노동을 필
요로 한다는 점에서 서비스산업 내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학력 수
준이 높으며, 교육훈련을 많이 받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비스산업의 일자리가 제조업에서 일
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 고령 인력, 그리고 비전문직 여성 근로
자들로 채워지고 있는 현상이 발견되면서 일자리 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서비스 산업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일자리규모 또한 커질 수 있지만 결국 낮은 수준의 생산성을 보이는
질 낮은 직업군으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서비스산업의 고
질적인 노동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노동력의 재정비는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는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서비스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과 자동화 기술 같은 다양한
기술 체계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 질을 제고
하자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기술의 도입이 서비스의 생산
과 전달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작업방식과 고용형태 등
근본적인 고용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술은 노동조직
과 사업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노
동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이는 역으로 서비스산업에서 이
러한 기술과 함께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시 생산성 향
상의 과실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동
시에 노동력 활용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두 체계의 공존 속에서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근로조건의 질 향
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서비스산업에서 요구되고 있다.
일터혁신은 협력적 노사관계와 근로자 참여를 중심으로 지속적이
고 조직적인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생활
질 개선과 함께 기업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는 혁신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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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제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진 일터혁신 연구와 관련 정책은
서비스산업보다 제조업에 치중하고 있어, 서비스산업의 일터혁신이
무엇이고,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국가 산업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위상은 점차 커지고 있
지만, 중요한 노동생산성이나 종사자 근로생활의 질 이슈 등은 어떻
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크게 관심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향상과 동시에 근로생활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 방
법인 일터혁신을 적극 도입하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육성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중 주요한 몇 가지 산업을 중심으로 노동생산성과 근로생활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에서 어떠한 이슈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
를 일터혁신을 통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
해 서비스산업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터혁신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발달하기 위한 활로를 찾기 위한 방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문헌 고찰 및 연구질문 설정
서비스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상품판매와 연계하여 제공
되는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서비스는 ‘무형성,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 등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갖는다. 무형성은 서비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임을 의미한다. 비분리성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
루진다는 것으로, 고객이 생산과정에 함께 참여한다는 특징을 만든
다. 또한 이질성은 같은 사람이 서비스를 해도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상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소멸성은 지금 판매하
지 않으면 상품이 곧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들은 서
비스산업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서비스산업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소로 이야기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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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의 산업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산업에서 서비스산업
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지만, 지속적으로 낮은 생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요국의 GDP 대비 서비스업의 비중을 살펴
보면, 우리나라의 위치는 중국과 비교하면 높지만, 격차는 해를 거듭
할수록 좁혀져서 2019년도에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미국이나 일본 등 서비스산업이 일찍이 발달한 국가와 비
교하면 그 격차가 상당히 나고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산업의 발달 양상을 살펴보면, 먼저, 생
산량의 경우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
증가 폭이 크지 않다. 그리고 이를 노동생산성과 함께 살펴보면, 상
대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생산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생산성의
향상 폭은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어, 무엇보다 서비스산업의 규모
가 커지고 있지만 노동생산성을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을 그
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에 대한 방
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서비스산업의 고용 현황을 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고용의 약
60% 이상을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주목할 것은
제조업과 건설업, 농업, 광업 등 그 외 기타 산업에서의 고용규모가
감소하고 있지만, 서비스산업의 경우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는 점이다. 학력구성을 보면, 2010년과 2019년을 비교했을 때,
서비스산업의 각 학력을 구성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대졸 이상 학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인력
부족률을 보면, 기타 산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전 산업에서 해를
지나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서비스산업의 경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서비스산업의 처우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월평
균 임금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2010년과 2019년을 비교했을 때, 제조
업의 경우 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이 4.8%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서비
스산업의 경우 3.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
으로, 서비스산업 내 인력 유입의 어려움 그리고 인력 유지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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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시에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학력수준은 높아지고 있지만 처우
수준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점에서 산업 규모의 증가만큼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앞서 지적한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 문
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에 대한 일터혁신 연구는 찾기 쉽지 않다. 서비
스산업의 일터혁신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논의한 조성재
외(2011)가 서비스산업 일터혁신 연구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일터혁신 연구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배규식․
정승국, 2006; 박준식․이영호, 2009; 박상언, 2008; 정승국, 2009; 신
원철, 2009; 김현정․이상우․장영철, 2011), 특히, 제조업에서 일터
혁신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린 생산방식, 고성과작업시스템, 또는
자율작업팀 등과 같은 다양한 모형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중심으
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제조업이 중심이 되어 논의가 이루어져 온
만큼, 서비스산업의 일터혁신은 그 독자 모형을 갖기보다는 제조업
에 적용한 일터혁신 방식이 그대로 서비스업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논의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조성재 외(2011)의 연구는 제조업 프레임
워크 적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산업에 제조업의 일터혁
신 요소가 적용될 수 있지만 서비스업의 독자적인 일터혁신 특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
업과 동일하게 일터혁신이 진행될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 변형이 이
루어지거나 또는 아예 다른 즉, 차별화되는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앞서 서비스산업의 노동 특성에
서 논의한 것과 같이 서비스산업 내 업종 간 이질성이 상당히 클 것
으로 보고, 업종 간 노동의 이질적 특성이 일터혁신에도 발현될 가능
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서비스산업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보면, 대표
적으로 숙련형성 기간이나 숙련형성 방법 등에서 업종별 차이가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일터혁신이 일, 일
을 하는 방식,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방식의 혁신이라는 점에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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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고 일을 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서비스산업에 속해있다 하
더라도 세부 업종에 따라 일터혁신의 특성이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비스 운영 관리론에서 제시하는 서비스의 ‘운영’
에 초점을 둔 분류에 근거하여, Parker(2012)가 제시한 서비스 업종
분류에 따라 서비스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고객접촉강도
와 투입요소에 따라 서비스산업을 총 4개로 나누어 서비스공장, 서
비스팀, 대형 서비스, 그리고 전문서비스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각
분면에 위치한 대표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 특성에서 일터혁신
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몇 가지 연구질문을 설정하고자 하는데, 첫째,
근본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일터혁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
고자 한다. 일터혁신은 사람, 일, 일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작업조
직이 제일 중요하고 이에 따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서
비스산업에서도 동일하게 작업조직의 형태를 이해하며, 이러한 차이
에서 비롯되는 서비스산업만의 고유한 일터혁신의 특징을 살펴본다.
둘째, 서비스산업을 구성하는 세부 업종에 따라 일터혁신이 달리 나
타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서비스산업이라 할지라도 서비스라는 유
형 및 무형의 제품 차이 그리고 이를 만드는 인적, 물적 요소 등과
같은 재료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자원의 차이는 필히 내부 행위
자의 차이를 낳는다는 점에서 일터혁신의 이슈가 다르고 방법이 다
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업종별 일터혁신 이슈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세부 업종에 따라 서비스가 다르고 이를 생산하는 근로자
들의 숙련과 직무가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각 업종이 직면한 생산성
에 대한 고민, 근로생활의 질에 대한 고민이 다를 수 있다. 넷째, 업
종별 일터혁신의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한다. 스마트 기술의
종류와 도입 속도의 차이 발생은 노동과정 변화의 차이를 발생시킨
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도입되는 기술의 종류에 따라 일하는 방식 즉,
노동과정의 차이가 날 것이라는 점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업종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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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도입과 같은 환경변화로 인한 사람의 참여, 숙련은 어떠한 변
화를 맞이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업종별 일터혁
신과 다른 혁신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논의한다. 서비스산업에서
일터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러한 일터혁신을 통해 기업은 어떠
한 생산적 성과를 얻고 있으며, 동시에 근로자는 어떠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을 통한 혁신이 기술혁신처
럼 최근 강조되고 있는 급진적 혁신의 방식과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
고 있는지 즉, 급진적 혁신을 진척시키고 있는지 저해시키고 있는지
등 일터혁신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성과들이 무엇인지도 논의
할 필요가 있다.

3. 근로자 인식으로 본 서비스산업 일터혁신 현황
본 장은 서비스업의 일터혁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터혁신에서
중요한 요소로 보는 직무(일) 면에서 제조업과 차이가 분명히 존재
할 것이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역량과 재량이 다르고 근로자들의
일하는 방식이 차이가 날 것이라 예측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서비
스산업 내 종사자들에게 일터혁신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서비스업의 일터혁신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에 초
점을 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서비스산업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
자가 생산자인데, 이들은 무형의 서비스를 각자의 역량과 재량으로
생산하며, 이러한 면에서 근로자들이 자신의 일과 일하는 방식을 어
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제조업보다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본 장에서는 근로자 인식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의 전반적인 일
터혁신 현황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일터혁신에 대한 근로자 인식 현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하였
다. 먼저, 일터혁신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일터혁신의 기본이 되는 작업조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작업조
직은 직무(일), 사람, 일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작업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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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이 결국 일터혁신의 방식 및 특성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노세리․노용진․박경원․채희선, 2019). 이러한 점에서 일터혁신
의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직무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직무성
격과 잡 크래프팅(직무재설계 재량 및 활동) 등의 정도를 살펴보고,
또한 직무의 수행 환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에 대해 근로자가 가진
재량권, 스마트 기술 보급 현황 및 유용성, 유연근무제도 활용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사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일터혁신에 대
하여 근로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전체 수준과 일터혁신을
구성하는 참여, 보상, 역량별로 구분하여 근로자들이 어떻게 인식하
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최종적으로 온라인 조사를 통해 수
집된 서비스업 종사 근로자 1,228명의 응답을 수집, 분석하였고 연구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비스산업의 직무 성격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적 특
성을 살펴보았다. 직무 성격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근로자들은 자신들
의 직무가 보통 수준 이상의 고숙련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무로 인
식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시 확보되는 재량권의 경우,
근로자들은 매우 높지 않으나 보통 수준 이상의 재량권이 보장된다
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잡 크래프팅에 대한 인식은 보통 수준 이
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비스업 근로자들이 보통 수준 이상
으로 스스로 직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재설계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직무의 특성으로 대표될 수 있는 직무
성격, 재량권 확보 정도 그리고 잡 크래프팅은 근로자들의 직종(예:
관리지원직, 현장직)에 따라, 고용형태(예: 정규직, 비정규직)에 따라,
노조 가입 여부(예: 가입, 미가입)에 따라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관리지원직, 정규직, 노조 가입 근로자인 경우 위의 내
용들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한, 서비스업의 세부 업종별로 그 수준 역시 차이가 있었는데, 해당
업종의 특성, 자본, 성숙도 등과 같은 전반적인 산업 환경의 차이로
부터 발생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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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서비스업에서 도입되고 있는 제반 요소에 해당하는 스
마트 기술과 유연근무제에 대한 근로자 인식을 살펴보았다. 스마트
기술에 대해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근로자들의 응답은 보통 수준을
살짝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연근무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서비스산업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선택
적 시간근무제를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격근무제,
집중근무제, 재량근무제는 잘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연근무제 활용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서비스
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제도 활용 환경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낮
게 평가하고 있었다. 직무 성격과 재량권 확보 정도가 낮은 집단이었
던 현장직, 비정규직,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일수록 유연근무
제 활용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다.
본격적으로, 서비스업 근로자들이 사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터
혁신 활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서비스업에 종사
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일터혁신을 보통 수준은 넘으나 조금 높은 정
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요소별로 살펴보면, 혁신
에 대한 근로자 참여를 평균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
며, 반면 혁신성과에 대한 보상과 혁신활동을 위한 역량 강화는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 역량 강화와 비교하여 보상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서비스업의
일터혁신은 보상과 교육훈련보다 근로자 참여에 중점을 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패턴은 직종, 고용형태, 그리고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관리지원직, 정규직, 노동조합 가입 근로
자에게서 더 높고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같은 환경에서 업무를 수
행할지라도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 고용형태, 노조 가입 여부 등에
따라 환경을 차별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소비자를 대면하는 일을 수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매우 중
요하게 근로자들의 일터혁신 인식에 차이를 줌에 따라 서비스산업
내 일터혁신이 직종에 따라 달리 나타날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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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터혁신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 이는 서비스업 일터혁신에 있어서 역시 노동조합의 역할
이 중요하다 판단할 수 있겠다. 추가적으로, 일터혁신의 세부 요소인
혁신성과에 대한 보상과 혁신활동을 위한 역량 강화는 재직하고 있
는 기업규모에 따라 근로자들이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규모에 따라 자원의 양 및 질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서비스산업에서도 일터혁신과 관련한 정책적 지원은 규모가 작은 중
소기업 중심으로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본 장에서는 일터혁신과 근로자 성과로 대표되는 과업성과
및 일 열의의 관계를 검증하였을 뿐 아니라 잡 크래프팅의 매개효과
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일터혁신은 잡 크래프팅, 과업성과, 그리고
일 열의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잡 크래프팅의 매개효과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비스산업에
서 일어나고 있는 일터혁신 활동이 근로자 수행 직무의 양과 질을
변화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활성화하고 적극적
으로 수행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것이 결국 성과로 나타낸다
고 볼 수 있다. 즉, 서비스산업에서 이루어지는 일터혁신 활동은 근
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검증한 것
이다. 추가적으로, 각각에 대하여 일터혁신의 세부 요소별(예: 혁신
에 대한 근로자 참여, 혁신성과에 대한 보상, 혁신활동을 위한 역량
강화)로 그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과업성과와 일 열의에 대해 다른
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통적으로 혁신에 대한 근로자
참여가 과업성과를 향상시키고 일 열의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혁신성과에 대한 보상은 과업성과를 저해시키고 일 열의를 유의
미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혁신’에 초점을 둔
보상과 같은 외재적 요인들이 과업성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
며, 일 열의에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음을 보여준다. 혁신활동을 위
한 역량 강화의 경우, 과업성과에는 아무런 관련 없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일 열의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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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발휘되지 않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를 통해 일 열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호텔산업 일터혁신
호텔산업에서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혁신의 변화가 무엇인지 알
아보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사람 그리고 일과 관련한 이슈는 무엇인
지, 그리고 국내 주요 호텔 기업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사
례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조사한 기업은 총 4개로, 호텔산업에서
호텔의 특성을 구분하는 호텔등급을 기준으로 한국 호텔산업 내 대
표적인 호텔들로 구성하였다. 서울에서 영업을 하는 1급 호텔 1개, 1
급 호텔이지만 특수한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운영되는 호텔 1개, 최
근 국내 호텔산업에서 숫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비지니스 호
텔인 3등급 호텔 1개, 그리고 호텔산업에 속하지만 조금은 다른 특성
을 지니고 있는 리조트 1개를 사례로 포함하고 있다.
호텔산업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변화가 더딘 산업 중 하나
로, 고용과 관련한 이슈를 보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끊임
없이 인건비 절감 전략을 사용하지만 여전히 인건비 비중이 30～
40%로 높고,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인력들의 노동생산성을 높이
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텔산업은 서비스 차별화와 인
건비 효율화라고 하는 공존하기 어려운 두 가지 목표를 지니고 있으
며, 서비스 수준을 높이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에 대한 고민이 계속 대두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호텔산업이 이를 해
결하는 방식은 호텔의 핵심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의 직접고용을
제외하고 일부 기능을 비정규직이나 또는 외부 도급업체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최근 호텔들은 이러한 방식과 함께 서비스 차별화를 위하
여 하드웨어적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력 문제와 서비스 문제를 동시
에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호텔들을 보면, 기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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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다소 비관적인 관점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호텔산업의 경우 기술체계
변화를 통한 호텔산업의 고질적인 인력 효율화와 서비스 차별화 문
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는 호텔들의 모습을 보면, 근로자들의 참여
를 바탕으로 하는 일터혁신은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꽤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호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하나하
나가 고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이는 곧장 재무성과로 직결
된다는 점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가 쉽지 않
은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의 역량과 참여를 바탕으로 하
는 혁신활동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고객만족도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은 발견되지만 이
러한 노력이 근로자들의 근로생활의 질 향상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는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임금수준 향상이나 근로시간 유연화 등도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일터혁신을 통한 근로조건의 개선성과를 확
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호텔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터
혁신이 호텔의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근로조건의 질을 높이는 방
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호텔산업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사업성과와 직결된
다는 점에서 사업체들은 직접 고용한 인력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지
속적으로 교육훈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력
의 조직과 산업이탈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현재 수준에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고숙련화라는 점에서 근로자들의 교
육훈련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호텔은 고숙련화
라는 어젠다를 지향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직종의 숙련요건을
동시에 높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숙련화나 전문화를
통한 인력 활용 효율화를 지향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인
력을 비용 측면에서 보고 인력 활용 효율화를 지향하고 있는 아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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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한 상황에 직면해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물류산업 일터혁신
물류업의 일터혁신 사례조사 대상은 택배, 자동차물류, 음식배달
업 등 3개였다. 물류업은 화물적재량의 최적화, 적정 운송경로 확보
등에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과 품질 등을 둘러
싼 치열한 시장경쟁 속에 있다. 물류업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요구
하는 자본집약적 산업이지만, 일선 물류서비스 과업들은 인간의 손
노동을 많이 요구하는 노동집약적 특성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과
함께 최근 비대면 경제의 확대와 함께 물류업은 일자리의 보고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저학력 근로자들에게 다수의 일자리를 창
출하고 있다.
물류업에서 다수의 일선 서비스 전달자들이 외근 중심이어서 하나
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집합적 노동의 성격이 약한 편이고, 그만큼
감독자에 의한 직접 통제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 직무의 이런 특성
과 물류업의 저가격경쟁 등이 결합되어서 물류의 운송기사들은 다수
가 하청계열화되어 있거나 독립도급 고용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창
고의 상하차/분류 근로자들은 간접고용된 일용근로자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결과 물류서비스 전달 근로자들은 전체적으로 장시간 근로
를 하고 있으며, 월수입은 중소제조업이나 다른 단순 서비스업에 비
해서는 다소 높은 편이다.
물류서비스를 전달하는 직접 근로자들이 이처럼 간접고용 형태
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업의 작업조직혁신은 원청기업 주도인
하향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작업조직혁신이 원청기업
이 주도하는 기술혁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류업
에서 도입되고 있는 기술혁신들은 주로 정보통신기술이나 정보지능
기술, 센싱기술 등이 많고, 부분적으로 자동화기술도 도입되고 있다.
스마트기술로도 불리는 이들 기술은 물류 정보의 실시간 수집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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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그 정보들을 이용한 물류 흐름의 체계화, 창고관리 과업과 운송
과업 등 작업방식의 혁신 등을 도모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 스마
트기술들은 아직까지는 물류서비스 작업자들과 대체적 성격보다는
보완적 성격이 강한 편이다. 그리고 간접고용이 초래하고 있는 통제
와 조정의 어려움, 물류 흐름 체계화의 어려움 등 간접고용 방식의
단점들을 이 기술들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어서 이 기술들은 간접고
용 방식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고 있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그것의 사용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과 그 기술이 주는 기회요인을 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기
술을 사용하는 작업자들의 혁신활동 참여가 중요하게 된다. 그런 상
황적 요건에도 불구하고 물류업에 일반화된 간접고용 방식은 일선
서비스 근로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일터혁신을 조직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사례조사 기업 중에서 물류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근로자들의 참여를 통해서 일터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술들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작업자들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불편사항이나 고충을 청취하는 사례들은 발
견되고 있다. 서비스 근로자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한 후 그것들을 해
결하는 주체는 직접 서비스 근로자들이라기보다는 본사의 엔지니어
나 연구개발자들이라는 점이 물류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작업방식혁
신 과정의 특성 중 하나이다.

6. IT 기반 서비스산업 일터혁신
IT 기반 서비스산업의 일터혁신 사례는 코로나19와 함께 성큼 현
실로 다가온 유연근무의 적용을 조직혁신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전
환의 조직 결과를 기술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작업 방식의 혁신을 넘어 노동이 개인과 조직에 갖는 의미 변화, 일
터 민주화의 문제의식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함의에 대해서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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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다른 산업에 비해 유연한 작업조직 구축의 경험과 요구가 높은 IT
서비스 산업, 특히 시장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중소 벤
처 기업에 집중해, 유연근무가 매개하는 일과 조직의 변화를 다루고
자 했으며, 이 장의 제3절에 해당한다. 코로나19 이전 매우 희소하게
운영되던 상황에서 먼저 유연작업장의 여러 요소를 도입하고 실험해
온 ICT 기반 서비스 벤처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조직의 분위기, 중
간관리자의 역할, IT 보조기제의 활용 등을 중심으로 유연근무의 운
영현황과 변화, 애로, 조직성과 등을 살펴보았다. 앞서 여러 번 언급
했듯이 시장 상황에 대한 유연하고도 신속한 대응(이어질 제4절에서
살펴볼 애자일),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 분위기를 지속하려는 경
영진의 의지, 중소기업으로서 현재 시장수요가 많은 더 나은 기술개
발 전문가를 영입․유지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유연근무가 조직성
과에 연결되는 긍정적 측면에 대한 전반적인 동의가 있었다. 또 대부
분의 조직은 상당한 정도의 유연근무 방식의 도입이 조직의 일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는 점 역시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
러나 이러한 결정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 개인과 팀에게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조직에 따라 상당
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사회에 확산되어 있지 않은 자율적 조직문화,
유연한 근무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따른 어려움도 적지 않은 것을 살
펴볼 수 있었다. 또 전면화된 유연근무가 가져온 변화에 기술적인 어
려움보다는 전반적인 팀워크를 유지하고 조직 내 사회적 관계를 유
지하는 과제가 더 시급하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소규모 조직에서는 우리가 위에서 강조한 관리자의 역할보다는 조
직 전체를 책임지고 조직의 운영원칙을 만드는 경영진의 일관된 시
그널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칙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중간관리자의 자의적 해석과
운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조직의 혼돈을 감지할 수 있었다.
직원들이 실시간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일하고 소통하는 자연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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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을 전제할 수 없다면, 일의 분배, 개인 단위 혹은 팀 등 기본 업
무단위의 막힘없는 일 흐름, 그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소통과 의사결
정, 이를 지원하는 기술적 요소 도입은 물론, 개인 및 조직 성과에 대
한 평가 방식, 나아가 보상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보론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ICT 기업, FAANG 현황을 비교
하면서 기업 차원에서 똑같이 “재택근무”를 공표하더라도 그것이 얼
마나 성공적으로 실행이 되는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기업 차원에서 유연근무제 성공을 돕는 요소로서 유
연근무를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인프라, 유연근무를 “해도 되게” 현
장 실천을 유도하는 조직문화, 유연근무를 “하면 되게” 성과가 나는
유연근무용 팀 스킬 개발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어 이러한 세 가
지 요소가 개별 기업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페이스 북 사례 등을
통해 각 요소의 작동을 간단히 예시했다.
마지막으로, ITO 사례를 분석한 제4절에서는 애자일 접근을 통한
서비스 가치사슬의 작업장 혁신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과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분석결과는 가치사슬 수준의 작업장 혁신의 핵심에
는 결국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작업
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기업 계열 ITO 서비스 회사들은
작업장 혁신의 수단으로 애자일 접근을 적극적으로 가치사슬에 도입
했고, 이후 10년간의 성과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사내에
서 애자일 코치, 스크럼 마스터를 직무화하여 양성했고 성공사례를
공유하며 조직 구성원 사이에 애자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넓혀
나갔다.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의 일치 수준이 높은 계열사 간 외주
개발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방법의 혁신을 끌어내는 데도 일정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혁신이 가치사슬 전반까지 확산되지
않은 것은 명확하다. 발주처의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혁신에 동참
하도록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일선 프
리랜서 개발자들의 불신의 벽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 애자일 접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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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가치사슬 내 이질적 행위자들 사이의
수직적 위계를 수평적 협업으로 바꿔나가고 그 과정에서 일선 개발
자들의 자율성을 높이는 혁신을 지향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나타
나고 있다.

7. 교육서비스산업 일터혁신
교육서비스는 개인적 측면에서 성장과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
회적 측면에서 핵심 인력을 육성하여 공급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
과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서비스(특히 대학교
육)는 공공 부문과 사적 영역 간 경계에서 모호하게 자리하고 있어
일반화된 공공서비스 이상을 제공하려는 유인과 동기가 낮아 자기만
족적 수준에서 발전의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학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회 발전 속도에 맞추어 양질의 콘텐츠
를 담은 교육서비스를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개인과 사회에 제공
하라는 시대적 사명에 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학에서는 대규모 집합교육을 통해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 방식에서 탈피하
여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는 등 새로운 채널을 활용한
교육서비스 방식으로의 대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서비스 전달 방식의 대대적인 변화는 단순히 강의 매개체의 방
식 전환을 넘어 교육서비스 속에 담긴 내용과 메시지, 더 나아가 대
학교육 자체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충격으로 인한 교육서비스산업
내 혁신활동들은 기존 대학조직 자체, 대학이 가진 기술, 그리고 대
학 내 주요 구성원들(교수자, 행정직원, 학생)의 역할과 기능, 구조,
관계 등에 있어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그렇다면 개
인과 사회에 큰 영향력을 가지는 교육서비스산업 내에서 1) 대학이
라는 공간(일터)에서의 혁신을 통해 노동과정은 어떠한 변화를 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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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는지, 또한 2)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 관련 이슈들은 무
엇인지를 고찰하는 것은 국내 대학교육의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현 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작업일 수 있다. 즉, 대학교육서비스를 일
터혁신 논의와 접목시키는 본 연구는 기존 제조업에서의 일터혁신이
나 순수 민간 영역 내 서비스산업에서의 일터혁신과는 차별화된 측
면들이 무엇인지를 가늠하게 하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 이
러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1) 대학 내에서 혁신을 위해
도입되는 교육서비스 관련 기술 및 변화 활동들은 무엇인가?, 2) 교
육서비스 혁신으로 인해 나타나는 노동과정에서의 변화는 어떠하며,
주제 간 역할 및 관계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3) 이러한 혁신들
이 일터혁신 관련 논의에 있어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는
가?라는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기반으로 본 연구
에서는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를 중심으로 사례조사를 진행하였
다. 사례조사에서는 그간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가 추진한 교육서
비스 혁신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주체들인 대학본부, 교수, 학생, 핵심기관(IC-PBL센터), 총장 및 보
직교수들의 역할 전환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
탕으로, 소결에서는 교육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실이라
는 한정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조직 전체와 한양대 서울캠퍼스, 그리
고 더 나아가 공유교육을 통해 다른 대학조직 및 기관(정부조직 등)에
이르기까지 한 조직의 일터혁신이 어떻게 대학교육서비스 내 운영기
관들의 혁신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8. 연구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개별 산업을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서비스산업의 일
터혁신은 아직 충분하게 발전되어 있지 않고 또 아직 정형화된 이론
모형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서비스산업의
일터혁신은 무엇이고, 세부 업종에 따라 일터혁신이 어떻게 달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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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날 수 있으며, 또한 어떠한 이슈와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관
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의 일터혁신은 제조업의 일터혁신
을 준거로 해서 정리할 수 있다.
제조업의 일터혁신과 비교해서 서비스업의 일터혁신이 갖는 특수
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고유한 특성이 무엇인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서비스업은 기본 개념에서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공
간적 분리가 어렵다는 점에 고유성이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서비스
업은 제조업보다 고객과의 접촉 면적과 접촉 강도가 넓고 높은 경향
이 있는데, 본 보고서의 사례들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조업
보다 고객접촉의 넓이와 강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객 서비스
는 인간을 상대로 하는 과업이기 때문에 정형화된 형태로 반복 전달
하기 쉽지 않으며 그만큼 기계화나 자동화가 어렵다. 그와 동시에 고
객서비스는 제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분업과 통합의 원리에 근거해
서 직무들을 세분화하기가 어려운 특성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제조업과 확연하게 다른 작업방식과 작업조직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
에 서비스업의 일터혁신은 제조업의 그것과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몇몇 업종의 경우 제조업에서도 고객과 접촉하는 부문
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특성 구분을 극단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본 사례조사 대상 중에서 고객접촉
분야의 비중이 높은 업종들은 교육서비스업이고, 고객접촉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은 물류업과 IT 기반 서비스 등이며,
고객접촉 분야의 비중이 중간 정도인 업종은 호텔업이다. 이처럼 서
비스업 내에서 고객과 직접 대면하지 않는 후선 분야들이 존재하는
데, 그 분야들은 제조업의 특성을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의
작업방식 및 작업조직 면에서 유사할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제조업
의 일터혁신과 유사한 내용과 방식 등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서비스업의 또 다른 특성은 기계의 사용이 제한적이고 인간
의 노동이 많이 사용된다는 점인데, 고객접촉이 많은 분야뿐 아니라
많지 않은 후선 분야에서도 기계에 의한 인간 노동의 제한적인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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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본 사례조사에서도 호텔업이나 물류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경우 자본집약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본이 건물과 부지 등 부동
산에 많이 투자되어 있고 작업과정에 사용되는 기계장비에 많이 투
자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의 노동은 고학력 전문직의 지식
노동과 저학력 단순직의 손노동으로 대별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사례
조사 대상들 중에서는 IT 기반 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의 일선 서
비스전달자들은 고학력 전문직들이고, 호텔업과 물류업의 일선 서비
스전달자들은 저학력 단순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의 성격에 따
른 서비스업 유형별로 근로조건 외에도 일하는 방식의 조직이 서로
다를 가능성이 높다. 노동 분업과 통합 방식, 직무합리화와 재량권
등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향후 기계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도 다르
다. 이런 점에서 양 유형 사이에 일터혁신의 내용과 방식이 서로 다
를 가능성이 높다. 논의를 종합하여, 서비스업의 일터혁신을 두 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서비스산업
이라 할지라도 업종에 따라 일터혁신이 달리 나타날 가능성을 확연
하게 보여주는 결과로, 두 가지 기준은 고객접촉 강도와 일선 서비스
전달 근로자들의 노동이 가지는 성격 등이며 고접촉-지식노동 유형
에 교육서비스업, 중접촉-단순노동 유형에 호텔업, 저접촉-지식노동
유형에 IT 기반 서비스업, 저접촉-단순노동 유형에 물류업 등을 구
분해 넣을 수 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어떤 유형에 속하든 혁신은 시장의 니즈에
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네 가지 유형에 따라서 시장의
니즈에 대한 대응방안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T 기반 서비스업 중 하나인 ITO업종에서는 고객의 빈번한 수정요
청에 대응해서 근로자들의 팀 학습과 작업, 재량권 강화, 낭비 제거
등 팀 기반 린 개발방식의 도입이 확인되고 있다. (대학)교육서비스
업은 학생들의 취업시장 니즈에 대응이 늦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사
된 대학교에서는 제한된 형태로나마 시장의 니즈에 맞게 수업방식을
혁신하고 있다. 호텔업에서 혁신은 고객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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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서비스를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것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을 중시하고 있다. 반면에 물류업에서는 작업조직이나 숙련의 제고
보다는 기술혁신을 통해서 시장의 니즈에 대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업종별로 일어나는 일터혁신이 어떠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혁신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사례대상
들 중 작업조직의 혁신에 관여하고 있는 업종은 호텔업과 IT 기반
서비스업 정도라고 볼 수 있다. 호텔업에서는 고객의 목소리에 대응
하는 방식으로 작업조직에 점진적 개선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고객
에 대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
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드러내고 있다. IT 기반 서비스업
에서는 고객의 니즈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팀 작업화 혁신이 발견되
고 있으며 상황적 조건과 지식근로자들의 유인과 유지 등을 위한 비
대면 작업조직의 도입이 발견되고 있다. 이런 특성과 함께 근로자들
의 숙련 개발을 중시하고 있는 점도 호텔업과 IT 기반 서비스업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반면에 물류업과 교육서비스업에서는 작
업조직의 혁신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물류업에서는 2000년대 중반
까지는 작업조직과 직무구조의 혁신에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은 그에
대한 관심이 거의 존재하고 않고 있으며, 교육서비스업에서는 작업
조직의 혁신까지 거론될 정도로 전면적인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례조사된 4개의 서비스업에서 모두 크고 작은 형태로 기
술혁신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일터혁신은 이러한 기술
혁신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장 주된 기
술혁신 분야는 정보화기술이고, 부분적으로 지능기술이나 자동화기
술 등으로, IT 서비스 기반 서비스업의 고학력 전문직의 경우 정보
화기술이 도구 수준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호텔업에서는 근로자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기술이 도입되고 있지만 그 활용도가 높
지 않은 편이다. 물류업에서는 정보화기술을 이용해서 작업조직의
짜임새를 높이고 운송기사들의 운송경로 최적화나 적재율 제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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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효율을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작업자들을 대체하는 정도로 발전
하지는 않았다. 다만, 물류업의 경우처럼 정보화기술의 발전은 작업
자들의 태도와 숙련을 통해서 작업조직의 시스템화를 촉진할 필요성
을 줄임으로써 일터혁신 필요성을 낮추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그
리고 기술혁신이나 비즈니스혁신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 혁신들이 현
실에 맞게 안착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현장지식과 경험을 광범위
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 참여 기반의 일터혁신이 요
구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은 결국 작업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
자들의 신기술 사용 경험이 신기술을 주어진 환경에 안착시키고 그
것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기술혁신과 일터혁신이 상호 촉진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이유는
간접고용 형태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하청 계열
화되어 있는 간접고용 형태가 서비스업의 일터혁신에 최대 장애물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였을 때 본 연구가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업의 일터혁신은 단일한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작업조직을 구성
하는 근로자들의 학력, 숙련수준, 그리고 직무에 따라서 근로자들의
재량권과 숙련, 팀 작업 등의 일터혁신이 강조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며 낮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각 유형별로 일터혁신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본격적인 분석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
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들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서비스업에서는 고객과의 접촉 면적과 강도가 높기 때문에
일터혁신에서 고객의 관여도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의 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하며, 이것을 넘어 약한 형태지만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의 강
구도 요구된다는 식이다. 현대 기업조직에서 조직 내외의 경계가 약
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직구성원뿐 아니라 조직 밖의 혁신적 아이디
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데, 고객과의 접촉이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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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비스업에서 그 필요성이 앞설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서비스업의 일터혁신에서는 제조업보다 근로자들의 숙련 개
발과 태도 개선 등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 제조업의 일터혁신에서
는 근로자들의 참여로 혁신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내용이 주로 기계
장비의 혁신에 있는데, 서비스업에서는 서비스 품질과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간의 태도와 숙련의 개선이 여전히 주된 혁신 내용
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서비스업에서는 교육훈련이나 인
사제도 개편 등의 일터혁신이 중요도 면에서 제조업보다 더 클 것으
로 사료된다.
넷째, 서비스업의 일터혁신에서도 작업조직의 혁신은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이다. 제조업과 달리 기계장비의 비중이 크지 않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작업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서비스업의
일터혁신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사례조사에서 보
면 서비스업의 작업조직은 아직 분업과 협업의 원리에 따라 합리화
되어 있는 수준이 약하고, 직무 표준화와 공식화 수준도 약한 편이
다. 이런 상태에서 작업조직의 효율화는 작업조직의 체계화를 통해
서 보다 타이트하게 진행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행동과학
적 시각에서 근로자들의 동기부여와 재량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으며, 이 두 가지 접근법을 결합하는 방안도 가능할 수 있다.
작업조직의 효율화 방안은 서비스업의 유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떤 방향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추가적
인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점은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사례조사의
대상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작업조직의 효율화에 대한 관심이 낮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일터혁신에서 작업조직의 혁신이 중요한 구성요
소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다섯째, 기술혁신과 일터혁신의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사례들
에서는 신기술의 도입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업종인 도소매업이나 금융업 등과 같이 신기
술의 도입이 근로자들을 상당 부분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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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고 있어서 기술혁신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기술혁신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신기술의 도입
을 전제로 하고 그것이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일터혁신이기 때문에 기술혁신과 일터혁신에 통합적으로 접근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서비스업 중 저숙련 단순직무 중심의 서비스업에서는 노
동생산성 제고와 그 성과 개선의 공유를 통한 근로자들의 임금소득
개선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서비스업들에서
는 기계화의 수준도 낮고 작업조직의 합리화도 낮은 수준이어서 낮
은 노동생산성과 저임금의 악순환구조를 갖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
서는 근로자 참여 기반의 일터혁신을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와 근로
조건 개선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
재 그런 유형의 서비스기업들은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는 전략적
방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터혁신을 추진하기도 쉽지 않은 조
건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저숙련 서비스업에서는 노
동조합이 존재하는 기업들부터 일터혁신을 추진해보는 방안을 생각
해볼 필요가 있다. 저숙련 서비스업에 속하는 유노조기업에서는 낮
은 노동생산성이 임금소득 개선에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생
산성 제고를 위한 일터혁신 동인이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곱째, 서비스업의 일터혁신에서 최대 장애물 중 하나는 간접고
용 형태이다. 특히 저숙련 서비스업에서는 간접고용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그것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간접고용 형태 속에서 일터혁신을 추진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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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전체 산업에서 3차 산업이라고 명명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의 GDP 대비 서비스업의
비중은 60%를 차지하며, 전체 고용 대비 서비스업의 비중 또한 80%를
차지한다. 이와 같이 서비스산업이 세계 각국의 국가경제에서 상당부분
을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서비스산업이
국가경제 중 2/3를 차지한다. 산업적 포션으로 보면, 제조업과 기타 산업
을 비교하였을 때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만큼 산업을 구성하는 고용비중 또한 높아 70% 이상으로 나타
나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지금도 크고 계속 커질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주요 선진
국들은 서비스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의료,
금융, 관광, 컨설팅 등을 중심으로 해당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투
자와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투자를 대규모로 실시하면서 서비스산
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비스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관심도는 어떠할까? 우리나라는 주
요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서비스산업의 생산, 교역규모 등이 아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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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이 서비스산업
의 낮은 노동생산성이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비중과 일인당
생산하는 부가가치의 비중을 보면, 취업자 수는 해를 거듭하면서 지속적
으로 증가하지만(1992년 50.2%, 2005년 65.7%, 2016년 70.6%), 종업원 일
인당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비중(1992년 53.9%, 2005년 59.5%, 2016년
59.3%)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심혜정, 2017).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1990년대 이후 고용인원의 증가만큼 국가 산업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자 일인이 생산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최근 30년간 정체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
에서 서비스산업은 오랜 기간 동안 저생산성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은 그 어떤 산업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
인 이유로는 서비스산업에서 계속적으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디지털(스마트) 기술
의 접목과 활용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제조업에 접목되어 제
조업의 경계 약화와 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발견되고 있으며, 또한 다양
한 기술들이 서비스산업에 도입되면서 이전과 비교하여 더욱 다양한 고
객에 대하여 그리고 더 큰 규모로 고객을 상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점
에서 서비스산업의 범위와 규모는 계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 규모의 확장과는 달리 서비스산업 인력의 질에 대
한 우려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제조업과 비교하였을 때, 서비스산업
은 지적 노동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의 학력 수준이 상대적으
로 높으며, 교육훈련을 많이 받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인식되
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비스산업의 일자리가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구하
기 못한 사람들, 고령 인력, 그리고 비전문직 여성 근로자들로 채워지고
있는 현상이 발견되면서 일자리 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서비스 산업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일자리규모 또한 커질 수
있지만 결국 낮은 수준의 생산성을 보이는 질 낮은 직업군으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서비스산업의 고질적인 노동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노동력의 재정비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는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서비스산업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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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과 자동화 기술 같은 다양한 기술
체계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IT기술을 접목하여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효과를 경험하면서 이러한 기술도입을 통
한 생산성 향상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술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제고하자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와 같은 기술의 도입이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근로
자들의 작업방식과 고용형태 등 근본적인 고용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는 것이다. 기술은 노동조직과 사업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에서 노동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이는 역으로 서
비스산업에서 이러한 기술과 함께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시 생산성 향상의 과실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동시에 노동력 활용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두 체계의 공존 속에서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
인지 그리고 이러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근로조건의 질 향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서비스산업에서 요구되고 있다.
일터혁신은 협력적 노사관계와 근로자 참여를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조
직적인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실현함으로써 근로생활 질 개선과 함께 기
업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는 혁신 활동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한국
에서 이루어진 일터혁신 연구와 관련 정책은 서비스산업 보다 제조업에
치중하고 있어, 서비스산업의 일터혁신이 무엇이고, 또한 어떠한 방식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조성재․정승국․이호창․권
순원․박명준, 2011).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국가 산업에서 서비스산업
이 차지하는 위상은 점차 커지고 있지만, 중요한 노동생산성이나 종사자
들의 근로생활의 질 이슈 등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에는 크게 관심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향상과 동시에 근로생활
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 방법인 일터혁신을 적극 도입하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육성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중
주요한 몇 가지 산업을 중심으로 노동생산성과 근로생활의 질을 제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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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해당 산업에서 어떠한 이슈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일터혁신
을 통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산업에
서 이루어져야 할 일터혁신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서
비스산업이 발달하기 위한 활로를 찾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구성 및 연구방법

연구는 서비스산업의 일터혁신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하여 먼저,
몇 가지 산업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산업의 특성을 참작하여 일터
혁신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제2장에서는 국내․외에서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일터혁신 연구들을 고찰하여 본 과제에서 논의할 연구과제 및
질문을 설정하고자 한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국내 서비스산업 정책과 일
터혁신 논의를 바탕으로, 서비스산업 일터혁신에서 어떠한 점을 주목해
야 하며, 각 산업별로 어떠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
고 서비스산업 일터혁신의 현재와 미래를 밝혀내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
질문을 설정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산업별 일터혁신의 이슈와 특징을 논의하기에
앞서 전체 서비스산업 일터혁신의 현재를 알아보고자 해당 산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터혁신 현황을 설문조사하였고 이를 분석하였
다. 일터혁신은 작업조직이라는 즉, 사람, 일, 일하는 방식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서비스산업 작업조직의 특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참여, 육성, 보
상으로 구성된 일터혁신 활동이 어느 수준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그다음
서비스산업에서 일터혁신이 잘 일어난다면 과연 어떠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격적인 서비스업종별 일터혁신
분석에 앞서 전반적인 서비스산업의 일터혁신을 조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4장부터는 호텔업, 물류업, 정보통신(ICT)업, 교육서비스업 내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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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복수의 개별 기업 사례를 심도 있게 조사하여 개별 기업들을 중심으
로 일터혁신 이슈가 무엇이고 일터혁신이 일어나는 과정은 어떠한지 파
악하여 궁극적으로 산업 단위의 일터혁신 이슈와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
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일터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
인 일터혁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그 첫 번째 연구로, 일터혁신을 중심
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기 위하여 여러 산업을 포함하
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업종단위의 연구 접근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각 업종이 가진 특성이 상이할 것이고, 그 안에서 기술, 사람, 일
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다이내믹스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기되는 일터
혁신 이슈가 다를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서비스
산업의 전체를 조망하기에 앞서 개별 산업에서 각 산업의 특징, 일터혁신
이슈, 과정 등을 논의하고 향후 서비스산업의 일터혁신 방향과 방안을 도
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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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비스산업 노동특성에 대한 이해

1. 서비스산업의 특징
서비스(Service)는 ‘Servu(노예)’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노예가
주인에게 충성한다는 의미로부터 시작된 단어이다. 현대에 와서 서비스
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상품판매와 연계하여 제공되는 활동으로
본다. 이러한 점에서 서비스는 물질적 재화 이외의 생산이나 소비에 관련
한 모든 활동을 의미하기도 하며, 동시에 정형성을 가지지는 않지만, 고
객입장에서 제공받는 제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는 ‘무형성,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 등의 네 가지 특징을 갖는다. 무형성은 서비스
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임을 의미한다. 비분리성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진다는 것으로, 고객이 생산과정에 함께 참여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이질성은 같은 사람이 서비스를 해도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상대에 따
라 달라진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소명성은 지금 판매하지 않으면 곧 사
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들은 서비스산업의 특성이기도 하
지만 서비스산업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소로 이야
기되기도 한다(조성재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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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조업과의 차이를 논의하는 것이 가
장 쉬울 것이다. 서비스산업은 제조업과 근본적으로 산출물(제품)이 가진
특징, 시장규모, 투입요소 특성, 그리고 결과물 측정 등에서 차이를 보인
다. 먼저, 서비스산업의 제품은 제조업과 달리 고객에게 전달되는 제품의
정형성이 없다. 이러한 점에서 고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재고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고객을 대응하는 데 있어 완충장치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러한 점에서 서비스산업은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은 서비
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 주요한 경쟁기제로 작용하며, 이는 서비스 기
업들이 고객들에게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서비
스 즉,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성공의 요인이 됨을 의미한다. 또한 시장규
모를 보면, 제조업의 경우 지역을 넘어 국내, 국제 등 상당히 넓은 시장을
타깃으로 할 수 있지만 서비스업은 사업체에 인접한 국지적 시장을 가진
다. 투입요소의 특성을 보면, 제조업은 노동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상당히
많은 양의 자본의 투여가 필요하다는 접에서 자본 집약적 특성이 강하다
면,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은 자본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
는 사람 즉, 노동의 상당한 투여가 필요하다는 노동집약적 특징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결과물의 측정을 보면, 제조업은 눈에 보이는 제품과 제품의
규격 등이 표준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품질 측면의 측정이 용이하지만 서
비스업은 제품 즉,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소멸한다는 점 그리고 그 서비스
를 받는 고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품질과 같은 결과
물을 측정하기 쉽지 않다.
<표 2-1>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특징 비교
요소
산출물 특성
재고의 보유
고객 접촉
시장규모
투입요소 특성
결과물 측정

서비스업
무형
재고 축적 불가능
고객접촉 적음
국지적 시장
자본 집약적
측정 용이

제조업
유형, 내구적
재고 보유
고객접촉 많음
경계 없는 시장
노동집약적
측정 곤란

자료 : Krajewski, Lee J. and Larry P. Lizman(1999), Operations Management,
Addison Wesley, 5th ed. 참조해 저자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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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산업의 현황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산업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지만, 지속적으로 낮은 생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림 2-1]에서 OECD를 비롯한 세계 각국과 서비스산업의 노동생
산성을 비교해 보면 낮은 노동생산성의 심각성을 더욱 뚜렷하게 체감할
수 있다. 가장 후발주자이자 현재 낮은 생산성 수준을 보이는 중국 다음
으로 우리나라가 자리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주요국의 GDP 대비 서비스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이 또한 앞서
살펴본 노동생산성 양상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의 위치는
중국과 비교했을 때에는 높지만, 격차가 해를 거듭할수록 좁혀져서 2019년도
에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미국이나 일본 등 서비
스산업이 일찍이 발달한 국가와 비교하면 그 격차가 상당히 나고 좁혀
[그림 2-1] 세계 각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

자료 : World Bank national accounts data and OECD National Accounts data files,
and employment data from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STAT
database 저자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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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2 참조). 또한 주요국에서 생산되는 서
비스 규모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점에선 노
동생산성 양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
우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며 생산성 규모 또한 크게 향상되지 않는 것
을 알 수 있다(그림 2-3 참조). 이와 같이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위상은 매우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2-2] 주요국의 GDP 대비 서비스산업 비중 비교

자료 : World Bank Data, Services, value added(% of GDP).
[그림 2-3] 주요국의 서비스생산규모 비교

자료 : World Bank Data, Services, Value Added(Constant, 2010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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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규모 및 노동생산성 변화
2009
생산 595.4
노동
36.2
생산성

2010
625.8

2011
650.2

2012
672.0

2013
696.1

2014
718.0

2015
740.0

2016
761.7

2017
781.5

2018
806.2

2019
827.7

37.6

38.1

38.4

39.1

39.3

40.0

40.5

41.2

42.5

43.4

주 : 서비스산업 정의 :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분류에 따라,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
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을 포함.
자료 : World Bank Data.
[그림 2-4]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규모 및 노동생산성 변화

자료 : World Bank Data.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산업의 발달 양상을 살펴보면, 먼저,
생산량의 경우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 증
가 폭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노동생산성과 함께 살
펴보면, 상대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생산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생산
성의 향상 폭은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서비스산업의 규모가 커
지고 있지만 노동생산성을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어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2, 그림 2-4 참조).

3. 서비스산업 노동시장 현황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노동시장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과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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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을 차지하는 고용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성별, 학력
비중들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그림 2-5]에서 보듯이, 2019년 기준 우리나
라 고용의 약 60% 이상을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주
목할 것은 제조업과 건설업, 농업, 광업 등 그 외 기타 산업에서의 고용규
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서비스산업의 경우 꾸준하게 증가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고용 구성을 살펴보면, 서비스산업의 경우 2010년대까지만 해
도 제조업이나 기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여성근로자보다 남성근로자 수가
월등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비스산업 내 여성근로자 유입이
커지면서 최근 구성은 남성과 여성 근로자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4, 그림 2-6 참조). 이어서 2010년과 2019년의 학력
구성을 비교해 보면, 중졸 이하를 제외하고 서비스산업의 각 학력을 구성
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대졸 이상 학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타 산업과 함께 비교하여 보면, 고졸의
경우 제조업은 2010년 대비 2019년에 인력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대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서비스산업은 고졸의 경
우 규모가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대졸은 규모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표 2-5, 그림 2-7 참조). 마지막으로 인력
부족률을 보면, 기타 산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전 산업에서 인력부족
률이 해를 지나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서비스산업의 경우 인력
부족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부족경향은 서비스
산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표
2-6, 그림 2-8 참조).
<표 2-3> 산업별 고용규모
산업 1995 2000
서비스업 40.6 48.7
제조업
50.5 41.7
기타산업 8.9 9.6

2005
50.2
39.8
10.1

2010
57.9
32.1
10.0

2011
57.6
32.3
10.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57.4 57.3 58.3 58.6 60.1 60.1 60.9 61.8
32.4 33.1 32.1 31.8 30.4 30.1 29.5 28.7
10.2 9.6 9.6 9.6 9.6 9.8 9.6 9.5

주 : 서비스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분류에 따라,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
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
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을 포함.
기타 산업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하수 폐기
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협회 및 단체 등을 포함.
자료 :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저자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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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산업별 고용규모

자료 :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저자 가공.
<표 2-4> 산업별 성별 고용구성비
2010
2014
2018
2019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체 5,172,189 2,526,487 5,926,427 3,300,803 6,494,543 4,015,677 6,681,040 4,165,419
제조업
1,859,024 613,692 2,211,373 750,681 2,348,102 751,127 2,368,724 741,876
기타산업 633,101 139,005 693,338 194,844 783,712 221,874 798,379 230,944
서비스업 2,680,064 1,773,789 3,021,715 2,355,278 3,362,730 3,042,675 3,513,935 3,192,601

자료 :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저자 가공.
[그림 2-6] 산업별 성별 고용구성비

자료 :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저자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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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산업별 학력 고용구성비
산업

2010
전
중졸
대졸
구분 학력 이하 고졸 전문
대졸 이상
전체 7,699 418 2,919 1,409 2,952
제조 2,473 158 1,280 351 683
업
기타 772 35 268 158 311
산업
서비 4,454 225 1,370 900 1,958
스업

2016
2019
전 중졸 고졸 전문 대졸 전 중졸 고졸 전문 대졸
학력 이하
대졸 이상 학력 이하
대졸 이상
10,221 374 3,883 1,731 4,233 10,846 297 4,040 1,790 4,720
3,103
978
6,140

118 1,564
31

361

479

942 3,111

95 1,602 487 927

166

420 1,029

25

225 1,958 1,086 2,871 6,707

380 175 450

177 2,058 1,128 3,343

자료 :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저자 가공.
[그림 2-7] 산업별 학력 고용구성비

자료 :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저자 가공.
<표 2-6> 산업별 인력부족률 변화
산업분류별

2010

2013

2016

2018

2019

전 산업(5인 이상)

3.1

2.7

2.5

2.2

2.0

제조업

4.1

3.0

2.7

2.2

1.7

기타 산업

2.2

2.1

2.1

1.6

1.6

서비스업

2.8

2.6

2.4

2.3

2.1

주 : 인력부족률 : 현황 대비 부족인원 비율로 계산.
자료 :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저자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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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산업별 인력부족률 변화

자료 :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저자 가공.

마지막으로, 서비스산업의 처우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표 2-7>에
서 월평균 임금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2010년과 2019년을 비교하였을 때
제조업의 경우 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이 4.8%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서비
스산업의 경우 3.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체 임금 상승 경
향보다도 낮은 것으로 서비스산업 내 근로자들의 처우가 좋지 않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서비스산업의 경우 그 규모가
증가하는 것만큼 산업 내 인력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타 산업 대비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산업 내 인력 유입
과 유지의 어려움을 동시에 짐작케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다른 결
과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데,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처우수준은 여
전히 열악하다는 점에서 서비스산업 규모의 증가만큼 인력수급이 원활하
게 이루어지지 않아 앞서 지적한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표 2-7> 서비스산업 임금수준

전체
제조업
기타 산업
서비스산업

월평균 임금
2010
2019
2,785
3,720
2,774
3,968
2,700
3,562
2,806
3,630

임금 증감
(2010～2019)
935
1,194
862
823

자료 :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저자 가공.

연평균 증가율
(2010～2019)
3.7
4.8
3.5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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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산업 노동의 특징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서비스산업 고유의 특성으로 인하여 산업 내
노동의 특성 또한 제조업과 다르다고 규정되어져 왔다. 서비스산업의 노
동은 임금노동이라는 점에서 제조업에서 이해하는 노동과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제조업의 작업원리가 되는 경제적 효율성에 근거한 합리성이 서
비스노동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은 서비스산업
의 노동 특성을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다(정이환, 2004; 김경희, 2006; 황수
경, 2008; 한상근, 2016). 이러한 점에서 서비스산업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의
특성은 제조업과 대비해 논의되어 왔으며, 제조업과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
으로 보다 나은 노동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노동 특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서
비스산업의 노동은 지적 노동 특성을 가진다. 어느 연구에서 보아도 서비
스산업의 노동이 제조업과 가장 구분되는 특징은 서비스산업 노동자의
숙련과 지식수준이 높다는 점이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 서비스산업
에는 상대적으로 화이트컬러, 즉, 전문기술직의 일자리 비율이 높기 때문
이며, 둘째, 서비스산업 취업자의 학력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Bell(1976)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는 모든 서비스산업 내 근로자들이 화
이트컬러는 아니지만, 제조업과 비교하였을 때 기술을 보유한 전문직 비
중이 높다는 점에서 서비스산업 내 근로자들이 지적 노동을 수행하고 있
다고 보았다. 그리고 Blau(1980)의 논의를 보면, 서비스산업에 고학력자
가 많은데 그 이유는 해당 산업에서 고학력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자동적으로 산업 내 노동자의 고학력화를 낳는 요인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논의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서비스노동이 물질성을
가진다는 주장에서 그러하다. 예를 들어, 서비스산업 종사 인력 중 전시
를 하는 근로자들을 보면, 이들은 고객이 좋아할 만한 전시 방식을 창의
적으로 고안해낸다. 이와 같이 서비스산업에는 특정한 도구와 기술을 통
해 창조하는 노동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제조업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
으로 지적 노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서비스산업의 숙련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고학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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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비스산업에 많으며, 조직 내부의 인력 충원방식이 내부육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들의 숙련관리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강순희,
2011).
그러나 이와 반대로 서비스산업의 노동이 결코 지적이지 않다는 주장
도 제기되고 있다. 서비스산업 노동이 숙련화보다는 탈숙련화 경향을 보
인다는 것으로, 이러한 주장은 Bell(1976)의 주장과 동시에 제기되어 왔고
지금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Braverman(1974)의 주장에 의하면 서비스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노동도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과
학적 관리의 대상이 되어 단순화, 탈숙련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
해 서비스산업에 고학력자들이 진입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주변적 노동
력, 즉, 교육수준이 낮은 제조업에도 취업하지 못한 노동력들이 서비스산
업에 취업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주장은 또 다른 연구에
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서비스산업의 경우 고숙련 직종인 관리전문직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숙련 직종이라고 할 수 있는 단순노무
직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강순희, 2010). 이러
한 논의는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과 부가가치가 낮다는 점과도 맞물리
는 것으로 서비스산업에 태생과는 달리 점차 질 나쁜 일자리로 그 노동의
특성이 규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둘째, 서비스산업의 노동은 탈규격화 특성을 가진다. 서비스산업의 일
자리가 제조업과 비교하여 더욱 나은 일자리로 이야기되어 온 이유는 서
비스산업의 노동이 노동소외 정도가 낮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 한 가지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지적 노동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더욱 중요한 이유는 서비스산업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은 소비
자와 늘 접촉하여 노동이 개인화되기 때문이다. 제조업을 보면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기계와 접촉하는 것과 달리, 서비스산업은 고객 즉, 사람과
접촉을 하고 상호작용한다. 이러한 노동과정이 자연스럽게 노동소외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 노동은 고객을 상대하므로
노동을 표준화하고 규격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노동자가 자의적인 판단
으로 노동을 제공한다. 이는 노동의 개인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
될 수 있으며, 제조업에서 제기되는 노동소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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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진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논의가 감정노동으로 이어지고 있는바, 이
노동 형태가 규격화의 정도가 낮다는 점에서 소외를 낮출 수는 있지만, 한
편으로는, 노동자가 사람을 상대하고 노동을 제공하면서 감정과 지식을
자의적인 판단하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감정 소비가 크고, 그 결과 스트
레스 등 정신적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견해를 낳기도 한다(Hochschild,
1983; 정이환, 2004).
이는 서비스산업 노동의 세 번째 특성과도 연결되는데, 서비스산업의
노동은 관계 속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노동의 결과가 결정된다는 것이
다. 관계 속에서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서비스는 생산과 동
시에 소비가 이루지는 특징을 가진다. 이를 자세히 보면 서비스는 제공자
가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 그 자체가 제품이며, 전달하고 나면 제품이
사라진다. 고객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노동과정에 직․간접적으
로 참여함으로써 노동체제 내부에 복합적인 사회적 관계를 조성한다. 그
래서 사용자-노동자라는 명확한 구분을 가진 제조업의 작업장과는 달리
서비스산업 작업장에서는 고객이 서비스 과정의 주문에서부터 그 과정의
감독, 결과의 평가까지 전체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고객-사용자-노동자라
는 삼각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노동자는 성취감을 느끼기
도 하고 동시에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다(Mills and Morris, 1986).
또 한 가지 관계는 제조업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될 수 있는 것으로, 서비
스를 제공하는 같은 노동자 간의 관계이다. 노동자 간의 관계는 수평적,
그리고 수직적인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갖고 있다.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
는 노동자는 동료와 수평적인 관계를 가지고 조직 내 분업구조에 따라 함
께 서비스를 전달하면서 노동과정에서 정서적 지지를 받거나 업무수행에
도움을 받는다. 이는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달리 나타나게 하는 중요
한 관계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는
자신의 관리자와는 수직적인 관계를 갖는데, 이러한 관계는 통제관계라
고 명명된다. 이는 노동 배재적 그리고 노동 참여적 성격에 따라 통제의
정도가 다양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질을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제
조업과 유사한 노동속성을 발현시킨다(이병훈,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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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서비스산업의 노동은 근로조건의 이질성을 가진다는 것이
다. 서비스산업은 굉장히 다양한 하위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는 제
조업과 비교하여 업종별 노동의 이질성을 가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
로, 선행연구들은 서비스산업에 속하지만 업종에 따라 임금수준이 다르
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앞서
밝힌 서비스산업의 노동 특성들을 획일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것으로,
서비스산업에 속하지만 업종에 따라 지식과 숙련을 요구하는 수준과 규
격화 수준이 다르며, 또한 관계적 속성에 달리 발현된다는 것이다. 이러
한 논의는 서비스산업을 한 산업군으로 보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점에서 업종별로 노동의 특성
또한 달리 규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정이환, 2004).

제2절 서비스산업 일터혁신 선행연구 검토

서비스산업에 대한 일터혁신 연구를 찾기란 쉽지 않다. 서비스산업의
일터혁신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논의한 조성재 외(2011)가 서비
스산업 일터혁신 연구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일터혁신 연구
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배규식․정승국, 2006; 박준식․이
영호, 2009; 박상언, 2008; 김현정․이상우․장영철, 2011), 특히, 제조업에
서 일터혁신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린 생산방식, 고성과작업시스템,
또는 자율작업팀 같은 다양한 모형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제조업이 중심이 되어 논의가 이루어져 온 만큼, 서비스산업의 일터혁
신은 그 독자 모형을 갖기보다는 제조업에 적용한 일터혁신 방식이 그대
로 서비스업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논의가 지배적이다. 대표적으로 제조업
일터혁신의 모형인 린 생산방식을 적용하여 ‘린 서비스 운용(Lean Service
Management)’이라는 개념을 상정하고 있다. 이는 주로 병원, 호텔, 항공
등 제조업과 유사하게 대량으로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에서 제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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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일터혁신 방식이 적용될 것이라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
라 유럽, 미국 등 다양한 나라를 중심으로 이론이 발전되어 왔다. 이에 선
행연구는 주로 앞서 언급한 병원, 호텔, 항공, 또는 물류 등 산업에 린 생
산방식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만약 적용된다면 어떠한 린 요소가 필요한
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Dellve, Williamsson, Stromgren, Holden,
and Eriksson, 2015; Leite and Vieira, 2015; Rauch, Damian, Holzner,
and Matt, 2016; Starheim and Hasle, 2017). 논의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
에서 이루어지는 린 생산방식을 서비스산업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주장은 Bowen and Youngdahl(1998)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들은 린 생산방식의 주요한 원리인 효율적이고 유연한 운영, 흐름 생산,
JIT, 고객 중심, 공급채널 중심, 그리고 근로자에게 재량권 부여 같은 주
요한 원리가 서비스산업의 일터혁신에도 통용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러한 논의는 주로 제조업과 최대한 유사한 성격을 가진 산업인 호텔, 은
행, 병원, 항공/운송 등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서비스산업 또한 고객을
중심으로 제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강조하는 일터혁신 원리인 표준화나 통제, 그리고 근로자 임파워먼트 등
의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에는 유지보수 서비스회
사, 물류 등의 산업으로 린 생산방식의 통용가능성을 검증 중이고, 결론
적으로 린 생산방식이 적용가능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이론이다. 또한 꼭
린 생산방식이 아니더라도 일터혁신이 강조하는 기본 원리이자 정신인
근로자 참여, 근로자 몰입 등은 서비스산업의 일터혁신에서도 확인되는
것임을 연구들은 밝히고 있다(Putnik, Oeij, Dhondt, Torre, Vroome, and
Preenen, 2019).
한국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유사하게 진행 중인데, 조성재 외(2011)는
서비스산업의 일터혁신이 일어나는 형태와 특징을 논의하기 위하여 제조
업 일터혁신 프레임워크의 적용 가능성 그리고 변용가능성을 동시에 염
두에 두면서 서비스산업의 일터혁신 모습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연
구는 린 생산방식도 고려하지만, 보편적 접근에 입각하여 고성과작업시
스템의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유통, 호텔, 병원, 청소용역
등의 업종에서 볼 때 명확하게 한 가지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업종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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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서비스산업에서 이루어지는 일터혁신 사례들에서
제조업 일터혁신 요소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조성재 외(2011)의 연구는
제조업 프레임워크 적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산업에 제조업
의 일터혁신 요소가 적용될 수 있지만 서비스업만의 독자적인 일터혁신
특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
업과 동일하게 일터혁신이 진행될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 변형이 이루어
지거나 아예 다른 즉, 차별화되는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업에서 어떠한 독자적인 특성을 가지는지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구는 서비스산업에서 일터혁신이 독자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렇다면
서비스산업에서 일터혁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식을 자세히 논의
하고 있지는 못한 것이다.
본 연구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앞서 서비스산업의 노동 특성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서비스산업 내 업종 간 이질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
고, 업종 간 노동의 이질적 특성이 일터혁신에도 발현될 가능성을 주장하
고자 한다. 서비스산업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보면, 특히, 숙련형성 기간
이나 숙련형성 방법 등에서 업종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순희, 2011). 제조업과 비교하였을 때 서비스산업이 상대적으로 고숙
련과 고학력을 요할 것이라는 주장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것
이라는 것으로 수렴되는데, 즉, 특정 업종에서 고숙련과 고학력이 필요할
뿐 몇몇 업종에서는 숙련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러한 점에서 본다면, 일터혁신이 일, 일을 하는 방식, 그리고 이를 관리하
는 방식의 혁신이라는 점에서, 일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같은 서비스산업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세부 업종에 따라 일터혁신의 특
성이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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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업종별 접근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연구 질문

1. 서비스산업 분류
서비스산업의 범위는 광범위하며, 그만큼 속해 있는 세부 업종의 특성
차이를 보인다. 이에 연구들은 서비스산업을 몇 가지 기준과 각자의 방식
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논의는 Castells(1989)의 것으로, 그
가 주장한 서비스산업 유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
라에서도 이와 같은 유형의 연구들이 뒤를 따르고 있다(김경희, 2006). 그
는 사용자의 주된 생산품이 무엇인가라는 기준으로 산업분류를 시도하
는데, 사용자, 제공방식, 경제적 기능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업종
을 구분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유통서비스는 교통/통신, 도매, 소매,
생산자 서비스는 은행, 보험, 부동산, 기술/회계, 법률서비스와 같으며,
사회서비스는 의원, 병원 교육, 복지, 우편, 정부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
으로 개인서비스는 가사서비스, 호텔, 음식료, 세탁, 이미용, 오락 등을 포
함한다.
또 다른 연구인 Silvestro, Fitzgerald, Johnston, and Voss(1992)의 분
류를 보면 Castells(1989)의 분류와는 기준이 좀 다른데, 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준을 사람과 장비로 구분하고 있다. 즉,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어떠
한 것이 더욱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본 것으로, 먼저, 사람 중심은
고객과의 접촉빈도수가 많고, 개인 고객 중심으로 서비스가 커스터마이
즈되어 있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높은 재량권을 가지는 것
으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업종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한
장비 중심은 고객 접촉빈도가 낮고, 개인 고객에 맞추어진 서비스가 아닌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표준화된 매뉴얼을
따르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대량 서비스 생산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동시대에 이루어진 한국의 논의를 보면, 김기환(1993)은 서비스산
업을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분류, 수요와 공급에 따른 분류, 사회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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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분류, 거래성격에 따른 분류, 그리고 국제통상협상과 관련한 분
류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후대 연구자들은 자신의 논의에 맞는 분류방
식을 선택하고 이를 변형하거나 창조하고 있는데, 서비스산업에서 무엇
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인가에 따라 업종 구분 기준을 정하고 있다(표
2-8 참조). 이병훈(2004)의 연구를 보면, 그는 Castells(1989)의 연구에서
제시하는 업종구분을 바탕으로 여기에 서비스의 속성(유/무형성)과 대상
(대인/대물)의 기준을 추가하여 업종을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황수경
(2008)은 기존의 논의를 따르는 것이 아닌, 1인당 부가가치와 취업자 증
가율을 바탕으로 사후적으로 서비스업종의 구분을 시도하였다. 논의를
보면, 제1유형으로는 생산성 증가율은 높지만 고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소매업, 통신업, 수리업, 금융업 등을 들고 있다 제2유형은 생산성 증가도
높고 고용증가율도 높은 업종으로 사회복지, 전문과학기술, 연구개발업
등이 있다. 제3유형은 고용은 크게 증가하지만 생산성이 낮은 업종으로
사업지원, 보건업, 오락문화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제4유형은 고용증가
도 낮고 생산성 증가도 가장 저조한 업종으로 숙박/음식점업, 회원단체
등이 있다. 또한 고정민․김정우(2008)의 연구를 보면, 이들도 사전에 확
정적으로 서비스 업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군집분석을 통하여 서비
스산업을 유형화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 결과, 업종은 크
게 투입과 수요 관점에서 구분이 된다. 투입 관점에서 보면 무엇을 투입
하는지를 중점으로 구분하는데 노동의 투여가 큰지, 자본의 투어가 큰지,
그리고 지식의 투여가 큰지에 따라 업종을 구분한다. 그리고 수요 관점에
서는 서비스가 중간재인지 최종재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이와 같은 논의
를 통해 서비스산업 내 업종의 특성이 매우 상이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으로, 서비스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 따라 서비스를 구분하는 기준도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일터혁신이 결국 서비스 제공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생활의 질 제고를 위해 사람과 일을 변형하는 과정이라는 점
에서, 이는 서비스 그 자체 그리고 서비스 과정을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서비스 운영 관리론에서 제시하는 서비스의

제2장 서비스산업 일터혁신에 대한 이론적 논의

23

<표 2-8> 서비스산업 구분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명

이병훈
(2004)

사업 업종 구분
대인
유형

대인
무형

사업
서비스

-

콜센터

유통
서비스

-

통신판매

개인
서비스
사회
서비스

황수경
(2008)

미용실,
음식점,
호텔
병원,
복지관

1인당
부가가치증가율
고
저

중간재
고정민․
김정우
(2008)

수요
관점
최종재

정부

기준
대물
유형

대물
무형

서비스임대,
회계,
수리, 택배 은행, 증권
도소매

-

학원,
카센터,
부동산
보험,
이사
중개
오락방송
대학,
전기안전공 행정기관,
박물관
사
연구원
취업자 증가율 고-저
정보처리,
도소매업, 수리업,
보험 및 금융업
오락문화, 보건업
사회복지,
자동차 판매,
전문․과학기술,
숙박, 음식점업
연구개발업
투입 관점
노동
자본
통신,
기계장비
창고
및
용품임대
도소매,
음식점,
운송
숙박,
부동산

서비스의
속성(유/
무형성)과
대상(대인/
대물)

1인당
부가가치와
취업자
증가율

지식
금융,
연구개발,
방송
보험,
의료 및
보건

투입물,
가치사슬상의
서비스
위치(상태)

교육,
사회복지

자료 : 저자 작성.

‘운영’에 초점을 둔 분류에 따르고자 한다. Parker(2012)는 서비스 운영(과
정)을 기준으로 서비스산업 내 세부 업종을 구분하고 있는데, 서비스가 가
진 특성에 따라 서비스 운영 시스템(Service Operating System)이 달라진
다고 보았다. 이에 고객과 얼마나 자주 접촉하는지와 같은 고객 기준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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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서비스업의 유형 구분
고객 접촉 강도
낮음
자본집약적

숙련(노동)집약적

‘서비스 공장(Service Plant)’

높음
‘서비스 팀(Servic unit)’

업종 : 항공, 우편, 호텔

업종 : 병원, 자동차 수리, 여행사

‘대형 서비스(Mass Service)’

‘전문서비스(Professional Service)’

업종 : 도․소매점, 패스트푸드, 업종 : 법률서비스, 회계서비스,
물류
건축사무소, 교육서비스,

자료: Parker(2012)를 참조해 저자 가공.

비스를 제공하는 데 투입되는 주요 요소(투입물)를 모두 고려하여 서비스
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표 2-9>와 같다. 1분면은 ‘서비스
공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객과의 접촉도는 낮지만 자본집약적 서비스
업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항공사, 호텔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제2분면은
‘서비스 팀’으로 1분면과 같이 자본집약산업에 속하지만 고객접촉도가 높
은 산업으로 병원이나 자동차 수리업에 속한다. 제3분면은 고객과 접촉도
는 낮지만 노동집약적 산업의 특성을 띄는 ‘대형 서비스’ 로 도․소매업
이나 물류 등이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제4분면은 ‘전문서비스’로 고
객과의 접촉강도도 높으며 노동집약적 특성을 지닌다. 여기에 해당하는
산업은 법률서비스나 건축사무소 등이 있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본 연
구는 각각의 분면에 속한 대표적인 산업을 통해 각각의 서비스 특성에서
일터혁신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업종별 접근에 따른 연구 질문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서비스산업은 그 안에 속한 업종들이 각각의
차이를 가진다는 점에서, 일터혁신 또한 업종을 세분화하여 접근하는 시
도가 필요하다. 일터혁신의 핵심은 사람, 일, 그리고 일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업종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다면 그 안에서 이
루어지는 일터혁신 또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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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산업 내 몇몇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일터혁신의 이슈와 특성을 논의
하고자 하지만, 선행연구들에서 이야기하는 제조업과 동일한 일터혁신
모형 적용 가능성, 그리고 서비스산업 내 보편적인 일터혁신 프레임워크
의 존재 가능성을 배재하지는 않으려 한다. 그 이유는 일터혁신이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지식과 참여를 통해 일과 일을 수행하는
방식의 변화라는 정의가 일관되며, 정의에서 열거하는 일터혁신의 핵심
요소인 협력적 노사관계, 근로자 참여, 사람 변화, 일 변화, 그리고 일을
수행하는 방식의 변화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순 있겠으나 산업특성과
기업특성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핵심원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섣불리 판단을 내리고 확정하여 접근하기보다는 탐색적으로 연구를 시도
해보고자 한다. 주요 방법으로는 서비스산업의 고전적인 논의에 따라, 그
리고 노동력의 차이가 날 수 있음을 고려하며, 일터혁신의 이슈나 특성
등을 업종별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하지만 업종별 차이에도 불구
하고 일터혁신 정의에 입각한 방식은 동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
가능성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림 2-9] 본 연구의 접근 방법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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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연구는 서비스산업의 일터혁신이 제조업과 유
사한 특성과 방식을 가질 수 있으며, 동시에 서비스산업에 통용되는 일터
혁신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기는 하지만
업종별로 일터혁신의 차이를 바탕으로 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논의
하고자 한다. 서비스산업 일터혁신의 업종별 이슈와 특성을 논의하기 위
하여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하고 데이터와 사례 분석을 통
해 답을 구하고자 한다.
설정할 첫 번째 질문은, ‘근본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일터혁신이란 무엇
인가’이다. 일터혁신은 사람, 일, 일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작업조직이
가장 중요하며 이로 인해 제조업에서는 업종별로 일터혁신 접근 방법이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노세리․노용진․박경원․채희선, 2019). 이러
한 점에서 서비스산업에서도 동일하게 먼저 작업조직의 형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혁신이 일어나는 단위(장, field)에 대한 궁금증인 것이
다. 이러한 작업조직의 파악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일터혁신은 제조업
과 같은 것인가 또는 다른 것인가를 탐색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그렇다면 서비스산업의 일터혁신은 무엇인가 정의 내릴 필요가 있다.
둘째, ‘서비스산업을 구성하는 세부 업종에 따라 일터혁신이 달리 나타
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서비스산업은 매우 광범위하
며, 서비스산업이라는 경계에 들어와 있지만 세부 업종의 차이는 서비스
라는 유형 및 무형의 제품 차이 그리고 이를 만드는 인적, 물적 요소 등과
같은 재료의 차이를 동반한다. 이러한 제품과 재료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기업 내부 행위자의 차이를 낳고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차이를 낳
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언급한 작업조직의 차이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는 서비스산업도 업종에 따라 일터혁신의 이슈
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진행하
고자 한다.
셋째, ‘업종별 일터혁신의 이슈는 무엇인가’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
이 세부 업종에 따라 서비스가 다르고 이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근로자들
의 숙련과 직무가 차이 난다는 점에서 업종에 따라 직면하고 있는 생산성
에 대한 고민과 이에 따른 인력관리 이슈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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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혁신 이슈와 직결되는 것으로 세부 업종에 따라 사람관리와 생산성
향상 부분 간에 방식에 대한 고민이 상이하다면 업종에 따라 고민하는 일
터혁신 이슈가 차이 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그 업종의 환경에서
도 발생할 수 있는데,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스마트 또는 디지털
기술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는 산업에 따라 기술의 차이 그리고 기
술을 받아들이는 속도의 차이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업종
별 환경의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의
차이는 결국 일과 일하는 방식의 차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
문에 산업에 따라 어떠한 기술이 도입되고 있고 그것을 활용해 어떠한 성
과가 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업종
별 생산성 이슈와 이에 따르는 인력관리 이슈는 무엇이며, 산업별로 어떠
한 기술혁신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슈가 제기되는 이유(배경)에
대해 답을 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업종별 일터혁신의 특징은 무엇인가’이다. 앞서 논의한 것과 같
이 업종에 따라 도입되는 스마트 기술의 종류와 도입 속도의 차이 발생은
노동과정 변화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도입되는 기술의
종류에 따라 일하는 방식 즉, 노동과정의 차이가 날 것이라는 점인데 이
러한 점에서 업종에 따라 기술도입과 같은 환경변화로 인한 사람의 참여,
숙련의 영역은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시에 환경 변화로 인하여 업종별 사업체의 생산성 관련 도전적인 과제
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결부되는 근로자의 삶의 질(Quality of working
life) 관련 도전적 과제는 무엇인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변화
로 인하여 제기되는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데, 기술, 조직, 사람은 이러한 이슈 해결과정에서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하
고 관계하고 있는지, 특히, 사람이라는 요소를 통한 혁신의 자리는 존재
하는지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을 통한 혁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논
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업종별로 일어나는 일터혁신과 다른 혁신 간에는 어떠한 관계
가 존재하는가’이다. 일터혁신은 ‘사람’을 통한 혁신방법으로, 사람의 역량
(숙련)과 참여를 통해 작업장을 바꾸어 혁신을 이끄는 방법이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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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서 일터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러한 일터혁신을 통해 기업은
어떠한 생산적 성과를 얻고 있으며, 동시에 근로자는 어떠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을 통한 혁신이 기술혁신처럼 최
근 강조되고 있는 급진적 혁신의 방식과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즉, 급진적 혁신을 진척시키고 있는지 저해시키고 있는지 등 일터혁신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성과들이 무엇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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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들어가는 말

그간 일터혁신 연구는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10년 전
조성재 외(2011)의 연구를 시작으로 서비스산업에서의 일터혁신이 논의
되기 시작하였다. 서비스산업에서의 업무 특성과 제반 여건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해당 연구는 서비스산업의 일터혁신에서 제조업 일터혁신의
요소들이 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서비스산업만의 고유한 일터혁신 특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산업
에서의 일터혁신 개념은 명시적인 것이 아니다. 일터혁신의 정의나 개념
측면에서 제조업과 차이를 가지지는 않지만, 일터혁신에서 중요한 요소
로 보는 직무(일) 측면에서 제조업과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역량과 재량이 다르고 근로자들의 일하는 방식에 차이
가 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유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접 소
비자를 대면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서비스산업의 경우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과 직무특성에서 큰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업종을 구분하여 일터혁신 사례를 살펴
보기에 앞서, 서비스산업에서 이루어지는 일터혁신 수준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 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현
재 재직 중인 사업체의 일터혁신 활동 관련 인식수준을 파악하였다.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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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유는 두 가지로, 첫째, 앞으로 다룰 사례가 주
로 기업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물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하겠으나, 모든 사례에서 근로자의 입장을 다루기
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다. 둘째, 서비스산업은 근로자가
서비스를 만들고 고객이 바로 소비하는 즉, 생산과 소비가 밀착 접촉된
구조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순간의 재량과 숙련이 서비스의
질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다수 업종에서
서비스에 대한 작업표준화 정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위
치와 인식이 일터혁신에서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근로자들이 자신의 일과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
다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인사관리 효과성을 논의하는 접근방법 중 과정중심의 접근방식(process
based approach)을 보면 제도에 대한 근로자 인식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Guzzo and Noonan, 1994; Schneider, 2000). 제도가 근로자들에게 바람
직한 태도와 행동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근로자들이 제대로 인식
하지 못하거나 근로자들마다 인식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로
자들의 인식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골자이다(강성춘․박
지성․박호환, 2011; 조민정․김성수․조진환, 2013). 한편, 일터혁신 연
구를 보면 그동안 혁신적인 작업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의
도입을 장려하고, 해당 제도들의 도입 효과성에 주목해 왔다. 앞서 과정
중심 접근법에서 강조하는, 실제 근로자들이 일터혁신 제도와 내용을 어
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그러나 앞
서도 언급하였지만, 서비스산업 특징상 ‘근로자’의 역할과 인식이 생산성
측면에서도 그리고 근로자들의 근로생활 질 측면에서도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서 서비스산업의 일터혁신을 근로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느끼고 있
는지 살펴보는 접근은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근로자 인식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의 전반적인 일터혁신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일터혁신의 기본이 직무(일)라는 점에서, 서비스산업 내 근로자들
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직무가 수행되는

제3장 서비스산업 일터혁신 현황: 근로자 인식을 중심으로

31

작업환경은 어떤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직무특성으로는 직무에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지 혹은 쉽게 대체 가능한지 그 수준을 살펴보
고자 하며, 작업환경으로는 근로자 스스로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를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근 도입된 스마트 기술과
유연근무제 등과 같은 직무수행을 돕는 방법 등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혁신에 대한 근로자 참여, 혁신성과에 대한 보
상, 혁신활동을 위한 역량 강화 등의 일터혁신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어떻
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 분석에 관련해서
는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하여 근로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예: 성별, 연
령대, 직종, 고용형태 및 노조 가입 여부)과 해당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기업규모 및 세부 업종을 기준으로 근로자 인식의 차이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셋째, 서비스산업에서의 일터혁신은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살
펴보고자 한다. 일터혁신과 근로자의 성과 및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봄으
로써 기존 제조업에서의 일터혁신과 성과 간의 관계들이 서비스산업에서
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한다.

제2절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및 응답자의 특성
본 연구를 위해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1,228명을 대상으
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응답자가 속한 서비스산업과 재직 기업 그
리고 그들의 인구통계학적 속성은 다음의 <표 3-1>과 같다.
먼저,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가 57.2%(702명), 여자가 42.8%
(526명)였다. 응답자의 연령은 30대가 26.8%(329명)로 가장 높았으며, 40대
(24.4%, 300명), 50대(20.5%, 252명), 20대(18.8%, 231명), 60대 이상(9.4%,
116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서비스 현장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현장직의 비율은 38.9%(478명), 관리지원직의 비율은 61.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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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였다. 고용형태로 정규직 근로자가 응답자의 88.8%(1,190명), 비정규직
근로자가 11.2%(138명)를 차지하였다. 응답자들이 재직하고 있는 기업 규
모에 대해서 살펴보면 10인 이상～50인 미만이 31.4% (385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300인 이상이 27.8%(341명), 50인 이상～100인
미만이 21.7%(267명), 100인 이상～300인 미만이 19.1%(235명)였다. 서비스
산업을 11개로 구분하였는데, 도매 및 소매업의 응답자 비율이 19.6%(241
명)로 가장 높았고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4.7%, 181명), 정보통신업
(11.6%, 142명), 운수 및 창고업(10.6%, 130명) 순으로 높았다.
<표 3-1> 응답자의 특성(N=1228)

성별

연령

직종
고용
형태
기업
규모

산업
구분

내용
남성
여성
만 20세～29세
만 30세～ 39세
만 40세～49세
만 50세～59세
만 60세 이상
현장직
관리지원직
정규직
비정규직
10인 이상～50인 미만
50인 이상～100인 미만
100인 이상～300인 미만
300인 이상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자료 : 저자 작성.

명
702
526
231
329
300
252
116
478
750
1,190
138
385
267
235
341
241
130
113
142
57
20
181
98
97
112

비율
57.2
42.8
18.8
26.8
24.4
20.5
9.4
38.9
61.1
88.8
11.2
31.4
21.7
19.1
27.8
19.6
10.6
9.2
11.6
4.6
1.6
14.7
8.0
7.9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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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측정
본 장에서는 일터혁신의 현황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그
들이 수행하는 직무와 작업환경을 비롯하여 일터혁신 세부 요소에 대해
서 자세히 살펴본다. 또한, 일터혁신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근로자들의
태도와 과업 성과에 대해서도 측정하였다.
대부분 변수의 측정은 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한 근로자 응답으로
이루어졌다. 예외적으로 유연근무제에 대한 활용은 3가지 범주의 명목척
도로 측정되었다(예: ① 제도 없음, ② 제도 있으나 실제 거의 활용 안 함,
③ 활용함). 또한, 일터혁신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동일방법
<표 3-2> 직무 및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사용된 변수들
직무 및 작업환경
변수

측정 문항 수 및 내용

[문항 수] 4개
직무 [문항의 예] ‘나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년간의 경험
성격 이 필요하다.’, ‘나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식
이 필요하다.’
[문항 수] 15개
잡
[문항의 예] ‘나는 내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내려고 한다.’, ‘나는 타
크래
인의 문제가 나에게 감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이들과의 접촉을 최
프팅
소화하며 내 일을 관리한다.’
[문항 수] 4개
[문항의 예] ‘우리 조직은 근로자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하
재량권
여 새로운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우리 조직 내 근로자들은 자
신의 근무 시간 혹은 근무 시간 계획에 대한 발언권을 갖고 있다.’
[문항 수] 7개
스마트
[문항의 예] ‘우리 회사에 도입된 스마트 기술은 직무 수행에 유용하다.’,
기술
‘우리 회사에 도입된 스마트 기술은 직무 수행에 충분히 사용할 만하다.’
[문항 수] 8개
유연 (i.e.,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집
근무제 중근무제, 재량근무제, 근로시간단축제, 단축 일시적 근로시간단축제)
활용 [내용] 개별 유연근무제도에 대해 ① 제도 없음, ② 제도 있으나 실
제 거의 활용 안 함, ③ 활용함으로 응답하게 함
유연 [문항 수] 7개
근무제 [문항의 예] ‘우리 회사 관리자들은 부하들이 유연근무제 활용을 신
활용 청하였을 때 이를 적극 수용한다.’, ‘근무자가 필요 시 사용하는 유연
환경 근무제도는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료 : 저자 작성.

평균 및
신뢰도
3.28(59)
α=.64

3.40(.53)
α=.86

3.20(.81)
α=.83
3.10(.89)
α=.94

-

2.91(.81)
α=.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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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common methods bias)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 바람직성’
을 회귀식에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내용
들은 <표 3-2>와 <표 3-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3-3> 일터혁신과 성과와 관련하여 사용된 변수들
일터혁신 및 성과
변수
혁신에
대한
근로자
참여
혁신
일
성과에
터
대한
혁
보상
신
혁신
활동을
위한
역량
강화
과업
성과
일
열의

통제
변수

측정 문항 수 및 내용

평균 및
신뢰도

[문항 수] 10개
[문항의 예] ‘우리 조직 내 근로자들은 새로운 업무 수행 방식이 3.18(.78)
나 업무 절차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우리 조직 내 근로 α=.93
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과 적용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
[문항 수] 4개
[문항의 예] ‘우리 조직은 개별 근로자 또는 개별 근로자 집
3.00(.94)
단이 수행한 서비스 과정 개선활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제
α=.88
공한다.’, ‘우리 조직은 전체 근로자에게 혁신으로 인하여 성
과 향상분을 금전적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문항 수] 6개
[문항의 예] ‘우리 조직은 근로자들의 다기능화를 추진한다.’ 3.06(.86)
‘우리 조직은 현장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α=.89
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품질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문항 수] 4개(Williams & Anderson, 1991)
3.79(.65)
[문항의 예] ‘나는 나에게 기대되는 과업을 잘 수행하고 있
α=.85
다.’, ‘나는 주어진 성과 목표를 달성하여 충족시킨다.’
[문항 수] 9개(Seppälä, Mauno, Feldt, Hakanen, Kinnunen,
Tolvanen, and Schaufeli, 2009)
3.13(.68)
[문항의 예] ‘나는 일을 할 때, 나는 일 이외의 주변 모든 것 α=.84
을 잊는다.’, ‘나는 일을 하면서 뭔가 왕성함을 느낀다.’
기업규모 1 : 더미변수, 1=10인 이상～50인 미만
.31
기업규모 2 : 더미변수, 1=50인 이상～100인 미만
.21
기업규모 3 : 더미변수, 1=100인 이상～300인 미만
.19
41.83
연령(세)
(11.64)
성별 : 더미변수 1=남성
.57
8.07
근속연수(년)
(7.64)
직종 : 더미변수 1=현장직
.38
고용형태 : 더미변수 1=정규직
.88
노조 가입 여부 : 더미변수 1=가입
.25
사회적 바람직성[3문항, Stöber(2001)]
3.62(.65)
[문항의 예] ‘나는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뒤에서 험담하지
α=.66
않는다,’, ‘나는 논쟁 중에 항상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한다.’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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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석 결과

1. 일터혁신 근로자 인식 현황 분석 결과
일터혁신에 대한 근로자 인식 현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
저, 일터혁신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일터혁신의
기본이 되는 작업조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작업조직은 직무(일), 사
람, 일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작업조직의 특성이 결국 일터혁
신의 방식 및 특성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노세리․노용진․박경원․
채희선, 2019). 이러한 점에서 일터혁신의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직무
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직무성격과 잡 크래프팅(직무재설계 재량 및 활동)
등의 정도를 살펴보고, 또한 직무의 수행 환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에
대해 근로자가 가진 재량권, 스마트 기술 보급 현황 및 유용성, 유연근무
제도 활용 여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사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일터혁신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전체 수준과 일
터혁신을 구성하는 참여, 보상, 역량별로 구분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가. 직무성격
직무성격은 현재 서비스산업 내 직무가 가진 가치와 숙련요건이 어떠
한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경험과 상당한 지
식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상황별로 근로자의 판단에 따라 작업내용과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지, 또는 쉽게 대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한 내용
들을 포함하고 있다. 직무성격 평균이 높을수록 근로자들이 자신의 직무
를 고숙련 및 고유성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며, 해당 직무를
다른 사람에 의해 쉽게 대체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 1,228명 전
체 근로자의 직무성격 평균(표준편차)은 3.28(.59)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2 참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서비스산업 내 근로자들은 자신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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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 보통 수준 이상의 고숙련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직무성격을 살펴보면, 남녀 평균이 각각 3.31과 3.24로
남성이 약 0.08 정도 높은 수준을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4 참조). 즉, 직무성격을 지각하는데 있어서
남성의 경우 직무가 고숙련성이 조금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유의미한 수
준에서 차이가 나지 않아 성별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직무성격을 <표 3-5>를 통해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
록 그 수준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직무성격 평균이 20
대는 3.20, 30대는 3.25, 40～50대는 3.30, 60대 이상에서는 3.4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이분석 결과 이와 같은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직무는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무가 고숙련화 및 전문화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연령이 높아짐을 근속연수로 환산하여 본다면 서비스산
업의 직무들은 근속연수와 함께 숙련과 전문성을 요하는 직무로 변화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4> 성별에 따른 직무성격
N

직무성격 평균

ANOVA

남성

702

3.31(.59)

여성

526

3.24(.59)

F=4.76
(p=n.s.)

자료 : 저자 작성.
<표 3-5> 연령에 따른 직무성격
N

직무성격 평균

20대(만 20～29세)

231

3.20(.59)

30대(만 30～39세)

329

3.25(.59)

40대(만 40～49세)

300

3.30(.60)

50대(만 50～59세)

252

3.30(.56)

60대 이상(만 60세～)

116

3.45(.62)

자료 : 저자 작성.

ANOVA

F=3.82**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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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직종에 따른 직무성격
관리지원직
현장직

N
750
478

직무특성 평균
3.30(.55)
3.14(.63)

ANOVA
F=48.50***
(p<.001)

자료 : 저자 작성.

직종에 따른 직무성격을 살펴보면, 그 평균에서 관리지원직이 3.30, 현
장직이 3.14로 관리지원직에 비해 현장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와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3-6 참조). 실제 서비스 현장
에 근로자들을 대면하는 상황에서 매뉴얼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현장
직의 특성상 직무수행 시 작업 내용과 방식의 변경에 관한 자율성이 제한
되어 있다고 지각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통제로 인하여 자신들의 직무
숙련요건 수준이 낮다고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
<표 3-7>을 통해 고용형태에 따른 직무성격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직무특성은 그 평균이 각각 3.05와 3.31로 약 0.26
정도 차이가 존재하며, 이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를 해석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실제 고용형태별로 숙련요건이 다
른 직무를 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한편
으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은 고용계약의 특성상 고용계약 기간이 한
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직무를 대체가능한 사람
이 있을 것이라 지각할 가능성도 있다.
<표 3-7> 고용형태에 따른 직무성격
N

직무특성 평균

ANOVA

비정규직

138

3.05(.64)

정규직

1090

3.31(.58)

F=8.17***
(p<.001)

자료 : 저자 작성.
<표 3-8>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따른 직무성격
미가입
가입

자료 : 저자 작성.

N
921
307

직무특성 평균
3.27(.62)
3.32(.50)

ANOVA
F=1.35
(p=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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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기업규모에 따른 직무성격
N

직무특성 평균

10인 이상～50인 미만

385

3.25(.62)

50인 이상～100인 미만

267

3.27(.58)

100인 이상～300인 미만

235

3.29(.56)

300인 이상

341

3.32(.59)

ANOVA

F=.88
(p=n.s.)

자료 : 저자 작성.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직무특성 평균을 살펴보면(표 3-8
참조), 가입한 집단이 3.32, 가입하지 않은 집단이 3.27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성
격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노동조합의 가입유무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자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성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재
직하고 있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업규모에 따른 집단 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9>를 통해 평균
분석 결과를 보면, 기업의 규모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평균이 0.02～0.03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규모가 증가할수
록 직무요건 수준이 높아지는 것과 같지만, 유의미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보아 실제 기업규모는 직무요건 수준의 차이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산업에 따라 근로자들의 직무성격 인식이 차이 나는지를 살펴본 결과
<표 3-10>에 나타난 것처럼, 산업 간 직무특성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구체적으로, 직무특성 평균이 낮은 산업으로는 운수 및 창고
업(평균 : 2.98)과 숙박 및 음식점업(평균 : 3.55)이 있었으며, 높은 산업으
로는 부동산업(평균 : 3.45)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평균 : 3.45) 그
리고 정보통신업(평균 : 3.42)이었다. 이와 같은 산업의 차이는 개별 산업
이 가지는 속성상 근로자의 지식과 숙련, 전문성에 의존하여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과 그렇지 않고 기반 시설과 유통 구조에 의존하는 산업 간
특성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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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산업에 따른 직무성격
N

직무특성 평균

도매 및 소매업

241

3.24(.58)

운수 및 창고업

130

2.98(.62)

숙박 및 음식점업

113

3.18(66)

정보통신업

142

3.42(.56)

금융 및 보험업

57

3.26(.48)

부동산업

20

3.55(.52)

181

3.45(.6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
비스업

98

3.25(.49)

교육서비스업

97

3.34(.55)

112

3.33(.57)

37

3.31(.6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ANOVA

F=.6.58***
(p<.001)

자료 : 저자 작성.

나. 잡 크래프팅(Job crafting)
잡 크래프팅은 근로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스스로 변경하
는 상향식 관점(bottom-up)의 직무재설계로(Tims and Bakker, 2010), 자신
의 선호하는 바 또는 환경에 적합하도록 해당 직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
으로 재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잡 크래프팅은 근로자가 주어진 직
무를 스스로 변화시켜 의미 있는 일로 만드는 일련의 활동으로, 전체 근
로자의 잡 크래프팅 평균(표준편차)은 3.40(.53)으로 확인되었다(표 3-2
참조).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산업 내 근로자들은 자신의 직무를 보다 잘
수행하기 위해서 직무를 적극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실
제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성별에 따라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가 평균 3.37
그리고 여성의 경우가 평균 3.35로 0.02 정도의 차이를 보였으나, 이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잡 크래프팅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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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3-11 참조).
연령에 따라 집단 간 잡 크래프팅 평균이 얼마나 다른지를 살펴본 결
과는 <표 3-12>와 같다. 잡 크래프팅의 전체 평균인 3.40을 기준으로 보
았을 때, 50～60대 이상 집단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
의 집단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머지 20～40대 집단
중 40대 집단에서 잡 크래프팅이 가장 낮은 3.30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
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와 같은 차이는 연령대가 높을수
록 즉, 직무에 있어서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 축적이 많이 되어 있을수
록 직무를 적극적으로 재설계하고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행위의 수준이
높아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표 3-13>은 직종에 따른 잡 크래프팅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전체평균은 3.40이었는데, 이 표에서는 현장직의 경우 잡 크래프
<표 3-11> 성별에 따른 잡 크래프팅
N

잡 크래프팅 평균

ANOVA

남성

702

3.37(.55)

여성

526

3.35(.50)

F=.42
(p=n.s.)

자료 : 저자 작성.
<표 3-12> 연령에 따른 잡 크래프팅
N

잡 크래프팅 평균

20대(만 20～29세)

231

3.38(.56)

30대(만 30～39세)

329

3.34(.54)

40대(만 40～49세)

300

3.30(.52)

50대(만 50～59세)

252

3.40(.49)

60대 이상(만 60세～)

116

3.46(.50)

ANOVA

F=2.72*
(p<.05)

자료 : 저자 작성.
<표 3-13> 직종에 따른 잡 크래프팅
N

잡 크래프팅 평균

ANOVA

관리지원직

750

3.41(.49)

현장직

478

3.28(.57)

F=19.04***
(p<.001)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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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 평균이 3.28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리지원직의 경우 3.41로 전
체 평균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현장직군 직무의
경우 스스로 직무를 재설계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의 잡 크래프팅은 평균 3.21로 전체평균과 정규직의 평균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규직은 3.38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14 참조).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면,
비정규직이 스스로 직무를 재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이유를 두 가
지로 볼 수 있다. 먼저, 비정규직은 고용계약 기간의 제한성이 직무 수행
에 있어서 능동성을 저해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고용계약
의 지위상 조직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제약되었을
수 있으며, 그 밖에도 기타 심리적인 요인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잡
크래프팅을 제한하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따른 잡 크래프팅을 살펴보면(표 3-15 참조), 노
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가입한 근로자들의 잡 크래프팅
평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 가입 근로자들의 잡 크래
프팅은 평균 3.46으로서 전체 평균 3.40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의 특성과 노동조합의 역할에
서 기인했다 볼 수 있겠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몇몇 특수한 상
황을 제외하면 적극적 행위로서 노동조합 가입을 선택했을 것이며, 이러한
<표 3-14> 고용계약 형태에 따른 잡 크래프팅
비정규직
정규직

N
138
1,090

잡 크래프팅 평균
3.21(.62)
3.38(.51)

ANOVA
F=12.59***
(p<.001)

자료 : 저자 작성.
<표 3-15>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따른 잡 크래프팅
N

잡 크래프팅 평균

ANOVA

미가입

921

3.33(.54)

가입

307

3.46(.49)

F=15.17***
(p<.001)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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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적극성은 업무를 수행하는 장면에서도 이어졌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물리적 자원 및
정보들이 조합원들에게 직무를 재설계할 수 있는 원천이 되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기업규모에 따른 잡 크래프팅 차이를 살펴보면(표 3-16 참조), 잡 크래
프팅 평균이 기업규모에 따라 최대 3.40에서 최소 3.34로 그 차이가 미미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
는 기업규모 정도가 근로자들의 잡 크래프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나
타낸다.
<표 3-17>를 통해 산업에 따른 잡 크래프팅의 차이를 살펴보면, 평균
이 가장 낮은 산업이 운수 및 창고업(평균=3.14)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표 3-16> 기업규모에 따른 잡 크래프팅
10인 이상～50인 미만
50인 이상～100인 미만
100인 이상～300인 미만
300인 이상

N
385
267
235
341

잡 크래프팅 평균
3.34(.48)
3.36(.52)
3.40(.60)
3.36(.53)

ANOVA
F=.62
(p=n.s.)

자료 : 저자 작성.
<표 3-17> 산업에 따른 잡 크래프팅

241
130
113
142
57
20
181

잡크래프팅
평균
3.37(.49)
3.14(.57)
3.38(.63)
3.44(.62)
3.37(.42)
3.48(.41)
3.45(.47)

98

3.38(.43)

97
112
37

3.39(.52)
3.29(.48)
3.35(.58)

N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
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자료 : 저자 작성.

ANOVA

F=3.3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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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평균=3.29)이다. 반면, 평균이 높은 산업을 살펴보면, 부동산업
(평균=3.48)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평균=3.45) 그리고 정보통신업
(평균=3.44)이었다. 이는 앞서 분석한 직무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숙련요
건과 잡 크래프팅의 결과가 맞물려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잡 크래프팅 수준이 낮은 산업 특성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직무의 숙련
요건이 낮고 업무 환경이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산업의 경우 환
경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요구가 많고 동시에 인력이 부족한 양상일 수 있
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이 자신의 직무를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잡 크래프팅 평균이
높은 산업을 살펴보면, 서비스업 중에서도 자본과 고급기술이 몰려 있는
특성을 공통적으로 추출할 수 있으며, 이는 직무에 대한 숙련요건이 높음
과 동시에 직무를 수행하는 환경 또한 풍족하고 여유 있는 업무환경일 가
능성이 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산업의 근로자들이 보다 적극
적으로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를 재설계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었을 것으
로 볼 수 있다.

다. 재량권 확보 정도
재량권은 특정 작업환경에서 근로자 스스로 결정하고 감독자 또는 동
료 등 타인의 통제 없이 행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직무자율성
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Hackman and Oldham, 1980). 본 연구에서는
재량권을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나 근무시간
등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으로 본다. 서비스산업 근로자
의 재량권 확보 정도의 평균(표준편차)은 3.20(.81)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참조). 이는 서비스산업 내 근로자들의 직무에 대한 재량권이 보통(3
점) 수준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나 높지 않음
을 보여준다.
성별에 따른 재량권 확보 정도를 살펴본 결과, 남녀 각각 3.21과 3.19로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특정 성별이라고 해서 재량
권 확보 정도가 더 높거나 더 낮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3-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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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를 통해 연령에 따른 재량권 확보 정도를 살펴보면, 20대가
평균이 3.29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평균 3.1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 밖의 연령집단 역시 재량권 확보 정도의 평균이 비슷한 수준인 것
으로 확인되었으며, 집단 간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특정 연령대라고 해서 재량권 확보 정도가 높거나
낮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연령대 이외의 요인들이 재량권 확보
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표 3-18> 성별에 따른 재량권 확보 정도
N

재량권 확보 정도 평균

남성

702

3.21(.82)

여성

526

3.19(.80)

ANOVA
F=.14
(p=n.s.)

자료 : 저자 작성.
<표 3-19> 연령에 따른 재량권 확보 정도
N

재량권 확보 정도 평균

20대(만 20～29세)

231

3.29(.80)

30대(만 30～39세)

329

3.15(.82)

40대(만 40～49세)

300

3.16(.84)

50대(만 50～59세)

252

3.21(.78)

60대 이상(만 60세～)

116

3.24(.78)

ANOVA

F=1.24,
(p=n.s.)

자료 : 저자 작성.

직종에 따른 재량권 확보정도를 살펴보면, 관리지원직이 현장직과 비
교하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3-20 참조). 이를 통해 서비스를 실제
제공하는 현장직 근로자의 직무수행 시의 재량권이 높지 않은 특성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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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직종에 따른 재량권 확보 정도
N

재량권 확보 정도 평균

ANOVA

관리지원직

750

3.29(.77)

현장직

478

3.06(.85)

F=25.62***
(p<.001)

자료 : 저자 작성.
<표 3-21> 계약형태에 따른 재량권 확보 정도
N

재량권 확보 정도 평균

ANOVA

138

2.94(.85)

1,090

3.23(.80)

F=16.37***
(p<.001)

비정규직
정규직

자료 : 저자 작성.

<표 3-21>을 보면, 계약형태에 따른 재량권 확보 정도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는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평균이 각각 2.94와 3.23으로 비정규
직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동일하게, 비정규
직이라는 고용계약 형태에서 비롯되는 실제 객관적인 제한성들과 동시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심리적 요인들이 이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유추
해 볼 수 있다.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따른 재량권 확보 정도를 살펴보면(표 3-22 참
조),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와 비교하여 가입한 근로자의 재량권 확보 정
도의 평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
는 노동조합의 역할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노동조합은 조합
원들에게 정보를 포함한 각종 자원들을 제공할 뿐 아니라 조합원을 대신
하여 성취한 근로조건에 대한 발언권들 및 다양한 재량권들을 확보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의 재량권 확보 정도의 평균이 높을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
<표 3-22>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따른 재량권 확보 정도
N

재량권 확보 정도 평균

ANOVA

미가입

921

3.13(.83)

가입

307

3.41(.72)

F=26.99***
(p<.001)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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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기업규모에 따른 재량권 확보 정도
N

재량권 확보 정도 평균

10인 이상～50인 미만

385

3.16(.77)

50인 이상～100인 미만

267

3.19(.79)

100인 이상～300인 미만

235

3.22(.87)

300인 이상

341

3.25(.82)

ANOVA

F=.68
(p=n.s.)

자료 : 저자 작성.
<표 3-24> 산업에 따른 재량권 확보 정도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
스업

N
241
130
113
142
57
20
181

재량권 확보 정도 평균
3.12(.78)
2.86(.85)
3.26(.90)
3.41(.88)
3.20(.79)
3.61(.59)
3.22(.79)

98

3.25(.70)

97
112

3.18(.78)
3.23(.75)

37

3.47(.66)

ANOVA

F=4.59***
(p<.001)

자료 : 저자 작성.

<표 3-23>을 통해 기업 규모에 따라 재량권 확보 정도를 살펴보면, 그
평균이 최대 3.25에서 최소 3.16으로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업규모가 크거나 혹은 작다고 해서 해당
집단의 근로자들이 느끼는 재량권 수준이 차이 난다기보다는 집단 내 개
별 근로자들이 재직하는 기업에 따라서 재량권 확보 정도가 차이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근로자들이 지각하는 재량권 확보 정도는 기업규모보
다는 재직 기업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재량권 확보 정도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24 참조). 평
균이 낮은 산업이 운수 및 창고업(평균=2.86), 도매 및 소매업(평균=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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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교육서비스업(평균=3.18)이었고, 평균이 높은 산업은 부동산업(평
균=3.6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평균=3.47) 그리고 정보통신
업(평균=3.41)이었다. 재량권 확보 정도가 낮은 산업은 운수 및 창고업과
같이 산업 전반이 전체적으로 열악하거나 교육서비스업처럼 규격화된 콘
텐츠를 전달하고, 그 형식이 제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재량권 확보 정도가 높은 산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근
무 형태가 자유롭거나, 개인의 전문성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개별 서비스 산업의 특성 차이가 재량권 확보 정도의 차이
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스마트 기술
최근 서비스업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스마트 기술은 일하는 데 사용
하는 스마트/디지털 기술로 화상회의, 원격근무시스템, SNS 등의 협업툴
(솔루션)이나 또는 사물인터넷(IoT), 키오스크, 셀프 체크아웃, 3D, 빅데
이터, 인공지능 등과 같이 일하는 현장에 도입된 기술을 의미한다. 이 스
마트 기술이 본인의 업무수행에 충분히 사용할 만한지, 얼마나 도움이 되
는지, 유용한지 또는 고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지 등에 대해 물었다.
전체 근로자의 스마트 기술에 대한 인식 평균(표준편차)은 3.10(.89)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보다는 높지만 스마트 기술의 가치에 대한 판단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표 3-2 참조).
성별에 따른 스마트 기술의 평균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평균 3.10으로
동일하였으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남녀 집단에 따라 업
무수행에 있어 스마트 기술의 유용성을 지각하는 데 차이가 없음을 의미
한다(표 3-25 참조).
<표 3-25> 성별에 따른 스마트 기술
N

스마트 기술 평균

ANOVA

남성

702

3.10(.90)

여성

526

3.10(.87)

F=.00
(p=n.s.)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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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시 스마트 기술을 얼마나 유용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는지를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가장 높은 수준의 평균을 가진 집단이 50
～60대였으며, 의외로 30대가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다(표 3-26 참조). 이
와 같은 집단 간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전체 근로자
평균이 3.10인 것을 기준으로 이 결과는 기존에 사람이 직접 업무를 수행
하던 시절의 경험과 스마트 기술의 도입으로 더욱 빨리 그리고 편리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험을 뚜렷이 대비시킬 수 있는 50～60대가 스마트
기술의 편의성과 유용성을 높게 평가한 결과인 것으로 유추된다.
직종에 따른 스마트 기술 평균을 살펴보면, 관리지원직이 3.16, 그리고
현장직이 3.01이었으며, 이 차이는 유의미하였다(표 3-27 참조). 이와 같
은 차이 역시 동일하게 직종별 특성에 기인한 결과이며, 스마트 기술이
기업 내부와 소비자를 대면하는 현장에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지만, 각각
의 장소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지각하는 효용성은 차별적임을 알려
준다. 더욱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소비자를 대면해야 하는 경우,
스마트 기술이나 그 사용 절차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시
키는 과정들이 추가되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장직 근로자들
의 스마트 기술에 대한 평가가 관리지원직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상대적
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표 3-26> 연령에 따른 스마트 기술
20대(만 20～29세)
30대(만 30～39세)
40대(만 40～49세)
50대(만 50～59세)
60대 이상(만 60세～)

N
231
329
300
252
116

스마트 기술 평균
3.11(.91)
2.99(.91)
3.06(.89)
3.23(.84)
3.24(.86)

ANOVA

F=3.51**
(p<.01)

자료 : 저자 작성.
<표 3-27> 직종에 따른 스마트 기술
관리지원직
현장직

자료 : 저자 작성.

N
750
478

스마트 기술 평균
3.16(.86)
3.01(.93)

ANOVA
F=8.92**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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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에 따른 스마트 기술에 대한 평가 역시 정규직(평균=3.12)과
비교하여 비정규직(평균=2.95)에서 그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28 참조). 이것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성 및
근로조건의 한계, 가용 자원 접근의 제한 등과 같은 원인으로부터 비롯되
었다고 판단된다.
<표 3-29>를 통해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따른 스마트 기술에 대한 평
가를 확인해 보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평균=3.01)들과 비
교하여 가입한 근로자들의 평균이 3.38로 높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역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역할 및 가입 근로자들의 특성
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규모에 따라 스마트 기술 평가의 차이를 살펴보면(표 3-30 참조),
전반적으로 기업규모가 가장 작은 집단에서 평균이 2.95로 가장 낮았고,
<표 3-28> 고용형태에 따른 스마트 기술
N
비정규직
정규직

스마트 기술 평균

ANOVA

138

2.95(.92)

1,090

3.12(.88)

F=4.48*
(p<.05)

자료 : 저자 작성.
<표 3-29>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따른 스마트 기술
N

스마트 기술 평균

ANOVA

미가입

921

3.01(.90)

가입

307

3.38(.80)

F=40.88***
(p<.001)

자료 : 저자 작성.
<표 3-30> 기업규모에 따른 스마트 기술
N

스마트 기술 평균

10인 이상～50인 미만

385

2.95(.90)

50인 이상～100인 미만

267

3.18(.83)

100인 이상～300인 미만

235

3.08(.95)

300인 이상

341

3.24(.86)

자료 : 저자 작성.

ANOVA

F=7.1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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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가 가장 큰 집단에서 평균이 3.24로 가장 높았다. 기업규모가 클
수록 전사적인 스마트 기술의 도입과 활용에 대한 지원의 규모가 크기 때
문 스마트 기술에 대한 평가가 호의적인 것이라 판단할 수 있으며, 기업
규모가 작은 곳에서는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표본상 중간 규모의 기업에서 스마트 기술 평가에 대
한 설명은 제한적이다.
업종에 따른 스마트 기술을 살펴보면(표 3-31 참조), 스마트 기술에 대
한 평가 수준이 가장 낮은 업종은 운수 및 창고업(평균=2.84)과 숙박 및
음식점업(평균=2.98)이고, 가장 높은 곳은 부동산업(평균=3.42), 정보통신
업(평균=3.31), 그리고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평균=3.23)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낮은 업종의 경우, 전반적으로 열악한 산업 환경과
더불어 스마트 기술 도입이 늦거나 보편화 정도가 낮은 산업에 속한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높은 업종의 경우, 산업의 특성상 정보통신 또
는 스마트 기술이 널리 활용되거나 직접 개발하는 산업, 혹은 부동산업과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같이 소비자와의 연결 플랫폼이 중요한 산업들이
여기에 해당되었다.
<표 3-31> 업종에 따른 스마트 기술
N

스마트 기술 평균

도매 및 소매업

241

3.06(.89)

운수 및 창고업

130

2.84(.92)

숙박 및 음식점업

113

2.98(.97)

정보통신업

142

3.31(.87)

57

3.19(.80)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20

3.42(.88)

181

3.11(.9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
스업

98

3.07(.80)

교육서비스업

97

3.21(.84)

112

3.14(.87)

37

3.23(.8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자료 : 저자 작성.

ANOVA

F=2.79**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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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연근무제 활용 및 제도 활용 환경
유연근무제(flexible work arrangement)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의미하
며, 업무 일정의 유연성, 업무량의 유연성, 업무장소의 유연성을 모두 포
함한다(Workplace Flexibility, 2010).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유연근무
제 활용은 유연근무제도로 대표되는 여덟 가지 제도(시차출퇴근제, 재택
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적 시간근무제, 집중근무제, 재량근무제, 근로시
간단축제, 단축 일시적 근로시간단축제)의 존재 및 활용 유무를 결합한
질문의 응답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였다. 유연근무제 제도 활용 환경은,
실제 제도의 활용에 있어서 조직 환경(예: 상사, 동료)의 지원 수준에 대
하여 그 현황을 살펴보았다.
1)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전체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은 [그림 3-1]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제도 없음에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제도로는 원격근무제, 집중
근무제, 재량근무제가 있었다. 한편, 제도 없음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제도, 즉, 근로자들이 해당 제도가 존재한다고 많이 응답한 것으로
는 재택근무제, 선택적 시간근무제, 시차출퇴근제가 있었다. 그다음으로
는 단축 일시적 근로시간단축제, 근로시간단축제가 그 뒤를 이었다. 그리
고 주목할 것은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재직하고 있는 곳에 제
도가 존재하더라도 제도를 활용함에 응답한 비율보다 거의 활용하지 않
음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성별에 따른 유연근무제의 활용 현황은 [그림 3-2]와 같다. 이 중에서
개별 제도에 대한 응답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중근무제(χ2=22.55, p<.001)와 재량근무제(χ2=8.83, p<.01)에서
남녀의 응답 차이가 뚜렷하게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2]의 그
래프를 보면, 집중근무제와 재량근무제에 대하여 여성이 제도 없음에 응
답한 비율이 남성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여
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회사 또는 업종에서 해당 제도들을 잘 갖추지 못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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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단위 : %)

자료 : 저자 작성.
[그림 3-2] 성별에 따른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단위 : %)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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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을 통해 연령대에 따른 유연근무제 활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의 제도들에 대해 각 연령별 집단들의 응답은 ‘제도 없음>있으나 거의 활
[그림 3-3] 연령에 따른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단위 : %)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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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유연근무제 제도별 활용함에 대한 연령별 응답 현황

(a)

(b)

(c)

(d)

(e)

(f)

근로시간단축제 활용함

단축 일시적 근로시간단축제 활용함

(g)

(h)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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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지 않음>활용함’ 순서로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어 집단 간 응답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집중근무제에 한하여, 연령대별 응답이 차이를
보인다(χ2=23.15, p<.01). 그 원인을 살펴보면, 30대의 경우 제도 없음에
응답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약간 높았고 ,동시에 60대의 경우 제도가
있으나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타 집단에 비하여 상당히 높
은 것이 확인 가능하며, 활용함에 응답한 비율은 50대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유연근무제 활용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
기 위해 개별 제도에 대해 ‘활용함’으로 응답한 연령대별 비율을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는 [그림 3-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활용함
에 응답한 연령대는 30～5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각 제도마다 근소한
차이로 30대 또는 40대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한편, 집단 간 응답의 차이
를 보인 집중근무제의 경우[그림 3-4, (e) 참조], 30대와 동등한 비율로 50
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눈에 띄는 결
과를 보인 제도는 단축 일시적 근로시간단축제로서 활용함에 응답한 근
로자들의 연령이 20대와 60대가 동일하게 21%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4, (h) 참조]. 이와 같은 응답 비율은 특히, 60대가 다른 제
도들에 ‘활용함’으로 응답한 비율이 6～10% 사이인 것을 감안한다면, 상
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직종에 따른 유연근무제에 대한 현황은 [그림 3-5]와 같다. 개별 제도
에 대한 직종 간 응답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2

2

결과, 사차출퇴근제(χ =8.28, p<.05), 재택근무제(χ =49.97, p<.001), 원격
근무제(χ2=17.62, p<.001)와 선택적 시간근무제(χ2=12.05, p<.01)에 대하
여 직종 간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그림 3-5]의 그래프를 통해 자세
히 살펴보면, 위의 4개 제도에 대하여 현장직 근로자 집단이 제도 없음으
로 응답한 비율이 관리지원직 근로자 집단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활용함으로 응답한 비율은 상당히 낮았다. 이는 서비
스업 특성상 현장에서 개별 소비자들을 상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직 근로자들에게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
하는 제도가 확보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러한 제도가 있더라
도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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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직종에 따른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단위 : %)

자료 : 저자 작성.

고용형태에 따른 유연근무제도 활용 현황을 [그림 3-6]의 그래프로 살
펴보면, 전반적으로 제도 없음의 응답 비율이 높은 패턴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고용형태별 집단 간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살펴보면, 사차출퇴근제(χ2=6.49, p<.05), 재택근무제(χ2=10.24, p<.01),
2

2

원격근무제(χ =11.87, p<.01), 선택적 시간근무제(χ =6.37, p<.05) 그리고
2

재량근무제(χ =12.67, p<.01)에서 그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위
의 제도에 대해서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제도 없
음에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
자들에 비해 정규직 근로자들은 제도는 있으나 거의 활용 안 함에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응답
원인은 열악한 근무환경 또는 정보의 소외 등으로 인한 것일 수 있으며,
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 유연근무제 활용을 장려하는 조직의 지원이 부
족하다는 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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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고용형태에 따른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단위 : %)

자료 : 저자 작성.

노조 가입 여부에 따른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3-7]
의 그래프에서도 눈에 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듯이, 8개의 유연근무제 대
부분에 대해서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집단의 제도 없음 응답 비율이 압
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노동조합 가입 집단의 경우 제
도 없음과 제도가 있으나 거의 활용 안 함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
2

2

타났다(시차출퇴근제 : χ =48.02, p<.001; 재택근무제 : χ =71.06, p<.001; 원
격근무제 : χ2=84.18, p<.001; 선택적 근무시간제 : χ2=69.91, p<.001; 집중
2

2

근무제 : χ =84.13, p<.001; 재량근무제 : χ =70.18, p<.001; 근로시간단축제 :
2

2

χ =45.77, p<.001; 단축 일시적 근로시간단축제 : χ =56.76, p<.001). 이와
같은 집단 간 응답의 차이는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에게 제도에 대한 이해
와 정보 제공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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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노조 가입 여부에 따른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단위 : %)

자료 : 저자 작성.

기업규모에 따른 유연근로제 사용 현황은 [그림 3-8]의 그래프와 같다.
전체적으로 개별 제도에 대한 응답 패턴은 유사하나, 기업규모가 가장 작
은 10인 이상～50인 미만인 집단에서 제도 없음이라고 응답한 근로자 비
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업규모가 가장 큰 300인 이상
의 집단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상당히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제반 시설이 갖춰져야 제도 시행이 가능한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의
경우, 기업규모가 가장 작은 집단에서 제도 없음 응답비율이 눈에 띄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제도에 대한 응답의 차이는 재량근무
제도와 단축 일시적 근로시간단축제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하였다(시차
출퇴근제 : χ2=44.02, p<.001; 재택근무제 : χ2=87/14, p<.001; 원격근무제 :
2

2

χ =32.678, p<.001; 선택적 근무시간제 : χ =42.20, p<.001; 집중근무제 : χ
2

=28.38 p<.001; 근로시간단축제 : χ2=21.60, p<.01).

제3장 서비스산업 일터혁신 현황: 근로자 인식을 중심으로

59

[그림 3-8] 기업규모에 따른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단위 : %)

자료 : 저자 작성.

세부 산업별 유연근무 활용 현황도 살펴보자.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그
2

림 3-9]의 그래프를 통해 각 산업별 응답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χ

=46.71, p<.01), 대부분의 산업에 제도 없음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눈에 띄는 점은 금융 및 보험업에서 제도 없음보다 제도는 있으나

60

서비스산업 일터혁신 사례 연구

[그림 3-9] 산업에 따른 시차출퇴근제 활용 현황
(단위 : %)

자료 : 저자 작성.

거의 활용 안 함의 응답 비율이 약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활용함
에 응답한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낮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금융
및 보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업무를 수행하
는 특성(예: 은행 영업시간, 각종 주식시장 시간 등)을 가진 직무가 다수
있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와 다른 제도를 통해
유연성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재택근무제에 대한 산업별 응답의 차이를 [그림 3-10]을 통해
살펴보자. 산업별 응답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χ2=46.71, p<.01),
구체적으로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제도 없음이라 응답한 근로자 비율이
5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산업의 특징들은 주로 소비자를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한편, 정보통신업에서는 재택근무
제도를 활용함이라고 응답한 근로자 비율이 동일 산업 내에서 가장 높았
으며, 다른 산업들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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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산업에 따른 재택근무제 활용 현황
(단위 : %)

자료 : 저자 작성.

통신업이 재택근무를 위해 필요한 제반 시설을 잘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시설을 갖추고 활용하는 데 정보통신 기술들이 쉽게 활용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뿐만 아니라, 재택근무 환경에 대해 근로자들의 접근성
이 높고 친숙하다는 점 역시 응답 비율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 산업별 원격근무제 활용현황은 [그림 3-11] 그래프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원격근무제도가 없음에 응답한 근로자 비
율이 55%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격근무제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χ2=84.12, p<.001). 다만, 정보통
신업과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응답들 중 원격근무제를 활
용함에 응답한 비율이 각각 26.1%와 18.6%로 다른 산업들과 비교하여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산업의 특징으로는 원격근무제도를 시행하기 위
한 온라인 기반의 시스템과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하
여 실제 원격근로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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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산업에 따른 원격근무제 활용 현황
(단위 : %)

자료 : 저자 작성.

선택적 근무시간제 활용 현황에 대한 세부 산업의 응답 차이는 유의한
2

것으로 확인되었으며(χ =45.41, p<.01), [그림 3-12]를 통해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다. 역시나 선택적 근무시간제는 대면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
는 산업들(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에서 제도 없음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 활용함에 응답한 비율은 40.5%로 다른
산업들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예술, 스포
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고유한 업무 특성과 그
에 따른 근무 형태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예: 24시간 운영, 1 : 1 맞
춤서비스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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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산업에 따른 선택적 근무시간제 활용 현황
(단위 : %)

자료 : 저자 작성.

집중근무제 활용 현황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산업마다 집중근무제도가
2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χ =40.93,
p<.01). 그 밖에 집중근무제가 있으면서 동시에 활용을 한다고 응답한 근
로자의 비율이 정보통신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 비
교적 높게 나타났다(그림 3-13 참조). 이러한 결과는 정보통신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비교적 다른 산업들에 비해 업무수
행이 자유로울 것이라 예측하게 한다. 특히, 앞서 재량권 확보 정도 분석
결과와 함꼐 본다면 위의 예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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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산업에 따른 집중근무제 활용 현황
(단위 : %)

자료 : 저자 작성.

재량근무제 활용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다른 제도들과 유사하게 산업
2

별로 제도 없음이라고 응답한 근로자 비율이 모두 50% 이상이었다(χ =
35.94, p<.01). 대부분의 산업에서 제도 없음 응답에 이어 제도는 있으나
거의 활용 안 함, 활용함의 순으로 응답 비율이 낮아졌다(그림 3-14 참
조). 자세히 살펴보면,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업에서 재량근무제 활용
함이 다른 응답과 비교하여 매우 낮았으며, 이는 업무수행 장소, 방식 면
에서 재량 부여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업종 특수성에 기인한 결과라
볼 수 있다. 한편, 11개의 산업 중 유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업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함이라 응답한 근로자 비율이 24.3%나 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해당 산업 특성상 유연한 근로형태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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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산업에 따른 재량근무제 활용 현황
(단위 : %)

자료 : 저자 작성.

근로시간단축제의 경우, 대부분의 산업에서 제도 없음이라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제도가 있으나 거의 활용
안 함, 활용함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응답 패턴은 산업마다 동일하
게 관찰되었으며, 산업 간 응답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χ2=27.89, p=n.s.).
마지막으로, 산업에 따라 단축 일시적 근로시간단축제 활용 현황을 살
펴보면,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모든 산업에서 제도 없음의 응답 비
율이 가장 높았고, 제도는 있으나 거의 활용 안 함, 그리고 활용함 순으로
2

나타났다(χ =35.50, p<.05, 그림 3-15 참조). 금융 및 보험업에서는 제도
는 있으나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동시에
활용한다는 응답 비율은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역시 지정된 시간 동안에 업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산업 특성 때문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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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산업에 따른 단축 일시적 근로시간단축제 활용 현황
(단위 : %)

자료 : 저자 작성.

2) 유연근무제 활용 환경
유연근무제 활용 환경은 근로자들의 유연근무제 활용과 관련한 조직
내 환경을 의미한다. 즉, 조직, 상사 및 동료가 유연근무제 활용을 지원하
고 장려하며, 유연근무제 활용에 얼마나 호의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느
냐 하는 정도를 말한다.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평가하는 유
연근무제 활용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평균(표준평차)은 2.91(.82)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통이다’에 해당하는 3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서
비스산업 내 근로자들은 유연근무제 활용을 위한 조직의 지원(기술적 지
원, 사용 분위기 지원 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성별 집단 간 유연근무제 활용 환경에 대해 평균 차이가 존재하
는지를 살펴본 결과, 남성의 경우 평균이 2.94, 여성의 경우 2.88인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32 참고). 이와 같은 남성과 여성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근로자들이 특정 성별이라고 해서 유연근무제
도 활용 환경 평가를 높거나 낮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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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에 따른 유연근무제도 활용 환경의 평균을 살펴보면, 60대 이상
에서 평균 3.02로 가장 높은 것이 확인되었으며, 50대와 20대가 각각 평균
2.98, 2.94로 나타났다. 30대와 40대 집단의 경우 유연근무제도 활용 평균
이 2.86으로 동일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령대별 유연근무제도 활용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33 확
인). 이는 근로자의 연령대에 따라 특별히 유연근무제도 활용 평가 수준
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직종별 유연근무제도 활용 환경 평가를 살펴보면, 관리지원직이 평균
2.98 그리고 현장직이 2.81인 것으로 확인된다(표 3-34 참조). 관리지원
<표 3-32> 성별에 따른 유연근무제도 활용 환경
N

유연근무제도 활용 환경 평균

ANOVA

남성

702

2.94(.83)

여성

526

2.88(.79)

F=1.39
(p=n.s.)

자료 : 저자 작성.
<표 3-33> 연령대에 따른 유연근무제도 활용 환경
N

유연근무제도 활용 환경 평균

20대(만 20～29세)

231

2.94(.86)

30대(만 30～39세)

329

2.86(.82)

40대(만 40～49세)

300

2.86(.83)

50대(만 50～59세)

252

2.98(.76)

60대 이상(만 60세～)

116

3.02(.78)

ANOVA

F=1.61
(p=n.s.)

자료 : 저자 작성.
<표 3-34> 직종에 따른 유연근무제도 활용 환경
N

유연근무제도 활용 환경 평균

ANOVA

관리지원직

750

2.98(.78)

현장직

478

2.81(.86)

F=13.40***
(p<.001)

자료 : 저자 작성.

68

서비스산업 일터혁신 사례 연구

직이 현장직에 비하여 다소 높았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직종의 특징으
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 직종 특성상 현장에서 고객
을 대면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현장직 근로자들은 관리지원직
근로자들에 비해 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한다거나 업무 공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사용에 제약을 받기 쉽다. 이로 이하여 유연
근무제도 활용을 장려하는 환경 역시 낮게 평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고용형태에 따라 유연근무제도 활용 평균을 살펴보면, 비정규직이 2.86,
정규직이 2.92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3-35 참조). 즉, 조직 내 유연근무제도 활용을 장려하고 지원하
는 환경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조직과 맺은 고용형태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연근무제도 활용 환경을 노조 가입 여부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입 근
로자와 미가입 근로자간에 차이가 확인 되었다(표 3-36 참조). 노조 미가
입 근로자와 비교하여 가입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도 활용 환경을 보다 긍
정적으로 인지한 것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결정적이
라고 볼 수 있다.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유연근무제도 활용 환경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
면, 기업규모가 증가할수록 유연근무제도 활용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
<표 3-35> 고용형태에 따른 유연근무제도 활용 환경
N
비정규직
정규직

유연근무제도 활용 환경 평균

ANOVA

138

2.86(.84)

1,090

2.92(.81)

F=.74
(p=n.s.)

자료 : 저자 작성.
<표 3-36> 노조 가입 여부에 따른 유연근무제도 활용 환경
N

유연근무제도 활용 환경 평균

ANOVA

미가입

921

2.81(.82)

가입

307

3.22(.74)

F=60.27***
(p<.001)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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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3-37 참조).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
로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기업규모가 클수록 유연근무제 활용을 위한
기술적 투자와 같은 물리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수 있으며, 동시에 이
를 바탕으로 조직 내 제도 활용을 위한 분위기 및 조직문화 조성이 가능
하다는 것이다.
산업별 유연근무제도 활용 환경 현황을 살펴보면, <표 3-3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산업에 따라 그 평균값이 차이가 나고, 이 차이에 의미
가 있음을 드러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
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유연근무제도 활용 환경을 전체 평균보다 낮
게, 즉 열악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산업의 특성
에서 기인한 것으로, 유연근무제 활용과 유사하게 나타난 결과라 볼 수
<표 3-37> 기업규모에 따른 유연근무제도 활용 환경
10인 이상～50인 미만
50인 이상～100인 미만
100인 이상～300인 미만

N
385
267
235

유연근무제도 활용 환경 평균
2.79(.81)
2.88(.79)
2.89(.88)

300인 이상

341

3.10(.77)

ANOVA
F=9.31***
(p<.001)

자료 : 저자 작성.
<표 3-38> 산업에 따른 유연근무제도 활용 환경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자료 : 저자 작성.

N

유연근무제도
활용 환경 평균

ANOVA

241
130
113
142
57
20
181
98
97
112
37

2.85(.75)
2.61(.86)
2.87(.91)
3.09(.91)
2.99(.80)
2.95(.61)
2.99(.77)
2.89(.73)
2.97(.79)
2.96(.83)
3.17(.70)

F=3.47***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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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반면, 정보통신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그리고 예술, 스포
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는 유연근무제도 활용 환경을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역시, 유연근무제도 활
용을 위한 제반 시설을 갖춘 산업들에서 보여주는바, 근무형태 또는 업무
내용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이 적합한 산업적 특징으로부터 비롯된 것
이라 추측된다.
바. 일터혁신 현황
일터혁신은 근로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일과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혁신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살펴본 일터혁신의 평균은
3.11이었다. 세부 요소별로 살펴보면, 혁신에 대한 근로자 참여가 평균 3.18,
혁신성과에 대한 보상이 평균 3.00, 그리고 혁신활동을 위한 역량강화가
평균 3.06으로 나타났다(표 3-39 참조). 세부 요소 간 평균을 보면, 혁신
에 대한 근로자 참여가 이루어진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다른 요소에 비하
여 높고, 혁신활동을 위한 역량 강화, 혁신성과에 대한 보상이 상대적으
로 낮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
성 및 기업규모, 세부 산업 등을 기준으로 일터혁신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근로자들의 성별 집단에 따라 일터혁신 인식이 차이 나는지를 살
펴보기 위해 평균 분석 및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에서 일터혁신 평균이 3.11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 요소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혁신에 대한 보상 평균
<표 3-39> 일터혁신 및 세부 요소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편차)

자료 : 저자 작성.

N

일터혁신

혁신에 대한
근로자 참여

혁신성과에
대한 보상

혁신활동을
위한 역량
강화

1,228

3.11(.76)

3.18(.78)

3.00(.94)

3.0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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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0> 성별에 따른 일터혁신

N

일터혁신

혁신에 대한
근로자 참여

혁신성과에
대한 보상

혁신활동을
위한 역량
강화

남성

702

3.11(.79)

3.16(.82)

3.03(.94)

3.06(.87)

여성

526

3.11(.71)

3.20(.74)

2.96(.94)

3.06(.86)

.04, n.s.

1.09, n.s.

.20, n.s.

.02, n.s.

ANOVA(F-value)

주 : *** p<.001, ** p<.01, * p<.05.
자료 : 저자 작성.

이 3.03으로 높았고, 여성의 경우 혁신에 대한 근로자 참여가 평균 3.20으
로 높았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3-40
참조). 이는 근로자의 성별에 따라 일터혁신이 다르지 않음을 의미하며,
성별 이외에 일터혁신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존재할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일터혁신 현황의 차이를 살펴보면(표 3-41 참조), 60대 이
상이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냈으며, 50대, 20대 순이었다. 하지만 30～40
대가 각각 일터혁신 평균이 3.03과 3.04로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와
같은 유의미한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터혁신
의 세부 요소별 연령집단 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혁신성과에 대한 보
상과 혁신활동을 위한 역량강화에서는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혁신에 대한 근로자 참여에 대하여 근로자의 연령집단
간 평균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고, 이것으로부터 전체 일터혁신에 대한
연령 간 차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일터혁신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
식은 30～40대와 비교하여 20대와 50～60대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
었고, 이와 같은 차이는 세대적 특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개성이 강하
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20대, 그리고 작업장에서 변화를 주도할 수 있
는 실질적인 권한과 발언권이 보장되는 50～60대의 경우 혁신 활동을 보
다 민감하게 지각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혁신에 대한 근로자 참여를
더욱 긍정적으로 인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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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연령에 따른 일터혁신

20대(만 20～29세)
30대(만 30～39세)
40대(만 40～49세)
50대(만 50～59세)
60대 이상(만 60세～)
ANOVA(F-value)

N

일터혁신

혁신에 대한
근로자 참여

231
329
300
252
116

3.15(.76)
3.03(.73)
3.04(.79)
3.21(.74)
3.22(.75)
3.21*

3.21(.76)
3.11(.79)
3.08(.81)
3.29(.76)
3.32(.74)
4.41**

혁신성과
에 대한
보상
3.02(.96)
2.91(.93)
2.96(.94)
3.11(.93)
3.08(.92)
1.88, n.s.

혁신활동
을 위한
역량 강화
3.10(.91)
2.99(.84)
3.03(.88)
3.12(.85)
3.12(.83)
1.24, n.s.

주 : *** p<.001, ** p<.01, * p<.05.
자료 : 저자 작성.
<표 3-42> 직종에 따른 일터혁신
N

일터혁신

혁신에 대한
근로자 참여

혁신성과에
대한 보상

혁신활동을
위한 역량
강화

관리지원직

750

3.18(.71)

3.26(.74)

3.05(.90)

3.11(.83)

현장직

478

3.01(.81)

3.05(.84)

2.93(.99)

2.97(.90)

14.58***

19.96***

4.89*

7.30**

ANOVA(F-value)

주 : *** p<.001, ** p<.01, * p<.05.
자료 : 저자 작성.

<표 3-42>는 직종에 따른 일터혁신의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일터혁신
과 세부 요소별 평균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관리지원직에 비하여 현장
직의 평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연 서비스산업에
서 일터혁신이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하는데,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직 근로자들의 혁신활동에 대한 인식이 낮다
는 점에서 서비스산업 내 일터혁신이 낮은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고용형태별 일터혁신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면(표 3-43 참조), 일터혁신
과 세부 요소별 평균이 모두 정규직에 비하여 비정규직이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은 혁신성과에 대한 보상 요소에
대하여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기업에서 종합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혁신에 대한 보상 역시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적으로 하고 있을 가
능성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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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3> 고용형태에 따른 일터혁신

비정규직
정규직

N

일터혁신

혁신에 대한
근로자 참여

혁신성과에
대한 보상

혁신활동을
위한 역량
강화

138

2.92(.78)

2.99(.83)

2.72(.93)

2.91(.88)

1,090

3.13(.75)

3.20(.77)

3.04(.94)

3.08(.86)

9.91**

8.39**

13.46***

4.78*

ANOVA(F-value)

주 : *** p<.001, ** p<.01, * p<.05.
자료 : 저자 작성.
<표 3-44>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따른 일터혁신
N

일터혁신

혁신에 대한
근로자 참여

혁신성과에
대한 보상

혁신활동을
위한 역량
강화

미가입

921

3.02(.77)

3.10(.80)

2.89(.95)

2.95(.88)

가입

307

3.38(.67)

3.39(.68)

3.32(.83)

3.39(.73)

52.61***

31.96***

47.62***

61.17***

ANOVA(F-value)

주 : *** p<.001, ** p<.01, * p<.05.
자료 : 저자 작성.

<표 3-44>를 통해서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따른 일터혁신 현황을 살
펴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게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집단이 그렇지 않은 근로자 집단에 비해 일터혁신과 세부 요소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
자들의 적극적인 성격적 특성과 노동조합의 긍정적인 역할에 기인 할 수
있다.
기업규모에 따른 일터혁신과 세부 요소별 평균은 <표 3-45>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전반적으로, 기업규모에 따른 집단 간 일터혁신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일터혁신을 긍정적
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세부 요소 중 혁신성
과에 대한 보상과 혁신활동을 위한 역량강화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보상과 역량강화에 필요한 금전적 투자여력이 기업규모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일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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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5> 기업규모에 따른 일터혁신
N

일터혁신

혁신에 대한
근로자 참여

혁신성과
에 대한
보상

혁신활동을
위한 역량
강화

10인 이상～50인 미만

385

3.00(.73)

3.17(.75)

2.76(.97)

2.83(.88)

50인 이상～100인 미만

267

3.14(.73)

3.22(.76)

3.07(.90)

3.04(.79)

100인 이상～300인 미만

235

3.15(.81)

3.19(.84)

3.09(.91)

3.12(.87)

300인 이상

341

3.18(.76)

3.14(.80)

3.15(.92)

3.28(.83)

4.38**

.55, n.s.

12.66***

7.60***

ANOVA(F-value)

주 : *** p<.001, ** p<.01, * p<.05.
자료 : 저자 작성.
<표 3-46> 산업에 따른 일터혁신
혁신에 대한 혁신성과에
근로자 참여 대한 보상

혁신활동을
위한 역량
강화

N

일터혁신

도매 및 소매업

241

3.05(.74)

3.12(.75)

2.94(.96)

2.98(.86)

운수 및 창고업

130

2.71(.78)

2.79(.83)

2.55(.90)

2.68(.87)

숙박 및 음식점업

113

3.18(.79)

3.27(.81)

3.03(.98)

3.10(.91)

정보통신업

142

3.21(.85)

3.27(.88)

3.15(1.05)

3.13(.94)

금융 및 보험업

57

3.13(.79)

3.07(.84)

3.17(.90)

3.20(.81)

부동산업

20

3.35(.58)

3.52(.57)

3.32(.79)

3.05(.7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
181
스업

3.13(.73)

3.21(.76)

3.05(.91)

3.05(.8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
원 및 임대 서비스업

98

3.22(.62)

3.27(.64)

3.14(.77)

3.19(.72)

교육서비스업

97

3.18(.72)

3.27(.75)

2.99(.91)

3.13(.7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
112
비스업

3.22(.69)

3.27(.71)

3.06(.88)

3.24(.8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
련 서비스업

3.22(.71)

3.29(.72)

3.09(.95)

3.19(.93)

5.02***

4.81***

4.30***

3.90***

ANOVA(F-value)

37

주 : *** p<.001, ** p<.01, * p<.05.
자료 : 저자 작성.

<표 3-46>에서 세부 산업에 따른 일터혁신 현황을 살펴볼 때 눈여겨
볼 만한 점은 다음과 같다. 운수 및 창고업 근로자 집단에서 일터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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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요소별 평균이 전반적으로 모두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혁신
성과에 대한 보상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혁신에 대한 근로자 참여와 혁신활동을 위한 역량강화를 보다 긍정적으
로 인식함으로써 일터혁신을 높은 수준으로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
융 및 보험업의 경우, 특이하게 근로자 참여에 비해 보상과 역량강화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산업의 특성으
로 볼 수 있는 성장주기 그리고 자본의 흐름 등이 일터혁신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일터혁신과 효과
서비스업에서 근로자의 업무 성과 및 태도에 대한 일터혁신의 효과를
살펴보고, 잡 크래프팅의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먼저, 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관계의 방향성을 살펴보고, 근로자의 성과 및 태도에 대한
일터혁신의 효과를 본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회귀분석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터혁신과
세부 요소별 주 효과 확인을 목적으로 회귀분석을 진행하여 잡 크래프팅,
직무성과, 일 열의에 대한 일터혁신의 주 효과를 각각 검증하였다. 이후,
일터혁신과 성과 및 태도 사이의 관계에서 잡 크래프팅의 매개효과를 확
인하고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다.
가. 상관관계 분석 결과
성과에 대한 일터혁신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분석에 앞
서 변수들 간의 관계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터혁신의 세부 요소들은 각각 잡 크래프팅, 직무성과 그리고
일 열의와 정(+)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47 참조).

76

서비스산업 일터혁신 사례 연구

<표 3-47>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1
1. 혁신에 대한 근로자 참여

2

3

4

5

-

2. 혁신성과에 대한 보상

.71***

-

3. 혁신활동을 위한 역량강화

.70***

.75***

-

4. 잡 크래프팅

.59***

.45***

.47***

-

5. 직무성과

.31***

.18***

.22***

.55***

-

6. 일 열의

.49***

.42***

.42***

.53***

.42***

주 : N=1228, *** p<.001, ** p<.01, * p<.05.
자료 : 저자 작성.

나. 주 효과(main effect) 검증
1) 잡 크래프팅에 대한 일터혁신의 효과
<표 3-48>은 잡 크래프팅에 대한 일터혁신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이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기업의 규모와 인
구통계학적 특성들 그리고 응답 편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바람직
성을 통제한 이후, 일터혁신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터혁신은
잡 크래프팅을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
.46, p<.001, 모형 2 참조). 좀 더 구체적으로 일터혁신을 구성하는 세부
요소별로 잡 크래프팅에 갖는 효과를 살펴보면(모형 3 참조), 혁신에 대
한 근로자 참여(β=.38, p<.001)와 혁신활동을 위한 역량 강화(β=.10,
p<.01)는 모두 유의미하게 잡 크래프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혁신성과에 대한 보상(β=.00, p=n.s)은 잡 크래프
팅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일터혁신을 구성하는 혁신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외재적 동기
요인보다 혁신에 대한 참여와 역량 강화와 같은 근로자의 성장과 내재적
동기와 관련한 요소들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더욱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재설계하고,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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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8> 잡 크래프팅에 대한 일터혁신의 효과

기업규모 1
기업규모 2
기업규모 3
연령
성별
근속연수
직종
고용형태
노조 가입 여부
사회적 바람직성
일터혁신
혁신에 대한 근로자 참여
혁신성과에 대한 보상
혁신활동을 위한 역량강화
F
2
R
2
∆R

모형 1
.05(.03)
.00(.03)
.04(.035)
-.05(.00)
-.02(.02)
.01(.00)
-.05(.02)*
.04(.04)
.07(.03)**
.51(.02)***.

48.56***
.28

잡 크래프팅
모형 2
.05(.03)*
-.00(.03)
.04(.03)
-.04(.00)
-.00(.02)
-.04(.00)
-.01(.02)
.03(.03)
-.00(.02)
.35(.01)***
.46(.01)***

92.51***
.45
.17

모형 3
.02(.03)
-.02(.03)
.03(.03)
-.04(.00)
-.00(.02)
-.03(.00)
-.01(.02)
.03(.03)
-.00(.02)
.34(.01)***
.38(.02)***
.00(.02)
.10(.02)**
80.82***
.46
.18

주 : N=1228, 기업규모 1 : 1=10인 이상～50인 미만, 0=그 외; 기업규모 2 : 1=50인 이
상～100인 미만, 0=그 외; 기업규모 3 : 1=100인 이상～300인 미만, 0=그 외; 성
별 : 1=남성, 0=여성; 노동조합 가입 여부 : 1=가입, 0=미가입; 직종 : 1=현장직, 0=
관리지원직; 고용형태 : 1=정규직, 0=비정규직, *** p<.001, ** p<.01, * p<.05.
자료 : 저자 작성.

2) 과업성과에 대한 일터혁신의 효과
과업성과에 대한 일터혁신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3-49>에 자세히 보고되어 있다. 과업성과에 동일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제변수를 고려한 후 일터혁신의 효과를 살펴보면(모형 4 참
조), 일터혁신은 과업성과를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β=.12, p<.001). 보다 구체적으로 일터혁신의 요소별로 과업성
과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개별 요소를 투입한 결과(모형 5 참
조), 혁신에 대한 근로자 참여(β=.22, p<.001)는 그 효과가 여전히 정(+)
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지만, 혁신성과에 대한 보상(β=-.12, p<.01)은 과업
성과를 부(-)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혁신활동
을 위한 역량강화(β=.03, p=n.s)는 과업성과를 예측하는 데 실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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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혁신의 요소별 효과분석 결과, 예상과는 달리 ‘혁신’을 목표로 하는
보상과 역량강화가 전반적인 과업성과를 저해하거나, 직접적으로 관련되
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일터혁신의 세부 요소들이 ‘혁신’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과업성과의 측정 내용상 ‘혁신’에 대한 내용이 포
함되지 않고 일반적인 성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
과가 나온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혁신에 대한 역량강화는 교육과
다양한 경험에 필요한 시간의 개념을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 시점
에 횡단 측정한 과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3-49> 과업성과에 대한 일터혁신의 효과
과업성과
모형 3

모형 4

기업규모 1

-.03(.04)

-.03(.04)

-.06(.04)*

기업규모 2

-.06(.04)*

-.07(.04)*

-.08(.04)**

기업규모 3

.00(.04)

.00(.04)

연령

.04(.00)

성별

-.09(.03)***

.04(.00)
-.09(.03)***

모형 5

-.00(.04)
.04(.00)
-.08(.03)**

근속연수

.05(.00)

.03(.00)

.04(.00)

직종

.04(.03)

.05(.03)

.06(.03)*

고용형태

-.00(.05)

-.00(.05)

-.00(.05)

노조 가입 여부

-.04(.03)

-.06(.03)*

-.06(.03)*

사회적 바람직성

.50(.02)***

일터혁신

.45(.02)***

.44(.02)***

.12(.02)***

혁신에 대한 근로자 참여

.22(.03)***

혁신성과에 대한 보상

-.12(.02)**

혁신활동을 위한 역량 강화
F
2

R

2

∆R

.03(.03)
44.12***

43.18***

38.94***

.26

.28

.29

.02

.03

주 : N=1,228, 기업규모 1 : 1=10인 이상～50인 미만, 0=그 외; 기업규모 2 : 1=50인 이
상～100인 미만, 0=그 외; 기업규모 3 : 1=100인 이상～300인 미만, 0=그 외; 성
별: 1=남성, 0=여성; 노동조합 가입 여부: 1=가입, 0=미가입; 직종: 1=현장직, 0=
관리지원직; 고용형태: 1=정규직, 0=비정규직, *** p<.001, ** p<.01, * p<.05.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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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 열의(work engagement)에 대한 일터혁신의 효과
일 열의에 대한 일터혁신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 절차는 동일하
게 진행되었으며, 결과는 <표 3-5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터혁신(β
=.42, p<.001)은 일 열의를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형 7 참조). 세부 요소별 효과를 살펴보면, 혁신에 대한 참여(β=.30,
p<.001)와 혁신활동을 위한 역량 강화(β=.09, p<.05)가 일 열의와 정(+)적
으로 관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혁신활동을 위한 보상(β=.06, p=n.s.)
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모형 8 참조). 일 열의 역시 잡 크
래프팅과 동일하게 일터혁신의 요소들 중 혁신성과에 대한 보상이 아무
런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자신이 일에 긍정적인
감정과 더불어 열의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보상과 같은 외재적 동기보
다는 참여와 역량강화 같은 내재적 동기 요인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50> 일 열의에 대한 일터혁신 구성요소별 효과

기업규모 1
기업규모 2
기업규모 3
연령
성별
근속연수
직종
고용형태
노조 가입 여부
사회적 바람직성
일터혁신
혁신에 대한 근로자 참여
혁신성과에 대한 보상
혁신활동을 위한 역량 강화
F
2
R
2
∆R

모형 6
.00(.05)
.00(.05)
.01(.05)
.17(.00)***
.01(.03)
.07(.00)*
-.02(.03)
.04(.05)
.12(.04)***
.30(.02)***

27.51***
.18

일 열의
모형 7
.01(.04)
-.00(.04)
.00(.04)
.18(.00)***
.03(.03)
.01(.00)
.00(.03)
.03(.05)
.05(.04)*
.15(.02)***
.42(.02)***

54.32***
.33
.15

모형 8
-.00(.04)
-.01(.04)
-.00(.04)
.18(.00)***
.03(.03)
.02(.00)
.00(.03)
.03(.05)
.05(.04)*
.14(.02)***
.30(.03)***
.06(.02)
.09(.03)*
46.40***
.33
.15

주 : N=1,228, 기업규모 1 : 1=10인 이상～50인 미만, 0=그 외; 기업규모 2 : 1=50인 이
상～100인 미만, 0=그 외; 기업규모 3 : 1=100인 이상～300인 미만, 0=그 외; 성
별 : 1=남성, 0=여성; 노동조합 가입 여부 : 1=가입, 0=미가입; 직종 : 1=현장직, 0=
관리지원직; 고용형태 : 1=정규직, 0=비정규직, *** p<.001, ** p<.01, * p<.05.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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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잡 크래프팅의 역할
사회-기술체계 이론에 따르면, 일터혁신의 효과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직무수행(active job)하게 만들며, 이것이 근로자들을 동기부
여시킬 것이라 본다. 여기서 말하는 적극적인 직무수행과 유사하게 근로
자 수준에서 직무재설계를 의미하는 잡 크래프팅의 효과를 살펴보고, 일
터혁신과 과업성과 및 일 열의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함께 살펴보았다.
잡 크래프팅의 매개역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잡 크래프팅이 과
업성과와 일 열의를 유의미하게 설명해야 한다.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표 3-51), 잡 크래프팅은 과업성과(β=.41, p<.001)와 일 열의(β=.49,
p<.001) 모두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1> 과업성과 및 일 열의에 대한 잡 크래프팅의 효과
과업성과

일 열의

기업규모 1

-.05(.04)

-.01(.04)

기업규모 2

-.07(.04)*

.00(.04)

기업규모 3

-.01(.04)

-.01(.04)

연령

.06(.00)*

성별

-.08(.03)***

.20(.00)***
.03(.03)

근속연수

.04(.00)

.06(.00)*

직종

.06(.03)**

-.00(.03)

고용형태

-.02(.04)

.02(.05)

노조 가입 여부

-.07(.03)**

.08(.03)***

사회적 바람직성

.28(.02)***

.04(.02)

잡 크래프팅

.41(.03)***

.49(.03)***

F

71.38***

2

R

2

∆R

62.39***

.39

.36

.10

.18

주 : N=1,228, 기업규모 1 : 1=10인 이상～50인 미만, 0=그 외; 기업규모 2 : 1=50인 이
상～100인 미만, 0=그 외; 기업규모 3 : 1=100인 이상～300인 미만, 0=그 외; 성별:
1=남성, 0=여성; 노동조합 가입 여부: 1=가입, 0=미가입; 직종: 1=현장직, 0=관
리지원직; 고용형태 : 1=정규직, 0=비정규직, *** p<.001, ** p<.01, * p<.05.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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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일터혁신 및 세부 요소들이 잡 크래프팅을
통해 각각 직무성과와 일 열의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X
→ M → Y의 관계에서 M을 통한 간접효과를 구하기 위해서는, X가 M을
유의미하게 예측해야 하며, 동시에 M 역시 Y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여기서 도출된 계수와 표준오차를 가지고 간접효과의 크기와 통계
적 유의성을 구하여 간접효과를 검증한다. 따라서 앞서 실시한 일터혁신
및 세부 요소들과 잡 크래프팅의 관계를 살펴본 분석결과와 직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트스트래핑(반복추출 : 5,000번) 방법을 사용하여 간접
효과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구하였다.
그 결과, <표 3-52>를 보면, 일터혁신이 잡 크래프팅을 통해 과업성과
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크기 : .18, [.14, .22]). 동
일하게 과업성과의 혁신에 대한 근로자 참여(크기 : .17, [.13, .21])와 혁신
활동을 위한 근로자 역량강화(크기 : .12, [.09, .15])의 간접효과 역시 유의
하였다. 일 열의에 대한 일터혁신 및 세부 요소별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역시나 모두 유의하였다(일터혁신의 간접효과 : .14, [.11, .18]; 혁신에 대
한 근로자 참여의 간접효과 : .14, [.11, .18]; 혁신활동을 위한 근로자 역량
<표 3-52> 잡 크래프팅을 통한 간접효과
95% CI

효과
크기

LLCI

ULCI

일터혁신 → 잡 크래프팅 → 과업성과

.18

.14

.22

혁신에 대한 근로자 참여 → 잡 크래프팅 → 과업성과

.17

.13

.21

혁신성과에 대한 보상 → 잡 크래프팅 → 과업성과

-

-

-

혁신활동을 위한 역량강화 → 잡 크래프팅 → 과업성과

.12

.09

.15

일터혁신 → 잡 크래프팅 → 일 열의

.14

.11

.18

혁신에 대한 근로자 참여 → 잡 크래프팅 → 일 열의

.14

.11

.18

혁신성과에 대한 보상 → 잡 크래프팅 → 일 열의

-

-

-

혁신활동을 위한 역량 강화 → 잡 크래프팅 → 일 열의

.12

.09

.14

간접효과 경로

주 : * 부트스트래핑 반복추출 : 5,000번.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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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의 간접효과 : .12, [.09, .14]). 다만, 일터혁신의 세부 요소 중 혁신성
과에 대한 보상의 효과가 잡 크래프팅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β=.00, p=n.s, 표 3-48 참조) 이를 통한 간접효과를 추정할 수 없
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일터혁신은 근로자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재설계하고 적극적으로 만들어 그들의 성과를 높이고, 긍
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세부 요소로 구
분지어 보았을 때 역시 혁신성과에 대한 보상을 제외하고, 혁신에 대한
근로자 참여와 혁신활동을 위한 역량강화가 근로자들의 잡 크래프팅과
같은 자기 주도적인 업무수행을 촉진함으로써 일터에서의 성과와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절 소 결

본 장에서는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전반
적인 일터혁신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비스산업의 직무성격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직무성격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직무가
보통 수준 이상의 고숙련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무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와 같은 직무성격은 직종에 따라, 그리고 종사하고
있는 세부 산업에 따라 근로자들의 인식에 차이를 보였다.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노조에 가입한 경우,
그리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업 또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직무가 경험과 지식이
요구되는 숙련요건이 높은 직무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직무수행 시 확보되는 재량권의 경우, 근로자들은 높지 않으나 보
통 수준 이상으로는 보장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관리지원직과
비교하여 현장직 근로자들이 보장된 재량권 수준을 다소 낮게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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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 역시 이를 낮게 인식하고 있었
다. 한편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운수 및 창고업과 도매 및 소매업처럼
산업 전반이 열악하거나, 혹은 교육서비스처럼 서비스 제공 형식이 제한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에서 근로자들의 재량권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근로자들이 스스로 직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잡 크래프팅에 대해서 살펴보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
로자들은 보통 수준 이상의 잡 크래프팅을 인식하고 있었다. 관리지원직
근로자 일수록, 정규직 근로자 일수록, 그리고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일수
록 높은 수준의 잡 크래프팅을 인식하고 있었다. 세부 업종을 기준으로
보면,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같이 자본이 풍족하고,
전문화된 기술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잡 크
래프팅 인식 수준이 높았다. 이와 같은 산업들은 직무에 대한 숙련요건이
높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재량권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한다는 공통점을 가
지고 있다.
서비스업에서 도입되고 있는 제반 요소에 해당하는 스마트 기술 가치
와 유연근무제에 대한 근로자 인식 역시 살펴보았다. 먼저, 스마트 기술
을 근로자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근로자들의 응답은 보
통 수준을 조금 넘기는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 기술이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의 가치 관련 인식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기
술 가치에 대한 인식은 앞서 살펴본 직무성격 및 재량권 정도와 동일하게
관리지원직, 정규직, 노동조합 가입근로자들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데 물질적 자원이 많이 소요됨을 이유로
기업 규모가 큰 곳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더욱 스마트 기술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더불어, 직무성격과 재량권 확보 수준이 높은 산업에서
역시 스마트 기술 가치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경향도 발견하였다.
유연근무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서비스산업 근로자들
은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선택적 시간근무제 등과 같은 제도를 활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격근무제, 집중근무제, 재량근무제의 활용
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연근무제 활용 환경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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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직무성격과 재량권 확보 정도가 낮은 집단이었던 현장직, 비정규직, 노조
미가입 근로자일수록 유연근무제 활용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서비스산업의 경우, 근로자들
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의 숙련요건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직무수행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직무수행에 대한 재량권이 높지 않은 수준
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직무를 스스
로 의미 있는 일로 바꾸는 활동 여건 또한 보통 수준이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직무수행 환경인 스마트 기
술이 업무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과 가치에 대한 인식과 유연근무제 활용
에 관한 인식을 보면, 스마트 기술이 업무에 효율적이라고 평가하는 경향
이 맞으며, 유연근무제 또한 활용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산업의 전반적인 직무수행 환경이 직무요건과 비교해 직무를 수행하기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자들이 사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터혁신 활동을 어
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
은 사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터혁신 활동을 조금 높은 정도로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 요소별로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혁신에 대한 근로자 참여에 평균 이상으로 긍정적 인식을 갖
고 있었으나, 반면 혁신성과에 대한 보상과 혁신활동을 위한 역량강화 등
은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요소별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역량강화와 비교하여 보상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통해 서비스업의 일터혁신은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
고 참여를 필요로 하고는 있으나, 이를 위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계속해서 혁신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강화가 이루어지
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일터혁신 활동에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와 같은 패턴은 직종, 고용형태, 그리고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관리
지원직, 정규직, 노동조합 가입 근로자에게서 더 높고 뚜렷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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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소비자를 대면하는 일을 수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매우 중요하게 근로자들의 일터혁신 인식에 차이를 주었다. 이
는 서비스산업 내 일터혁신이 직종에 따라 달리 나타날 가능성을 제시한
다. 또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터혁신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서비스업 일터혁신에 있어서 역시 노동조합의 역할
이 중요하다 판단할 수 있겠다. 추가적으로, 일터혁신의 세부 요소인 혁
신성과 대한 보상과 혁신활동을 위한 역량강화는 재직하고 있는 기업규
모에 따라 근로자들이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규모
에 따라 자원의 양 및 질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서비스산업에서도
일터혁신과 관련한 정책적 지원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시행
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본 장에서는 일터혁신과 근로자 성과로 대표되는 과업성과 및 일
열의의 관계를 검증하였을 뿐 아니라 잡 크래프팅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였다. 연구결과, 일터혁신은 잡 크래프팅, 과업성과, 그리고 일 열의를 향
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잡 크래프팅의 매개효과 역시 유의미한 것
으로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비스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터
혁신 활동이 근로자 수행 직무의 양과 질을 변화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영향을 줄 가능
성이 있으며, 이것은 결국 성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서비스산업에서 이루어지는 일터혁신 활동은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아
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일터혁신의 세부 요소별(i.e., 혁신에 대한 근로자 참여, 혁신성
과에 대한 보상, 혁신활동을 위한 역량강화)로 살펴보면, 혁신에 대한 근
로자 참여와 혁신활동을 위한 역량강화가 근로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업무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혁신성과에 대한
보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근로자들이 자
발적으로 업무를 재설계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보상과 같
은 외재적 요인의 효과보다 역량강화와 참여에 대한 기회 제공이 더욱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과업성과에 대한
요소별 주 효과를 검증한 결과, 혁신에 대한 근로자 참여는 과업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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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예상과 달리 혁신성과에 대한 보상은
과업성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시에 혁신활동을 위한 역량강
화는 과업성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 설계상 측정 시점 혹은 측정 내용상 한계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도 추측할 수 있겠으나,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일터혁신 요소
중 참여의 요소가 성과를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 열의에 대한 주 효과 검증결과, 혁신에 대한 근로자
참여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혁신활동
을 위한 역량강화 역시 일 열의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혁신성과에 대한 보상의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일 열의가 외재적
동기보다 내재적 동기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관되게 모든 결과 변수에 일터혁신 활동에
대한 보상의 영향력이 부정적이거나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서비스 산어
에서 이루어지는 일터혁신 활동에 대한 보상이 극히 적기 때문이라고 보
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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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들어가는 말

호텔산업은 서비스산업의 핵심으로, 최근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중 크게
성장한 대표 업종이다. 호텔산업은 서비스산업의 핵심 분야로 저성장 위기
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성장동력의 하나로 여겨졌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라는 점에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작
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호텔산업이 차지하는 국내 서비스산
업에서의 위상과 의미에도 불구하고 호텔산업에서 혁신이 어떻게 일어나
고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호텔산업을 유지하는 인력들을 어떻게 양성
하고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조성재 외(2011)
연구는 호텔산업이 다른 산업과 가지는 연관성도 높고 고용의 효과가 높음
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고용이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 등 특히,
인적자원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호텔산업은 오래된 역사를 가진 산업이라는 점에서, 주요하게 작동되
어 오던 산업 내 관행이나 문화가 쉽게 변화하지 않는 대표적인 산업이
다. 최근 강조되어 오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술의 유입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 산업 중 하나인데, 서비스를 받는 객체에
게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공 주체의 변화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호텔산업은 자본집약적이면서 동시에 노동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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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적인 동시적 특성을 가진 산업이다. 호텔은 부지에서부터 고객에게 제
공되는 설비와 기구 등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실제 고객들이
이러한 시설을 사용하는 데에는 호텔 내에서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많은 인력들의 직접적인 노동투입이
요구된다. 그리고 호텔산업은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특정한 서비스 스킬
을 요구하는 숙련요건이 높은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서비스산업을 구성하는 인력들의 학력은 대졸이상이 많으며 전문
적인 역량을 적게는 2년 많게는 4년 정도 쌓아야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
다는 점에서 호텔산업을 구성하는 인력들의 수준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호텔산업은 극심한 이직률로 인력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인력들이 호텔산업을 떠나 타 산업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 인력양성과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24시간 노동을 제공해야 하는 부문이 많아 노동 강도가 강하다는 비판도
많고 근로자들이 감정노동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라는 점에서 근로
자 산업 이탈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지만, 최근 호텔산업은
이러한 이유보다 향후 비전이 없다는 이유로 호텔산업 자체를 떠나는 인
력들이 많아지고 있어 호텔업의 운영뿐 아니라 호텔산업의 사회적 위상
과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도전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앞
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산업의 역사가 오래 되었다는 점, 그리고 무형의 서
비스를 사람이 사람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기술 등으로 인하여
조만간 노동과 서비스 전달 방식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은 없다. 이런 점에
서 여전히 중요한 노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어떻게 이들의 역량을
제고하여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본 장에서는 호텔산업에서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혁신의 변화가 무
엇인지 알아보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사람 그리고 일과 관련한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주요 호텔 기업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사례조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
다루고 있는 기업사례는 총 4개이다. 사례 대상은 호텔산업에서 호텔의
특성을 구분하는 호텔등급을 기준으로 한국 호텔산업 내 대표적인 호텔
들로 구성하였다. 서울에서 영업을 하는 1급 호텔 1개, 1급 호텔이지만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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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운영되는 호텔 1개, 최근 국내 호텔산업에서
숫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비지니스 호텔인 3등급 호텔 1개, 그리고
호텔산업에 속하지만 조금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 리조트 1개를 사
례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호텔산업에 속하지만, 각기 다른
고객, 경영전략, 그리고 이로 인한 기능구성과 인적구성을 가진다는 점에
서 호텔산업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제2절 호텔산업 현황과 산업 내 이슈

1. 호텔산업 현황
호텔산업은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대표적인 산
<표 4-1> 관광숙박업 산업 포션
시점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숙박 및 음식점업
56.5
218.7
578.9
1,472.2
4,552.4
10,926.4
16,724.3
21,753.0
28,704.9
29,324.0
30,552.5
31,698.1
33,449.5
36,912.4
40,343.7
41,411.6
44,009.2
45,741.6

(단위 : %, 십억 원)
총부가가치(기초가격)
2,550.90
9,568.60
35,431.30
79,238.60
181,332.40
398,011.50
587,980.00
867,919.00
1,203,035.90
1,268,238.80
1,316,176.60
1,377,158.70
1,434,664.60
1,520,907.90
1,593,082.80
1,679,018.70
1,736,540.60
1,756,621.30

비율
2.21
2.29
1.63
1.86
2.51
2.75
2.84
2.51
2.39
2.31
2.32
2.30
2.33
2.43
2.53
2.47
2.53
2.6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별 GDP 및 GNI(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접속일자 : 2020
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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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산업 내 사업체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
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또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표 4-1 참조).
<표 4-2> 호텔산업 내 사업체 등록 현황

5성급
특1급
4성급
특2급
3성급
1등급
2성급
2등급
1성급
3등급
등급
없음

관광
호텔업

소계
수상관광호텔업
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소계
(관광호텔업 외)
호텔업
합계
휴양콘도업
합계
전체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단위 : %, 개)
2017

2018

2019

78
28,709
117
23,535
211
23,552
209
14,197
187
10,274
224
20,289
1,026
120,556
8
202
146
13,222
411
8,787
26
649
591
22,860
1,617
143,416
227
46,141
1,844
189,557

65
25,215
95
22,691
192
25,597
229
15,924
154
8,208
309
28,787
1,044
126,422
9
283
159
14,078
638
11,875
33
850
839
27,086
1,883
153,508
228
47,001
2,111
200,509

58
22,169
107
24,937
231
30,875
263
18,724
162
8,948
228
25,688
1,049
131,341
0
0
8
173
162
13,798
728
11,892
36
937
0
0
934
26,800
1,983
158,141
235
47,938
2,218
206,079

주 : 등급 없음은 신규 등록업체 및 등급 유효기간 만료업체로서 기준일 현재 유효
등급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업체.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호텔산업 사업체 등록 현황」, 접속일자 : 2019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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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관광호텔업의 업체 수는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등급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1등급이라고 부
르는 5성급 호텔과 객실 수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지만, 이와 반대로 비
즈니스 호텔이나 부티크 호텔, 관광호텔과 같은 3성급과 2성급 등 호텔업
체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4-2 참조).
이어서 호텔업의 매출현황을 보면(표 4-3 참조), 총산업의 매출액은 업
체 수의 증가 만큼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는 않지만, 2018년을 제
외하고 최근 몇 년간 산업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호텔업의 경우 국
내 경기에도 영향을 받지만 국외 경기를 비롯하여 한국과 타 국가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외부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
이다. 이는 매출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최근 중국과의 사드 문제
나 일본과의 외교 문제로 인하여 호텔산업의 매출액이 큰 영향을 받은 것
을 알 수 있다.
호텔산업의 고용을 보면(표 4-4 참조), 산업 내 업체 수가 확연히 증가
하고 있지만, 이와 달리 고용의 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업체 수 대비 종사자 수로 보면 확연히 나타나는데, 2014년 업체 수 대비
<표 4-3> 관광숙박업 매출액
(단위 : 억 원)
총매출액
총매출액/업체 수
총매출액/종사자 수

2014

2015

2016

2017

2018

79,306

78,596

82,683

84,112

76,644

62.05

52.29

48.18

45.64

36.32

1.21

1.11

1.11

1.21

1.1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연도별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표 4-4> 관광숙박업 고용 현황
(단위 : 개, 명)
2014
업체 수
종사자 수
종사자수/업체 수

2015

2016

2017

2018

1,278

1,503

1,716

1,843

2,110

67,465

70,305

73,631

71,769

69,926

53

47

43

39

3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연도별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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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수는 53명에서 2018년 33명으로 업체의 증가에 비해 고용규모는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2. 최근 호텔산업의 이슈
호텔산업은 오랜 역사를 가진 산업으로 변화가 더딘 산업이기는 하다.
그러나 호텔산업은 외부환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대표적인 산업으
로, 최근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 업계의 고민이 쌓여
가고 있다.
먼저, 산업 측면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보자. 대표적으로 산업 전반의
지형을 흔들고 있다고 평가되는 이슈를 보면, 약 10년 전부터 생겨 확장
을 거듭하고 있는 공유민박이 여전히 호텔업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확산되고 또한 이를 주창하는 세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서, 이처럼 호텔업은 새로운 형태의 숙박과 어떻게 공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안게 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호텔 서비스를 거부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세대가 등장하면서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고민도 가지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
전부터 비대면이나 접촉을 최소화하는 고객층이 나타나면서 대면 서비스
중심의 호텔 서비스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
로 인해 호텔업은 언택트 소비를 지향하는 고객층을 상대하기 위하여 언
택트 마케팅에서부터 언택트 서비스 제공까지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키오스크를 통한 체크인과 체크아웃, AI를 통한 서비스
주문, 그리고 로봇을 통한 서비스 전달까지 고객과의 접점을 만들어내지
않고 기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들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호텔업은 대면서비스를 중요하시는 고객들이 주 고객층이라는 점,
그리고 고객들의 니즈가 이전과 비교하여 더욱 초개인화되어 가고 개별
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제공 방식 전환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 여전히 사람이 제공하고, 사람에 따라 달리 제공되는 개별적인 대
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고객층이 존재함은 물론 그들이 현재 주 고객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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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점에서, 호텔업계에서는 새로운 기술체계를 어느 정도 도입하고 확
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이
깊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호텔산업의 고용과 관련한 이슈를 보면, 호텔산업은 인건비
비중이 높아 끊임없이 인건비 절감 전략을 사용하지만, 여전히 인건비 비
중이 30～40%로 높고,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인력들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에 있다. 호텔산업은 자본을 기본으로 하지만 모
든 서비스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점에서 인건비 증가는 불가피하
며, 이러한 인건비 증가는 호텔업의 영업이익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다. 이러한 점에서 어떠한 산업보다 호텔산업은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 호텔산업은 서비스 차별화와
인건비 효율화라고 하는 공존하기 어려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게 하는
데, 서비스 수준을 계속해서 높이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낳고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산업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별 호텔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해결방법을 찾고 있지만, 최근 호텔들은 이러한 고민과 함께 잦은 인력
이탈이라는 문제까지 겹치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다.
전통적으로 호텔산업이 이를 해결하는 방식은 호텔의 핵심이라고 생각
되는 부분의 인력을 직접고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일부 기능을 비정규직
이나 외부 도급업체를 활용하는 것을 통해 해결해왔다. 대표적으로 객실
을 담당하는 직무인 하우스 키핑의 경우 하루 근로시간이 4～5시간 정도
로, 8시간의 정규 근로시간 내내 일을 하는 직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오래
전부터 외주화를 진행해 왔다. 이는 유연화 방식 중 기업의 인력수요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에 집중하는 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외주화는
호텔업의 고질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 서비스 질과 직접적
으로 연결된 이슈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인력관리 측면의 고민을 낳고
있다.
최근 호텔들은 이러한 방식과 함께 서비스 차별화를 위하여 하드웨어
적 시스템 도입으로 인력 문제와 서비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호텔들을 보면, 기술을 통해 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데

94

서비스산업 일터혁신 사례 연구

한계가 있다는 다소 비관적인 관점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
한 점에서 호텔산업의 경우 기술체계 변화로는 고질적인 인력 효율화와
서비스 차별화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수량적 유연화 방법 외에도 다기능화와 숙련형성 등을 통해
업무 유연성을 제고하는 기능적 유연화 방향이 모색되고 있다. 개별 노동
자의 직무를 한 직무와 기능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과업 수행범위의 확대
를 통해 직무를 재설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호텔산업은 오랜 역사를 가졌다는 점에서, 그리고 변화에 상대
적으로 보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유연화 방향 모색이 실제에서 잘 활
용되지 못한다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제3절 호텔산업 일터혁신 사례 조사 결과

1. B호텔
가. 기업 개요
B호텔은 1963년 개관한 호텔로, 1973년에 당시 선경그룹이었던 SK그
룹에 인수되었다. B호텔은 국내에 5성급 호텔 중 하나로, 서울을 중심으
로 인천국제공항, 제주도, 인천국제공항 내 환승호텔, 여수 등에 브랜치를
가지고 있다. 현재 B호텔의 주요 전략은 내국인(FIT) 손님을 유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호텔은 그간 쌓은 호텔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근 용역
사업을 시작하였다. 즉, 브랜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브랜드와 함께 운
영 노하우를 빌려주고 있다. 이러한 호텔의 행보는 인력 활용 면에서 도
움이 된다고 평가된다.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인력풀의 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B호텔은 빈번하게는 아니지만 운영 노하우를 빌려주는
호텔들과 인적 교류를 한다. 주로 B호텔에서 경험을 가진 인력들이 총지
배인, 부지배인 등 책임자로 가는 경우가 많으며, 이 외에도 필요 시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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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교류가 궁극적으로 B호텔 구성원의 인적
역량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B호텔의 매출액은 2017년 기준 약 3,750억 원, 2018년 약 3,470억 원,
2019년 약 3,790억 원으로 매출액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019년
Sk네트웍스 사업보고서).
나. 근로자 및 고용관계 현황
B호텔의 총구성원은 약 1,200명 정도로, 지원직 또는 사무직군이 200명
이고 객실, 식음료, 조리를 담당하는 호텔리어 즉, 호텔리어가 1,000여명
정도로 매우 큰 호텔이다. 그리고 이 외 현장에서 함께하는 협력사 직원
들 500명까지 합하면 호텔운영 인력이 약 1,700여 명이 된다. 호텔은 객
실, 조리, 식음료 분야는 직접고용하고 있지만 객실청소 및 정돈의 기능
은 외주화하고 있다. 이들의 교육훈련은 협력사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고
객으로부터 접수된 VOC는 업체 간 공유를 하지만 근로자들이 B호텔에
서 진행하는 개선활동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객실, 조리, 호텔 근로자들의 연령구성을 보면, 평균연령이 40대로 대기
업에서 운영하는 호텔들과 비교 시 유사한 수준이며, 호텔업에서 구성원
의 연령대가 높은 편에 속한다. 인력구조는 다이아몬드 구조로 경력이 10
년 이상 된 직원들이 많고, 사무직의 이직이 잦다. 동종업계로 이동하기
도 하며, 전혀 다른 사업군으로 이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현장
직의 경우 이직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호텔 구성원 연
령대가 좀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연령대가 이러하다 보니 현장직원들을
중심으로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한다. 현장직의 경우
고객을 만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고객 만나기
를 꺼려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호텔의 인사부서는 이들의 생산성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고민이 많다. 그래서 호텔은 우선적으로 애사심을 높
이기 위하여 복리후생제도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호텔을 구성하는 주 연령대는 40대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가장 활발
하게 일을 하는 연령대는 20～30대로 복리후생에 대한 세대적 갈등이 존

96

서비스산업 일터혁신 사례 연구

재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모든 연령대의 복리후생 만족도를 높일 수 있
는 방안을 계획 중이며 그래서 작년부터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
였다.
사무직의 경우 대졸 직원이 많으며, 협업 직원들의 경우 식음과 조리
파트를 중심으로 초대졸이 많다. 최근 추세는 꼭 호텔경영학과를 나온다
고 입사하는 것이 아닌, 전공과 무관한 지원자도 많은 특징을 가진다. 임
금체계는 밴드제로 직위별 밴드제를 운영하고 있다. 직군분리가 타 호텔
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정규직을 기준으로 초임은 약
2,700만 원 수준이다.
B호텔에는 노동조합이 있으며, 노조원이 약 750명 정도로 노조조직률
이 매우 높은 편이다. 노동조합은 한국노총 소속이며, 이제까지 한 번도
노동쟁의와 파업이 없는 사업장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회사는 이야기한다.
다. 작업조직 특성과 숙련요건
B호텔의 주요 부서는 객실팀, 식음료팀, 조리팀, 그리고 그 외 호텔 시
설 관리부서와 지원부서로 구분된다. 객실팀의 주요 일은 객실 상품을 판
매하고 고객을 응대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 체크인, 체크아웃, 객실정비
관리, 벨 데스크, 도어 데스크 운영 등의 직무로 구성된다. 객실팀의 경우
약 2년 정도가 지내면 지시 없이 혼자 능히 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식
음료팀의 경우를 보면 F&B 상품 판매 및 고객대응이 주요 일이며, 세부
적으로 직무는 한식, 일식, 중식, 서양식, 뷔페, 연회 등으로 구성된다. 식
음료 팀과 객실팀과 마찬가지로 약 2년 정도를 숙련요건으로 보고 있다.
조리팀은 F&B 상품을 조리하는 일을 담당하는 부서로 한식, 일식, 중식,
서양식, 뷔페, 연회 등에서 각각 조리부터 식재료 보조까지 직무를 구분
할 수 있다. 조리의 경우 2년 정도가 지나면 조리를 담당할 수 있다고 본
다. 이러한 직무들로 구성된 B호텔의 조직구성은 [그림 4-1]과 같다.
B호텔이 기술을 받아들여 구성된 직무들이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살펴보면, B호텔의 경우 고객서비스 측면에서 많은 기술적 변화를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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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호텔 조직도

자료 : 기업 내부자료.

있지 않다. 최근 새롭게 도입하는 기술은 원키 서비스이다. 모든 고객에
게는 아니지만 비대면 선호 손님을 대상으로 기술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적용을 크게 늘리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크게 확
산할 예정은 아니다. 이유는 B호텔에는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더 나은 서
비스를 사람으로부터 받고자 하고 더 다양한 고객니즈를 충족시켜 줄 것
을 요구하는 손님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기술적용이나 활용 면에서 현재
호텔의 전략상 기술을 선택할 유인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라. 일터혁신
B호텔은 현장직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임과 동시에 고객만족도를 높
이기 위하여 서비스과정 개선 활동을 매우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B
호텔의 경우 현장직과 사무직이 결합하여 서비스과정 개선을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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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를 교육훈련과 연계하여 서비스과정 개선이 체계화되도록 하
고 있다. B호텔의 고객만족도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과정 개
선은 고객가치혁신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객가치혁신팀은 약
1년 전에 생긴 것으로, 고객만족 즉, 고객가치를 혁신한다는 점에서 CS기
획, 교육훈련 그리고 VIP 관리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처음 팀이 생
길 때부터 이 세 기능 간의 유기적인 결합을 고려한 것으로, 고객만족도
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 기능의 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영진의 판단
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결합은 B호텔이 최초로 시도한 것으로, 몇 해
전 서비스질과 생산성의 하락을 경험한 데서 연유한다. 근본적인 원인은
조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부서별 또는 팀별로 이기주의가 발
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적으로 기능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
가 나오기 시작한 데 있다. B호텔은 서비스과정 개선과 교육훈련의 결합
은 실효성 측면도 있지만 당위적으로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VOC가 들
어오면 공유되고, 현장에서 또는 사업부 차원, 조직 차원에서 변화가 일
어나고 있는데, 개선과 교육이 분리되어 있다면 결국 변화는 정착되기 어
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장은 조직 내 누구보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교육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교육의 실효
성이 떨어질 것이고, 현장에서도 교육훈련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B호텔은 VOC 기반 교육훈련을 설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
하는 것이다.
팀은 크게 기획파트, 교육파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관리
파트가 결합돼 있다. 기획파트는 서비스과정을 개선하는 역할로, 고객의
소리를 취합하여 분류하고 정리하며 분석한다. 고객의 불만, 칭찬도 분야
를 구분하여 정리하며, 이로부터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각 팀에 전달하고
각 팀들의 개선활동을 지원한다. 각 부서원이 적극적으로 함께 문제를 탐
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탐색을 지
원한다. 기획파트는 총 2명의 구성원으로 모두 현장직 베테랑 출신들이
다. 교육파트는 고객의 불평으로부터 나온 이슈를 분석하여 어떻게 개선
할지 그리고 이것을 무엇보다 어떻게 교육으로 풀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그래서 기획파트와 이야기를 통하여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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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콘텐츠로 개발하고 또한 기획으로부터 변화가 필요한 SOP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이를 수정하고 교육콘텐츠화한다. 두 파트가 한 조직으로
편입된 이유는 호텔의 변화를 위해서는 하드웨어 개선과 근로자들의 행
동 및 태도인 소프트웨어 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본 데에 있다. 그리
고 무엇보다, 하드웨어 개선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근로자들의 행동과
태도가 변화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별도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
에서 이를 교육과 연계하여 견고화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기획파트의 역할인 서비스 과정을 개선하는 활동을 보자. 약 2년
전만 하여도 서비스과정 개선은 현장에 맡겨져 있었다. 각각의 부서에서
알아서 VOC를 가지고 개선할 점을 찾고 개선을 실행하였던 것이다. 이
러한 과정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으며, 총지배인만이 개선할 부분이 무
엇인지 지켜보고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매우 달라
졌다. 서비스과정 개선이 제도화되면서 모든 직원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하고 있다. 회사는 현장직 근로자들의 관심도가 100%라고 평가한다. 비
록 아직은 이러한 관심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개선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나, 서비스과정 개선에 대한 관심은 이전과 비교하여 굉장히 많
아진 편이라고 본다.
서비스개선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각 부서는 매주 수요일 VOC
관련 회의를 한다. 이 미팅에 기획파트가 참여한다. 별도의 VOC가 없더
라도 팀 단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도 하며, VOC
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기도 한다. 기획파트에서는 해당 부서에 VOC가
발생하면 이를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개선과제로 잡아 현
장에 전달한다. 팀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무엇이 문제의 원인이었는지 그
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아이디어가 필요한지 논의를 진행한
다. 개선안은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낸다. 예를 들어, 한 가지 문제를 해결
하는데 A와 B안이 있다. A안은 직원들이 편한 것이고, B안은 고객들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보자. 자칫 부서에서는 A안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
기획파트는 이러한 상황에서 좀 더 좋은 즉, 생산적인 대안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과정에 개입한다. B안으로 의사결정이 될 수 있게 데이터
나 이 외 근거들을 제시하고 아니면 아예 다른 C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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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부서 내 논의 과정에서 기획파트로 많은 문의를 한다. 때에 따라 의
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하기도 한다. 그리고 해당 문제가 부서 내
에서 해결이 어렵고 타 부서와 연계가 필요할 때 기획파트에 도움을 요청
하여 부서 간 의사소통의 다리 역할을 부탁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레스
토랑에서 식음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사용하는 VOC가 발
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음료사업장과 원가부서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
을 수 있다. 이유는 두 부서가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매
우 자연스러운 조직의 원리로, 레스토랑은 고객만족을 증진하고 싶을 것
이며, 원가부서는 원가를 낮추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 기획
파트에서 나서서 두 부서의 의견조율을 도와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안이 결정되게 하는 과정을 돕는다. 이와 같이 기획파트는 현장
에서 팀 단위로 논의할 때 이들이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
다. 이들은 변화 실행자라기보다는 촉진자(facilitator)로 현장에서 개선안
을 도출할 수 있도록 자료 지원, 아이디어 개발 지원, 개선과정 모니터링
을 하면서 현장직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개선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B호텔은 고객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직 근로
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며, 또한 이러한 과정을 주도하는 것도 현장을 매우
잘 아는 베테랑 인력들이 담당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B호텔의 현장직
근로자들이 처음부터 개선과정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
하였던 것과 같이 현업의 주요 연령대가 30～40대 중반으로 이러한 개선
과정을 매우 귀찮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B호텔은 개선과정의 주도를 현
업에서 인정하는 분들이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고 이들을 사무
직으로 직군 이동하여 별도의 파트를 만든 것이다. 또한 현장직 근로자의
참여율 저조 이외에도 고객가치혁신팀의 출범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
다. 예를 들어 마케팅팀을 보면, 현재 기획파트에서 하는 기능의 일정 부
분을 담당하고 있어 이러한 기능의 중첩성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B호텔은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고객만족
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별도의 기능으로 분리와 담당이 필요하다고
보고 과감하게 팀을 출범시키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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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서비스과정 개선은 문제해결활동(팀 내 VOC 논의 회의), 근로
자제안제도(VOC 슬립, 복슬립)와 같은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 이루어진
다. 월별 건수를 보면, 매달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한 달에 최소 1〜2건
에서 많게는 10건까지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회사는 이러한 공
식적인 제도와 포상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제도를 만든
이유는 현장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의 자발적인 관심으로
인한 적극적인 개선이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데, 처음에는 이것이 쉽지 않
았다. 약 20% 정도만이 스스로 개선과정에 참여하는 정도였다. 이러한 점
에서 개선고정 자체에 대한 상담은 물론이고 포상제도를 함께 운영하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공식적인 포상제도는 와우(WOW)라는 이름으로,
포상은 개인, 팀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포상을 하는 인원에는 제한이 없
으며, 선정은 총지배인을 포함해 CS기획파트에서 해당 제안을 놓고 함께
투표하여 선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안에 대한 포상 이외에도 고객설문
조사를 통해 칭찬하고 싶은 직원들을 추천받는다.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
는 제도로 연평균 100건 이상의 추천이 접수된다. 이 중 투표를 통해 친
절 직원을 선발하고 포상을 제공하고 있다.
B호텔은 자체적으로 개선활동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지만, 외부
CS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기도 한다. CS체계 마련을 위한 컨설팅,
VOC 분석을 위한 컨설팅 등을 꾸준하게 받아 외부 지식을 흡수하고 있
다. 이러한 컨설팅은 매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서비스과정 개선에 체
계적인 경험이 없던 B호텔로서는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분석 툴과 노하
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다.
다음으로, 서비스과정 개선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교육훈련제도를 살
펴보자. B호텔의 교육훈련에선 서비스 기본교육을 포함한 직무교육이 주
로 이루어지며, 여기에 기초소양교육을 더하고 있다. 직무교육을 하는 주
요 방식은 집체식으로 서비스 표준매뉴얼(SOP)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훈련은 각 기능/부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교육
의 진행은 사내강사가 하고 있는데, B호텔은 사내강사 육성에 공을 많이
들여왔다. 사내강사는 주로 현업 출신으로 서비스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 육성한다. 사내강사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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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를 많이 가진 사람들을 선발한다는 측면에 더해, 현장직 근로자들에게
사내강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다. 사내강사로의 도
전에 베네핏을 주어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게 문을 열어두는 것이다. 현재
는 객실, 식음 등과 같은 부서를 중심으로 사내강사가 한 명씩 존재한다.
이와 같이 서비스과정 개선과 교육훈련을 결합함으로써 B호텔이 기대
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실제 다양한 부서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다 보면 고객 컴플레인이 발생한다. 이는 한 직원의 일일 수도 있지만
호텔이 가진 SOP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한 점에서 서비스 매뉴얼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수정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과 수정이
용이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과정 개선과 교육훈련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훈련의 과정이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선활동이 근로자들에게 체화되게 한다는 데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
면, 실제 변화하고 교육을 통해 변화를 체화하고 다시 이것이 새로운 상
품이 만들어지는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호텔은 이와 같은 선순환을 기대
하고 있다. 앞서 밝힌 것과 같이 팀이 처음 출범할 때 우여곡절이 있기도
하였지만, 현재는 내부를 구성하는 기능들 간의 연계가 꽤 매끄럽게 진행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객가치라는 공통의 목적을 두고 팀이 운영되
기 때문에 각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한다. 하지만 어려움
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고객가치 향상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바라보
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개별 기능으로서 세부 목표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끔 의견조율 등 어려움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순탄하게
팀이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개선 과정과 교육훈련을 연계한 성과를 평가해보면 회사는 결과
적으로 고객만족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 속도 또한 매우
빠르다고 평가하고 있다. 객실과 레스토랑의 고객만족도를 보면, 2019년
과 2020년을 비교하였을 때 2019년보다 전반적인 고객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아직 한계는 고객만족도가 매출로 나타나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B호텔은 린 서비스 혁신이라는 개념을 들어본 적이 있기는 하
지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B호텔에서 서비스개선 과정의 경험이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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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전반적인 만족도 제고 효과

자료 : 기업 내부자료 저자 가공.

않기는 하지만 현재는 호텔 자체에서 현장직과 사무직이 함께 혁신 매뉴
얼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본다.

2. A호텔
가. 기업 개요
A호텔은 5성급 호텔로, 서울에도 호텔이 있으며, 리조트 개념을 더하
여 2000년도 제주도에 A호텔을 오픈하였다. 제주도에서 역사가 깊고 규
모가 큰 유명 호텔 중 하나로, 연간 매출액은 2017년 이전에 750억 원 이
상을 달성하였지만, 2017년 중국 사드의 영향을 받아 현재는 약 600억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영업이익은 3년 평균 30억 원을 달성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영업이익은 일정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A호텔의 주요 고객은 외국인이었다. 특급호텔이라는 점에서 외
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주로 찾는 호텔이었으며, A호텔 브랜
드의 세계화전략으로 인해 내국인 손님에게도 인기가 많지만 외국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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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에게 인기가 좋다. 주요 외국인 관광객들은 중국인이 다수를 차지하였
으며, 이 브랜드가 러시아에서 다양한 사업으로 알려지면서 러시아 관광
객들이 제주도를 찾았을 때 많이 찾아오는 호텔이다.
나. 근로자 및 고용관계 현황
A호텔의 근로자 수를 사업체 단위로 보면 제주도 구성원은 약 500여
명 정도이다. 이는 직고용이 아닌 협력사 직원이 포함된 것으로, 본 호텔
에 직접 고용된 구성원은 350명이며, 협력사 직원들이 150명으로 주로 룸
메이드, 외부청소, 안전, 시설관리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인력을 보면
주로 제주도 내에 거주하는 주부사원이고, 30～40%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 외주 인력의 교육은 외주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데 신입직원
의 경우 10일 정도 자체 교육장에서 기능훈련을 시킨다. 협력사들 간의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협력사들은 자체적으로 좋은 인력을 유인하려는
노력 그리고 이들을 전문적인 인력으로 키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들
은 하루에 4～5시간 일을 하고 있으며, 적게는 매월 세전 180만 원에서
많게는 250만 원 정도를 임금으로 받는다. 객실청소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루에 10개가 기본이라면 능력에 따라 더 많은 객실을 정리하였을 경
우 수당을 지급받는 형식이다.
호텔 내 직접고용 인원을 보면, 연간 이직률은 약 25% 정도로, 약 1～2
년 정도 된 현장직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이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
어 호텔은 인력유지에 고민이 많다. 이렇게 인력 유출이 심한 호텔은 제
주도 인원만으로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울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역
에서 인재영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을 구한다 하여도 앞서 언급
한 것과 같이 이직이 심한데, 그 이유는 제주도라는 위치 요인 때문에 부
모와 떨어져 살아야 하고, 4～5년 정도 연차가 되어 대리급 정도가 되면
결혼 등의 이유로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서울의 경우와 다른데, 서울 호텔에서 이직률이 높지 않다는 점에
서 보면, 호텔을 운영하는 방식에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으로 보아 제주
도라는 사업체의 위치 특성상 이직이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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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을 구성하는 연령대는 부서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평균 38
세로 동종업계 내에서 보았을 때 연령이 많지도 그렇다고 적지도 않은 구
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몇 가지 기능은 협력사 인력을 통하여 수행되
는데, 협력사 직원들은 주로 호텔업에서 종사를 하다가 은퇴한 사람들이
며 평균 연령이 55세 정도이다. 그리고 협력사 직원 중에는 외국인 근로
자 비중도 상당히 높다. 특히, 객실 청소를 담당하는 룸메이드 비중이 높
다. 이는 두 가지 이유가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째, 청소 등의
일을 한국인 인력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며, 또 한 가지는 제주도 특성상
특히 한국인을 구하기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이다.
임금수준은 A호텔의 경우 동종업계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라고 말한
다. 임금수준이 높지 않은 이유는 A호텔이 속한 그룹사의 특성상 인력이
많고 기능도 세분화되어 있어서 타 호텔과 비교하여 인력을 여유 있게 운
영하고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수행하는 일에 대한 압박이 크지 않기 때
문에 임금수준이 다소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이야기 한다. 사원 초임의
경우 2,200만 원이며, 임금체계는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사업 초
기부터 정착된 임금제도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성과급의 변동 폭이 크다.
기본적으로 성과에 따라 100% 차이가 나며, 200～400%까지 개인에 따라
성과급이 차이가 난다. 역량을 고려한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고 있으
며, 구성원 중 50%는 200% 정도 성과급을 받고 있으며, 상위 5%는 400%
성과급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인턴제를 운영하는데, 모든 신입직원들은 약
20개월 동안 인턴과정을 거치며 임금 2,000만 원을 받는다. 9개월 후 정규
직으로 전환되고 그 후 12개월 재계약을 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인
턴에서 정규직 전환 시 부서원과 부서장 평가, 그리고 면접 평가를 시행
하는데, 전환은 크게 문제가 없는 소수 인력을 제외하고 거의 100% 이루
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인턴제도는 1～2년차에 이직이 잦다는 점에서 운영
하는 이유도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 피드백을 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등 신입직원의 역량 향상에 초점을 두고 운영된다.
A호텔에 들어오는 신입직원들은 현장직, 사무직에 관계없이 다수가 대
졸 출신이다. 그러나 꼭 호텔경영 전공자만 오는 것이 아니다. 인사담당
자는 점차 전공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다고 본다. 회사 측에서도 전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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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신경 써서 선발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대졸 인력들은 항공서비
스, 호텔경영, 어문학계열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입사한다. 그리고 호
텔은 인재를 구하는 것에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과 연계를 통
하여 인재를 수급받고 있다. 그리고 거꾸로 대학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과과정 개설을 요구하기도 한다. A호텔은 채용에서 대학과 협력하는
것이 현재 호텔에서 필요한 인력, 즉,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을 데려올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에 이러한 사항을 적극
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호텔에 필요한 어학, 실무교육에 대한 보충도 요
구하는데, 예를 들어, 와인 소믈리에 육성, 소비자심리학 강화, 외국어 능
력 강화, 의사소통 및 토론 스킬 강화 등 교육내용에 대한 개편을 지속적
으로 주장하며, 최저임금 제공, 기숙사 제공 등을 하면서 하루 7시간씩 며
칠 동안 실습의 장을 제공하면서 인근 대학을 비롯하여 다양한 대학과 인
재교류를 위하여 힘쓰고 있다. 호텔은 솔직하게 이러한 인재교류의 노력
이 아직까지는 크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호텔산
업을 위하여 그리고 향후 호텔의 성장을 위하여 해야 할 투자라고 보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다. 작업조직 특성과 숙련요건
A호텔은 크게 4개의 팀으로 구성된다. 객실팀, 식음료팀, 판촉팀, 영업
지원팀이다. 각각의 기능과 이를 구성하는 직무를 보면, 객실팀은 객실을
관리하는 역할로 크게 객실 프런트, 컨시어지, 피트니스, 객실관리가 있
다. 식음조리팀은 식음 담당과 조리 담당으로 구성되는데, 업장별로 직무
가 조금 상이하기는 하지만 식음 관리 및 딜리버리와 조리 식자재 관리,
조리 등의 직무가 있다. 판촉팀은 호텔 전체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업지원팀은 영업지원, 구매, 시설, 재경 파트로 구성된다.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객실팀과 식음조리팀을 중심으로
숙련요건을 살펴보면, 객실팀의 경우 직무별로 다르지만 1년을 넘지는 않
는다고 본다. 먼저 2개 타입 500개 객실의 표준 상태를 파악하는 데 약 8
개월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며, 객실별 상품, 즉, 계절/타임/구매경로(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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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오프라인)/행사(세미나) 같은 종류별 상품을 파악하는 데 2개월 정도
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다. 식음조리팀의 경우를 보면, 식음료파트는 와인
이나 커피 종류 파악, 제공 메뉴 파악, 서비스 표준 메뉴얼 숙지, 그리고
정산방법 등을 숙지하는 데 약 3개월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리팀의
경우 중식, 일식, 한식, 양식에 따라 그 차이가 있다. 중식의 경우가 가장
어렵다고 보는데 음식의 조리를 기준으로 보면 중식의 경우 1년, 한식은
10개월, 일 식의 경우 9개월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A호텔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최근 도입된 기술체계는 없으며, 이로
인해 일과 일하는 방식이 변화한 부분은 없다. 약 10년 전부터 호텔은 고
객정보를 바탕으로 예약 추정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5년 전
부터 시스템의 지능화 수준이 향상되어 굉장히 정확하게 예약 시즌, 패턴
등을 예측하고 있다. 호텔은 이를 통해 객실 단가를 정하고 근로 스케줄
을 정하는 등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일어난 가장 큰 기술 변화로는
해외 표준시스템에 맞추어 예약시스템을 모두 전산화한 것으로, 이는 현
재 호텔 내 기능과 직무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호텔은 이러한 시
스템의 정착과 고도화를 통해 향후 10년 이내에 예약과 객실(프런트) 인
력이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그리고 호텔은 고객들의 불만사항을 줄이기 위하여 기술을 어떻게 활
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는데, 고객의 소리를 수시로 들을 수 있는 AI
시스템 등의 도입도 현재로는 어렵지만 향후 데이터의 축적과 AI기술의
발전에 따라 호텔에 도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호텔은 이러한 기술의
도입으로도 절대 대체될 수 없는 서비스가 있다고 보는데, 식음조리 쪽
인력은 앞으로 더욱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산업
이나 호텔업종에서 시도되고 있는 로봇을 이용한 케이터링(배달) 서비스
의 경우 고객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AI기술이 쉽게
정착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식이다.
라. 일터혁신
A호텔은 구성원들의 만족도와 역량의 제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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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호텔의 경우 제주도에 입지한다는 특성 때문에 이직률이 높다고 보
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타 호텔이나 리조트와 비교하여 높다고만은 볼 수
없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 전체 직원 중 약 10% 정도가 20～30년 장기근
속 직원들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애사심과 충성심
이 높은 호텔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직원들의 사기와 만족도
진작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A호텔이 속
한 그룹사가 직원들의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것도 있
지만, 호텔은 약 3년 전부터 ‘직원이 일하고 싶은 회사’ 만들기를 위한 기
업문화 TFT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직무와 조직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롭게 시행한 제도를 보면, 시차출퇴근제는 업종의
특성상 여성근로자가 많다는 점에서 호응도가 매우 높다. 사실 사무직 여
성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제도가 활용되기는 하지만, 현장직의 경우도 근
무테이블을 계획할 때 개인별 삶의 선호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등 개인의사를 반영하고 있어 현장직 근무 스케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A호텔은 타 호텔과 비교하여 교육훈련의 강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연평균 일인당 교육훈련 시간이 총 86시간으로 꽤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진행되는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기별로 전 사
원이 서비스 기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일인당 2시간씩 총 8시간의 교
육훈련을 받는다. 이는 A호텔에서 매우 강조하는 교육으로 연차나 직급
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강조
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인 교육으로 월 1회 1시간씩 총 12시간의 산업
안전보건법, 정보보호 등에 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
도 성희롱 예방교육, 고충상담 교육을 연 2시간씩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 서비스교육이라고 하여서 서비스교육은 물론 협력과 단합을 위한
활동을 하는 과정이 연간 2시간씩 총 4시간 동안 이루어진다. 이러한 교
육훈련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 팀, 조직의 다양한 수준으
로 구성하여 근로자들의 단합과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A호텔에서 연간 이루어지는 주요 교육훈련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
자. 호텔의 기본적인 교육 방향은 직무교육과 동시에 다양한 인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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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서비스 제공 관련 직무교육도 실시하지만, 외부
자원(교육기관, 강사) 연계를 통한 직무 이외의 다양한 교육 내용과 기회
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직무교육이 진행되는 것을 살펴보자. A호텔뿐
아니라 호텔업의 서비스 표준매뉴얼은 매우 복잡하다. 이러한 복잡한 매
뉴얼을 모든 직원들이 숙지해야 하는데, 보다 더 큰 문제는 고객들의 기
호가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점에서 서비스 표준매뉴얼이 굉장히 잦은 주
기로 변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표준매뉴얼은 존재하
지만 현장직 근로자들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괴리감을 느
끼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소하고자 A호텔은 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지속
적으로 다양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만들고 있으며, 특히, 사내강사를 육성
하여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사내강사제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A호텔은 사내강사 육성과 이들
을 활용한 교육훈련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호텔은 베테랑 장기근속 직원
들을 사내강사로 육성하여 이들의 서비스 노하우를 젊은 직원들에게 전
수하게 한다. 호텔은 서비스강사제도를 통해 시니어들이 그간 어떠한 마
음가짐으로 일에 임하였는지를 알려주며, 또한 그간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 쌓은 노하우를 젊은 직원들과 공유하게 하면서 동기부여시키고 실질
적인 서비스 제공 기법을 전수하고 있다. 이는 시니어 직원들로 하여금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입장이 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자극을 받
을 수 있게 할 것으로 동시에 기대되고 있다. 호텔이 사내강사를 육성하
는 이유는 교육훈련을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비스
와 같이 근로자들의 개인 역량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제품의 경우에는 한
번 교육을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도 반복적으로 전달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한 가지 교육내용도 한 번 하고 끝
내는 것이 아니고 주기를 두고 반복적으로 시행한다. 이러한 직무교육을
전담하는 강사 인력으로 제주도 호텔에만 상주하는 사내강사는 현재 총
6명이 있다. 그리고 호텔은 내부강사를 통해 기본적인 서비스전달에 관한
교육을 빈번하게 시행하는 동시에 외부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외부강의
의 경우 최근 호텔이나 리조트 산업의 서비스 트렌드를 알 수 있는 교육
이나 그 외 인문, 사회 교육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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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이 진행되는 방식을 보면, 먼저 신입직원들을 대상으로 분기
별로 약 2년 정도 교육훈련을 시킨다.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는 부서
별로 교육훈련을 진행하는데 성수기를 피해 비수기를 이용하여 집체교육
을 실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직무역량 교육과 동시에 체육대회 형식으로
집체활동을 진행하는데 이는 개인의 직무역량도 중요하지만 부서 즉, 팀
내 직원들의 협력과 단합이 서비스 질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개최하는 단
체 활동으로 연간 2회씩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부서별이 아닌 전체 직원
들이 모여 체육이나 게임 활동을 진행하는데 이를 진행하는 이유는 호텔
내 다양한 기능들 간의 교류를 위한 것으로, 호텔을 구성하는 기능들이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객실을 예약할 때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식음료파트에 전달하면 식음료 직원들이 해당 고
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 매우 수월해진다. 이러한 정보들은 시
스템에 기입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직원들이 일일이 찾아보고 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잘 활용하지 않는다. 직원들은 시스템을 이용하기보다
는 자연스럽게 오고가면서 직원들끼리 손님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고 숙
지하는 것을 더욱 선호한다. 그래서 호텔은 향후 기술을 사용하여 시스템
적으로 이를 보완하겠지만, 이와 병행하여 직원들 간의 교류를 높이는 것
이 고객만족도 향상에 더욱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호텔은 집체교육 이외에도 서비스평가가 낮은 근로자들을 대상으
로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1 : 1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제주 호텔 내 사내강사들이 근로자들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전
담하여 실시하고, 그 외의 기본적인 서비스교육과 직무교육은 서울 본사
에서 CS교육팀이 내려와서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호텔에서 이루어지
는 교육은 직접 몸과 눈으로 배우는 대면교육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직원들의 만족도와 교육훈련 효과도 높다고 평가된다. 모든 교육
훈련은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며, 만약 근로시간 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젊은 연령대 구성원들이
교육훈련 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들은 교육훈련 시간을 통해서 서비스
방식에 대하여 토론하는 것을 매우 즐긴다고 한다. 이러한 반응은 A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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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공하는 교육훈련 내용이 실무와 굉장히 밀접하고 실제 활용에 효과
적이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호텔은 학점이수제를 운영하고 있어 전체 직원들이 온
라인으로 과목을 수강하여 연간 4.5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온라인 교육은 오프라인 교육만큼 만족도가 높지는 않다. 그러나 이 중
어학 관련 온라인 수업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 학원을 가지 못하는 직
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A호텔은 부서/기능 간의 벽을 두지는 않는다. 그래서 1년에 10명 정도
즉, 3% 정도가 부서 이동을 희망하고 실제 3～4명 정도는 다른 기능직으
로 전환이 된다. 이는 근로자들이 원할 때 이행되는 것으로, 그들의 지원
이 없으면 별 다른 부서 이동은 하지 않는다. 부서 간의 이동이 이루어지
기도 하며, 현장직에서 사무직으로 이동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호
텔은 공식적인 다기능화 제도를 운영하지는 않는다. 인재육성 그리고 무
엇보다 총지배인 양성을 위해서 다기능화 교육을 고민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소수의 근로자들만이 다기능화를 원한다는 점에서 회사는 직
무순환을 별도의 제도로 두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회사는 원하는 지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른 기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약 1달 정도의 기간으로 부서를 옮겨 타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호텔은 정년이 가까운 근로자들에게 별도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호텔은 59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이와 동시에 정년퇴직 3년 전부터 이들에게 다양한 교육훈련을 받
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회사가 퇴직 이후에 직원
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몇 해 동안 추적을 한 결과, 정년 후 계속해서 호텔
업계에 남아 있지 않은 경우는 많지 않았다. 사회복지사 등 대인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다른 경력을 찾는 경우를 발견하였다. 그래서 회사는 정년에
가까운 인력들에게 퇴직 전 3년 동안 회사에서 20시간을 근무하면서 그
외 시간은 개인적으로 교육훈련을 받게 하는 등 개별 경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교육훈련은 내부에서 소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외
부교육을 연결해주거나, 개인적으로 외부교육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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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교육훈련에 대한 근로자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점수로 보면 5점 만점에서 4점을 기록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젊은 인력을 중심으로 교육훈련을 받는 것을 즐기면서 교육훈
련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호텔 측에 전혀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인
력들을 이전보다 타이트하게 운영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한 것이다. 그처
럼 타이트하게 인력 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교육훈련에 할애할 시간이 줄
어들기 때문에 회사는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도 교육훈련을 어떻게 제공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
또한 A호텔은 교육훈련을 통해 근로자의 역량을 높여 고객의 만족도
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는 별도로 서비스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꾸
준하게 하고 있다. 호텔은 린 서비스혁신이라는 개념을 서비스과정 개선
에 적용한 적은 없다. 이러한 개념에 대하여 알고는 있지만 A호텔 자체
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과정 개선을 실
시하고 있다. 이는 7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그룹 차원에서 고객만족도
를 높이는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함께 시작되었다.
서비스과정 개선은 고객의 소리로부터 시작된다. 게시판, 예약사이트
등에 호텔 서비스 이용 후 고객들이 후기를 남기면 우선 호텔은 모든 VOC
에 답장을 보내는데, 이는 2일 안에 완료하도록 정해져 있다. VOC를 담
당하는 부서는 별도로 존재하는데, A호텔의 경우 마케팅에서 이를 담당
하고 있으며 2명의 전담자를 두고 있다. 매일 당직이 VOC를 취합하여 마
케팅 부서에 넘기면 마케팅 부서에서는 먼저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
하고 원인분석을 실시한다. 그리고 이를 제주와 서울의 본부 조직인 운영
기획 부서의 표준화팀에 보내면, 이는 전 직원들에게 전달된다. 이와 같
이 A호텔의 서비스과정 개선은 마케팅팀인 사무직(지원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현장 근로자들에게 아이디어를 묻는 제안제도 등이 존재하
지만 현장직 근로자들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하지 않는다. 회사는 그 이
유를 A호텔이 제주도에서 별도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제주와 서울 호텔에
동시에 적용되는 서비스 표준매뉴얼이 존재하기 때문에 A호텔에서 임의

제4장 호텔산업의 일터혁신 113

로 이를 바꿀 수 없다는 데서 찾고 있다. 호텔은 서비스과정 개선과 관련
하여, 또한 ISO2200 등 인증을 받기 위하여 컨설팅을 받는 등 고객만족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3. C호텔
가. 기업 개요
C호텔은 한국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호텔이다. 2013년 동탄점 오픈을
시작으로 법인을 설립하였다. 그 후 2020년까지 약 7년간 12개의 지점을
개관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C호텔은 기본적으로 5성급이나 럭셔리
호텔과는 대상 고객층이 다르며, 여행객도 많지만 주로 비즈니스 출장 고
객들이 많다. 이러한 고객의 차이는 시설의 차이, 무엇보다 운영의 차이
를 낳는 중요한 요소이다. 서비스 프로세스 이론에 따르면 이와 같은 비
즈니스 호텔은 고급호텔과 달리 단위비용 감소가 매우 중요하며 프로세
스를 표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김대철․김수욱․성백서․윤영진, 2015).
이러한 점에서 C호텔은 모기업 호텔의 운영노하우를 많이 차용하고 있기
는 하지만, 모기업 호텔이 럭셔리 호텔이라는 점에서 운영을 그대로 답습
하기보다는 비용 효율성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다. C호텔의 호텔로서 주
요한 기능은 객실에 있다.
C호텔은 현재 비즈니스 호텔업계 1위로 타 호텔과 비교하여 매출액 차
이가 크게 난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매출은 약 850억 원, 2018
년 약 940억 원, 2019년 약 1,020억 원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크게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데, 2017년 약
44.8억 원, 2018년 약 51.1억 원, 2019년 125억 원으로 영업이익의 큰 향상
을 이룬 것을 알 수 있다(2018년, 2019년 감사보고서). 올해 전망을 코로
나로 인하여 2020년 매출을 1,500억 원으로 전망하였으나 코로나 때문에
65%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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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로자 및 고용관계 현황
C호텔은 2019년도 기준 정규직이 466명이다. 연간 급여 총액은 약 201
억 원이고, 1인 평균 급여액은 4,300만 원 정도이며, 경력이 없는 신입직
원의 경우 초임이 2,000만 원 중반 정도로 임금수준은 동종업계와 유사하
다. 호텔은 객실 프런트, 식음, 조리 파트 등은 직고용을 하고 있으며, 객
실정비, 외관 청소 등은 용역을 주고 있다. 전체 평균연령은 31세로 매우
젊은 편이다. 그러나 인력들은 신입직보다 주로 경력직 근로자가 많은데
회사가 채용에서 일부러 경력직을 뽑는 것은 아니다. 채용은 필요 직무에
한하여 수시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학력은 대졸이 가장 많
고 다음으로 전문대졸이 많다.
C호텔의 이직률은 높은 편이다. 이는 호텔업의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
으나 작년 기준으로 이직률이 40% 정도이고 퇴사를 가장 많이 하는 연차
는 2년 미만이다.
보상체계는 모기업 호텔과 동일한 직무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완벽한
직무급 형태는 아니지만 호텔 특성상 직무가치가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점에서 직무급을 적용하고 있다. 조리와 식음 부서를 예로 보면, 호텔학
교를 졸업해서 동시에 입사를 해도 초임에 차이가 난다. 회사는 채용부터
직무를 중심으로 채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초임에 큰 차이를 두지는 못
하는데 이유는 아직 직무가치와 그 차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서 조
직원들을 설득하기에 아직은 분위기가 이르다고 보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운영은 다른 호텔과 같이 교대제로 하고 있으며, 교대시간 형
태가 기능별로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3교대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노동
조합이 없지만 노사협의회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다. 작업조직 특성과 숙련요건
호텔을 구성하는 기능을 보면, 다른 호텔과 마찬가지로, 호텔부문에 객
실직, 서비스직, 조리직으로 구성되며, 지원부문에는 마케팅직, 경영지원
직이 있다. 호텔부문을 중심으로 보면, 객실직은 프런트와 하우스키핑/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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넨으로 프런트는 숙박과 관련한 업무, 고객안내를 담당한다. 하우스키핑/
리넨은 고객 투숙 전 객실을 점검하는 인스팩터, 고객 투숙 시 불편사항
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오더테이커, 하우스맨 등의 직무가 있으며, 리넨은
고객의 의류와 직원의 유니폼을 세탁, 관리하는 직무를 말한다. 서비스직
은 식음료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레스토랑, 바 등에서 요리, 음료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업무이다. 마지막으로 조리는 일식, 양식, 한식 등 다
양한 분야의 조리업무를 수행하고 조리와 관련한 연구개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숙련요건을 보면, 부서 즉, 기능별로 차이가 있다. 식음의 경우 럭셔리
와 비즈니스 호텔 직원들의 기본적인 수준 차이는 있겠으나, 비즈니스 호
텔에서는 2년 정도가 되면 베테랑 정도로 숙련수준이 꽤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리는 좀 다르다. 조리는 5년이 지나도 베테랑이라고 볼
수 없으며, 경력 5년과 10년의 숙련도 차이는 매우 크다. 회사는 이러한
숙련요건을 임금체계에 반영하여 직무에 따라 임금상승 폭이 다르게 설
정되어 있다.
그리고 C호텔은 현장에 대한 기술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호텔산
업의 특징인 사람을 통한 직접 서비스방식을 고수하겠다는 것이 현재의
전략이다. 1등급 호텔이 아닌 다른 부티크 호텔이나 비즈니스 호텔의 경
우 기술로 인한 사람의 대체를 많이 생각하고 있으며 주변에서 실제 이를
구현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C호텔의 경우 이러한 기술을 통한
서비스 전달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호텔업에서 이루어지는 서
비스가 복잡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고객을 상대한다는 점에서 기술을 통
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이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호텔등급에 상관없이 호텔산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비즈니스 호텔이라
고 하여 유입되는 고객층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고객의 니즈를 정형화
하기란 쉽지 않으며 이는 예측 불가능성을 낳기 때문에 시스템을 통한 처
리가 어렵다고 본다. 아무리 AI가 발달되어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시스템
화한다고 하여도 계속해서 고객은 바뀌고 새로운 것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
에 과연 사람에 비해 기술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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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터혁신
C호텔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비즈니스 호텔로 1등급 호텔들과는 운
영전략 측면에서 차이를 가진다.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목표
이지만, 무엇보다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현재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점
에서 C호텔은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첫째, 서비스 표준매뉴얼 엄
수를 중요하게 여긴다. 비지니스 호텔에서 표준화는 굉장히 중요하다.
SOP를 따라는 것은 생산성 유지, 원가절감, 그리고 품질 일관성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주방에서 새로운 셰프가 고객을 위해서 고객
에게 새로운 것을 제공하고 싶은 열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비즈니스
레벨 호텔의 경우 조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모두 표준화가 되어 있어
셰프의 재량권으로 음식을 만드는 방식, 서빙방식 등을 변경할 수 없다.
이미 생산성과 원가 측면에서 SOP가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해
야 한다. 이것이 5성급 럭셔리 호텔과 비즈니스 호텔의 가장 큰 차이이다.
그리고 호텔업의 특성상 유연한 사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비즈니스 호텔이라는 특성상 5성급 호텔이나 럭셔리 호텔과 비교하여 아
주 특별한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SOP를 따라서 정해진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C호텔은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력효율성 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에 C호텔은 인력효율성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C호
텔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근로시간 대비 인력 산정을 통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식음팀의 경우 조
식, 중식, 석식 운영시간이 있는데 보통은 시간대별로 2명씩 배치한다. 그
러나 C호텔은 오랜 기간 동안 매일 예약된 고객 수를 파악하여 시간당
고객 수를 산정하고 고객당 투입되는 인력을 산정하였다. 고객당 투입되
는 인력을 보면, 100명의 고객이 왔을 때 2명의 직원을 투입하여 본다. 이
때 일정 기간 동안 VOC가 없다면 운영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고객
수 대비 투입인원을 조정하는 실험을 오랜 기간 시행하였다. 그래서 현재
고객만족도가 높은 고객 응대에 필요한 인력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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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탄력적 운영과 동시에 직원들에게는 손님이 없으면 기본 시간보다 일
찍 퇴근할 수 있는 얼리퇴근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오늘 일찍 퇴근하여 남
은 근로시간을 다른 날 사용하게 하는 등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을 탄력적
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근로시간과 같은 인력의 탄력적 운영은 좀 더 확대되어 기능 간 유연
성도 확보하고 있다. 호텔은 직무순환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해당 기능을 체험하여 교육훈련의 기회로 삼기도 하며, 또한 실제
기능 지원을 통해 일을 하게도 한다. 호텔업의 경우 직무 간의 벽이 매우
견고하다. 그러나 호텔은 처음부터 한 근로자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장려하여 왔다. 여기에는 총지배인의 역할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앞
서 언급한 것과 같이 C호텔의 경우 다수가 경력직이라는 점에서 호텔업
계의 생리와 달리 다양한 기능을 숙지하는 근로를 반대하였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한 지 몇 해가 지난 지금은 기능의 순환이 결국 자신의 역량 향
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직원들이 많아지는 분위기이다. 종
합적으로 보면 C호텔은 비즈니스 호텔의 특성상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해
야 한다는 점에서 유연한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시간이나
다기능화 등 기능적 유연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
한 호텔 전략이 근로자들의 충성심과 맞물려서 다행히 근로자들의 편의
와 숙련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C호텔도 다른 호텔과 같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서비스과정을
개선하고 있다. 이는 품질 부서에서 담당하며 본사의 총 5명 인원이 12개
호텔의 서비스과정 개선을 담당하고 있다. 품질 부서는 인사 부서 산하팀
인데, 하는 일은 VOC 관리, 다양한 방법(온라인, 대면, 미스테리 쇼핑, 전
화 모니터링)을 이용한 서비스 점검 관리 등이다. C호텔은 서비스과정 개
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현재 정원에서 10명까지 담당 인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서비스과정 개선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한 명을 제외하
고 모두 현장직 출신이다. C호텔은 기본적으로 기능 간 인력 이동, 그리
고 현장에서 사무직으로 넘어오는 것 등의 직군 이동 또한 이론적으로
매우 좋은 모델이라고 보고 별다른 벽을 두고 있지 않다.
개선활동에 대한 현장직 근로자들의 참여도는 높은 편이다. 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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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개선활동을 보면, 먼저. 고객불만이 접수되면 품질 부서에서 담당자가
현장에 이 소식을 전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실 조사를 현장근로자들과
함께 실시한다. 이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하고 해결안은
담당부서 직원들과 함께 도출한다. 이러한 개선활동에 대해서는 포상이
있는데, 근로자가 개선안을 제시하여 비용절감을 할 경우 비용절감분의
1～3% 정도를 인센티브 즉, 개인성과급으로 지급한다. 최근 가장 기억에
남는 제안건으로는 객실마다 종이로 된 TV채널판을 없애고 TV화면에
채널을 띄우는 아이디어가 있으며, 이로써 비용이 매우 많이 절감되어 제
안한 현장근로자는 보상을 받았다. 그리고 이 외에도 생산성격려금제도
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최대 월급의 100%를 지급한
다. 한 달에 제안이 들어오는 건수는 일정하고 여기서 실행에 옮겨지는
제안은 한 달에 한 건 정도로 제안의 채택도 일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C호텔은 서비스과정 개선활동이 현장직 근로자들의 관심과 참여 없이
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 총지배인의 리더십하에 직원 참여를 독려
하고 있다.
C호텔의 근로자들도 개선활동을 반기는 편인데, 이유는 업무가 개선되
는 방향이 기본적으로 업무의 간소화와 편의 증진에 맞춰지기 때문이다.
회사 관점에서는 비용이 절감되고 회사 수익이 개선되는 생산성 효과를
누리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전과 비교하여 훨씬 일하기 수월해지는 것
으로 인식한다고 한다.
한편 교육훈련을 보면, 교육훈련은 제도화되어 있고 다양한 교육이 이
루어지고 있지만, C호텔은 이것도 부족하다고 인식한다. 이유는 모 호텔
과 비교할 때 시간적으로 많이 낮기 때문이며, 공식 평가에 반영하고 있
지 않아 근로자들이 교육훈련을 고루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C호
텔의 경우 근로자 일인당 연간 평균 10시간의 교육훈련이 이루어진다. 그
런데 모기업 격인 호텔의 경우 사원급은 연간 일인당 평균 30시간의 교육
훈련을 반드시 수료해야 하며, 평가에도 반영된다. 교육훈련 내용을 보면,
서비스교육, 직무교육(직무지식, 스킬), 브랜드 교육, 리더십 교육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총 191개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리더십 교육은 주로 승격
할 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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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은 서비스과정 개선이나 혁신을 위한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없다.
모기업격인 호텔에서 SOP를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이를 C호텔도 공유
하며 비즈니스 호텔에 맞게 변경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체적으로 서비스
과정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을 교육훈련하는 등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또한 호텔은 린 서비스 개념은 알고 있지만, 적용을 고려해본 적은
없다.

4. D리조트
가. 기업 개요
D리조트는 300실 규모의 콘도형 리조트로 2006년 설립하여 2008년 4월
개장하였다. 본 시설은 리조트로 회원영업을 하는 특징을 가지며, 호텔과
비교하여 객실 크기가 커서 취사를 선호하는 가족단위 고객이 많다. 회원
제 운영의 특징은 분양을 기본으로 하는 까닭에 객실료 등이 실질 매출에
서 발생하는 부분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단골고객 즉, 회원들이 찾
아오다 보니 서비스 차원에서 개인의 니즈를 맞추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업계 VIP 등이 오는 경우도 많으며, 이럴 경우 하이서비스를 요구하는 경
우가 많아서 현장직 근로자들의 대면 서비스에 난이도가 있다.
본 리조트는 제주도에 있는 타 리조트와 비교하였을 때 상위 랭킹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인기가 좋은 이유는 제주도에 설립 당시 콘셉트를
고급화로 잡았으며, 유명한 관광지에 위치에 약 20만 평의 대규모로 시설
을 구축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타 리조트와 비교하여 식음장이나 편의시
설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데, 시설 내 레스토랑을 9개 운영하고 있어 고
객들의 선택권이 많아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에 우후죽순 호
텔과 리조트들이 들어오면서 D리조트도 타격을 조금 입었다고 볼 수 있
다. 가장 가까운 성산에만 200～300개 객실 보유 호텔과 리조트가 1년 사
이에 3개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우후죽순 생겼던 리조트와 호텔들이
차츰 정리되고 있어 코로나19가 끝나면 이전과 같은 수준의 운영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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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무성과를 보면, 5년 전까지만 해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상승세였
다. 이는 밀려드는 중국인 관광객의 효과를 본 것으로 매년 재무성과가
향상되었다. 그러나 2017년 사드의 영향으로 2018년 2019년에 계속해서
매출에 영향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하락세를 기록하였다.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매출의 회복세가 보이기 시작하여 2017년 약 250억 원, 2018
년 약 240억 원, 2019년 약 250억 원에, 영업이익은 2017년 약 42억 원,
2018년 약 32억 원, 2019년 약 22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매출액은 회복세
를 보이지만 영업이익의 경우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다(휘닉스중앙제주
감사보고서, 2018, 2019년).
마지막으로, 회사에 기업단위 노동조합은 조직되어 있으나, 조직을 구
성하는 연령이 낮고, 이직이 잦다 보니 노조의 활동이 활발하지는 않다.
나. 근로자 및 고용관계 현황
현재 D리조트의 총고용규모는 170명이다. 구성은 식음료, 조리, 직원
파트 등의 구성원 수가 약 64명이고, 룸메이드, 외관청소, 시설관리 등 아
웃소싱 인력이 약 70명 정도이다. 고용규모가 사무직 근로자들은 줄고 있
는 추세이며 현장직은 증가하는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조직을 구성하는
연령대는 직영 직원의 경우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이 가장 많다. 아웃
소싱 인력의 경우 연령대가 좀 높은데 주로 50～60대 인력이 많다. 아웃
소싱이라고 소개한 인력들은 주로 룸메이드 인력이 많은데, 해당 인력을
운영하는 전문 협력업체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아 운영하고 있다. 교육훈
련은 D리조트에서 직접 관여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그래서 리조트는 업
체를 선정하고 계약할 때 교육훈련이 잘 이루어지는 곳을 선정해 교육훈
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해당 인력의 숙련화에 대
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직접 고용한 직원의 경우 평균 이직률은 매년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약 20～30%대로 동종업계 내 타사와 비교하였을 때 유사한 수준
이라고 본다. 주로 퇴사를 하는 연차는 경력 1년대로 대학 졸업 후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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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고 1년 근무한 후 퇴사를 결심하는 직원이 가장 많다. 이유는 다음
과 같은 세 가지로, 아무래도 대인 서비스이다 보니 육체적 노동이 많은
데 거기에 정신적 노동이 더해져 젊은 근로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
우가 많은 것이다. 그리고 지역적 요인도 있다. 지역민이 입사하는 경우
도 있지만 다수가 다른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지역적인 고립감을 호소하
는 경우도 있다. 끝으로, 교대제인 스케줄 근무이다 보니 주말과 연휴를
쉬지 못함에 따라 젊은 인력들이 이를 감수하기보다는 조직을 이탈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해보면, 젊은
인력일수록 동종업계가 아닌 타 직종으로 이직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고 한다.
채용은 공채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변 학교들과의 협약을 통해 실습제
도를 운영하면서 인력을 공급받고 있다. 입사자들의 전공은 주로 호텔 관
련 학과로 관광학, 호텔경영과, 조리과 등에서 온다. 호텔은 계속적으로
인력 채용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인식하고
있다. 들어오는 신규 인력의 학력은 전문대가 80% 정도를 차지하였는데,
최근에는 4년대 졸업 대학생들도 많이 입사하고 있다.
D리조트는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평
균 급여액이 약 4,400만 원 정도이다. 대졸 초임의 경우 세전으로 약 2,300
만 원 정도이다.
다. 작업조직 특성과 숙련요건
D리조트는 타 호텔과 마찬가지로 총지배인하에 팀제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부서로는 객실팀, 식음료팀, 조리팀이 있다. 객실팀의 주요 일은 프
런트 체크인, 체크아웃, 게스트 안내, 추가용품 지급, 청소점검이 있으며
하우스키핑과 객실정비는 협력업체의 도움을 받고 있다. 식음료팀은 식
당 레스토랑 테이블 안내, 오더테이킹, 그 외 고객응대, 메뉴서비스, 청소
등의 직무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조리팀은 조리에서부터 메뉴개발을
담당하며, 셰프, 보조요리사 등으로 구분된다.
부서별 직무 숙련요건을 보면, 전반적으로 숙련요건이 단축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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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도구의 발전도 한 가지 이유이겠으나, 더욱 큰
것은 인력운영의 효율성 달성 목표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직무의
수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며, 직무가 통합되어 한 사람이 수행하는 직무
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숙련요건은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숙련요건이 줄어들기보다는 현장투입 이전 교육의 기
간이 짧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객실팀의 경우 매뉴얼을 통한 교육
훈련으로 현장 투입 시기를 앞당기고 있는데 2～3개월 정도 조직 적응이
끝나면 바로 현장에 투입된다. 식음료도 마찬가지로 2～3개월 정도 조직
적응이 끝나면 바로 현장에 투입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직접 고객을 만나
게 하여 시행착오를 겪으며 숙련을 쌓게 하고 있다. 식음료의 경우 기본
적으로 1년 정도는 되어야 혼자 의사결정을 통해 일을 할 수 있다고 본
다. 마지막으로, 조리팀을 보면 메뉴책임자의 경우 최소 2년은 있어야 메
뉴책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많이 단축된 것으로 5년
정도는 되어야 메뉴책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숙련요
건이 낮아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전과 비교하여 업무숙지가 빠르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교육훈련시키는 방법과 내용이
이전보다 많이 개발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리조트는 호텔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변화가 좀 빠르다고 본다.
최근 리조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 중 하나는 IT기술을 서비스에
적극 접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현장에 도입한 기술은 고객의 소리를
모바일로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영업장별로 배치된 QR코드를 찍고 점수
를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고객들이 불편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
으나, 수기 작성, 이메일 또는 전화로 고객만족을 평가받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는 생각 때문인지 이전보다 고객만족도 체크 정도가 증가하였다.
이 외에도 QR코드를 통한 결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IT기업과 미팅
을 갖는 등 리조트산업에 들어올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 무엇인지 적극적
으로 찾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정착은 생각보다 빨리 될 것으로 예상되
는데 최근 리조트를 찾는 고객들의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시스템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적어 기술을 통한 고객서비스의 시기가 좀 더 당겨질 것으
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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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터혁신
D리조트는 고객만족도 향상과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도모
하기 위하여 약 2년 전부터 현장직 근로자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과정 개
선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공식적인 서비스과정 개선
활동은 서비스과정 개선 또는 아이디어 회의라고 명명하며, 회사 대표의
제안에서 시작되었다. 대표는 직원들이 주체가 되어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을 제안하였고 여기에 전 직원이 응답하였다. 고
객의 소리 즉, VOC는 기본적으로 본사에서 수집하며 해당 VOC는 전 직
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달이 된다. VOC는 부서별로 받고 있는데, 부서
별 QR코드가 있어서 고객들이 리조트 이용 후 직접 해당 부서에 대한 평
가를 한다. 주로 서비스에 대한 평가이며 점수를 주는 객관식으로 구성되
어 있다. 그리고 추천하고 싶은 직원명을 적을 수 있다. 올해 7월부터 수
기가 아닌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전과 달리 참여
도가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염려하였으나 고객들이 더욱 활발하게 참여
하고 있다.
이렇게 접수된 VOC는 각 부서로 전달되며, 그때부터 현장에서는 본격
적인 VOC 분석과 개선안 도출이 시작된다. 먼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VOC를 중심으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지를 논의
하며 원형 테이블에 앉아서 큰 종이에 구성원들의 다양한 생각을 빠짐없
이 적는다. 스케줄 근무로 인하여 한 번에 모든 부서 인력이 참여하기는
어려우나,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은 정기적인 활동 모임을 가지며, 인력
의 40% 정도가 참여한다. 활동은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며, 상대적으로
손님이 분비지 않는 한가한 시간을 내어 활동을 진행한다. 취합한 VOC
를 바탕으로 부서 내 구성원들은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한다. 몇몇 자기
목소리 내기를 꺼리는 사람도 있지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연령대가
20대 중반에서 30대로 젊은 또래의 직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토론은 생
각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직 리조트는 이러한 서비스과정 개선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이에 현장직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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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다고도 토로한다. 현재는 활동에 대
한 보상까지는 아니지만 이러한 결과가 반영되는 포상이 존재하는데, 연
초 1회 진행하는 칭찬사원 포상이다. 아무래도 개선활동에 활발한 직원들
이 칭찬사원이 되는 경향이 많아서 회사는 이것이 포상제도에 준한다고
보기도 한다. 칭찬사원으로 선정되면 핵심인재가 되어 타 호텔이나 리조
트 벤치마킹의 기회가 부여되는 등 교육연수를 보내준다. 그러나 호텔은
이러한 개선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인사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연말
에 직원들은 자신이 개선활동에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개선안을
제시하였는지 모두 소명한다. 이를 팀장이 평가하고 코멘트를 달아 피드
백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인사부서에서 취합하여 상대평가를 실
시함으로써 이를 연봉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개선활동의 성과는 회사 입장에서도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먼저,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자들은 이러한 활
동을 매우 환영한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 이것이 변화에 반영된다는 점
에서 매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그리고 실제 일의 능률이 올라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몇 가지 예를 보면, D리조트는 올해 초 유니
폼과 머리스타일을 변경하였다. 활동하기 더욱 편하고 고객들에게도 더
욱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용모와 복장으로 변경한 것인데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80% 반영된 것이다. 또한 서비스 방식도 바뀌었는데, 예전에
는 식음장에서 손님에게 일일이 물을 따라주었으나, 이것에 대해 고객의
불편호소가 있었고 직원들도 매우 불필요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방식을 변화하여 탁자에 물을 놓고 서비스 매뉴얼
도 변경하였다. 이 또한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D리조
트는 조리경진대회를 열어 직원들이 직접 메뉴를 개발하고 이를 메뉴로
선정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직원들의 참여가 바탕이 되는 서비스과정 개
선에 직원들은 일을 하는 데 동기부여되어 능률이 오른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실제 고객만족도 향상으로 나타나 조직성과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고객만족도 수치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활동
이전 고객만족도가 평균 3점 후반대였는데, 활동을 진행한 후에는 4점대
중반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고객의 소리에 칭찬글이 불만글보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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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며 칭찬글의 비율이 약 80% 정도 상승하였다(그림 4-3, 4-4 참조).
[그림 4-3] VOC 경향

자료 : 기업 내부자료.
[그림 4-4] 고객만족도 성과

자료 : 기업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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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까지 D리조트는 서비스 과정 개선에 회사가 보다 많은 지
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실제 개선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
산이 필요한데, 이러한 개선활동에 들어가는 예산편성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과정을 개선하다 보면 시설 측면에서 바꾸어야 할
것도 있지만 예산에 즉시 반영될 수 없다는 점에서 비용적인 어려움을 이
야기한다. 그리고 서비스과정 개선과 교육훈련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데, 과장, 파트장 등의 리더들은 CS혁신에 대한 교육을 받지만 다
른 직원들에게 이러한 기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한편 D리조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을 보자. 최근 D리조트는 인력
개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너무 높기 때문인데,
1～2년은 꾸준하게 교육을 진행해야 해당 인력이 사업장도 이해하고 고
객에게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잦은 이직으로 교육훈련이
축적되지 않아 고민을 가지고 있다. 교육훈련은 인사팀의 CS파트에서 진
행한다. 그러나 현재 교육훈련에 대한 노력이 조금 줄었다고 여겨지는데,
최근 교육훈련 시간을 보면 연간 평균 인당 2～3일 정도로 매우 낮은 수
준이다. 그리고 교육훈련 내용도 예전에는 공식적인 과목 구성의 경향이
컸으나 최근에는 신입사원 기본서비스 교육, 직군별 CS 향상교육, 심화
교육 등으로 간소화되었다. 진행주기도 1년에 1～2회씩은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진행하다가 최근에 그 횟수가 줄어들었고, 앞서 언급한
대로 일인당 교육훈련 수혜가 줄어들게 되었다. 이렇게 교육훈련이 줄어
든 이유는 인력효율화 때문이다. 실제 인력 충원이 이전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무엇보다 교육 목표가 직무전문화보다는 다기능화로 변화하여 직
무역량 개발에 대한 교육훈련 부분이 크게 감소하였다고 회사 측은 이야
기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다기능화 부분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인데, 2019년 다기능화 교육훈련에 이를 반영하여 몇몇 인재를 중심으로
모든 기능을 섭렵하는 드림팀도 만들어서 운영하였다. 이들에게는 다른
직원과 비교하여 연봉을 5% 높게 지불하였으며 교육훈련도 추가적으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D리조트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직원
들이 본 제도에 대하여 크게 반발하였다기보다는 업무강도가 높아지면서
직원들이 피로감을 크게 호소한 측면이 더 크다. 여기에는 기존 호텔,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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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트 산업에서 다기능보다 직무전문화를 추구하는 성향도 작용하였다.
이에 다기능화 교육훈련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D리조트는 린 서비스 혁신에 대한 개념을 알고는 있지만
이러한 개념을 서비스 운영 혁신에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타사에서 적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며, 비록 타당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개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제4절 소 결

이상으로 호텔산업 내 주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일터혁신이 일어나는
과정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호텔산업에서 일터혁신과 관련하여 주목
해야 하는 이슈는 무엇이며 개별 기업들은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호텔산업은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즉, 근로자에 의해 서비스 질이 결정되므로 인력이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 질을 책임지는 인력의 조직 이탈은 물론이고 산업
이탈이 매우 극심한 문제이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호텔산업을 구성하는
몇몇 직종이 외주화되어 있고 일부 기능 인력의 경우 비정규직을 통해 운
영되는 경우가 있어 전체적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력운영에 대
한 고민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 호텔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고 이와 더불어 산업 내 근로자들
의 근로조건 질 향상에 대한 관심도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호텔산
업은 코로나19도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그 이전부터 산업 자체가 침체되
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 내에서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여 기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호텔산업은 호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하나하나가 고객과 밀접한 관련
을 가지고 있고 이는 곧장 재무성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기술혁신을 통
해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가 쉽지 않은 특징을 가진다. 제조업의 경우
디지털 기술 등 새로운 기술체계의 도입을 통해 생산품의 품질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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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서비스산업의 경우 특히, 본 장
에서 주목하는 호텔산업의 경우 새로운 기술체계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
상과 고객만족도 향상을 쉽게 연결지을 수 없다. 이유는 어느 산업보다
대면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만족을 느끼고 이것이 성과와 직결되기 때문
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례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호텔산업은 전통적
인 방식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그 혁신의 주요 기제는 ‘사람’으로 일터
혁신에서 주목하는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있는 것
이다. 즉,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이 하는 일, 그리고 일하는 방식을 근로
자들의 노하우 투영을 통해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호텔
산업의 일터혁신은 꽤 중요한 혁신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 타 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딜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호텔산업은 계속해서 사람을 통한 혁신이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점차 적어지고 있고, 관련 인력이 산업을 이탈하는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람의 숙련과 참여를 통한 혁신이 지
속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이 호텔산업에서 이루어지는 근로자 참여가 바탕이 된 일터혁
신은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꽤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들의 직접적인 노하우 투영을 통해 서비스과정을
개선하고 이는 고객만족도 향상이라는 실질적인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고객만족도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
상 측면은 발견되지만 이러한 노력이 근로생활의 질 향상과 어떻게 연계
되는지는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터혁신을 통해 호텔의 혁신이
일어난다고 하여도 이는 호텔업이 가진 고질적인 숙련 문제, 인력 이탈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으며 외부적 유연화를 통해 인력 운영방식 등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임금수준 향상
이나 근로시간 유연화 등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터혁신을
통한 근로조건의 개선 성과를 더욱더 확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호
텔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터혁신이 호텔의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근로조건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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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사례들 중 몇몇 경우에서 보면(표 4-5 참조) 근로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사업성과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업체들이 직접고용 인력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훈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력의 조직과 산업 이탈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현재 수준에
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고숙련화라는 점에서 근로자들
의 교육훈련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호텔이 고숙련화라는 어젠
다를 지향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직종에서 숙련요건을 동시에 높이고 있
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숙련화나 전문화를 통한 인력 활용 효
율화를 지향하면서도 여전히 인력을 비용 측면에서 보고 인력 활용 효율
화를 지향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해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4-5> 사례조사 요약
변수들
산업 내 위치

B호텔
호텔, 5성급

A호텔
호텔, 5성급

C호텔
호텔, 3성급
비즈니스 호텔

D리조트
리조트

사업 부문

객실, 연회, 식음 객실, 연회, 식음
객실, 식음료
료
료

근로자
고용형태

- 객실관리, 연
- 객실관리, 연
회관리 및 마
회관리 및 마
케팅, 식음료
케팅, 식음료
는 직접고용
는 직접고용
- 객실 중 하
- 객실 중 하우
우스키핑, 연
스키핑, 연회
회운영은 간
운영 간접고용
접고용

- 객실관리, 연
객실, 식-객실관
회관리 및 마
리, 연회관리 및
케팅, 식음료
마케팅, 식음료
는 직접고용
는 직접고용
- 객실 중 하우
- 객실 중 하우
스키핑, 연회
스키핑 간접
운영은 간접
고용
고용

근로자 참여 통한
역량 향상 중점
일터혁신 활동
현장 근로자 참 근로자 참여 보
여도 매우 높음 통 수준

근로자 참여 통한
일터혁신 활동
근로자 참여 보
통 수준

작업방식 혁신
근로자 참여
기반 일터혁신

객실, 식음료, 연
회, 골프장 운영

근로자 참여 통한
일터혁신 활동
현장 근로자 참
여도 매우 높음

작업방식 개선에
개선에 직접 밀
개선에 직접 밀
대한 직접근로자
기여 높지 않음 기여 수준 보통
접하게 기여함
접하게 기여함
기여
일터혁신과
생산성
일터혁신과
근로생활의 질

자료 : 저자 작성.

생산성 향상

생산성 향상

생산성 향상

생산성 향상

근로조건의 변화 근로조건의 변화 근로조건의 변화 근로조건의 변화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30

서비스산업 일터혁신 사례 연구

이러한 비용 측면의 인력 활용 효율화 지향 목표는 오랜 기간 호텔산업에
서 인력 활용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인력 외주화 측면의 이슈에서도 확인
된다. IMF 이후 시작된 몇 직종의 인력 외주화 등 외부적 유연성 추구 방
식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축소될 여지도 쉽게 보이지 않는다.
호텔산업은 앞서 산업 리뷰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침체
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의 침체는 관련 인력 육성이나 대우 측면에
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다시 말해 산업의 침체는 결국 해당 산업
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까지 호텔산업
내 인력 육성이나 이탈의 문제들은 산업의 흥망성쇠와 연결되어 있었다.
호텔산업이 소위 말해 잘 나갈 당시에 근로자들은 호텔 산업에 종사한다
는 프라이드가 높았고 관련 교육 기관도 많았으며, 개별 호텔 자체에서도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근로자 육성에 힘썼던 적이 있다. 그러나 산업의
침체는 결국 해당 노동시장의 침제를 가져왔고 이는 현재 개별 기업의 고
용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호텔산업의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근로조건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의 부
흥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단지 호텔 개인 기업 단위의 책임이
아닌, 국가 단위에서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중 하나로 호텔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와 함께 산업 내 관련 인력들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육성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육성은 개별 호텔 단위의 교
육훈련을 넘어 국가 교육시스템과 연계될 필요가 있으며 산업 단위에서
도 관련 기관과 협회에서 호텔산업 내 인력들의 역량 확충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어떠한 고민을 해야 할지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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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들어가는 말

이 장에서는 물류산업의 일터혁신에 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고자 한
다. 물류는 운송과 보관 등을 통해서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물품을 전
달하기 위한 공간적 시간적 이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운송이 물류
활동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하역, 보관, 포장 등의 부수
적인 과업들이 존재하고, 그 물류활동들을 지원하는 기능으로서 물류정
보관리도 있다. 물류는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등의 기업에서 물류기능으
로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독립적인 물류전문기업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본 장에서는 후자의 물류전문기업들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물류전문기업 중에서도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물류업,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택배 물류, 음식배달업과 같은 근거리 배송물류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3가지 종류의 물류업들을 모두 분석 대
상으로 삼았다.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로 물류업은 대표
적인 성장산업에 속하고 그만큼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 등장하고 있다. 뜨
는 산업인 만큼 출혈경쟁이 거론될 정도로 시장경쟁도 치열한데, 규모의
경제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자리다툼이 치
열하기 때문이다. 이런 시장환경의 특성 때문에 물류업은 혁신 압력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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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받고 있으며, 더구나 최근의 정보통신기술과 정보지능기술 등의 발전
으로 여러 가지 기술혁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적 조건 속에서 물류업에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기술혁신의 내
용들을 살펴보고, 일터혁신의 위상과 역할은 무엇인지, 일선 작업자들의
직무 역할과 근로조건 등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
이 본 장의 기본 연구목적이다.
일터혁신 역사에서 물류는 상당히 독특한 위상을 차지해왔다. 물류가
린 생산방식과 적시공급체계(JIT)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왔기 때문
이다. 적시공급체계에서 물류는 생산과정의 보조장치로서 일터혁신에 참
여하고 있지만, 물류 자체도 혁신 여지가 매우 많은 분야이다. 물류는 창
고와 운송 등 흐름공정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와 프로세스의 연계성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높아서
프로세스와 프로세스의 유기적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서비스 전달의 효율
성을 높이고 재고 낭비를 줄일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또 지역적으로 산
재된 작업공정의 특성상 작업자들에 대한 조정과 통제가 용이하지 않아
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노동생산성을 높일 여지도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혁신의 여지가 많고 그만큼 혁신성과도 낮지 않을 전망 속에서 물류기업
들이 어떤 혁신의 방향을 취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일터혁신의 역할이 무
엇일지를 조사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이다.
본 장의 나머지 절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절에서는 물류
산업의 특성과 최근의 기술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3절에서 사례조사
결과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사례조사 표본으로는 종합물류회사의 택배
사업부(A기업), 자동차부품 물류업체(B기업), 음식배달업체(C기업) 등 3
개를 선정하였다. 택배사업부 사례를 두고 있는 A기업은 우리나라의 대
표적인 물류기업이기 때문에 사례조사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자동
차부품 물류업체인 B기업은 완성차 제조업체들의 적시공급체계(JIT)와
린 생산방식의 일부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B기업의 사례조사를 통해서 적시공급체계에서 물류업의 역할과 작업방
식에 어떤 혁신이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
지막으로 음식배달업체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마지막 근거리배송(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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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e delivery) 부문의 일터혁신 현황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
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본 장의 사례조사
결과들을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들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제2절 물류산업의 특성과 최근의 기술 동향

물류는 화물을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여기서 화물의 전달은 운송을 통한 공간적 이동뿐 아니라 보관을 통한 시
간적 이동도 포함하고 있다. 참고로, 물류에 해당하는 영어 용어인 ‘로지스틱
스(Logistics)’는 군대의 병참활동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물질적 재화의 이
동과 보관 활동을 의미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어 있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류는 경제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라고 볼 수 있다.
화물의 공간적 시간적 이동을 수행하기 위한 물류 활동들은 운송, 하
역, 보관, 포장, 물류정보 등이다. 운송은 화물을 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활동인데, 장거리 이동인 수송과 소량의 화물을 단거리 이동시키는 배송
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역은 화물을 운송장비에서 내리거나 반대로 운송
장비에 올리는 활동을 의미하고, 보관은 화물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활동
을 말한다. 포장은 화물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보호장치를 씌우
는 활동이고, 물류정보는 물류의 흐름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상의 물류 기능들 중 운송, 하역, 보관, 포장 등이 물류의 기본활동들이
고, 물류정보는 보조적인 지원활동이다.
이들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곳에 화물집하 공간들과 운
송장비, 하역장비 등을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물류장비 등에
대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어서 물류업은 초기 투자비용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택배산업은 전국적으로 산재된 터미널
들과 운송차량, 하역 및 분류장비, 정보망 등을 구비하고 있어야 되기 때
문에 물류업 중에서도 대표적인 장치산업에 속한다.
이처럼 물류업이 높은 초기투자를 요구하고 있지만, 창고에서의 물품

134

서비스산업 일터혁신 사례 연구

분류나 하역, 포장, 운송 업무 등 일선 작업자들의 과업들은 손노동을 많
이 요구하고 있어서 작업자들을 다수 사용해야 하는 노동집약적인 성격
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운송, 하역, 보관, 화물분류 등의 과업들에 대해서
자동화를 많이 추진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일선 물류과업들은 작업자들
의 손노동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다수의 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있다. 더
구나 물류업에서 직접서비스 과업들의 숙련요건도 높지 않아서 물류서비
스를 직접 전달하는 작업자들은 저숙련 근로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와 동시에 물류업은 작업장이 지역적으로 산재하고 외근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에 대한 통제와 조정이 용이하지 않은
점도 특징적이다. 물류업의 작업방식이 갖는 이런 특성 때문에 인건비를
낮추는 것도 물류업의 경쟁요인으로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만큼 물류과업의 일부를 외주화하고자 하는 동인이 강하게 작용할 가능
성이 높다.
물류업의 또 다른 특성은 시장경쟁의 성격이다. 물류업은 전형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운송용량이 클수록, 운송 적
재율이 높을수록 물류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화물
의 전달 시 허브 터미널과 서브 터미널 등으로 구성된 여러 집하장들을
거치는 허브-스포크 모델(hub-spoke model)을 적용하는 기업들이 많다.
운송거리가 멀어지더라도 운송차량의 적재량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류업은 규모의 경제로 시장점유율을 높여 물류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가격을 낮추고 동시에 물류 품질을 높이는 것이 경쟁력의 주된 원천이 되
고 있기 때문에 물류업체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규모를 키울 동인을
가지게 된다. 더구나 물류업에서 시장경쟁의 상당 부분이 가격경쟁 중심
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당한 출혈경쟁도 감수하는 분위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새벽배송, 당일배송, 익일배송 등의 출현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이라고 하는 물류 품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것도 높은 물류서비스 가격에 기반을 둔 차별화 전략이 아니라 시장점
유율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이기 때문에 물류기업들에게는 상당
한 비용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류업의 시장경쟁 구조와 서비스 전달의 작업방식, 숙련요건 등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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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업들에게 저비용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그에 대응해서 다수의 물류
기업들은 복잡한 원․하청구조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즉, 종합물류회사
들을 정점으로 해서 운송이나 보관, 하역, 포장 등을 전담하는 영세한 전
문업체들, 그리고 지입차 근로자와 같은 독립도급근로자 등이 수직적으
로 계열화되어 있는 다단계의 원ㆍ하청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물류
업의 원․하청구조가 일터혁신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지, 이런 원․하
청구조 속에서 일터혁신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등이 본 연구의 주된 관
심사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런데 물류업이 가지는 이런 특성들은 역으
로 물류업에 혁신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령
적시공급체계처럼 근로자들의 우호적인 태도와 역량을 바탕으로 짜임새
있는 물류공급체계를 만들어 내거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지역적으로
산재해있는 근로자들 사이에 과업들의 통합과 조정, 통제 등을 실시하는
것 등을 통해서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그것도 경쟁력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오노즈카 마사시, 2019).
물류업에서 가격을 중심으로 경쟁이 펼쳐지고 있지만, 품질이 경쟁요
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물류의 품질도 궁극적으로는 고객만
족을 척도로 삼을 수 있는데, 물류도 서비스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물류
활동의 목적이 물품을 안전하게,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있기 때문에 물류서비스의 품질은 적정한 시간의 납기, 정확
한 장소로의 배송, 파손되지 않은 운송 물품, 보관이나 운송에 따른 기능
저하 방지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특히 2014년 쿠팡맨과 로켓배송이 등
장한 이후 새벽배송, 당일배송, 익일배송 등 빠른 배송체계가 확산되고
있어서 고객들이 요구하는 물류 품질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물류
업에 대한 품질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것이 낮은 서비스가격의
전제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물류업의 수익모형을 찾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서강민(2014)에 따르면, 물류업의 평균단가가 1997년 이후 계속 하
락추세에 있다. 즉, 택배서비스 평균가격이 1997년에 박스당 4,732원이었
지만, 201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 2,500원대 초반까지 떨어지고 있다. 이처
럼 높은 물류서비스 품질과 낮은 가격이라고 하는 서로 모순적인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물류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면해야 할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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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들이다.
물류업이 직면하고 있는 이런 모순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류
업이 이루었던 굵직굵직한 혁신들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응용과 연관
성이 높다. 이에 물류업의 기술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물류업의 기술발전 역사를 로지스틱스 1.0에서 로지스틱스 4.0으로
단계적으로 구분한 오노즈카 마사시(2019)에 근거해서 물류업의 기술혁
신 과정을 큰 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로 오노즈카 마사시(2019)는
산업 1.0〜산업 4.0에 조응해서 로지스틱스 1.0에서 로지스틱스 4.0까지로
기술의 변화를 정리하였다. 로지스틱스 3.0까지는 과거의 기술발전 역사
이고 로지스틱스 4.0은 현재 진행 중인 혁신과정이기 때문에 먼저 로지스
틱스 3.0까지 기술혁신의 역사를 살펴보고 난 후 최근의 기술동향인 로지
스틱스 4.0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로지스틱스 1.0은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철도와 트럭
등에 의한 육상운송, 증기선과 기계선 등에 의한 해상운송의 혁신이 이루
어졌던 단계의 기술혁신을 의미한다. 로지스틱스 2.0에서는 하역자동화가
주된 기술혁신이었는데, 지게차의 개발과 보급이 거기에 크게 기여하였
다. 이 단계에서는 컨테이너가 개발되어 해상운송에 큰 변화를 주었다.
로지스틱스 3.0에서는 관리시스템에 혁신이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에 창
고관리시스템인 WMS와 운송관리시스템인 TMS 등이 개발되어 물류정
보관리시스템에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 수출입 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인 NACCS도 이 단계에서 개발되어서 각종 수출입 절차
의 자동화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는 제조업의 자동화기술에 조응해서
물류업에서도 특정 작업과정들을 대상으로 한 기계화와 자동화가 추진되
었다.
로지스틱스 4.0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창고로봇, 자율주행 등 정보지
능기술들의 발전과 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물류업의 4차 산업혁명 국
면이다. 정보통신기술들의 도입을 통해서 인력이 대폭 절감되고 다양한
기능과 정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적 물류체계가 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먼저 운송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트럭, 드론택배, 자율주행
배달로봇, 원격조정 무인선박 등 무인운송장치의 발전으로 대대적인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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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예고되고 있다. 이들 무인운송체계 중 드론택배처럼 현재에도 부분
적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미래의 가능성으로 남
아 있어서 그것이 언제 현실화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보관이나 하역 분
야에서는 로봇이나 무인 지게차 등의 등장으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갈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창고자동화가 컨베이어시스템 중심으로 추진되었
는데, 그것은 유연성이 떨어져서 제한적으로만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에 로봇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어서 창고나 하
역자동화 등에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가령, 아마존의 kiva system에서는 선반로봇이 출고할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선반을 통째로 들어서 포장공정까지 운반해오면, 작업자
들이 거기에서 필요한 화물들을 꺼내서 포장하는 과정을 거쳐 출하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ㆍ지능기술의 발전으로 예상되는
또 한 가지 기술혁신은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시설과 설비 등 전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정보지능기술, 센싱기술, 제어기술 등을 적용하여 물류 운
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물류정보관리의 혁신이다. 예를 들면, 택배기사
들에게 제공되는 인공지능 비서, 고객의 구입 실적과 열람 이력, 장바구
니 저장상품, 마우스 커서의 움직임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아마존의
예측배송, 인공지능/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출발지, 도착지, 화물 종류, 리
드 타임, 비용 등을 감안한 최적의 운송경로 설정 등이다. 우리나라 물류
업체들에서도 스마트기술이라는 이름 아래 정보통신ㆍ지능기술을 활용
한 사례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컨테이너나 팔레트, 화물상자 등에 RFID
칩이나 QR코드, 바코드 등을 부착하여 화물의 물류흐름을 실시간으로 파
악하고, 창고에 보관 중일 때에도 화물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추
적관리시스템을 들 수 있다. 이들 정보통신ㆍ지능기술을 활용한 기술혁
신은 본 사례연구의 주된 대상이기 때문에 사례기업들에서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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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례조사 결과

1. A기업
가. 회사 개요
A기업은 1930년에 설립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회사로서 2011년
에 다른 그룹으로 인수된 후, 그 회사를 인수한 그룹의 물류회사와 합병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회사는 국내의 물류시장 점유율에서 압도적
인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9년 현재 40개국의 154개 도시에
걸친 277개 해외 거점을 두고 있는 글로벌 종합물류회사이다. 참고로, 이
회사의 해외 근로자 수는 2019년 6월 말 현재 21,000명 정도로서 국내 직
원들까지 포함한 전체 근로자 수의 76.8%를 차지하고, 해외 매출 역시 전
체 매출의 42.3%를 차지할 정도로 글로벌화되어 있다(이 회사의 지속가
능경영보고서).
이 회사는 물류사업 외에 SCM과 건설 등의 사업도 진행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물류에만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회사의 물류사업은 다시
택배, 항만 하역 및 운송, 프로젝트 물류, 계약물류, 포워딩ㆍ국제특송 등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는 그중 택배를 중심으로 사례를 조사하고
자 한다. 이 회사의 택배는 스포크-허브 네트워크 모형(spoke-hub network
model)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point-to-point 모형도 부분적으로 허용해서 하이브리드 모형으
로 발전시켜 가고 있다. 여기서 스포크-허브 모형은 자동차바퀴처럼 허
브 터미널들과 서브 터미널들이 중심과 바퀴살처럼 구성된 물류모형으로
서 모든 화물이 일단 허브로 집결된 다음 다시 도착지 인근 서브 터미널
로 이동하는 경로로 물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스포크-허브 모형은 화물
적재량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운송거리가 길어지는 단점도 있다.
가령, 이 스포크-허브 모형에서는 서울 내에서 운송될 택배화물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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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있는 허브 터미널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허브 터미널이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
내에서는 허브 터미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도착지역으로 운송하는 pointto-point 방식을 채용해가고 있다. 이것을 위해서 서울지역에 다목적시스
템(multi-purpose system : MPS)을 도입해서 MPS 간 운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물동량이 계속 증가하
게 되면서 허브 터미널의 물동량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도 감안해서 허브
터미널로의 집중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이
브리드 모형으로 전환되면서 허브 터미널로 집중되는 물량이 20～30%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회사는 물류 인프라로서 국내에 허브 터미널 12개와 서브 터미널
290여 개 등을 두고 있으며, 해외에도 5개국에 진출하여 127개의 네트워크
를 가지고 있다. 국내 택배물류에 사용하는 운송차량이 18,000여 대 정도
이고,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 택배물량이 670만 상자에 이르고 있다
(이 회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그 밖에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도입되
어 있는 점도 이 회사의 중요한 택배 인프라이지만, 그것은 본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조사해야 할 내용이어서 다시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 회사는 물류시장에서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마지막 근
거리배송(last mile delivery)사업에도 참여하기 시작하여, 새벽배송/당일
배송/익일배송 등 새로운 유형의 배송 사업에도 뛰어들고 있다. 참고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쿠팡, 11번가, 이베이, 마켓컬리, SSG 등이 근거리배
송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다. 근거리배송사업은 물량이 많지
않고 기존의 물류 인프라를 활용하기 힘들고 별도의 소규모 네트워크를 사
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
다. 더구나 현재 이 시장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어서 지속가능한 사업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도 있지만,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상
태에서 근거리배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배송경로 최적
화 등을 위한 기술혁신들이 요구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논의는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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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의 2019년 매출액은 10.4조 원이고 그중 택배사업 부문의 매출
액은 2.5조 원으로서 전체 매출액의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회사
의 매출액이 2018년 9.2조 원, 2017년 7.1조 원이기 때문에 계속 성장 중
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업이익은 2019년 3,071.9억 원, 2018년 2,426.9 억
원, 2017년 2,356.5억 원 등이다. 2019년의 경우 택배사업 부문만의 영업
이익도 확인되고 있는데 그것은 905.3억 원으로서 전체 영업이익의 29.5%
를 차지하고 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택배사업이 이 회사 사
업의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당기순이익은
2019년 508.9억 원, 2018년 666.0억 원, 2017년 541.8억 원 등이다 영업이
익에 비해서 당기순이익이 많이 줄어드는 이유는 이 회사가 여전히 공격
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물류업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작용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올릴 필요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인사합병이 이루어진 2011년 이후 5년 주기로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투자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나. 근로자 현황
이 회사의 택배서비스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은 직접 근로자와 간접 근
로자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직접 근로자들은 대부분 직접
고용 근로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먼저 직접고용 근로자 현황
을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 물류서비스를 전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 현황
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직접고용 근로자 수가
6,358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중 남성 근로자가 5,422명, 여성 근로자가
936명이어서 남성 근로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근로자가 6,124명, 비정규직 근로자는 234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
어서 직접고용 근로자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의 성별 차이를 보면, 남성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이 2.9%, 여성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8.1%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여성 근로자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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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정규직 근로자들 중 950명 정도가 화물택배를 담당하고 있는 운송
기사들이다.
이 회사 근로자들의 2019년 평균 근속연수가 9.3년 정도이고 평균 임금
이 5,600만 원 정도이다. 그중 남성 근로자는 평균 근속연수가 9.8년이고
평균 임금이 5,800만 원이며, 여성 근로자는 평균 근속연수가 6.7년, 평균
임금이 4,300만 원 정도이다. 이 통계를 보면, 이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들
도 평균 임금이 높지 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 회사의 간접고용 근로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택배서비스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택배서비스는 고객으로부터 택배 요청 접수가 들어오면, 그 화물을 서브
터미널까지 옮기는 집화과정이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서브 터미널에서 허
브 터미널, 그리고 허브 터미널에서 다른 서브 터미널까지 간선을 따라서
화물을 운송하는 수송과정이 있고, 마지막으로 서브 터미널에서 고객들
에게 화물을 전달하는 배송과정이 있다. 그리고 서브 터미널과 허브터미
널에서 화물을 운송차량에 올리고 내리는 상하차, 배송지역별로 화물을
분류하는 과정 등이 있다. 이들 과업들을 대별하면 운송업무와 터미널 내
과업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과업 비중은 운송이 70～80%를 차지하
고 창고관리가 20～30%를 차지하고 있어서 운송이 주된 과업영역이 되
고 있다.
따라서 이 회사의 택배서비스를 전달하는 직접 근로자들로는 운송을
담당하는 화물기사, 창고에서 택배화물을 상차ㆍ하차하는 하역근로자와
택배화물을 분류하는 근로자들 등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여러 협력회사
들에 고용되어 있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 파악
이 어렵지만, 여기에 기본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조사한 내용들을 정리하
고자 한다.
이 회사의 화물배송을 담당하는 화물차기사는 21,000명 정도이다. 앞에
서 언급한 것처럼 그중 950명 정도는 이 회사의 직접고용 근로자들이다.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들 중 인수합병 이전부터 정규직 근로자였던 기사
는 7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의 정규직 고용이 인사합병 전 회
사의 고용형태로부터 이월된 데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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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 주로 영업과 집화에 있고 배송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 기사들의 존재가 역할 차이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다. 나머지
20,000명 정도는 협력회사(이 회사에서는 협력회사를 대리점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대리점으로 부르고자 함) 소속 근로자들이다. 그
밖에 허브 터미널과 서브 터미널, 서브 터미널과 허브 터미널 사이의 화
물을 운송하는 간선차량 기사들이 2,000명 정도 있는데, 이들은 100% 간접
고용 근로자들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택배기사들의 직무에 대한 지휘와 감독, 인사관리
등은 대리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모집과 선발 등 채용절차도 대리
점 사장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회사는 대리점 사장들의 신입
기사 채용결정을 존중하고 있다. 교육훈련도 대리점연합회 중심으로 실
시하고 있는데, 주된 교육훈련 내용은 고객서비스에 관한 것들이고 전달
방식은 온라인교육 중심이다. 그리고 택배기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각 대리점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
대리점은 기사들에 대한 관리 외에 영업활동, 고객들의 민원 해결, 배
송품질 관리 등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참고로, 이 회사의 택배영업에
서 대리점들을 통한 영업이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영업에서도 대
리점의 역할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운송대리점의 조직규모
는 지역별로 또는 대리점별로 다르다. 3명 정도 고용한 대리점부터 50명
정도를 고용한 곳들까지 분포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10명 정도의 기사
들을 고용하고 있다. 사무실을 두는지 여부도 대리점마다 차이가 있는데,
영업을 뛰는 대리점들은 사무실을 두고, 영업을 뛰지 않고 배송만을 담당
하는 대리점들은 사무실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택배기사들의 수입은 택배 건당 수수료로 책정되고 있다. 먼저 이 회사
가 대리점에게 지불하는 배송 건당 수수료는 820～880원 사이에 분포하
고 있다. 건당 수수료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화물 무게 등에 따라 차등
이 있기 때문인데, 배송 건당 수수료가 820원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
는 최저수수료제를 적용하고 있다. 대리점에게 건네진 수수료 중 대리점
이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기사들에게 지급되는데,
그것은 대리점마다 차이가 있어서 조사하기가 쉽지 않았다. 대리점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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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공제하고 기사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건당 620～780원 정도라고
2019년 11월 12일자 KBS 뉴스는 전하고 있다. 한편 집화수수료는 배송수
수료보다 낮아서 건당 400원 정도이다.
택배기사들의 근로시간은 배송만 하는 경우와 집하까지 하는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다. 배송만 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
에 퇴근하는 근무형태이고, 배송과 집하를 겸하는 기사들은 오전 7시에
출근해서 오후 8시에 퇴근하고 있다. 이런 근무시간으로 택배기사들이 하
루에 처리하는 배송 건수는 300건 정도이다. 기사들이 매달 평균 25일 정
도를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배송을 통한 한 달 총수입은 660～690만 원
정도이다. 거기에서 대리점 수수료를 공제하고 난 순수익이 450～470만
원 정도 남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배송과 함께 집화도 담당하는 기사
들은 거기에 120만 원 정도가 추가되고 있다.
이 회사의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은 택배연대노조를 조직하
고 있는데, 현재 노사 간 쟁점은 이 회사와의 직고용 여부보다는 대리점
을 통한 간접거래인가 직접거래인가에 있다. 직고용 여부가 쟁점에서 벗
어나 있는 이유는 직고용 시 근로시간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
이 불가피한데, 그 경우 수입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
제로 현재 정규직으로 직접고용되어 있는 기사들의 월평균소득은 300～
350만 원 정도여서 간접고용 기사들의 수입보다 더 낮은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허브 터미널과 서브 터미널에서 근무하는 상하차 및 분류 담당 근로자
수는 13,000～14,000명 정도이다. 이들은 모두 협력회사들을 통해서 사용
되는 도급 근로자들이다. 이들 중 40% 정도는 상시근무 근로자들이고, 나
머지 60% 정도는 일용 근로자들이다. 허브 터미널과 서브 터미널들이 외
딴 곳에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부족을 경험하는 터미널들이 많
다. 이들의 시급은 최저시급이지만, 터미널 내 과업들이 주로 야간에 이
루어지기 때문에 근무형태가 주로 야간근무이고 근로시간이 길기 때문에
하루 총수입은 10만 원 근방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 회사는 간접고용 택배기사들에게도 복지제도를 일부 적용하고 있
다. 우선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는 중고등학교 자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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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학자금을 지원했으나 현재는 근속연수가 일정 수준을 넘는 기사들
의 자녀들에 대해서 대학 학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 매년 ‘찾아가
는 건강검진 버스’를 통해서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일 선물과
명절 선물,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시 축하물품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기사들이 경조사 시 자신의 업무를 대행해줄 대리기사를 구해야 하기 때
문에 그 경우에는 건당 수수료를 400원 추가 지급해서 대리기사를 구하
기 쉽게 만들어주고 있으며, 경조금과 경조물품 등도 지원하고 있다.
다. 기술혁신
이 회사의 물류 분야 기술혁신은 학계의 많은 주목을 받을 만큼 우리
나라에서 상당히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 회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회
사는 기술혁신의 방향을 물류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기술, 무인 운
영을 위한 융합형 로봇기술, 물류 자원과 흐름에 관한 실시간 정보 수집
을 위한 정보화기술과 그 정보들을 분석하기 위한 지능화기술 등에 주안
점을 두고 있다. 이 회사는 자사의 기술혁신을 Technology, Engineering,
System and Solution의 약자들을 따서 TES라고 부르고 있다. 여기서
Technology는 자동화기술과 자능화기술을 의미하고, System and Solution
은 운송관리시스템이나 창고관리시스템 등과 같은 정보화기술을 의미하
고, Engineering은 그 기술들을 기반으로 한 최적의 프로세스 혁신을 의
미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TES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종의
스마트 물류기술체계라고 볼 수 있어서 여기서는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스마트 물류기술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회사의 기술혁신은 사내 연구소와 전략부서 사이의 공동 노력에 의
해서 주도되고 있는데, 기술적 측면은 연구소가 주도하고 경제적 측면은
전략부서들이 주도하고 있다. 그 밖에 인수합병을 통하거나 외부의 연구
개발 역량의 활용을 통해서도 기술혁신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회사의 기술혁신은 하향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터혁신과의
관련성이 약하지만, 기술혁신들이 근로자들의 일하는 방식에 상당한 영
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세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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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회사의 기술혁신은 물류센터의 창고 기능에서 더 많이 발생하
고 있다. 물류센터 관리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
이 더 크고, 거기에는 정보통신기술과 정보지능기술 외에 자동화기술까
지 적용되고 있음에 반해서 운송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화기술의 발
전 수준이 낮아서 그 기술의 적용이 아직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
정 때문에 여기에서는 먼저 물류센터의 기술혁신을 살펴보고, 그다음으
로 운송 및 집하 분야의 기술혁신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류센터 기술혁신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화
물의 상차, 검수, 입고, 출고, 분류 등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WMS
(warehouse management system: 창고정보관리시스템)이고, 다른 하나
는 물류자동화장비들과 그 장비들을 제어하는 통합 솔루션 프로그램인
WCS(warehouse control system; 물류창고제어시스템)이다. 최근에는 양
솔루션들을 통합하거나 그것들의 약점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으로서 WES
(warehouse execution system: 물류창고실행시스템)도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참고로, WES는 익일배송이나 당일배
송, 새벽배송 등과 같이 짧은 시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송해야 하는
물류센터에서 특히 많이 요구되고 있다. 이 회사에서 창고정보관리시스
템은 오래전부터 운영해오고 있었는데, 최근 물류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된 기술혁신들은 자동화기술과 정보지능기술 분야이다.
이 회사의 물류센터 자동화기술 혁신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휠 소터(wheel sorter)라고 하는 화물자동분류장치이다. 그것은 입고된
택배화물을 배송지별로 분류해주는 자동화기술이다. 그것은 택배화물들
이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이동할 때 ITS(Intelligent Scanner) 장치로 택배
화물에 부착되어 있는 송장 바코드를 읽어서 배송지별로 분류하는 장치
이다. 그것은 2016년에 처음 도입된 후 2019년 현재 173개의 터미널에 구
축되어 있다(이 회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이 자동화장치의 도입으로
분류작업자의 작업강도나 근로시간을 50% 이상 줄이고 분류작업의 효율
성을 대폭 향상시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회사가 현재 역점을 두고 있는 기술혁신 분야는 상하차 분야이다.
현재는 상하차 과업을 작업자들의 손노동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산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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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도 높고 노동생산성도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컨베이어벨트와 같은 설
비 기반 자동화장치를 도입하기에는 경제적 타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대안들을 찾고 있다. 설비 기반 장치들은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투자비용
이 많이 들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한계도 있기 때문이다. 자동화하려면 공
간이 현재보다 1.5～2배 정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화기술로 인건비는
줄일지 모르지만 전체 비용은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일반
택배화물의 특성상 크기를 표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에 맞는 유연한
기술이 아니면 적용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사정들을 감안하면
유연한 형태의 로봇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기술적 수준이나 근
로자들과의 관계에서 로봇 사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현재는 작업자들
의 근력 증강 슈트를 개발하는 중에 있다.
물류센터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기술혁신은 정보의 실시간 수집을 위
한 센싱기술의 발전과 그것을 응용한 기술혁신 등이다. 먼저 2000년대 초
중반부터 활용하기 시작한 RFID/USN(ubiquitous sensor network) 기술
이다. 그것을 이용해서 상차, 검수, 입고 등의 업무를 자동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수집된 정보들을 작업자들에게 전송하여 작업효율성
을 높이고 물류센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다목적물류시스템(MPS)의
구축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RFID 기술에는 최근에 관심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 기술의 유용성이 높기는 하지만, RFID 칩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가의 바코드를 대체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에는 낮은 가격의 센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RFID에서 다른 저가
의 센싱기술들로 전환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이 회사에서 현재 RFID는
고가의 주류상품에 대한 정보 관리와 추적에 사용되고, 물류센터의 온도
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온습도감시체계(cool guardian system)
에 사용되고 있는 정도이다.
이 회사에서 또 하나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기술은 증강현실인데, 그것
을 이 회사에서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고 있다. 여기서 증강현실은 실
제 상황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투입하여 마치 그 상황에 실제로 존재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법이다. 이 회사의 디지털 트윈도 가상의
공간에 실제의 창고를 재현함으로써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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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문제를 찾는 데 사용하고 있다. 가령,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시뮬
레이션을 통해서 물류센터가 미래에 부딪히게 될 고장과 비정상 상황 등
을 예측함으로써 예방정비를 할 수가 있게 된다. 이 회사에서 디지털 트
윈은 현재 다국적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테스트 중에 있으며, 조만간
실제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운송부문 기술혁신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택배화물의 흐름에 대
한 실시간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기초로 최적의 배차, 화물의 추적관
리 등을 위한 TMS(Transformation Management System : 운송관리시스
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빅데이터들이 축적되면서 그것에
대한 인공지능의 기계학습을 통해서 최적의 운송경로 도출, 차량과 기사
의 최적합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준비 중에 있다. 최근 뜨거
운 사업분야인 마지막 근거리배송의 경우에는 운송경로의 최적화기술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고, 또 이 회사는 택배 분야의 경우 인공지능의 기계
학습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최적
경로를 찾는 기술이 조만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기
업물류 분야는 고객기업마다 차이가 많아서 기계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의
표준화가 어렵기에 기업물류 분야에는 당분간 인공지능의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에서 인공지능기술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능은 택배기사
들의 가상비서와 고객에 대한 챗봇 서비스이다. 가상비서는 2019년부터
도입하였는데, 기사들의 작업용 앱에 그 기능을 탑재하여 배송과 집화 등
의 업무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고객 문의에 대해
서도 기사를 대신해서 답변해주고 있다. 인공지능 비서는 택배 프로세스
를 7단계로 구분해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택배기사나 고객들의 질의에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챗봇 기능은
비서 기능보다 앞선 2017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고객 문의에 실시간으
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다. 그것은 콜센터를 통래서 접수된 상담사례 36
만 건과 대화모델 3.6만 건을 분석하여 435개의 상담 시나리오를 기계학
습한 다음 고객 문의에 답변하고 있는데, 현재는 대부분의 고객 문의에
대해서 챗봇이 응답해주고 있다(이 회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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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의 또 하나 의미있는 기술혁신은 무인택배함의 설치이다. 기존
의 무인택배함은 상품을 배송하는 공간으로만 사용되었는데, 이 회사의
무인택배함에는 배송지 외에 발송과 검수 기능까지 추가되어 있다. 이 무
인택배함에서는 택배 앱 기반으로 화물 접수, 검색, 결제 등 전 과정을 처
리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이 회사의 무인택배함은
비대면 문화의 확산,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 등 일과 시간에 택배를 보
내거나 받기 힘든 사람들을 겨냥해서 도입되고 있는데, 주로 신규 아파트
단지나 지하철역, 관공서 등을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다. 무인택배함은
2019년부터 도입되었지만, 현재 전국 300여 개 지역에 1,000대 정도가 설
치되어 있다.
운송 분야에 적용된 이상의 정보통신기술들은 택배기사들의 과업 수행
을 지원하는 수준이지 대체하는 수준까지 나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기술들을 통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바코드 스캔을 통해서 불필요한 문서 작업을 절약하기도
하는 등 택배기사들의 과업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운
송 분야에 적용되는 정보통신기술, 정보지능기술들에 대한 택배기사들의
반감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택배기사들의 과업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자동운송장치의
도입이다. 향후 자율트럭이 등장하거나 드론을 이용한 근거리배송이 활
성화된다면, 택배기사들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기술의 개발이나 활용 정도가 높지 않아서 일자리 대체
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 회사에서도 특정한 용도이기는 하지만, 드
론기술을 통한 자동배송이 시도되고 있다. 즉, 재난에 빠진 사람들의 긴
급구조를 위한 경우에는 드론기술을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기술
은 독일 기업과 합작으로 개발되었다.
라. 작업자 참여 기반 일터혁신
이 회사는 200년대 중반까지는 ISO, 품질관리분임조, 품질보증 등의 일
터혁신 시스템들을 운영한 적이 있다. 이 시기에는 물류작업의 매뉴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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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표준화 등 작업방식의 개선도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그러나 그 시기
이후에는 일터혁신의 활용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현재는 운영되고 있
는 일터혁신 프로그램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터혁신이 급
격하게 줄어든 이유 중 하나는 작업방식의 개선이 2000년대 중반까지 상
당 부문 완료되었고 현재는 프로세스 혁신도 상당 부분 내재화되었다는
판단에 있다. 그런 판단에서 현재는 일터혁신보다 기술혁신 중심으로 작
업방식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긴 하지만, 기술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되는 경우에
신기술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터혁신이 더 많이 요구되
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터혁신이 사라진 데는 또 다른 숨은 이유가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 숨은 이유로 본 연구는 택배서비스를 직
접 전달하는 근로자들이 간접고용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간접고용 근로자들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일터혁신 기법이 마땅치
않고, 더구나 자칫 잘못하면 불법 파견 판정을 받을 우려가 존재하기 때
문에 간접고용 근로자들과 일터혁신을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추
측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간접고용 근로자들과의 관
계하에 물류서비스 전달방식의 개선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중심으
로 일터혁신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회사에서는 택배서비스 전달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일터혁신 프로그
램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긴 하지만, 그들의 고충이나 불편사항의 해
결이 일하는 방식의 혁신에서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기 때문에 택배서비
스 근로자들의 고충을 청취하기 위한 소통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
는데, 그 소통구조는 크게 몇 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이 회사
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충이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둘째, 대리점
연합회와 매달 간담회를 열어서 그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있다. 셋째, 이
회사, 택배기사, 대리점 대표, 터미널 사이의 간선차량을 운행하는 간선
사, 상하차 인력 공급사 등 5주체로 구성된 상생위원회를 두고 각 주체들
의 협의구조를 가지고 있다. 상생위원회는 분과위원회와 전체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상생위원회는 원․하청 간 공동 노사협의회와 같은 성격
을 가지고 있고, 작업장 수준의 의사결정과는 다르지만 직접서비스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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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고충도 일부 전달되고 있다. 그동안 상생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
의 사례들을 보면, 8월 14일 휴무 지정, 간선차량 산재환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위한 기금 마련, 밝은 문화 만들기 운동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서
브 터미널별로 이 회사의 지사장과 대리점 사장들 사이에 라운드 테이블
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수렴한 의견들은 공지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서브 터미널에 15개 내외의 대리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고충
들을 청취한 다음 서브 터미널별로 순서를 정해서 고충들을 해결해주고
있는데, 2016년부터 지금까지 약 9,000억 원 정도를 서브 터미널 작업환경
개선에 투자하였다. 이 회사의 연간 영업이익이 3,000억 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작업환경 개선에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B기업
가. 회사 개요
이 기업은 2001년에 설립된 종합물류 및 유통판매 회사이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의 최대 완성차 제조업체인 HK자동차의 계열사로서 우리나라
자동차물류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회사는 물류 외에 유통
과 해운 등의 사업도 운영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물류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조사하고자 한다.
이 회사의 2019년 현재 매출액은 15.2조 원이고, 영업이익은 8,800억
원, 당기순이익은 5,000억 원 등이다. 그 이전의 매출액이 2017년 16.4조
원, 2018년 16.9조 원 등이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재무지표들은 물류와 유통, 해운 등의 사업들을 포함한 전체 사업에 대한
것이다. 물류 부문만의 매출액은 2019년 현재 5.9조 원으로서 전체 매출
액에서 32.1%를 차지하고 있다. 이 회사에서 가장 큰 사업부문은 유통 부
문으로서 전체 매출액의 50.3%를 차지하고, 나머지 17.6%는 해운 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이전의 물류 부문 매출액은 2017년에 5.2조 원,
2018년에 5.4조 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물류 부문도 성장추세에 있다.
이 회사 물류 부문의 고객들은 대부분 기업체들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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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물류회사라는 점에서 독특성이 있다. 특히 이 회사의 주된 고객들은
같은 계열사들인 HK자동차와 제철, 건설사, 정유회사 등이어서 고객사들
과 상당한 협력 속에 물류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모회사인 자동차회
사와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물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특성 때문
에 이 회사의 물류는 자동차 제조회사의 적시납입(Just-in-time), 서열납
입(Just-in-sequence) 등 생산방식 혁신에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는데,
이 점이 이 회사를 본 사례조사의 분석대상으로 삼은 주된 이유 중 하나
이다.
이 회사의 물류 부문은 자동차 관련 물류, 수출입물류, 벌크물류, 일반
물류, 특수물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자동차물류는 완성차나 완
성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들을 전달하는 활동을 말한다. 수출입물류는 제
품의 수출, 수입, 포장, 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인데, 이 회사의
수출입물류는 주로 완성차나 부품들을 다루고 있어서 자동차물류의 일부
로 볼 수도 있다. 벌크물류는 철강, 설비, 건설업 등에 쓰이는 큰 중량의
대형화물을 다루는 물류이고, 일반물류는 화학, 정유, 철강, 산업자재, 식
품 등의 화물을 다루는 물류서비스이며, 특수물류는 위험물, 군수 화물
등처럼 다루기 힘든 화물에 대한 물류서비스이다. 그 밖에 이 회사는 물
류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이상의 물류사업들 중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물류, 그중에서도 부품물류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석하고자 한다.
물류사업 운영을 위해서 이 회사는 2019년 12월 현재 물류거점을 국내
에 36개, 해외에 74개를 두고 있으며, 물류센터도 국내에만 10개를 두고
있다. 이 회사의 조달물류에서 완성차 생산에 필요한 자동차 부품의 적시
납입과 서열공급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간 보관
창고 역할을 하고 있는 통합물류센터(consolidation center : C/C라 불리고
있음)도 5 개가 존재하고 있다.
이 회사의 조직규모를 보면, 2019년 12월 현재 국내 근로자 수가 1,392
명이다(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등재되어 있는 이 회사의
2019년 사업보고서). 그중 정규직 근로자는 1,303명, 비정규직 근로자는
89명이며, 비정규직 근로자 중 8명은 단시간 근로자이다. 이 회사의 물류
사업 부문 근로자 수는 628명인데, 정규직이 596명, 비정규직이 32명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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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근로자가 557명, 여성 근로자가 71명이다. 그 밖에 유통사업 부문에
224명, 해운사업 부문에 172명, 경영지원 부문에 368명 등이 고용되어 있
다. 인원수 측면에서만 보면 물류가 가장 큰 규모의 사업부문이다. 이 회
사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그 밖에 해외 근로자가 7,650명 정도 존재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물류관리사가 968명 정도 고용되어 있다. 이 회사의
물류서비스를 최일선에서 전달하는 운송기사, 상하차 근로자, 화물분류
근로자, 포장 근로자 등 물류서비스 근로자들은 대부분 지입차와 같은 독
립도급 근로자나 하도급회사 등을 통한 간접고용 근로자들이어서 근로자
로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이 회사 물류 부문에서 근무하는 전체 근로자는
위에서 든 인원수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이 회사의 2019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2019년 평균 근속
연수는 6.7년이고, 평균 임금은 7,176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회사의
물류서비스를 전달하는 작업자들이 간접고용이나 독립도급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평균임금에 그들의 임금소득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회사 홈페이지에서 이 회사의 인사제도로 제시되고
있는 직급제도의 간소화, 목표관리와 역량평가에 근거하고 있는 인사평
가제도, 연봉제 기반의 기본급제도와 높은 업적급 비중 등도 간접고용된
서비스 전달 작업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사례조사에서 제
외하고자 한다.
나. 자동차 부품물류의 구조와 특성
자동차물류는 자동차 생산업체 관점과 물류업체 관점에 따라서 구분법
이 다르다. 생산업체 관점에서는 자동차물류를 기능적 관점에서 조달물
류, 생산물류, 판매물류로 구분하지만, 물류업체 관점에서는 화물의 종류
에 따라서 부품물류와 완성차물류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조
달물류는 부품 제조업체가 부품을 포장해서 완성차 제조업체의 자재창고
까지 운송하고, 입고된 부품을 부품창고에 보관하며 재고 관리하는 활동
을 의미한다. 생산물류는 부품을 자동차회사 내 보관장소에서 생산공정
으로 공급하는 물류를 의미한다. 완성차물류는 완성차를 고객에게 인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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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류를 의미하는데, 출고된 완성차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배달탁송, 고객
에게 인도하기 전에 보관, 세척, 점검 등의 PRS(pre-releasing service), 수
출용 완성차의 선적 전 품질검사와 수출입절차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
다. 후자의 분류 관점에 따른 부품물류는 완성차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제조회사에서 생산공정까지 공급하는 물류를 의미하는데, 그것 외에
A/S센터와 판매점들에게 A/S 부품을 공급하는 활동도 포함하고 있다.
판매물류는 대체로 완성차물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조
달물류와 생산물류를 합치면 대체로 부품물류와 조응하고 판매물류는 완
성차 물류와 조응하기 때문에 어느 관점의 구분법을 사용해도 무리가 있
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 장은 물류업체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전자의
관점에 따른 구분법을 사용하면서 부품물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HK자동차에서 부품물류의 운용사는 공장마다 차이가 있다. HK자동차
의 자동차물류는 원래 직영으로 운영해 오다가 물류 계열사를 신설해서
위탁방식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기술적 조건이나 노사관계의 특성, 혁
신의 정도 등에 따라서 부품물류를 누가 수행할 것인가에 공장마다 차이
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 전달업체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하나
는 물류전문회사인 B기업이 생산공정까지 부품을 전달하는 방식이고, 다
른 하나는 B기업이 부품을 물류센터까지 전달한 후 HK자동차가 직접 창
고에서 생산 공정까지는 전달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B기업이 아니
라 다른 일반 물류회사가 부품물류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HK자동차에서
지배적인 부품물류 형태는 직접고용 근로자들이 생산물류를 담당하고 조
달물류는 B기업이 담당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일부 공장에서는 HK자동
차의 노동조합이 직접고용 물류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낳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계열사인 B기업에게 물류를 위탁하는 것에 반대하기도 하고 다
른 물류회사를 이용하는 공장도 있다. 본 연구가 물류회사인 B기업을 대
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지막 유형을 논의의 범위에서 제외
하고 처음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논의하고자 한다.
부품물류는 완성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에 맞게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B기업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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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물류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HK자동차의 생산과정이
부품물류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을 살
펴보기 위해서 HK자동차에 속하는 한 공장의 물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 근거해서 부품물류에 대한 완성차 공장의 니즈와 문제의식
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인터뷰를 진행한 공장은 HK자동차에서 오래된 곳 중의 하나인데, B기
업이 조달물류를 담당하고 직접고용 근로자들이 생산물류를 담당하고 있
다. 이 공장에서도 생산물량이 늘어나면서 공장 부지가 협소해지고 재고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적시납입(JIT)과 서열공급(JIS)을 추진해왔다. 서
열공급을 추진한 이유는 고객의 다양한 선호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
한 스타일의 자동차를 생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완성차의 재고
물량을 최소화하면서 여러 스타일의 자동차들을 하나의 라인에서 생산하
기 위해서는 각각의 스타일에 맞는 부품들이 순서대로 공급될 필요가 있
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서열공급(JIS)은 적시납입보다 더 까다로운 적
시납입의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HK자동차는 생산공정에 소량의 부품만을 적재
하고 있다. 공간을 차지하는 부품의 크기에 따라서 생산라인에 적재하는
부품의 분량이 다른데, 일반품의 경우 대형 부품은 2시간 생산 분량을, 중
형 부품은 4시간 생산 분량을, 소형 부품은 하루 생산 분량을 쌓아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서열품은 종류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는데,
보통 1～2시간 분량을 생산 공정에 적재하고 있다. 참고로 HK자동차의
자동차부품 중 서열품 종류는 100가지 정도이고, 일반품 종류는 500～700
가지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적시납입/서열공급 체계는 부품의 생산과 납품시간을 짧게 주
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품업체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길 수 있게 된
다. 완성차업체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부품업체들은 그나마 다
행이지만, 멀리 떨어진 부품업체들이나 부품의 종류가 많지 않은 부품업
체들의 경우에는 적시납입이나 서열공급 체계에서 한 번에 납품할 부품
물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물류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
다. 부품의 물류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부품업체들의 책임 아래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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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 비용은 하청단가를 통해서 결국 완성차업체에게도 이전되는 부
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시납입/서열공급 체계가 완성차업체의
생산단가도 늘리게 된다.
이상의 상충적 요구를 해결해내기 위해서 B물류업체는 HK자동차의
공장들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협력회사들로부터 납품받은 부품들을 보관
할 수 있는 물류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물류센터의 설치를
통해서 적시공급/서열공급은 물류센터와 생산라인 사이에만 적용하고,
협력회사들과 물류센터 사이에는 적시납입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었다.
즉, 물류센터는 HK자동차의 적시납입/서열공급 요구를 수용하면서 적시
납입/서열공급의 부담을 부품업체들에게 지우지 않도록 해주는 완충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부품들이 보관되어 있는 물류센터에
서 완성차업체 부품 또는 생산 공정까지 쓰이는 여러 종류의 부품을 소량
씩 공급하는 것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적시납입/서열공급 요구에 대응하
기가 훨씬 쉬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센터의 보관물량을 이전보다 많이 줄였기 때문
에, 부품업체들로부터 물류센터에 입고되는 부품들의 1회당 물량도 많이
줄어들게 되어서 부품업체들의 물량을 공동으로 운송하는 공동물류체계
가 활용되었다. 즉, 과거에는 각 부품업체마다 독자적으로 부품을 운송했
다면 이제는 B물류회사가 여러 부품업체들을 순회하면서 부품들을 업체
별로 소량씩 수거하여 운송하는 공동물류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각 부품업체들의 부품이 각 회당 소량씩 공급되더라도 운송차량
의 적재물량이 줄어들지 않게 되어서 물류비용의 증가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이상의 부품물류 전달방식은 HK자동차의 모든 공장에서 적용되고 있
는 것은 아니다. 그 전달방식은 생산공정의 적시공급체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HK자동차의 노동조합이 적시공급체계에 대해서 어떤 태
도를 보이는가에 따라서 도입 정도에 차이가 있다. HK자동차의 노동조
합이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고 적시공급체계나 린 생산방식 등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부품물류 전달방식
을 온전한 형태로 도입하고 있는 공장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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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된 형태로는 다수의 공장들에서 위의 부품물류 전달방식이 도입되어
있다.
이상의 부품물류 전달방식은 도요타 린 생산방식의 핵심 구성요소 중
하나인 적시공급체계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작업자들의 태도와 숙련 등은 물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혁신활
동들도 요구하고 있다. HK자동차의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이 린 생산방식
에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적시공급/서열공급 체계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가 본 연구에서 B기업사례를 주목하는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HK자동차의 경차 위탁 제조업체인 DH자동차에 대
한 B기업 부품물류 사례를 중심으로 그 혁신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 부품물류의 혁신
B기업의 자동차 부품물류에서 적시납입체계의 도입은 DH자동차에 대
한 부품물류에서 시작하고 있다. DH자동차는 기아자동차의 모닝과 레이
등 경차를 위탁생산하는 공장으로서 2001년에 설립되었다. 경차의 가격
이 저렴해서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대주주들로부터 조기에 수
익모형을 창출할 것을 요구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공장부지는 우주항공
용지로 사용될 계획이었다가 자동차공장 용도로 전환된 곳이어서 자동차
공장 부지로는 많이 협소한 탓에 공장 내에 부품창고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반면에 DH자동차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신
설공장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의 공장을 설립하기도 용이한 편이었다.
이런 상황적 필요성과 우호적 조건 속에서 B기업은 린 생산방식과 적시
공급/서열공급의 개념에 따라서 부품물류체계 도입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DH자동차의 부품업체들은 3/4 정도가 경인이나 영남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부품업체들로부터 납품이 용이하지 않은 조건 속에 있
었고, 그만큼 DH자동차에 대한 부품물류에는 적시납입/서열공급 체계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B기업과 DH자동차는 이런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DH자동차 공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부품물류센터를 운영하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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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업체들 사이의 공동물류를 통해서 적시납입/서열공급에 대응하며 재고
비용과 물류비용의 절감을 시도하였다. 참고로, DH자동차의 부품물류체
계는 혼다 야쯔오와 도요타의 린 생산방식을 벤치마킹하여 개발되었다.
HK자동차의 기존 공장들에서는 전통적인 부품물류체계가 사용되고 있어
서 부품의 발주가 1일 부품 소요량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부품 납입도 부
품업체별로 직납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DH자동차
의 부품물류체계가 상당히 혁신적인 변화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앞서 언급했던 B기업 부품물류의 원형이 탄생하였고, 그것은 HK
자동차의 모범적인 부품물류전달체계로 인정을 받고 있다. DH자동차에
대한 부품물류체계는 기본적으로 도요타 생산방식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
문에 그 부품물류체계를 도입했던 2002년부터 첫 2년 동안에는 도요타
생산방식의 경우처럼 종이간판을 사용하였다. 종이간판은 후공정에서 사
용된 부품에 한해 납입받기 위한 것으로서 간판이 없는 것은 납입하지도
않고 생산하지도 않게 되어 있다. 종이간판에는 업체, 납입장소, 부품공급
공정, 부품명과 부품번호, 납입 주기와 형태, 납입시간, 용기형태, 수납 수
등에 관한 정보가 담겨져 있고, 부품 용기에 부착되어 있었다. 용기에서
부품을 최초로 1개 사용했을 때 간판을 떼어내고 전공정이나 부품납입처
로 보내는데, 부품물류에 대한 종이간판은 작업장들 사이로 자전거를 타
고 다니면서 수집했다. 이렇게 수집된 종이간판은 간판리더기로 읽혀서
전자간판으로 전환된 다음 부품물류 담당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종이간판을 사용한 적시납입체계는 재고낭비의 절약이나 부품의 정시
도착률 등에서 상당한 성과 개선이 확인되고 있었지만, 몇 가지 문제들도
낳고 있었다. 우선 종이간판 작업은 근로자들의 추가 공수를 요구하고 있
는데, 그 간판작업을 매끄럽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했다. 그리
고 간판의 회수를 위해서 자전거를 동원하였지만 회수도 용이하지 않았
으며 종이 낭비도 만만치 않았다.
이런 한계들을 보면 B기업과 DH자동차는 2005년부터는 종이간판 대
신 RFID 칩으로 생산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전자간판을 만들기 시작
했는데, 그것을 e-JIT체계라고 명명하였다. 기존의 종이간판 방식에서는
정보처리가 30분 단위로 이루어졌다면, RFID 방식에서는 실시간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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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처리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설치된 RFID 칩이 잘 작동하는 것을 본 다음 2007년부터는 부
품들을 사외 물류센터에서 생산라인으로 바로 투입하는 직공급체계로 전
환하였다. 그 전에는 부품들을 사외 물류센터에서 사내 부품고로 납입해
한 번 더 보관한 다음 생산라인의 투입 지시에 따라 부품고에서 납품되는
이중편성체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중 편성에 따른 낭비를 줄이기 위
해서 사외 물류센터로부터 직공급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그 결과 부품고
로 사용된 117평의 부지가 절약될 수 있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RFID 기반 e-JIT의 운영절차는 도장공장
의 extra-work 공정에서 RFID 칩이 차체 루프에 거치되면서 시작된다.
RFID 칩은 사물의 이동을 포착하는 일종의 사물인터넷인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응용사례는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기능이다. RFID 칩을 탑재한 차
체가 생산라인을 지나가면 총 29개소에 설치된 안테나가 그 차체의 이동
정보를 수신하여 현재 어떤 작업까지 수행되었는지 실시간 정보를 수집
하게 된다. DH자동차가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리드타임을 감안
해서 납입지시를 내리면, B기업은 부품을 라인별로 편성해서 공급하게
된다. 이렇게 사외 물류센터에서 부품이 출하되는 빈도는 일반품의 경우
하루에 5～6회, 서열품의 경우에는 하루에 20회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이런 적시공급/서열공급 체계가 가능했던 것은 부품업체와 생산
정보가 공유되고 있어서 동기화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DH자
동차는 하루 전 확정되는 생산순서계획을 부품업체와 공유하고, 부품업
체도 그 계획에 맞추어서 그 순서대로 부품을 생산하여 납입하고 있는 것
이다.
부품업체로부터 물류센터,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생산라인까지 물류전
문업체인 B기업이 공동물류 형태로 전담함으로써 운송체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기존에는 협력업체별로 5톤 트럭을 이용해서 운송하는 경
향이 있었는데, 공동 물류를 통해서 대형화된 11톤 트럭을 이용해 부품사
들을 순회하는 집화방식으로 전환되었고, 물류센터에서 생산라인까지의
운송도 11톤 트럭을 이용함에 따라 운송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기존에는 운송차량이 하루 200대 정도 요구되었는데, 개선 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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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90대 정도, 부품업체에서 물류센터까지 60대, 물류센터에서 생산라
인까지 30대 정도면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RFID는 생산라인뿐 아니라 물류과정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일부 부품
들에 대해서는 부품사들이 순서대로 생산한 후 납입할 때 RFID를 팔레
트에 부착하여 창고에 입고하면, 입고된 부품의 사양 현황정보가 실시간
으로 파악되는 식이다. 그 실시간 정보를 부품사들에게 제공하여 결품을
방지하고 있으며, 부품에 바코드를 부착함으로써 생산라인에 부품의 오
사양 투입을 방지하고 있다. 이런 실시간 조달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
납기 준수와 입고율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B기업의 물류에서 발생하고 있는 또 하나의 혁신은 납입용기의 표준
화이다. 물류의 역사에서 컨테이너나 팔레트 등의 등장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도 부품 납입용기를 표준화하여 부품
사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용기를 종전의 30여 종에서 7종으로 표준화
하였고, 기존에는 부품사별로 보관하였으나 이제는 공동으로 보관 및 관
리하고 있다. 이런 용기 개선과정을 통해서 운송차량의 적재율을 높이고,
공동 보관으로 보관비용 절감은 물론 공동 관리에 따른 청결 유지나 파
손 예방 등 부품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부품을 담지
않은 상태에서 용기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접이식으로 바꾸는 등 용기
개선 활동을 꾸준하게 추진하여 운송과 보관을 용이하게 만들기도 하고
있다.
부품물류체계의 혁신이 가져온 긍정적 효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
였다. 우선 DH자동차가 얻은 편익을 보면, 발주된 부품의 정시도착률이
99% 정도까지 올라갔다. 기존에 공장들에서 사용했던 전통적인 방식으로
전달할 때는 58% 정도였기 때문에 약 41%p 정도가 상승한 셈이다. 종이
간판 기반 JIT에서 93% 정도였던 정시도착률은 e-JIT 기반 직공급체계
에서는 99%까지 올라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JIT 기반 직공급체계가
가져온 또 하나의 편익은 납품 시점이 분산됨으로써 납품 지체가 많이 줄
어들었고 공장 주변의 교통체증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
내 부품창고 면적만큼 공장 부지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고, 사내 부품창
고 관리에 필요한 인원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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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대비 운송비용이나 보관비용 등 물류비용이 20～30% 정도는 절감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류 측면뿐 아니라 생산 측면에서도 편익들이
발생하였는데, 부품 부족에 따른 생산손실분의 감축, 노동생산성의 상승
등이 그것들이다.
e-JIT체계는 부품업체들에게도 편익을 가져다주었는데, 우선 공동물류
로 물류비용이 줄어든 점을 들 수 있다. 또 하나 큰 이점은 기존의 방식에
서는 부품 납입현황 등을 파악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시 대응하기 위
해 완성차업체에 상주해야 할 부품업체 직원 수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것
이다. e-JIT체계는 B물류업체에게도 이득을 가져다주었는데, 가장 큰 이
득은 공동물류의 확대를 통한 고객기업의 수와 매출액 증가에 있다.
DH자동차에 대한 부품물류체계는 국내보다는 해외 공장에서 더 크게
확산되어가고 있다. 국내 공장들의 경우, 공장 부지 면적 상황이나 노동
조합과 근로자들의 거부감 정도 등에 따라서 e-JIT체계의 수용 정도에
차이가 있다. 생산물량이 늘어나서 공장 부지가 협소해진 광주 1～2공장
들에서는 물류센터를 설치하고 그나마 DH자동차에 대한 부품물류체계에
가까운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반대로 화성공장의 경우에는 사외 물류
센터가 존재하지 않으며 공동물류도 일부 부품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추진
하고 있어서 극히 부분적으로만 시행될 뿐이다. 전체적으로 생산라인에
RFID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것은 부품이나 작업과정, 불량 등에 대한 추
적관리 차원에서 이용되고 있고, 부품물류를 위한 정보수집 장치로 사용
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e-JIT체계는 미국공장이나 브라질공장 등 해외공장에서 더 활
발하게 확산되고 있다. RFID가 대량인식이 잘 안 되고, 열이나 습도에 약
하며 금속성을 잘 읽지 못하는 약점들이 있어서 BOM 기반 JIT로 변용하
여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BOM은 Bill of Materials(자재명세서)의 약자
로서 각 자동차마다 소요되는 부품들을 기록한 문서이다. BOM은 설계
BOM과 제조 BOM으로 구분되는데, 생산관리부서에서 제조 BOM을 작
성하고 그것을 근거로 부품들을 실시간으로 발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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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작업자 참여 기반 일터혁신
위에서 살펴본 B기업과 DH자동차 부품물류의 혁신은 일터혁신에서도
많이 거론되는 린 생산방식과 JIT를 지향하는 혁신과정이었다. 이 사례에
서도 볼 수 있듯이 그런 혁신은 DH자동차와 부품업체들, 그리고 B기업
자신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었다. 그렇긴 하지만, 그 혁신
이 경영진과 엔지니어 중심으로 하향식으로 추진되면서 그 혁신과정에는
근로자들의 참여가 빠져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도요타생산방식에서는
근로자들의 태도와 숙련, 작업장 수준의 참여 등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
는데, B기업과 DH자동차의 린 생산방식과 JIT에서는 작업자 참여 기반
일터혁신보다 RFID 등 기술혁신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처럼 기술혁신 중심의 제조혁신에 대한 배경이면서 동시에 그런 혁
신 유형의 결과물이기도 한 B기업의 고용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
고자 한다. B기업의 일선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직접서비스 근로자들은
운송기사, 창고관리 근로자, 하역 근로자, 포장 근로자 등인데, 이들은 대
부분 간접고용 근로자들이다. 운송기사들은 독립도급 근로자들인 지입차
기사이거나 다른 하도급회사에 소속된 기사들이고, 창고관리, 하역, 포장
근로자들도 하도급회사의 근로자들이다. B기업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 운
송기사들이 극히 일부 존재하고 있지만, 대부분 간접고용 근로자들이다.
물류창고의 경우에는 창고관리 전체를 총괄하는 일부만 직영 근로자들이
고, 실제 창고관리나 포장, 하역 등을 담당하는 작업자들은 대부분 하도
급근로자들이다.
이들의 직무들은 손노동을 하거나 장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숙
련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단순노동들이다. 가령, 이 연구를 위해서 방문한
B기업의 하도급회사 중 하나에서 근무하는 포장 근로자들의 경우 독립적
으로 일할 수 있을 정도의 숙련형성기간이 3개월 정도로 비교적 쉽게 습
득할 수 있는 직무들을 수행하고 있었다. 물류업종이 아직까지도 품질경
쟁보다는 가격경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처럼 단순 직무들은 내부화
하지 못하고 외주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B기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162

서비스산업 일터혁신 사례 연구

그런데 이처럼 직접서비스 작업자들이 외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선
작업자들의 참여를 통한 일터혁신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
다. 최근 간접고용 근로자 사용에 대한 법률적 요건들이 까다로워 지고
있고, 더구나 화물연대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는 운송기사들을 직접
관리대상으로 삼기도 어려워서 작업자 참여 기반 일터혁신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사정들을 감안할 때, B기업이 엔지니어와 관리자
들이 주도하는 기술혁신 중심으로 제조혁신이 추진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3. C기업
가. 회사 개요
C기업은 2013년에 설립되어 마지막 근거리배송(last mile delivery)을
담당하는 배달서비스업체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회사는 플랫폼을 통
해서 배달중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 업종은 기타 통신판매업이
지만, 사실상 근거리배송을 진두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배달업 전문 물류
업의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이다.
C기업의 사업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음식 주문부터
배달까지의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음식배달 주문을 원하는 고객들
이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등 주문중계업체의 플랫폼을 통해서 음식배
달을 주문하면 배달책임은 음식점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때 음식점이 자
신의 근로자들을 통해서 음식을 배달할 수도 있고 배달업체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 이전에는 음식점들이 자신의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직접 배달
하였지만, 최근에는 지역마다 음식배달 전문업체들의 등장으로 음식배달
의 위탁이 지배적인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 음식점과 배달근로자들
사이에 플랫폼을 제공해서 배달을 중개하는 것이 C기업의 기본 사업 영
역이다. 주문중개업과 배달중개업이 서로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양 업종
의 칸막이가 무너지면서 서로 융합되거나 경쟁상대로 등장하고 있다. 대
표적인 주문중개업체들인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등도 각각 배민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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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요기요 플러스 등 배달대행 계열사를 두고 현재는 특정 지역에 한해서
배달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C기업도 배달중개를 주업으로 하고 있지만,
주문중개 분야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설립 초기에 음식주문과 배달주문을 동시에 수행하는 앱인
‘부탁해’를 운영했다. 그러던 중 버거킹과 맥도날드 등 프랜차이즈 본사와
거래를 하게 되면서 B2B 배달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현재는

미스

터피자, 올가홀푸드, CJ푸드빌, KFC, BBQ, 이디야커피 등 240여 개 프랜
차이즈 업체들을 고객으로 한 배달대행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프랜차이
즈 본사를 고객으로 둔 배달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배달 품질을 관리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 회사의 배달모델이 탄생
하였다.
이 회사는 배달중개업 외에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CJ대한통운, 롯데마
트, 롯데슈퍼 등의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택배의 마지막 단계인 근
거리배송도 담당하고 있다. 그것을 위해서 2019년에 200대 정도의 사륜차
를 구입했으며 향후 근거리배송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2.5톤과 11톤 등 중
대형 트럭도 구입할 예정이다. 이처럼 기존의 배달사업 외에 배송사업 영
역에도 진출해서 도심물류기업으로 변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으로 이 회사는 배달과 배송 외에 솔루션 비즈니스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는 관련 프로그램 중 범용화할 수 있는 것들은 상품화하고 있는데,
어니스트비, 이마트, 티몬, CJ대한통운 등에 솔루션을 판매한 상태이다.
이처럼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은 배달중개가 매출액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현재 매출액은 1,614.7억 원이다. 2016
～2018년 매출액들이 각각 55.7억 원, 301.3억 원, 731.5억 원 등이기 때문
에 2016～2019년 사이의 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247%로서 매우 급격한 성
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많은 매출액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영업이익이
2019년 122.6억 원 적자, 2018년 140.2억 원 적자, 2017년 160.0억 원 적자,
2016년 81.6억 원 적자, 등 상당한 수준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높은 매출
액에도 불구하고 영업적자가 나는 이유를 보기 위해서 비용구조를 보면,
배달대행 수수료가 2019년 1,457.3억 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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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국 매출액에서 배달대행 수수료를 제외하면 157.4억 원이 남는다.
결국 이 회사의 배달중개 수수료는 157억 원을 넘지 못하는데, 영업이익
이 122.6억 원 적자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는 아직 수익모델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가 초기 성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공격
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매출액과 높은 영업이익 적
자의 공존을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적자 상태를 아직 면하지 못하고 있
지만, 네이버, 현대자동차, 휴맥스 등으로부터 거액의 투자유치를 받고 있
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기업이 배달/배송업계에서 상당히 유망한 기업
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배달서비스 모형
C기업의 배달서비스 모형은 다른 배달중개기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
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에 관해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한다. C기업의
배달서비스 모형이 다른 기업들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시장경쟁요소에
대한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C기업은 배달서비스의 가격보다는
품질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 개척된 배달중개서비스시장
이라서 매우 치열한 시장경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가격과 품질
이 모두 중요한 경쟁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 배달서비스 품질과 관
련해서는 배달되는 품목이 음식물들이기 때문에 음식 맛이 살아 있도록
신속한 배달이 생명이다. 음식주문의 특성상 고객들이 충분한 시간을 주
지 않는 점도 신속배달이 중요한 품질요소가 되는 이유이다. 통상 로컬
음식점들은 배달서비스 가격을 가장 중시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는 품
질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C기업은 그 중 대형 프랜차이
즈들을 겨냥한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을 더
강조하는 비즈니스 모형을 개발하게 되었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C기업의 배달서비스 모형이 가진 독특성은 C
기업이 배달서비스에 대한 직접관리 비중이 훨씬 더 높다는 점에 있다.
즉, 다른 배달중개업체들이 주문 앱을 통해서 음식점들로부터 배달주문
을 받아 배달대행업체에 전달하는 단순 중개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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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배달기사들과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점들로부터 주
문 앱을 통해서 배달주문을 받아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기사들에게 배달
과업을 맡기고 있다. C기업의 배달서비스 모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C기업의 B2B 사업은 우선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맺는 데서
출발해 해당 프랜차이즈의 가맹점들 음식물을 배달하고 있다. C기업의
배달을 담당하는 라이더들은 일종의 독립도급 근로자들이다. 지역 차원
에서 그 라이더들을 관리하면서 영업도 뛰는 지점장들이 존재하고 있는
데, 이 지점장들도 C기업과 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독립도급 근로자들이
다. 반면에 다른 배달중개기업들은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배달대행업체
들에게 배달서비스를 위탁하고 있다. 결국 C기업과 다른 기업들의 차이
는 배달기사들과 직접 거래하는 것인가 아니면 배달대행업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거래하는가에 있다.
이 회사가 배달기사들을 직접 관리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은
배달기사들을 중앙에서 관리하고 기술혁신을 도입하기가 더 용이하기 때
문이다. 반면에 지역마다 존재하는 배달대행업체들에게 배달서비스를 위
탁하는 경우에는 배달대행업체들의 교섭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 대행업체
들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그들의 영세성 때문에 배달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배달기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는 경
우에는 배달서비스에 대한 책임도 더 많아진다는 점을 C기업은 잘 인식
하고 있다.
C기업이 배달서비스 관리를 중앙으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배달기사
들에 대한 자동배차체계를 이용하는 등 최신식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반
면에 단순 중개 모형에서는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이 힘을 가지고 있어서
자동배차방식으로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달기사들이 경쟁적으로 주
문콜을 받고 있다. 이것을 전투콜이라고 부르고 있다. 전투콜에서는 기사
들이 각자 경쟁적으로 배달콜을 받을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경
험이 많은 기사들은 배달 동선을 감안해서 콜 수용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만, 비경험자들은 그 결정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줄어들게
되어서 신입 기사들을 모집하기가 힘들어진다. 반면에 C기업에서는 배달
동선을 감안한 최적의 배달경로를 잡아주는 자동배차를 옵션으로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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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비경험자들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서 배달기사 모집이 더 용이해지고, 전반적으로 배달서비스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그것 외에 최신 정보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고객들의 투명한
정보공개 요구에 대응하기 쉬우며 그 데이터들을 통계화하거나 향후의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배달수수료가 날씨
나 거리 등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데, 음식점들이 배달업체들에게 투명한
정산을 요구하고 있으며 음식시장정보 제공도 요청하고 있다. 이런 요구
에 대해서 C기업의 배달서비스 모형이 라이더들을 직접 관리하기도 하
고 최신의 정보기술을 적용하기도 하여 대응하기가 쉬워진다.
배달비용 지급방식에서도 양 모형 사이에 차이가 있다. 배달비용은 중
개수수료, 월납 가입비, 배달수수료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다른 기업들의
단순 중개 모형에서는 중개수수료가 배달중개업체들에게 지불되고, 가입
비와 배달수수료는 배달중개업체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반면에 C기업에
서는 중개수수료와 배달수수료, 월납 가입비 등이 모두 C기업에게 지급
[그림 5-1] 배달서비스 모형들

자료 : 저자 작성.

제5장 물류산업의 일터혁신 167

되고 C기업이 배달수수료를 배달기사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
고 있다. 전체적으로 배달 서비스 가격은 C기업 모형에서 조금 더 높지
만, 배달 서비스의 품질이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회사가 받는 배달 수수료가 어느 정도인지는 영업비밀이라 인터뷰
를 통해서 그 액수를 파악하지 못했다. 그런데 한 인터넷 자료(https://
www.logibridge.kr/product/thedepths22)에 따르면, 이 회사가 프랜차이
즈 본사로부터 받는 배달 건당 수수료는 4,300원 정도이고, 이를 배달기
사들에게 지급하고 남는 액수는 1,000원 정도라고 한다. 그 1,000원 중 일
부는 지점장 수수료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이 회사가 수익으로 가져가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회사의 재무제표 중 매출액에서 배달대행료를 뺀 수익이 매출액 대비 어
느 정도인지를 계산해보면, 9.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매출액은 배달수
수료 외의 영업에서 나온 수익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받는
전체 배달료 대비 순수익률은 9% 미만인 것으로 보인다.
C기업이 배달서비스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13～15% 정도로
서 전체 배달주문업체 중 3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
서 시장점유율은 주문 콜수 기준으로 선정된 것인데, 이 회사의 주된 고
객들이 프랜차이즈업체들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온 콜수 측면
에서는 이 회사의 시점점유율이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다. 근로자 현황
이 회사의 근로자는 직접고용 근로자와 도급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
다. 여기서 도급 근로자들이 직접적인 서비스 전달자들이고, 직접고용 근
로자들은 후선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사무직이나 기술직 근로자들이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근로자들에게 있기 때문
에 도급 근로자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데, 그 전에 직접고용 근로자들
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 회사의 직접고용 근로자 수는 260명 정도이다. 그중 기술직이 100명
정도인데, 이들은 데이터 전문가나 서비스 앱 개발자 등 주로 IT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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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다. 뒤에서 보겠지만, 이 회사가 배달기사들의 배달서비스를 관리하
기 위해서 최신식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계속 혁신해가고 있기 때문
에 IT 전문 기술직들이 이 회사의 핵심역량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밖의 근로자들은 영업이나 인사, 재경 등을 담당하는 사무관리직에 있
는데, 이들이 서비스 전달지역의 확대, 배달기사들의 관리, 지점장 관리,
신규 지점장 발굴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회사는 전국에 스테이션을 400군데 정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스테
이션은 배달기사들이 배달을 나가지 않을 때 머무는 공간이다. 한 스테이
션이 담당하는 구역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서울지역은 통상 3～4개
의 동을 맡고 있다. 각 스테이션마다 지점장을 한 명씩 배치하고 있기 때
문에 전국적으로 지점장이 400명 정도 되고 있다. 지점장들은 지역 배달
대행업체의 경영자와 같은 관리역할을 맡고 있어서 배달기사들의 일정관
리나 배차관리, 배달서비스 품질관리, 배달기사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감
독과 배달기사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구역 내 신규 고객 발굴 등 영
업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통상 자신도 배달을 직접 뛰고
있다. 인터뷰에 응해준 분은 지점장의 역할 중 기사관리, 신규 고객 발굴
등의 비중이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기업에 등록되어 있는 배달기사는 전국적으로 38,000만 명 정도 되고
있다. 그중 현재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역 배달기사는 15,000명 정
도이고, 지점당 평균 35～45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다. 이 회사는 그 밖에
2019년부터 배달프렌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우버기사처
럼 크라우드 소싱 아르바이트 기사들이다. 그 인원수가 현재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정도만 언급할 뿐 정확한 정보 제공은 부담스러워 해서 배
달프렌즈의 정확한 인원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배달기사들은 30～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전업으로 뛰고 있는
사람이 다수이다. 가정이 있는 30～40대 기사들이 책임감있게 배달업무
를 수행하고 있어서 그 연령대를 선호하고 있다. 배당기사들은 오픈조,
마감조, 정시조 등 3개의 교대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된 교대조는 정시
조이다. 오픈조와 마감조에게는 배달 콜수가 많이 줄어들지만, 음식점들
의 요청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교대조들은 기사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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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을 감안해서 순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3개의 교대조 속
에서 운영되는 배달기사들의 하루 근로시간은 8～12시간 사이에 위치하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회사의 배달기사와 지점장은 배달 건수당 수수료를 받고 있다. 건당
배달수수료는 거리나 날씨 등에 따라 다르고 기업에서 영업 비밀로 하고 있
기 때문에 배달수수료 액수를 알기는 힘들지만, 앞의 인터넷 자료(https://
www.logibridge.kr/product/thedepths22)에 따르면, 이 회사의 배달기사
들에게 지급하는 배달수수료는 3,000～3,200원 정도이다. 그 인터넷 자료
에는 이 회사가 시장 내에서 배달기사들의 배달수수료 결정자(setter) 역
할을 하고 있으며, 다른 기업들의 라이더들도 비슷한 수준의 건당 수수료
를 지급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수수료 구조에서 이 회사 배달
기사들의 월수입은 보통 300～400만 원 정도이다. 경력이 있고 일을 잘
하는 분들이 500～600만 원 정도를 벌고, 미숙련 기사들은 200만 원 정도
를 버는 사람도 있다. 이 회사의 기사모집 광고에는 평일 풀타임으로 근
무할 때 예상되는 수입이 360만 원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다. 배달 건당
수수료는 다른 회사들과 비슷하지만, 배달 건수가 더 많기 때문에 월수입
면에서 이 회사의 배달기사들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배달기사들의 수입이 건당 수수료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들의 배달서비
스 숙련이 수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기사들은 통상 여
러 건의 배달을 통합해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배달서비스의 숙련요건
에서 배달동선을 잘 짜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데,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
떤 순서로 어떤 도로를 탈 것인가 등이 배달 동선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
들이다. 배달기사들이 고객과 대면하는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에 대인능
력의 중요성은 크지 않다고 한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비대면 배달을 하고 있어서 대인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떨어지고 있다. 배
달기사들의 수입 변동곡선을 보면, 그들의 숙련이 보통 3～4개월 정도 지
나면 급상향선을 그리고 있으므로 숙련형성에서 3～4개월 정도의 근속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것은 비경력 신입사원에 대한 것이고,
이 회사의 신입기사 중 경력직 기사들도 꽤 많이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
로 배달기사들의 숙련형성과 고객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교육훈련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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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별로 제공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사들을 최소한 3～4개월 근속시키는 것이 배달기사 수
입이나 회사의 배달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
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회사도 배달기사들의 근속 유지를 매우 중시하
고 있다. 이제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입사 후 5일까지의 근속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입기사 유지율을 5일 기준으로 잡고 관리하고 있다.
배달기사들의 유지를 위해서 월소득을 높이고,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다
른 기업들보다 더 좋은 복리후생들도 제공하고 있다.
이 회사에서는 배달기사들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이크보
험을 지급하고, 특정 지표를 달성하면 주유권을 지급하는 등의 복리후생
도 제공하고 있다. 지점별로 품질이나 콜수 등으로 측정되는 목표치를 설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포상금은 지점별
회식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열심히 뛴 기사들에게 포상을 하고
있는데, 2019년 1등 상품이 바이크였다. 그 밖에 근무복장도 C기업에서
지급하고 있다.
라. 기술혁신과 근로자들의 작업방식
이 회사가 정보통신기술을 응용하여 개발한 주문 앱은 주문관리시스템
(OMS)과 운송관리시스템(TMS) 등으로 나뉜다. 그중 배달기사들의 업무
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정보통신기술은 운송관리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운송관리시스템에 대한 기술혁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회사의 TMS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술, 즉 지
리정보체계를 활용하여 배달기사들의 주행거리와 도착시간 등을 정확하
게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배달기사들도 스마트폰 화면에서 지점, 요일,
주문량 등 자신들의 배차요건을 간단하게 세팅해서 동선 결정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데, 배달기사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설정되어
저장된 요건들에 따라서 자동으로 요일별 일정을 관리할 수도 있다. 운송
관리시스템은 배달기사들의 배송경로, 배송 현황과 결과, 배송 취소 시
사유 등을 추적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고객들도 그것을 통해서 주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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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상적으로 배송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런 정보를 통해서
배송기사들의 배송 조건과 실적을 실시간으로 산출할 수 있어서 그들에
대한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정보수집 기능
을 통해서 이 회사는 배송 건수, 운행거리, 정시배송률, 배송지연시간 등
배송 서비스의 규모와 품질 관련 실적들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
었고, 그 정보들을 배달서비스관리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
었다.
배달시간 등 배달품질 불량은 배달서비스에서 기인할 수도 있고, 음식
점의 조리과정에서도 기인할 수 있다. 현재는 배달 지연이 음식점의 조리
지연과 배달기사의 픽업 지연 중 어느 쪽에 기인하는가를 위치정보를 이
용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다소간 불안정한 측면이 있어서 사물인터넷
(IoT)을 이용해 개선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는
음식점들도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하는데, 프랜차이즈 본사의 의지가 있
기 때문에 가맹점들도 거기에 동의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개선점은 배달 중 음식의 온도와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달음식
들의 온도조건을 감안한 루트를 도출하고 있으며 배달가방에 발열장치를
부착하는 기술도 도입하려고 시도 중이다.
이 회사의 최근 기술혁신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자동배
차기술이다. 그 기술은 패턴마이닝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2019년 8월부
터 도입되었다. 이 기술은 그동안의 배송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송패턴을
파악해서 최적의 배송경로를 도출하고, 배달기사의 현재 위치와 배달상
황, 배달 품질요건 등을 감안해서 최적화된 배달서비스 정보를 배달기사
들에게 자동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배달기사
별로 배달 건수 차이를 최소화하고 있다. 자동배차 여부는 배달기사들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고 있는데, 2020년 8월 6일 서울경제 기사인「인공지
에 따르면, 이 회사의 배달 중 60% 정도가
능으로 달리는 배달 라이더」
자동배차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
자동배차 기능을 통해서 배달동선 설정시간이 25% 정도 단축되었고,
시간당 최대 배송 건수로 측정된 노동생산성이 11% 정도 증가하였으며,
정시배송률은 98%까지 올라섰다. 이 기술로 배달기사들의 배달동선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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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30% 정도 증가하였다. 특히 미숙련 비경력자 근로자들에게 적정한
배달동선을 제공함으로써 배송 효율성을 높여 그들의 수입을 올리고 있
다. 비경력 초보자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이유이다. 이 기술을 통해서
초보기사들의 수입을 증가시켜서 비경력 신입근로자들의 적정 수입 유지
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회사는 운송관리시스템을 사륜차 기반 근거리 새벽배송에도 적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새벽배송은 전날 주문받은 물량을 다음 날
새벽까지 배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운송업체들은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정도가 낮기 때문에 근거리배송에도 이 회사가 충분히 경쟁력을 가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새벽배송의 수수료체계가 트럭 1
대당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트럭의 적재효율성을 높일 동인이 약한데, 운
송관리시스템으로 최적의 배송 동선을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화물적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배송정보의 수집을
통해 내부 관리의 개선에 사용하고, 고객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운송정보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 작업자 참여 기반 일터혁신
위에서 살펴본 기술혁신은 주로 정보통신과 정보지능 기술을 이용한
정보관리에 관한 것들이다. 따라서 그 기술혁신들은 배달기사들의 노동
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이 기
술을 사용하고 있는 직접배달서비스 전달자들인 배달기사들이 일터혁신
에 참여할 수 있다면 배달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이 회사에서는 배달기사가 참여하는 일터혁신을 시행하고 있
지는 않다. 그보다는 배달기사들이 이 회사의 운송관리시스템을 사용하
는 데 따르는 불편사항과 고충 등에 대해서 고객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엔지니어들이 그것에 대한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개선사례를 들면, 배달기사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해서 고객들에게 ‘문앞에 두고 갑니다’라는 메시지를 자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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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내는 고지방식의 개발이 있다. 그 밖에도 민감한 부분에 대한 기사
들의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서 그린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사들이
그것을 통해서 지점장 또는 다른 기사들의 비인격적인 처우나 부당한 요
구, 비정상적인 행동 등의 고충에 대해서 신고할 기회를 주고 있다.

제4절 소 결

이상으로 이 장에서는 물류업의 일터혁신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사
례조사 대상은 종합물류회사의 택배사업 부문, 또 다른 종합물류회사의
자동차물류사업 부문, 음식배달업 등 3개였다. 이들 사례기업들의 특성은
<표 5-1>에 요약 정리되어 있다.
물류업은 기본적으로 물류센터 부지나 운송 차량과 선박, 그 밖의 하역
장비 등 상당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그와 함께 화물적재량의 최적화,
적정 운송경로 확보 등에서 규모의 경제가 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물류업에 진입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기본 투자금액이 상당
한 수준까지 커질 수밖에 없고, 동시에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시장경쟁은 주로 가격경쟁을
중심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압박의 원인이 되어 왔다. 최근
마지막 근거리배송 시장에 새벽배송, 당일배송, 익일배송 등이 등장하면
서 신속하고 정확한 배송이라는 품질경쟁도 생겨나고 있지만, 그런 경우
에도 가격경쟁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서 마지막 근거리 배송시장에서는
상당한 출혈경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물류업체들은 대
체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예외적으로 B기업
의 물류사업 부문은 모기업으로부터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자동차물류가 적시생산의 구성요소로서 역할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품
질이 경쟁요소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물류업이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인프라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물류서
비스를 직접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과업은 노동집약적 특성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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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창고관리와 운송관리 등의 물류 부문에 여러 가지 자동화기술들이 도
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업자의 손노동을 많이 요구하고 있
다. 이런 점에서 물류업은 노동집약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만
큼 인력수요가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한다. 결국 가격경쟁 중심의 시장경
쟁과 손노동 중심의 많은 인력 수요 등이 결합해서 물류서비스의 직접 전
달자들은 간접고용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협력업체
들을 통해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운송기사들의 경우 협력업체와도
도급계약을 맺고 있어서 상당수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
하는 도급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물류터미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협력업체를 통해서 사용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일용
공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독립도급 근로자들은 전체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으며, 월수입
은 중소 제조업이나 다른 단순 서비스업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인
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이들 근로자들은 물류업에 일정 기간 근무를 하면
잘 떠나지를 못하고 있다. 실제로 그들이 근로시간이 더 짧고 소득이 더
적은 근로자 형태로 전직할 가능성이 있을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 그만큼
노동공급자 측 입장에서 보더라도 물류업의 직접서비스 노동시장이 도급
근로자나 간접고용 형태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물류서비스를 전달하는 직접 근로자들이 이처럼 간접고용 형태를 취하
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원청기업 주도의 기술혁신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류업에서 도입되고 있는 기술혁신들은 주로 정보
통신기술이나 정보지능기술, 센싱기술 등이 많고, 부분적으로 자동화기술
도 도입되고 있다. 스마트기술로도 불리는 이들 기술은 물류정보의 실시
간 수집과 관리, 그 정보들을 이용한 물류흐름의 체계화, 창고관리 과업
과 운송과업 등 작업방식의 혁신 등을 도모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들
스마트기술은 아직까지는 물류서비스 작업자들과 대체적 성격보다는 보
완적 성격이 강한 편이다. 그리고 간접고용이 초래하고 있는 통제와 조정
의 어려움, 물류흐름 체계화의 어려움 등 간접고용방식의 단점들을 이들
기술을 통해 보완하고 있어서 간접고용방식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측
면도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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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방식은 일선 서비스 근로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일터혁신
을 구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사례조사 기업 중에
서 물류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근로자들의 참여로 일터혁신을 추진하는
곳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술들의 효과적인 사용
을 위해서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작업자들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불편사항이나 고충을 청취하는 사례들은 계속 발견되고
있다. 서비스 근로자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한 후 그것들을 해결하는 주체
는 직접서비스 근로자들이라기보다는 본사의 엔지니어나 연구개발자들
이라는 점이 물류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작업방식 혁신과정의 특성 중 하
나이다.
<표 5-1> 사례조사 요약
변수들

A기업

B기업

C기업

물류 분야

택배

자동차물류

음식배달

시장 성격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

모기업과의
안정적 관계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

경쟁요소

가격

품질(적시공급)

가격과 품질
(신속배달)

사업 부문

물류센터, 운송

물류센터, 운송

배달

직접 근로자 고용형태

간접고용

간접고용

간접고용

작업방식 혁신

기술혁신 중심

기술혁신 중심

기술혁신 중심

근로자 참여 기반
일터혁신

과거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없음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제안제도

없음

작업방식 개선에 대한
직접 근로자 기여

고충 전달

고충 전달

고충 전달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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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IT산업의 일터혁신

제1절 들어가며

최근 미국의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라이시 캘리포니아대(버클
리) 교수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새로운 종류의 계급 분열을 촉진하고 불
평등을 확산시킨다는 분석을 내놓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1) 그에 따
르면 새로운 계급구조에서 상위 계급은 ‘원격근무가 가능한 노동자(The
Remotes)’들이다. PC만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화상회의와 온라인
메시지 등을 통해 동료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익숙한 전문직 지식노동자로
구성된다. 반면 이에 대척되는 하위 계급은 ‘필수노동자(The Essentials)’
들이다. 돌봄, 음식배달, 물류, 건설, 공공안전관리 등 재난상황에서도 사
람들의 일상과 안전을 존속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IT 기반 서비스업 종사자들, 특히 SW 개발자들은 통상 ‘원격근무가 가
능한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는 지식노동자 집단으로 일컬어진다. 구글은
약 20만 명의 직원이 내년 여름까지 재택근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
고, 페이스북의 CEO는 10년 안에 직원의 절반이 원격으로 근무하게 되리
라 전망했다. 영구히 재택근무로의 전환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트위터 같

1)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0/apr/25/코로나19-pandemicshine s-a-light-on-a-new-kind-of-class-divide-and-its-inequ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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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회사도 있다. 말 그대로 어디서든 일할 수 있게 된 실리콘밸리의 SW
엔지니어 중 상당수는 IT 기업들이 밀집한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떠나 미
국의 다른 지역 또는 아예 외국으로 이주해서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택하고 있다.2) 이에 맞물려 IT 기업들도 일하는 장소에 따라 계약
형태나 보수를 조정하는 등 인사제도에 변화를 꾀하고 있다3).
한국에서도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대형 IT 서비스업체들은 일찌감치
유연근무제를 도입했고,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재택근무를 실시했다.
특히, NHN의 경우에는 전면 재택근무에서 정상근무체제로 전환한 후에
직원들의 재택근무에 대한 만족도를 반영해 매주 수요일을 원하는 곳에
서 일할 수 있는 원격근무의 날로 정하기도 했다4). SK텔레콤과 쿠팡 등
은 직원들이 기존 본사 사무실이 아닌 주거지 인근 거점 사무실로 출근하
는 분산사무실제도를 도입했다. 재택근무 혹은 사무실 밀집도 개선 조치
는 자연스럽게 근무시간 유연화에 대한 고려로도 이어졌다.
코로나19와 함께 많은 기업이 본의 아니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조직 내
상당수에게 원격근무와 유연근로시간, 통칭 유연근무 적용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유연근무의 본격화는 원격근무 정책 등 하나
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단순한 과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개별 노동자
가 수행하는 일의 속도, 방법, 소요시간, 장소를 포함한 노동과정 관련 제
반 결정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런 결정은 개인과 팀
내부의 조정 나아가 조직 내 조정을 요구한다. 누가 이러한 결정을 주도
할 것인가, 개인과 팀에게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할 것인가도 과제다.
위계에 의한 관리, 밀착관리를 해오던 조직이라면 관리자의 위치와 역할
에 대해서도 재정립이 필요하다. 조직문화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일의
수행에 있어 일선 노동자에게 어느 정도로 자율성을 보장하거나 규율할
것인가는 결국 제도와 조직문화로 그 경계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일하는 방식과 같이 조직 일상에 대한 변화는 종종 조직 내 갈등을 수반
2) SFGate, “2 out of 3 tech workers would leave SF permanently if they could
work remotely”, 2020. 7. 6.
3) Financial Times, “Will Facebook’s salary-by-location move set precedent for
tech?”, 2020. 7. 8.
4) 한겨레,「수요일은 원하는 곳에서 일하는 날」, 202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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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변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해와 설득, 동조를 끌어내는 소통방식
및 조직문화가 중요하다. 더불어 일하는 방식의 변화, 관리방식의 변화는 공
정한 보상방식 등 기존 HR 정책과의 조응성에 대한 고민과도 직결된다.
이 장은 코로나19와 함께 성큼 현실로 다가온 유연근무의 적용을 조직
혁신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전환의 조직결과를 기술하고자 했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작업방식의 혁신을 넘어 노동이 개인과 조직에 갖
는 의미 변화, 일터 민주화의 문제의식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함의에 대
해서도 살펴본다.
우리는 다른 산업에 비해 유연한 작업조직 구축의 경험과 요구가 높은
IT 서비스산업, 특히 시장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중소 벤처
기업에 집중해, 유연근무가 매개하는 일과 조직의 변화를 다루고자 했다.
이 장의 제3절에 해당한다.
한편, 우리의 현장조사는 근로시간 및 공간 주권의 확장을 경험하고 있
는 ‘디지털 노마드’는, 보다 같은 SW 개발자임에도 그러한 변화에서 소외
된, 우리가 이 장에서 ‘디지털 필수 노동자’로 명명할 이들이 산업 내에서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는 지
난해 소프트웨어 개발자 연구5)에서 본 연구의 연구진이 ICT 산업 내부
노동시장의 분절에서 논의하였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 유연근무를 선택
할 수 있는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 간의 분절은, 같은 SW 개발
자 직종 내에서도 일반 사용자 대상 IT 서비스기업 및 소규모 창업기업
노동시장과 IT 아웃소싱(ITO) 서비스기업 노동시장 간에 정확히 재현되
고 있었다. 표준을 요구하는 특정제품 중심 하도급 관계의 영향이라는 짐
작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 장 제4절에서 소위 디지털 필수 노
동자의 유연노동현황을 분절의 시각으로 기술할 예정이다.
요컨대 이 장은 IT 서비스산업 내 분절된 두 노동시장에서 일어난, 유
연작업장(flexible workplace)이 매개하는 작업장 혁신과 변화의 흐름을
각각 분석하고(제3절과 제4절), 일터 민주주의 격차6)의 함의에 대해 생각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5) 이승렬 외(2019),『미래의 직업 프리랜서(II) : 소프트웨어 개발자』, 한국노동연구원.
6) 이를 달리 명명하면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공간 주권의 격차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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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방법론

1. 연구 대상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IT 서비스산업 내 두 개의
섹터를 구분해 연구대상을 선정했다. 연구가 시작될 즈음, 전 세계를 충
격에 빠뜨린 코로나19로 한국의 여러 기업은 자의든 타의든 유연화의 주
요 선택지로 고려해 본 적 없는 재택근무를 처음 시행했다. 언론은 근무
효율이 오히려 높다,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 일하는 방식의 뉴노멀이 시작
되고 있다 등의 산발적이고 무작위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주목을 받기에
충분히 많은 기업이 새로운 물결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지만, 준비 없이
시작된 정책을 일상 제도로 올려놓기는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한 번이라도 재택근무, 유연시간근무를 경험
해 본 노동자들이 광범위해졌다는 사실이 갖는 의미도 크다. 이들은 유연
한 작업장이 가능하고 생활의 요구와 조금 더 밀착시킬 수 있는 일 조직
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했고, 유연근무 도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기업
역시 여기에 어느 정도 대응해야 한다는 부담이 늘고 있다는 점을 이번
연구를 위한 인터뷰에서 직접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다. 물론 팬데믹의 장
기화 혹은 언제 종식될지 점치기 어렵다는 점 역시 거리두기를 용이하게
하는 유연화 조치를 조직이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큰 규모의 기업일수록 또는 관료적 체계와 별도 HR 부서가 있는 기업
일수록 관련 정책을 이미 보유했을 가능성이 컸고, 따라서 신속한 시행도
가능했다. 그러나, 해당 제도의 지속성, 정착가능성을 점치는 직원들은 많
지 않았고, 감염추세가 잠잠해지자 재택을 유지하는 기업의 수도 많지 않
았다. 제도가 조직의 변화, 그리고 직원과 조직의 일상에 스며들기에는
여러 조건이 만족되어야 했음을 잘 보여주는 경우였다.
이에 우리는 변화와 일터혁신 관점에서 한국의 유연작업장 구축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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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업종으로 ICT 관련 산업을 선택했
다. 이 부문은 이미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유연작업장이 주요 조직 이
슈 중 하나로 등장했고, 여러 실험이 이미 진행되어 왔기 떄문이다. 노동
자와 기업이 공히 선망하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영향이기도 했고, 몰두
를 요하는 개인 작업과 팀 작업 간의 느슨한 얼개를 선호하는 엔지니어
문화의 반영이기도 했다. 특히 ICT 부문에서 인재 영입이 어려워짐에 따
라 노동자가 선호하는 ‘유연하게 일하기’에 대해 기업의 외면이 쉽지 않
은 상황이어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산업 부문을 선정
하는 데 고려되었다.
가. 연구 대상 1 : IT 기반 중소규모 서비스 벤처
우선 제3절에서 다룰 디지털 기반 유연근무 연구의 사례로는 IT 기반
중소규모 벤처 조직에 초점을 맞추었다. 대기업과는 달리, 조직과 시장에
서의 위치가 아직 공고하지 않아 도태되기 쉽고 실제 조직생존률이 높지
않은 경우다. 초기 단계를 지나 비교적 성공한 벤처들도 시장 주도 기업
에 의한 잠식의 위험이 상존한다. 투자를 받아 성장시켜야 하는 이유이지
만, 투자자의 시장적 성공 요구에 부응하면서 혁신을 계속해야 하는 어려
운 과제에 다시 직면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외부환경에 대한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중요한 중소규모 스타트업
벤처기업은 조직의 성과가 사업가(enterpreneur)처럼 움직이는 개개의 직
원으로부터 나온다는 생각이 조직 전반에 퍼져 있기 때문에 조직원 하나
하나에 대한 관심이 크고 이들이 만들어 내는 팀작업을 중요시 여긴다.
그러면서도 변화에 적응하는 역량과 직원의 만족이 유연한 조직문화, 일
조직에서 나온다는 인식이 강하고 조직이 비교적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
는 장점으로 대규모 조직에 비해서는 조직변화를 위한 실험이 전개될 가
능성이 높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초기를 넘어선 조직은 조직의 성장을 뒷받침하
고 또 이끌 조직 규모 확대가 불가피해진다. 이때 초기의 조직 내부 자발
성, 유기성, 유연성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즉,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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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업의 위계적 문화를 답습하지 않고, 혁신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조
직을 구축함으로써 조직 고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새롭
고 위험을 감수하는 실험이 축소되고 위계적 기업의 모습을 닮아갈 가능
성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들 기업의 시장 정체성과 성장의 가능성은
역시 일관된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에 있으므로 여기에 조응하는 조직 구
조를 갖추는 과제가 여전히 중요하다. 이 과제의 핵심에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유연작업조직의 유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스타트업의 성향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안정
기에 접어든 3년 이상의 업력을 지닌 IT 기반 서비스 벤처기업이 조직 유
연성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결정했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대상으로 IT 기술을 매개로 자신들의 서비
스 사업영역을 매치시키는 스타트기업을 택했다. 이른바 융합적 지식을
토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로, 이들의 최종생산품은 기업, GO,
NGO 영역에 납품되기도 하고, 일반 소비자 영역에 납품되기도 한다. 앱
기반 가정 청소서비스 기업, 온라인 사운드 솔루션 서비스, 온라인 디자
인 서비스를 앞세운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서비스, 디지털 플랫폼 및 공익
데이터/공공데이터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IT기술자와 지식관리 노
동자가 조직을 구성하는 솔루션기업 4곳을 대상으로 했다.
연구 방법론으로는 조직 대표자 인터뷰를 통한 사례연구를 선택했다.
상대적으로 소규모라는 조직의 특성상 조직 대표자의 철학과 운영방침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빨리, 강하게 조직에 전파되므로 조직 대표자 혹은 경
<표 6-1> 인터뷰 목록
피면접자 직위

피면접자
인구통계학적 정보

대표, 부대표(운영팀장) 40대 여성
대표
대표
대표
팀장
부사장

자료 : 저자 작성.

30대
30대
40대
30대
40대

남성
남성
남성
남성
남성

비고
모바일앱 기반 가사서비스 크라우드 소
싱, 스타트업
오디오 솔루션 스타트업
웹디자인 스타트업
디지털 플랫폼 제공 COOP
부동산 직영중개 플랫폼서비스, 변화관리
가사서비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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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을 인터뷰했다. 이들 중 2곳은 조직 대표 외에도 팀 리더 등 중간관
리자에 대한 인터뷰를 추가해 보다 실질적인 제도운용 상황과 조직성원
의 반응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면접자 리스트는 <표 6-1>과 같다.
나. 연구 대상 2 : ITO 서비스산업
ITO 서비스산업은 발주사, 대형 수주회사, 개발사, 인력중개업체, 프리
랜서 개발자 등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조직의 경계를 넘어 밀접한 관
계를 맺으며 협업하는 가치사슬을 구성하고 있다(노성철, 2019). 그러한
가치사슬에서 작업장이 조직되고 작업이 일어나는 방식은 한 행위자의
전략적 결정이기보다는 행위자들 사이의 협상 결과일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 작업장 혁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둘러싼 여러 행위자들 사
이의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특정 작업방식이 지배
적인 위치를 점해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도 그만
큼 어려워진다. 제도적 관성으로 인해 행위자들이 지배적 방식이 낳는 불
이익을 당연한 것 또는 기회로 받아들이거나,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
가를 경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Stainback et al.,
2010). ITO 가치사슬에서도 2000년대부터 법․제도 변화를 통해서 꾸준
하게 위로부터의 작업장 혁신 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실패로 돌아갔
다(한국노동연구원, 2015;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2018).
이런 맥락에서 본 조사는 선행연구를 차별화해 위로부터의 제도적 변
화가 아닌 아래로부터, 즉 행위자들 사이의 자발적인 작업장 혁신 시도와
그것이 가치사슬에 수용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
를 위해서 근거이론방법론을 사용해 먼저 ITO 서비스산업의 주요 행위
자들이 생각하는 작업장 혁신의 의미부터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저
자는 가치사슬에서 실제 SW 개발 노동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개발자부터
최근 가치사슬에 진입한 IT 외주개발 플랫폼까지 다양한 행위자들을 만
나 작업장 혁신을 둘러싼 그들의 이해관계를 파악하고자 했다. <표 6-2>
에 면접조사 참가자들을 그들이 속한 가치사슬 내 행위자 집단에 따라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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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면접참가자 구성
면접참가자 소집단

인원

평균연령

15

-

a. 고숙련(15～) 개발자

6

45

외주개발업체 CTO 1인, 대표 1인
포함

b. 중숙련(4～14) 개발자

5

34

ITO 서비스산업에서 IT서비스 산
업으로 이직한 3명 포함

c. 저숙련(1～3) 개발자

4

27

외주개발업체 소속 또는 프리랜서

대기업 계열 SI업체 팀장
(책임 또는 수석)

5

44

삼성 SDS(1), LG CNS(3), SK
C&C(2)

IT 아웃소싱 플랫폼

6

-

a. 플랫폼 대표

3

38

b. 플랫폼 운영담당자

3

32

IT 서비스 스타트업 대표

5

36

외주개발 경험이 있는 스타트업

IT 서비스 개발자

4

32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경험이
있는 개발자

총인원

35

-

ITO 서비스 개발자

비고

우리나라 3대 IT 외주개발 플랫폼
이라 알려진 X, Y, Z사 섭외

자료 : 저자 작성.

위의 면접참가자 집단은 근거이론방법론에서 제시하는 이론적 표집
(theoretical sampling)과 목적적 표집(purposeful sampling) 방법을 혼용
해서 구성했다(Lincoln and Guba, 1985; Glaser, 1978). 연구자는 지난 2
년간 ITO 서비스산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노성철, 2019; 한국노동
연구원 2020), 가치사슬의 주요 행위자에 대한 사전지식을 쌓았다. 따라
서 연구 초반에는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목적적 표집을 통해 프리랜서 개
발자들과 우리나라 3대 SI업체라고 불리는 대기업 계열 ITO업체(삼성
SDS, LG CNS, SK C&C) 부장급 인력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초기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가치사슬 행위자들 사이에 작업
장 혁신에 부여하는 의미가 다르고, 그에 따라서 각기 다른 대안들을 갖
고 있다는 점이었다. 작업장 혁신에 대한 입장 차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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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연구과정의 중반 이후부터는 이론적 표집을 통해서 면접대상 집단
을 세분화했다. 프리랜서 개발자들을 연차에 따라서 소집단으로 나눴고,
IT 외주개발 플랫폼의 대표와 운영담당 직원들을 면접집단에 추가했다.
아울러, 일부 인터뷰 참가자들이 작업장 혁신의 모델로 제시한 ‘애자일
개발론’을 적극 수용한 쿠팡, 네이버, 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 운영사)
에서 일하고 있는 개발자와 서비스 기획자들을 추가 인터뷰했다.
산업 전반의 작업장 혁신 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터뷰에 더해 2차
자료도 적극 활용했다. 먼저, 대형 ITO업체들이 작업장 혁신의 근간으
로 제시하고 있는 ‘애자일 개발론’을 잘 설명한 도서 네 권을 인터뷰 참
가자들의 추천을 받아 참고했다(장재웅․상효이재, 2019. Martin, 2013;
Denning, 2019; 新井剛, 2019). 아울러 관련 주제에 대한 유튜브 콘텐츠7)
를 분석대상에 추가했다. 이 콘텐츠들은 대기업 계열 ITO업체들의 실무
담당자가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해 실제로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
켰는지 소개하는 내용으로 대형 ITO업체들의 공식적인 작업장 혁신 담
론과 적용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 끝으로,
ITO 가치사슬 작업장 혁신에 관한 언론기사들을 분석했다. 초기 인터뷰
에서 나온 ‘원격지 근무’, ‘애자일 방법론’, ‘IT 외주개발 플랫폼’ 등을 열쇠
말로 검색해 ZD Net과 같은 IT 전문지에 2010년 이후에 실린 기사 83개
를 분석했다. 이 자료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업장 혁신의 양상이 어
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는 데 도움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개발자들의 온
라인 커뮤니티8) 게시글들을 2차 자료에 포함했다. 그것을 통해 실제 노
동력을 제공하는 개발자들이 가치사슬의 다른 행위자들이 제시하는 작업
장 혁신 방안에 보이는 반응을 분석하고자 했다. 언론기사 검색 시 사용
한 작업장 혁신 관련 열쇠말을 사용해 31개의 게시글을 추려 본문과 거기
에 붙은 댓글들을 분석했다.
7) ITO 가치사슬에 애자일 방법론 적용에 관한 유튜브 콘텐츠 : i) Agile Korea
Conference 2018,「SI 프로젝트에서 Agile이 가능한가(SK C&C 사례)」/ii)「SI 프
로젝트에서 바라보는 Traditional vs Agile(LG CNS 사례)」.
8) 현재 수십 개의 SW 개발자 온라인 커뮤니티가 존재하지만, 본 조사는 그중에서도
ITO산업 프리랜서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OKKY 커뮤니
티(https://okky.kr/)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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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IT 기반 서비스 작업장의 유연근무와 혁신

1. 도입 : 작업장 혁신 과제로서의 근무유연성
한국의 일터는 유연한가? 대답은, 그렇기도, 또 그렇지 않기도 하다.
주지하듯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한국 경제 전반에 몰아닥
친 경제위기 이후 한국 기업이 선택한 고용전략은 직접고용이 낳을 수 있
는 위험에 대한 극단적인 회피였다. 그 결과, 한국 사회가 지난 20여 년간
경험했듯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산업국 선두그룹 중 가장 높은 수준
으로 증가했고, 특히 중․저숙련 사무/서비스 직종의 비정규화는 일종의
고용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은 산업국 선두그룹 중
외부화 정도로 측정되는 고용유연성 정도가 단연 높은 나라였다.
포스트 위기 초반 기업들은 비정규직 사용 확대의 거래비용, 즉 외부화
에 따르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직접고용 계약직에 대한 의존도가 높
았으나, 지난 10여 년간은 사업 혹은 노동 전문기업과의 하도급 확대를
통한 3자적 고용관계나 개인도급거래, 즉 독립 혹은 종속적 도급계약 노
동의 비중을 높여왔다. 한편으로는 ‘한시적’ 직접고용계약에 제약을 가하
는 노동시장 재규제로,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조직 내
통합되었던 사업을 외부화하는 데 치러야 할 거래비용이 한층 낮아지면
서 만들어진 변화다. 정규직 부문에서 계약직과 사내 하도급이 지배적인
유연고용 유형으로 활용되어 온 데 반해, 서비스 부문의 고용유연화는 그
간 한층 다양한 유형과 결합되면서 확산되어 왔다(cite). 비용절감이 외부
시장에 의존하는 고용유연화의 가장 중요한 유인이었다는 점에서(cite)
이러한 유연화의 확산은 내부적 유연화를 통한 사업고도화를 저해한 원
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에서 작업조직의 유연성도 낮은 편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서구에서 오랜 시간 제도화되었던, 좁게 정의된 직무 기반(job based) 노
동조직이 주는 경직성이 한국에서는 높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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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person based) 일을 조직하는 관행이 강한 한국의 기업에서 한 사람
이 감당하는 일의 범위는 대체로 좁게 정의되지 않는다. 특히 양질의 공
교육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대다수의 노동자가
고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지닌 노동시장에서 사람 기반의 작업조직이 발
휘할 수 있는 유연성의 정도, 특히 직무의 범위와 관련한 유연성의 정도
는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 한국 기업에서는 일과 일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한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일의 범위가 넓을 뿐 아니라, 조
직원 간 일의 넒나듬도 상당히 빈번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관리, 사무,
서비스 영역에서 자리 잡은 사람 기반의 작업조직은 기업이 외부환경 변
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중간 정도의 숙련에 대한 운용력이 높은 작업조
직을 구상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노동 통제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라는 각도에서 보면 한국의 기
업조직은 상당히 경직적이다. 업무 방식, 내용, 속도, 시간, 장소가 대개
위로부터 규율된다. 위계적, 수직적 조직문화가 팽배하기 때문이라 볼 수
도 있지만, 직무의 범위와 내용,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채
개개인의 능력과 노력, 위계에서의 위치에 의존하는 시스템이 관리의 필
요를 높인다고도 할 수 있다. 또, 규칙과 시스템에 의한 조직 가동력이 상
대적으로 약할 때, 그 틈은 그때그때 상황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관리능력
에 의해 메워질 수밖에 없다. 중간관리자에게 자원, 권한, 재량이 많이 부
여되는 시스템이다. 위계에 의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다리의 하위에 위치
한 조직 구성원들에게 위계에 대한 순응과 헌신을 규범화해 온 한국의 기
업조직이 개개인의 폭넓은 상황 대응력과 장시간 노동관행을 통해 내부
유연성을 확보해 왔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반면, 직무역할에 대한 시스템적 관리의 부재는 일반 직원들(rank &
file)의 직무상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게 하고, 이에 따라
직원들은 작업 시간 및 방식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
라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며 참여하기가 어렵다. 이런 조직에서 일반
구성원의 순응과 헌신은, 물리적 압력을 제외하면, 주로 언젠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조직 내 권력자원을 획득할 수 있다고 전망할 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기업조직이 구성원에게 부여했던 장기 전망의 암묵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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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을 깨뜨리거나 더 이상 이행할 능력이 없어질 때 위계에 기반한 조직과
개인 구성원 상호간의 교환, 조직 내 심리적 계약(psychological contract)
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Rousseau 2001).
한국의 많은 기업에서 장기근속과 내부 승진 관행을 암묵화하면서 추
구해 온 심리적 계약에 기반한 조직 유연성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
다. 요즘 새로 들어온 신입은 자신들과 다르다며, 일이 남아 있는데도 퇴
근 시간이 되면 나가버리는 세태를 세대 문제로 치환해 푸념하는 조직 내
기성세대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세대 문제라기보다는, 심리적
계약이 무너진 조직에 사적 생활영역을 중요시하고 다양화된 문화 소비
에 대한 취향과 욕구를 지닌 노동자그룹이 대거 진입하면서 만들어낸 풍
경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여기에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산업
축 이동, 진전된 IT 기술의 적용 확대 등 환경 변화 역시 종래 한국 기업
의 위계에 기반한 유연성 추구방식에 유효기간을 앞당기고 있다.
서비스산업 생산물시장은 종래에 비해 더 강한 맞춤형 유연생산/서비
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지식 기반 조
직의 경우 다양성과 변화를 창출해 내라는 산업적 요구에 어느 때보다 강
하게 직면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이들 부문 노동자들이 더 이상 하나의
조직에 헌신하기보다 유관 시장에서 높은 이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
황임을 고려하면, 기존의 기업 친화적 유연화 전략을 고수할 때 해당 조
직은 노동자의 동기 저하와 조직성과 하락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다.
조직이 이러한 조직 내외의 변화를 인식하고 근무유연 기제를 도입할
때 또 한 가지 고려할 것은 조직(혹은 고용주)의 목표와 개인 구성원의
목표가 다르다는 것이다. 조직 차원에서 유연화의 목표가 조직 내외부의
급변하는 요구에 적응하며 생존력을 높이는 데 맞추어져 있다면, 개인적,
가족적, 직업적, 공동체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개인이 상정하는 유연성의 목표다(Hill, 2015). 유연성 확보의 관점
에서 볼 때 현재 한국 서비스기업의 작업조직 혁신은 양자의 목표가 상이
하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조응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 즉 노동
자가 요구하는 유연성 확보가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전반적 일문화, 일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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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틈틈이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선택권을 단발적으
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와 직원 사이 상호 신뢰와 존중, 지지적
인 직장문화와 유연성이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직원들이 자신의 직업과 근로조건에 대한 자율적 책임, 통
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조직 전반의
HR 정책과 유연근무 정책 간의 연계를 강화할 얼라인먼트(alignment)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근무 유연성 확보는 이제까지 프레임되어 왔던
일과 생활의 양립을 위한 복지정책 혹은 가족생활 지원정책에 국한되는
주변적 이슈가 아니라, 구성원의 다양성과 민주적 참여를 통한 유연한 생
산/서비스 창출을 촉진시킬 작업조직 혁신, 나아가 조직 전반에 걸친 일
터혁신의 주요 과제 중 하나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2. 혁신 작업장 구축의 모멘텀으로서 유연근무 성공의 조건
조직의 위계와 통제가 강한 한국의 맥락에서 유연근무를 노동자 만족
도 및 조직성과와 긍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조직 차원의 요소는 무엇인
가? 이 절에서는 이를 알아보고자 조직 분위기(organizational climate),
중간관리자의 역할, 그리고 기술적 촉진/보조제(technological enablers)
의 적절한 활용 등을 논의할 것이다. 이 밖에 매우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
로 여타 HR 정책과의 정합성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성과 측정 및 성과
보상과 관련된 정합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HR 정책과의 정합성은
별도의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이번에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가. ICT 기반 벤처기업의 혁신, 조직 분위기와 문화, 그리고 유연작업장
앞에서 강조했듯이, 위계조직이 직무 기반의 체계성과 결합하지 못할
때 조직은 위계에 부여된 권위를 통해 사람과 업무를 묶어 관리를 강화할
개연성이 높다. 그 결과 개인의 목소리와 참여, 일에 대한 자율적 결정 역
시 억제되는 수직적 조직문화가 형성, 작동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개
연성은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서 함께 높아진다. 위계에 기반한 조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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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이 일어나기는 상대적으로 힘들다. 새로운 기술 또는 제품 등을 개발
하는 일이나 조직을 변화시키는 일은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risk)을 수반
하며, 급진적이고 혁신적일수록 성공할 가능성은 더 적으므로 위험을 감
수하고 추진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또 혁신과 변화는 기존에 유지하고 있
었던 비즈니스 모델이나 전략적 이니셔티브(strategic initiatives), 즉 기
업 내 권력구조(power structures)와 잠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미 수직적인 조직 구조가 자리잡은 기존 기업에서는 혁신이
일어나기까지 대체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Freeman et al. 2007).
반면, 기존 기업 구조와 비교하여 훨씬 작고 단순한 형태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혁신과 급속한 성장, 이를 위한 위험의 수용 등을 기본 요소로
한다. 창업 초기 기업은 기존 기업들과 비교할 때 작고 가볍고, 그 구조가
유기적이고 유동적이다. 회사의 빠른 성장과 생존을 위하여 창업팀 모두
가 대부분의 권한 - 채용, 업무 할당, 성과 평가 등 - 을 공유하며, 업무와
직급과 상관없이 혁신의 인센티브를 받도록 조정된다.
그러나, 스타트업 기업들은 시장의 주도적 위치에 있는 기존 대기업들
에게 언제든 흡수되거나 추월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예방하면서 성장/발전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자본의 연쇄적 투입을 필요
로 한다. 그러나 유입 자본의 양이 증가할수록 조직 내 영향력이 커지는
벤처 투자자들은 가시적이고 빠른 성장을 도출하기 위해 해당 산업에서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경영자들의 채용을 더 선호하게 되고, 이러한 성
장 위주의 전략은 기존 창업팀의 통제권, 혁신의 조직자원을 축소시키는
역설을 낳는다. 또 더 빠른 성장을 위해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할수록 조직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창의성 및 혁신의 동력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조직적 루틴이 개발되고 공식화되면서 초기에 만들어진 즉흥성과 협동에
기반한 조직문화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떄문이다. 이런 과정은 기
존의 창의적이고 유연했던 기업의 구조와 작동방식이 계층화되고 기업가
모델(entrepreneurial model)이 기존 위계조직(corporate model)과 유사해
져가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창업팀이 계속 주도권을 가질 경우 창업자의 강력한 카리스마적
권위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위계화된 규율이 작동할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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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지만, 창업자의 성공경험에 기반한 권위가 오히려 조직 공동의 유기적
관계에 기반한 지속가능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창업기업의 경우 성장과 함께 혁신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서는 조직자원의 이동성을 높이는 한편, 조직 내 정치적 차원, 즉 조직 내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제를 확보해야 한다. 조직구조와 구성원들의
관계가 위계적으로 세분화되고 경직성이 강해지는 환경에서 혁신이 만들
어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준수해야 하는 규율을 최
소화하고 조직 내 이해관계자가 파트너십을 형성해 조직 내 유연성을 유
지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시간과 공간, 그리고 작업방식에 대한 조율된 (혹은
조정된)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자신감은 조직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제고할 수 있다. 이는 시간과 공간을 본인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
관리할 수 있다는 도구적 편리성뿐만 아니라 자율성을 부여하는 조직에
대해 자신이 인정을 받고 있다는 감정이 조직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게
되는 선순환의 루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에서 보면 조직이 유연근무를 도입할 경우, 위와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을 특정 그룹의 구
성원에 국한한다거나 개별 정책을 잔여적으로 도입하기보다 작업디자인
에 보다 전면적으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는 틀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
다. 예를 들어 근무 유연성은 이를 여성, 특히 양육 요구가 있는 여성 구
성원에 국한해 적용할 경우, 조직 내에서 오히려 이러한 정책을 사용하는
구성원에게 부정적인 스티그마를 통해 젠더 차별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
게 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조직문화는 다시 근무 유연성을 여성의 일
과 가족의 양립을 위한 가족지원 정책으로 좁게 정의하고 조직 내 젠더
분할, 젠더 불평등을 강화할 개연성을 높인다. 반면 일하는 방식의 변화
로 조직 전반에 걸쳐 혁신의 과제로 추구되는 근무 유연화는 오히려 젠더
화된 조직 내 분할과 불평등을 완화하고 조직 내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
는 개연성을 높일 수 있다.
근무 유연화는 그 규칙 혹은 일상 운용에 있어 개인과 팀의 조정과 책
임을 수반한다. 이러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일반 구성원은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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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 대해 작업장 주권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 일하
는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 자신의 업무와 팀 내
업무 분장을 고려해 개인과 팀 공동의 자발적 노력과 상호책임으로 본인
이 요구하는 유연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자신과 팀의 효능감, 이러한 유
연성 추구가 조직 전반, 특히 경영진에 의해 지지, 지원되고 있다는 인식
등은 구성원이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차원에서 유연성과 참여에 대한 조직철학 (혹은
CEO의 의지), 작업디자인 등에 있어 일관된 신호 보내기가 중요하다. 유
연근무는 경영진의 경영 원칙/철학, 경영원칙에 기반한 일관되고 정합적
인 관련 정책 수립,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의 일상적 일 수행과정에서의
미시 조정 등 세 요소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조직
의 긍정적 피드백 시스템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상의 논리는 조직 분위기(organizaitonal climate)에 대한 이론적 논
의로도 지지될 수 있다. 조직 전반에 흐르는 분위기는 조직 생활을 특징
짓는 태도, 감정, 행위의 총합으로 조직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이나 이
해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조직의 전반적인 속성이며, 문제해결, 의사
결정, 소통, 조정, 학습, 혁신, 조직 몰입 등 조직의 중요한 과정에 개입해
포괄적인 조절력으로 작용한다(Gould-Williams, 2007). 또 조직 내에서
다른 논리가 교차하는 영역에서, 조직의 일관성 혹은 일정한 결정을 만들
어내는 데 작용한다.
조직 분위기는 근무 유연화가 조직 내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하는 중
요한 요소로도, 또 근무 유연화 정책이 조직 내 과정을 거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피드백, 조직성과를 만들어내는 조절요소로도 중요하게 고려된
다. 조직분위기를 결정하는 다음과 같은 주요 요소들이(Ekvall, 1996), 대
체로 긍정적인 총합을 만들어낼 때,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어낼 때, 해당 조직은 혁신(innovation)과 창의(creativity)를 발휘할 수 있
는 여지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제시된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조직의
목표나 작동에 대해 구성원들이 기꺼이 자신들의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
넣을 만한 감정적 몰두(도전), 조직과 한발 떨어져 활동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유(자유), 새로운 아이디어가 조직 내에서 인정되고 지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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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아이디어 서포트), 조직 내 관계에 있어서의 감정적 안도(신뢰/개방
성), 조직 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새로움, 대안, 변화 추구(역동성), 재
미와 유머, 논쟁, 조직 내 사적 혹은 감정적 긴장(갈등), 조직 내 불확실성
에 대한 수용도(위험감수), 자신의 직접적인 업무와 무관하게 제시된 새
로운 아이디어, 제안을 다듬고 실현하는 데 기꺼이 참여하는 자신의 시간
을 사용하는 조직원의 참여와 협력(아이디어 시간).
한편, 이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긍정적인 피
드백 시스템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요소는 노동조합 혹은 동격의 작업
장 내 노동자 대표체제이다. Berg et al.(2004)의 노동시간과 노동 타이밍
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노동시간 배치에 대한 노동자 통제력을
높이고 보다 노동자 친화적인 노동시간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
나가 노동자의 개인적 집합적 교섭력을 높이는 노동조합이라는 논의가
이러한 시각을 뒷받침한다.
나. (중간)관리자 - 팀 리더의 역할
한편, 조직 전반의 여하한 문화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개별 노동자가
실제 유연근무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거나 억제하는 실제적인 역할의 상당
부분은 중간관리자로부터 나온다. 이때 지원이나 억제는 업무에 대한 정
확한 지침, 공정한 평가, 유연근무에 대한 선입견 배제, 개개인의 다양한
필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원노력 등 다양한 차원을 포괄한다(Kossek
2015).
Ross and Ali(2017)는 유연근무정책이 직원들의 유연근무제도가 잠재
적으로 직원들의 충성(loyalty)과 직무 몰입(commitment)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비공식적이고
임시방편으로 결정되어 온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 경우 직원들
은 유연근무를 필요로 하고, 또 해당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잘 인식하는 경우에도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즉, 제도의 비공식성, 비체계성은 매니저들의 상이
하고 비일관적인 결정/접근 방식을 초래하고 제도를 사용하거나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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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직원들 간 편견과 형평성에 대한 시비를 불러 일으킴으로써 유연
근무제도의 장점이 상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Eaton, 2003: 50～151).
중간관리자의 역할은 일반 노동자들의 유연근무 신청을 받고, 그 방법
이나 시간, 정도를 협상하며, 팀 내 노동자 간/팀 간 갈등의 소지를 미리
제어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포괄한다. 따라서 조직이 이들 중간관리자
들의 근무 유연성에 대한 인식과 역할을 여하히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 예를 들면 이들의 지원과 역할에 대한 교육과 코칭- 는 매우 중요
하다.
다. 비대면 협업을 촉진하고 유연근무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할 기술기제
들(enablers)
코로나19가 초래한 위기의 맥락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일터의 밀집
도 완화라는 카드가 유연근무를 통해 작동할 수 있었던 데에서 가장 중
요한 역할을 한 것은 지난 몇 년간 급격하게 고도화한 ICT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슬랙, 깃허브, MS 팀즈,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 출시된 카카
오웍스 등은 각 영역에서 비대면 팀작업의 효과를 높였으며, 줌(zoom),
웹엑스(WebEx), 구글밋(google meet) 등은 화상회의를 통해 비대면 실
시간 소통의 간극을 한층 좁혔다. 여기에 다른 다양한 소통 지원 기술이
개인 및 팀작업의 효율과 효과를 높이는 도움기제(enablers)로 작용하
고, 그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해지면서 해당 기술은 현재도 진화
중이다.
비교적 저렴하게 갖출 수 있는 작업소통 도구는 구성원의 지리적 위치
를 덜 중요한 요소로 만들 수 있다(Ross and Blumenstein, 2013). ICT 기
제를 적극 활용해 매력적인 유연근무제도를 갖춘 기업의 경우 공간의 경
계를 낮춤으로써 더 나은 인력을 영입할 수 있는 더 넓은 풀을 확보할 수
있다(Ross and Ali, 2017).
이러한 기술은 한편으로는 유연근무의 가능성과 효과를 한층 증대시
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과 생활의 간섭을 높이고 노동시간 및 장소
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노동강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등의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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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비디지털 상황에 익숙한 직원들에
게 적절한 교육이 수반되지 않거나, 데이터의 디지털화에 대한 투자에
인색한, 혹은 각종 ICT enablers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및 투자가 미흡할
경우 조직 간, 조직 내 개인 간 유연근무로 인한 격차가 더 강화될 수도
있다.
라. 유연근무의 효과
유연근무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노동자와 조직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직적 차원에서는 주로 1) 좋은 인재의 영입
또는 기존 노동력의 한계 생산성 향상을 통한 매출 증가, 2) 이직률 및 결
근 감소로 인한 비용의 절감 등의 효과가 기존 연구에 축적되어 있다. 노
동자 개인의 차원에서는 업무집중도 및 효율 향상,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자율성(autonomy) 증진 등이 제시되어 왔다. 물론 양자는
조직 차원의 긍정적 효과는 개인효과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개인적 중소 ICT기업이 포진되어 있는 호주 퀸즐랜드(Queensland) 지
역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Ross and Ali(2017)는 직원들에게 더 나
은 유연근무 정책을 적용할 경우 직원들의 이직률이 체계적으로 낮아진
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들은 유사한 근로 조건 등 대안을 찾을 수 없어 근
속 경향이 늘어나는 단순하고 도구적인 이유가 아니라, 더 나은 유연근무
정책을 제시하고 신뢰를 보여주는 고용주에게 큰 도덕적 의무감 혹은 조
직에 대한 부채감이 직장 유지를 선택하게 한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특히
일반적으로 임금만으로는 대기업과 경쟁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유
연근무정책이 고도의 자격을 갖춘 ICT 인력을 유치, 보유 및 개발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
조하기도 했다. 비슷한 결과를 성과 중심 근무환경(ROWE)으로의 조직
재설계를 제안한 Moen et al.(2011)의 연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연구
는 Best Buy사의 사례연구를 통해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근무 시간 및 장
소에 대한 유연성과 통제권이 직원들의 근속으로 연계되는 경향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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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고 지적한다. 이들이 수행한 자연실험은 기존의 정해진 시간에 일률
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관행을 변화시킬 경우 직원들의 이직 및 이직의
도가 체계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Kelly(2008) 등은 조직이 일-가족 이니셔티브[(Work–Family Initiatives :
관리자를 통한 도움(support)에 대한 인식 개선, 근무 시간과 작업량에 대
한 개인의 통제)]의 일환으로 유연근무를 시행했을 때 근로 환경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일-가족 충돌 상황(work-family conflict)
이 감소하고 업무 만족도 및 조직에 대한 헌신의 증대/이직 경향, 지각,
결근 감소 등의 일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또 이
러한 긍정적 효과는 연쇄적으로 더 나은 기업 전체의 사업성과로 이어진
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개인적 차원에서 유연근무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는 연구도 적
지 않다. Anderson et al.(2015)은 재택근무를 통해 업무적 스트레스 요인
으로부터 일시적인 해방(break)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만, 혼자
근무할수록 곰곰이 생각하는 경향이 증가하여 오히려 업무에서의 스트레
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한다. 회사에서 근무할 때
근로자 간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이점을 재택근무에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유연한 작업장 설계는 직원들
에게 자유와 일에 대한 통제 능력을 제공하는 반면 과노동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연구도 다수다(ter Hoeven, 2015). 일에 대한 자율적 통제력이 강
화되면서 오히려 일을 손에서 떼어내기 어려운 역설(paradoxes)적 상황
이다.
이와 관련해 유연근무의 시행 여부가 아니라, 그 시행에 있어서의 수준
(혹은 방법론)의 조직 내부 조정을 보다 미세하게 고려하는 연구도 있다.
Allen et al.(2015)은 재택근무가 적당한 수준으로 실행될 때 조직의 성과
(performance) 측면에서 가장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들은
재택근무가 종종 일과 가정의 물리적 구분을 지움으로서 가족의무의 양
이 증가하고 또 다양한 역할 수행의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집에서 일하는 개인으로 하여금 가족과 친구들과 명확한 경계와
기대를 설정하도록 돕는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편, 재택근무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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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직원의 생산성을 증가시키지만 동료 간 관계의 유지와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과 정책 입안자는 유연하게 근무하고 싶어하는 개
인의 욕망과 지식 공유와 혁신을 위한 대면 커뮤니케이션의 이점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되었다.
유연근무제도의 성공 여부는 개인과 업무, 그리고 조직의 유기적 관계
설정에 달려있다. 예컨대, 재택근무자에게는 유연성을 제대로 다룰 수 있
는 양질의 기술과 숙련이 제공되어야 하며, 사회적 고립을 줄이기 위해
풍부한 의사소통방식이 활용되어야 하고, 또 관리자의 지원 및 여타 HR정
책과의 정합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3.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과 근무유연성 논의 급진전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코로나19로 여러 기업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
역, 돌봄 책임을 진 근로자 지원, 고용조정 등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다
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단행했다. 앞에서도 여러번 언급했지만, 한국 기
업에게 유연근무는 전반적으로 생소한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 지난 5년간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로 드러나는 트렌드를 보면, 유연근무제 활용이 현저한 증가는 아니지만
정부의 정책 이니셔티브와 노동자의 요구로 차츰 확대되어 온 것도 사실
이다. 정부정책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직원의 요구에 상대적으
로 민감하게 반응해 관련 제도와의 연결 속에서 제도 도입을 설계할 능력
을 갖춘, 즉 인사제도 부서를 갖춘 대기업에서 상대적으로 유연근무 도입
빈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2015년 유연근무제 활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임금노동자는 약 5%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그 비중이 10%대로 증가해, 최근 관련제도에 대
한 기업 혹은 노동자의 관심이 차츰 높아지는 추세였음을 암시한다(표
6-3 참조). 그러나 예상했던 바와 같이 규모별 격차가 컸다. 1～4인 기업
근로자 중 1.3%에 불과한 유연근무제도 유경험자의 비중은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로 옮겨가면 약 30%로 크게 증가한다(그림 6-1 참조). 유
연근무의 수요가 주로 여성에게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2019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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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9%, 남성의 12%가 유연근무를 경험했다. 같은 맥락에서 상용 근로자
14%, 임시 근로자 5%가 유연근무 유경험자로 종사상 지위 간 격차도 컸
다. 같은 맥락에서 경험자의 평균임금은 372만 원으로 무경험자의 251만
원을 크게 앞섰다. 노동자의 실제 수요보다 기업의 정책 도입 여부, 즉 어
떤 직장에 다니느냐에 따라 유연근무 활용을 경험했는지 여부가 갈리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6-3> 유연근무제 활용 경험 여부
유연근무제
활용여부

2015. 8.

2016. 8.

2017. 8.

2018. 8.

2019. 8.

활용하고 있음

902

823

1,041

1,675

2,215

활용하지 않음

18,572

18,920

18,965

18,370

18,344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

4.6%

4.2%

5.2%

8.4%

10.8%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6-1] 기업규모별 유연근무제 활용 경험 여부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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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유연근무 유경험자 중 활용해본 근무형태의 구성비

주 : 복수응답 허용으로 구성비 합이 100.0%를 넘을 수 있음.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한편, [그림 6-2]는 2019년까지 어떤 형태의 유연근무가 주로 쓰였는지
그 추세를 보여준다. 초과노동이 제한되면서 최근 활용 빈도가 오히려 낮
아진 것으로 보이는 시차출퇴근제가 그럼에도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었
던 제도다. 선택적 근무시간제, 탄력근무제가 그 뒤를 잇고 있고, 최근 근
로시간 단축근무제가 부상했다. 반면 출퇴근시각 및 시간 유연화에 비해
공간적 유연성 활용은 크게 제약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활용해 보았다
는 근로자 비중의 추이로만 보면, 재택 및 원격 근무제는 활용이 계속 저
조했으며, 최근 오히려 그 활용비중이 줄어드는 경향마저 보였다.
팬데믹 이후 기존에 상대적으로 익숙하던 시차출퇴근제, 휴가사용 등
유연시간제도를 통한 조직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보편적이기는 하지
만, 아무래도 가장 현격한 변화는 재택근무 활용에서 찾을 수 있다. 다른
여러 사회에서도 유사하지만, 한국에서 재택근무(WFH, work from home),
사무실외근무(remote work), 텔레워크는 일부 특수업무 수행을 하는 경
우나 통신판매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쓰이던 근무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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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에 참여한 총 2,868개의 사업
체 중 제도를 도입한 경우는 7.53%, 실제 직원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경우는 1.74%에 불과할 정도(횡단면 가중치 부여 시, 각각 7.7%, 1.46%
통계)로 WFH는 한국 기업에게 관심 밖이었다. 오피스 경계 밖으로 작업
조직을 확장해 본 경험이 없는 사업체가 98%로 절대 다수였고, 고려조차
해본 적이 없는 사업체가 92%에 해당했다는 의미다.
초기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노동의 지속이 전망되기도 했으
나 전면적 사회 봉쇄를 시행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집단감염의 우려가
극심했던 3～4월만 해도 많은 기업과 그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비롯, 생소
한 유연근무를 오직 한시적 조치로 인식했고, 재택근무 경험은 단기에,
일회적으로 그친 경우가 다수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3월의 1차
집단감염 비상상황, 8월 2차 비상상황이 재연되면서 다시 집단감염의 파
고가 높아지고 팬데믹의 장기화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사업장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부분적으로라도 유연근무 관련 정책을 조직 내에 안착시키
고 관련제도에 적응해야 할 기업과 근로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한국 기업이 재택근무를 비롯한 유연근무 도입에 극도로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해당 방법에 대한 무지나 무시 둘 중 하나다. 그런데, 무지의 가능
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간 여성고용률 혹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관심이
높았던 정부가 다양한 종류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만
들고 소극적으로라도 기업들에게 해당 정책 도입을 독려해 왔기 때문에
적어도 정부 정책의 영향권하에 있는 기업이라면 무지하기가 어렵기 때
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일-생활 양립, 청년들이 소위 ‘워라밸’
이라 부르는 여러 조치들에 대한 청장년 세대의 관심이 한층 높아지기도
했다. 기업이 변화에 소극적이고 보수적이기 때문일 것이라는 점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시장 경쟁이 이토록 치열한 시대에 만일 재택
의 노동생산성이 한층 높다면 절대다수 기업의 무관심은 이해하기 어렵다.
위의 단순한 기술 통계는 한국 기업이 재택근무를 선택가능한 유연화
정책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따라서 해당 정책을 정착시키기까지 상
당한 곤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재택이 그간 활성화되지 않
은 것은 위계적이고 통제적 성향이 강한 한국 기업문화 특성의 반영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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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측면은 근무제 도입 그 자체만으로는 정책의 완
결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여타 작업조직 및 인사지원/관리 정책과의 정합
성 속에서 근무제 개편이 체계적으로 계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뒤에 인용하겠지만, 전면적인 사회봉쇄를 경험하지 않은 한국에서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도 재택을 포함한 유연근무가 보편적 정책으로 정착되었다
고 보기는 어렵다. 재택과 언택트 노동의 뉴노멀이라는 언론의 어느 정도
과장된 주장은 적어도 한국에서는 명제화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노동자들이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재택과 유연근무를 경험했
고, 그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4. 사례 분석
위와 같은 논의를 기반으로 이하 IT 기반 서비스 분야 벤처 스타트업
기업 및 사회적 기업 4곳의 유연근무 사례를 기술한다. 첫째, 현재 운영 중
인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기술로서 1) 형태와 작동방식, 2) 규칙/장비/지원
제도, 3) 중간관리자의 역할 등이 조직분위기의 맥락 속에서 기술될 것이
다. 다음은 유연근무제도의 도입과정으로 1) 도입 이유, 당시 상황과 필요
성, 과정, 2) 도입 전 우려 요소, 3) 도입 이후 변경 요소 등이 기술될 것이
다. 마지막으로 유연근무제도를 조직의 성과 측면에서 기술할 것이다.
가. A생활 : 개인서비스 제공 플랫폼 기업
A생활은 2017년에 설립된 가사 청소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벤처기업이다(표 6-4 참조). 설립 초기 플랫폼 가입 가사노
<표 6-4> A생활 기업개요
조직명
사업 내용
조직 설립 연도
구성원 규모
인터뷰 대상

자료 : 저자 작성.

㈜생활연구소
가사 청소 플랫폼 개발, 운영
2017년
40명
대표 및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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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 수가 7,000명이었던 것이 3년 후 22,000명에 이를 정도로 성공적인
정착과정을 거쳤다. 모든 가사노동자와 소비자 간 거래는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지만, 양자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이슈(소비자 불만, 소
비자의 권한 남용 등)는 기업의 운영진이 관여해 해결한다. 가사노동자가
플랫폼에서 일하기 전 청소 방법, 앱 사용법, 소비자 응대, 가사노동자의
권리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며 가사노동자를 보호하고 플랫폼이 제공
하는 서비스 수준에 대한 기본적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평가(rating) 기
반 매칭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 한 가지 특기할 사
항은 운영진 뿐 아니라 CEO와 개발자를 포함한 모든 내부 인력이 현장
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피크타임대(주로 청소 노동자가 소비자의
집에 도착해 일을 개시하는 전후의 시간대) 가사노동자와 소비자의 응급
콜을 직접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개발자와 디자이너 등 각각의 직역에 있는 전문가들은
자신이 맡은 일의 효율과 작업의 질을 각기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청소노동자 혹은 소비자 등 이용자 경험 UX를 증진시키는 방
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디자이너가 앱의 전체 분위
기와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예쁜 글씨체와 크기가 실제 중장년 청
소노동자의 눈에는 너무 작다거나 하는 문제) 현장에 대한 이해와 운영진
과의 의견 조율이 핵심적이라 믿기 때문이다.
A생활은 그간 투자 유치에도 성공하면서 조직의 성장을 경험하고 있
다. 현재 개발과 기획/운영을 위해 40명 정도의 조직 내부 인원을 유지하
고 있으며, 설립 초기의 운영 원칙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다.
1) 운영 중인 유연근무제도: 도입 과정 및 특성
가) 도입 과정
이 회사의 유연근무는 설립 당시부터 조직 운영에 녹아 있었다. 대규모
포털 ㅋ기업의 사내 벤처로 추진됐다가 독립해서 나온 설립 멤버 6명이
대표/임원/팀장 등을 맡고 있는데, 이 때문에 ㅋ기업의 유연근무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된 것으로 해석했다. 대표와 부대표 모두 일하는 엄
마로 유연하게 일과 가정의 경계를 관리하려는 의지가 강한 데다, 스타트

202

서비스산업 일터혁신 사례 연구

업의 특성상 근태보다 업무 단위로 조직의 미션과 운영의 유지를 점검하
는 방식을 더 자연스럽게 여기는 조직문화가 강하다.
한편, 팀 간 이기주의를 경계하고 협업을 독려하는 경영진의 의지가 강
하다는 점도 여기에 기여한다.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TF를 만들어
여러 팀 직원들이 경계를 허물고 같이 일해보도록 함으로써 직역 간 이해
를 높이고 종합적 접근, 기획,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서로 팀
과 직무를 바꿔보거나, 일의 정/부 역할을 바꾸보는 식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체험해보도록 하는 조직적 실험을 지속하는 데 있어 유연한 조직 운
영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나) 유연근무 형태, 작동방식, 조직의 분위기
앞에서 언급했던 조직의 분위기 요소를 고려할 때 A사의 CEO가 취하
고 있는 태도는 전체 구성원이 자신의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고, 자
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날 또는 당일 아침에 ‘재택
하겠다’고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한다. 육아를 하고 있는 회사의
CEO, 부대표 역시 조직 구성원과 같이 재택을 하나의 선택지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직 소규모의 기업이기 때문에 조직의 정
해진 룰과 규칙에 과도하게 의존하기보다는 상호 간의 관계, 조직 분위기
를 통해 유연근무를 작동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강하다. 코로나19 이후 재
택이 전면화되었지만, 그 이전 이러한 조직의 분위기를 정착시켰기 때문
에 전면화로 인한 혼란은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 경영진의 분석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를 더 권장하거나 권고하지 않는
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면 협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경영진은
사무 환경을 더 일하기 편하게 조성하고, 와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
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출근자에게는 점심식사 등 식사를 제공하고
간식, 커피 등을 항상 비치함으로써 출근을 유도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본인의 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출퇴근 시간과
장소를 조정해야 할 경우, 이에 대해 제약을 두지 않고 자유로운 활용을
강조함으로써 유연한 조직 분위기를 유지한다. 또 구성원들 간의 이해와
평소 협업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긍정적 감정의 교류, 신뢰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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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도 강조했다. 회사 경영진은 이를 ‘사랑’으로 표현했다. 팀원 중 한
사람에게 개인 사정(아이가 아프다든지)이 있어 다른 직원이 불만스러워
하는 식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회사 가치로서 ‘사랑’, 상호 협력을 중요
시한다는 것이다. 생활상의 요구로 긴요할 때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고,
이를 동료가 지원한다는 신뢰와 경험은 다시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
백의 경험으로 축적된다.
회사 대표는 한편, 일은 업무단위로 점검할 뿐 근태, 근무시간의 길이
로 성과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이 이러한 방침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 기술적 지원
협업과 소통을 위해서는 아지트와 카카오톡, 그리고 필요에 따라 슬랙
등 다양한 협업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 이 조직의 작동에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소통이다. 진행되는 모든 일을 상시적으로 공유한다는 것이다.
이때 다양한 종류의 협업/대화 툴이 이러한 소통의 원칙을 매개한다. 아
지트는 공식 업무, 공식 협업의 주요 툴로, 카카오톡은 일상적인 대화, 급
한 전달 사항 및 소통을 위해 활용한다. 대표 이하 모든 직원이 이들 소프
트웨어를 활용한다.
이 중 실시간 감정을 섞은 즉각적 대화가 보다 용이한 카카오톡은 일
상 잡담과 유머 등을 포함해 위계질서 없이 대화하는 데 주로 사용한다.
걸러지지 않은 아이디어가 실시간 격의 없이 교환되도록 하는 것은 문제
를 해결하고 새로운 서비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조직문화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구성원들은 상호 간에 어떤
말이라도 격의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공을 들
이고 있는데, 카카오톡이 이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점이 강조되었다. 단, 경영진은 업무 시간 이후 대화(톡), 잦은 대화가
업무 흐름을 방해하거나 과로, 시간 외 근무와 연결되지 않도록, 어떤 대
화의 흐름에 대해서라도 응답이나 참여는 언제든 자신의 시간이 허용하
고 대화를 원할 때 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업무상 질
문이더라도 당장 답해야 하는 건 아니고, 확인했을 때 하면 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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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다. 당장 답을 들어야 하는 요청이나 질문은 전화로 해결한다. 그
밖에 공식 업무에 대한 논의와 기록은 모두 아지트와 슬랙에 의존한다.
이 회사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전면 재택 경험이 없지만 큰
혼란은 없었는데, 그 전에 (서비스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돌아가면서
맡게 되는 주말 당직을 다 재택 형태로 하면서 이미 경험을 축적했다. 이
밖에 고객정보 접근에 있어서도 2차 인증시스템을 통해 재택근무가 가능
하도록 하는 기술적 장치를 가동하고 있다.
라) 중간관리자 역할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간관리자의 역할은 이 회사에서도 신경을 쓰는 부
분이다. 특히 설립 초기 그 전 회사의 경험을 공유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 필요를 느끼지 못했지만, 조직이 커지면서 팀장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팀장들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팀원의 업무가 쏠리거나
과중하지 않은지 점검하는 것이다. 그 밖에는 자율적인 조직문화를 유지하
고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일의 효율을 높이고 성과를 높이는 데
힘을 쏟는다. 예를 들면, 이 회사는 문서를 통한 상급자 보고, 결재 시스템
을 아예 없애서 여기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게 했다. 기획안은 아지트상
에 공용문서로 만들어지고, 대표가 댓글 달면 결재된 것으로 본다.
한편, 자율적, 협업적, 공동의 성과를 증진하고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유
지하기 위한 보상시스템에 고민이 많다. 이에 개인 혹은 팀 기반의 성과
급을 두고 있지 않으며 조직과 팀에 대한 직원 개개인의 기여도를 평가해
보상과 연계한다. 직원 기여도 평가는 중간관리자가 일차적으로 수행하
며, 대표가 직원 1 : 1 인터뷰를 통해 최종 조정한다.
2) 유연근무제도 평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코로나 이전, 일상 근무일, 그리고 주말근무를
통해 유연근무의 체계와 조정에 조직 구성원들이 이미 익숙해진 상태였
으므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면 재택근무를 하는 와중에도 조직 내부에
특별한 혼란을 경험하지 않을 정도로 유연근무가 이 회사의 일하는 방식
으로 정착되어 있다. 또 필요한 협업 및 소통 툴과 기술적 장치가 정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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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상태였다는 점도 중요했다. 대기업 출신인 초기 설립 멤버 6인
중 한 명도 이탈이 없었는데, 유연한 근무형태가 창업 초기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자녀돌봄 등 가족 역할 수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
움이 되었다는 점이 여기에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믿고 있다.
이 밖에 유연근무제도 자체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는 없지만,
앞서 기술한 것처럼 직원들의 성과를 기여도로 측정하는 문화와 신뢰가
이 제도와 비교적 잘 조응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여도
는 업무에 대한 기여뿐 아니라 조직이 좋은 분위기로 성장하는 분위기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한 규칙이나 업무방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는지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A생활 사례는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HR 정책을 포함한 여러 요소가
유연근무를 실질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이처럼 작
은 조직이 핵심 구성원의 이탈 없이 소통에 근거한 조직의 작은 개선과 성과
를 축적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연근무는 조직의 신뢰를 요구하
지만, 반대로 신뢰와 관계를 축적해 가는 기제로서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 다만, 회사의 공식정책보다는 유연하되 강한 조직문화와 결
속력, 비공식적 소통에 근거한 성장과 작동이 향후 조직 규모의 성장과 병
행하며 지속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질문이 남는다.

나. B랩 : 기업고객 대상 기술 기반 솔루션 제공 기업
B랩은 2015년 설립되어 현재 정착기에 있는 기술 벤처 기업이다(표
6-5 참조). 국내에서는 사운드 솔루션 부문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
하고 있으며, 박사급의 전문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헤드폰 렌더링용
<표 6-5> B랩 기업개요
사업 내용

VR/AR, 스트리밍 미디어 등에 사운드 솔루션 제공

조직 설립연도

2015년

구성원 규모

24명

인터뷰 대상

대표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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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기술의 국제표준을 주도했던 국내 랩 출신들로 세계적인 VR 사
운드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창업했으나 VR/AR시장이 예상보다 저조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스트리밍 미디어 사운드 솔루션 제공으로 방향을 전
환했다. 애초의 계획이 수정되면서 음향기술 전문가와 더불어 소프트웨
어 개발자가 조직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으며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입기에 벤처 투자를 받기도 했으나, 국내 최대 포털에 사운드 솔루션
제공권을 따내는 등 현재는 독자 사업영역을 안정화한 단계에 들어섰다.
1) 운영 중인 유연근무제도 도입과정 및 특성
현재의 CEO가 창업을 결심한 후 한동안은 1인 회사였고, 이후 초기 설
립 구성원 6인은 모두 음향 부문 공학박사 출신으로 유사한 배경을 지니
고 있으므로 상호 간에 근태를 따지지 않는 문화가 초기부터 형성되었다.
그러나 조직규모가 증가하고, 조직 구성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합
류로 이질성이 증가하면서 조직 운영에 체계성이 요구되었고, 초기에 아
무런 제약이 없던 유연근무에 여러 가지 정책이 따라 붙기 시작했다. 수
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게 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역시 유연근무는 이미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자, 특히 솔루션 개발자들에게 하나의 규범으로 자
리 잡고 있었지만, 조직에 협업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구성원을 최소한
으로 규율하는 장치가 요구된 것이다.
예를 들면 위에서 살펴본 A생활과 마찬가지로 근무시간 조정은 개별
노동자의 자율영역으로 간주한다는 강한 신호를 주지만, 타이밍과 시간
의 길이 조정은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한다. 근무 공간에 있어서도 창업
초기에는 누구도 실험실 밖 근무 혹은 재택근무에 대한 요구가 없어 아무
제약이 없는 상태였지만 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이질화되면서 유연정책이
추후 고안되는 과정을 밟았다. 처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무실에
나오는 것을 전제했지만, 개발자들의 경우 업무 공간을 자율적으로 선택
할 것을 요구했으므로 시범적으로 주 4시간 외부근무를 실험하고 근무
효율, 협업,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착시킨 것이 그
예다. 이후 코로나19 상황 이전인 2019년 중반부터 전면 재택근무가 가능
하도록 정책을 확대했다. 조직이 지닌 전문가의 자율성, 독자성, 자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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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 등 문화 유지를 매우 강조하는 경향이므로 노동법 언어나 논리를
따라가기보다는 자체의 규율을 만들기 위한 CEO의 실험과 고민이 지속
되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취업규칙이라는 언어 대신 조직의 핸드북을
통해 재택근무를 전면화했다.
한편, 근무 시간 역시 자율 결정의 영역이다. 앞서 언급했듯 주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근무시간과 근태를 따지지 않는다. 단, 사무실 출근 여부
는 관리 대상으로 삼지 않지만, 대면 협업의 중요성을 피력하기 위해 출
근하는 사람에게 아침/점심/저녁 식사 및 간식과 음료를 제공하는 데 공
을 들이고 있다. 소규모지만 운영/지원팀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단, 해당 팀 2인 중 적어도 1인은 주요 시간에 사무실에 나와 기술/개발팀
의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에게도 형평성을 위해 근태관
리나 감독은 하지 않고 있으며, 출퇴근에 있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2) 유연근무의 기제
한편, 조직은 최대한 자율성에 기반해 운영함으로써 아이디어 기반과
혁신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하지만,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크게 강조하는
분위기다. 예컨대 “생각이 다른 걸 얘기하지 않는 것은 의무를 다하지 않
는 것이라고” 계속 강조함으로써 대표가 의견을 내도 반대 의견이 쏟아
져 나오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최근 대표가 전원이 10시에서 7시 사무실
로 출근하는 실험을 해보자고 제안했다가 직원들 반대로 통과되지 않은
예도 있다. 또 중요한 결정의 채널 혹은 일상적인 아이디어 타임의 일환
으로 매주 2회 스크럼을 진행한다. 매주 월, 금요일 전원의 오프라인(코로
나19 상황 시 온-오프라인 병행) 참석을 의무화하고 있다. 업무뿐 아니라
개인적 일의 공유나 ‘B랩다움’이라는 조직철학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등의
조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한편, CEO는 누가 승진/보상/인정받는가를 투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조
직이 구성원에게 요구하는 바를 가장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자리를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presence),
회사에 중요한 기여(단순한 성과가 아니라)를 한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점
을 명확히 하는 데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성과와 협력, 기여에 기반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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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편으로는 조직의 생동감, 빠른 움직임, 조직원의 시간 통제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기 위한 근무 유연성을 한 축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협력과 협업 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한 축으로 함으로써 조직의 균
형을 맞추려는 노력은 A생활과 B랩 사이에서 업종과 조직 구성원 특성
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분모가 되고 있다. 양자 모두 작은 조직이라는
특성을 공유하므로 정교하게 구축된 시스템보다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이를 다양한 공식/비공식 장치를 통해 구성원이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것
을 선호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문화를 ‘성과’가 아니라 임원 및 구성원
이 평가하는 조직에 대한 ‘기여’에 기반한 보상 시스템을 통해 유지되도
록 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공통성을 보여준다.
한편, A생활과 유사하게 팀장, 혹은 CEO가 직접 정기적으로 50분간의
1 : 1 면담을 통해 유연근무방식을 조율하고, 요구되는 지원과 감독을 진
행한다. 보상과 연결하는 성과평가시스템보다는 역량 향상을 위한 코칭
성격의 평가가 끊임없는 혁신을 요구하는 소규모 기업에는 더 적합하다
는 경험을 강조한다. 1 : 1 면담과정에서 구성원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도 하는데, 임금이 오르는 만큼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의 양과 책임
도 많아진다는 사실에 대한 조직 내 암묵적인 합의가 있으므로 대체로 원
하는 것을 수용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에 이미 핸드북을 통해 전면 재택근무 정책을
채택하기는 했지만, 실제 전면적으로 시행한 시기는 코로나19 이후였다.
이 경험은 유연하게 일하기 방식을 생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교육과 동
기부여 시스템이 그간 조직에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계기
가 되었다. 옆에서 일하면서 멘토급 선임이나 동료에게 자연스럽게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새로 드러난 사실이다. 옆에 있는 동료에게
간단히 물어보면 1분이면 해결될 일을 혼자서 종일 붙잡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이런 자연스러운 상황을 유도할 수
있는 소통시스템 구축이 과제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원이 출근
하지는 않지만, 사무실에 나오면 집중도가 더 높다는 직원도 있고, 또 식
사 등을 비롯해 나와 일하면 좋을 유인이 제공되므로 상당수의 직원은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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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재택보다는 사무실 근무를 더 선호하는 분위기다.
개발자의 경우 위에서 말한 상호 학습의 메커니즘을 인식하면서 기존에
오디오 엔지니어와 개발자를 섞어 공간을 배치하던 것에서 개발자 간의
학습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개발자 부문을 몰아 따로 배치하기도 하는
등 조직적 실험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공학 및 개발 전문가 조직이므로 깃허브, 슬랙 등 다양한 협업 툴을 활
용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이를 통한 소통의 활성화는 여전히 조직의 과
제다.
3) 유연근무제도의 성과
오디오 엔지니어의 경우 조직의 이점과 결속이 강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경우 최근 시장상황을 감안할 때 B랩과 같은 중소기업에서 최
고의 전문가를 유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재유치의 곤란을 경험
하면서 좋은 개발자들을 뽑아 조직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보다 이동을
전제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했다. 즉, 조금 낮은 전문성을 갖더라도
이 조직을 거쳐가면서 더 나은 프로파일을 통해 나은 직업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직을 선택하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중요 유인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CEO는 가장 큰 성과가 여기서 일하며 역
량이 성장하는 것이라는 점(“이 일을 잘하면 앞으로 어느 조직에 가도 최
고의 대우를 받을 것”)을 구성원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실제로 업계
의 대기업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지만 이를 손실로 보지 않게 되었다. 이
와 더불어 유연근무는, 예를 들어 임금 등 다른 조건이 대기업에 비해 조
금 처지더라도, 유능한 직원을 끌어오는 데 중요한 유인이 되고 있다. 단,
전원 전면 재택근무 상황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습과 문제해결 등에서
조직 시너지를 만들지 못하는 문제 등을 발생시켜 앞으로 전면 재택 상황
이 전개될 수 있는 때를 대비해 해결할 과제로 평가되고 있다.
다. C조합 & D기업 : GO, NGO 대상 서비스 제공 사회적 기업/협동
조합
앞의 두 사례가 시장 부문 소규모 벤처기업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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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C조합 개요
사업 내용

민주주의 플랫폼 개발, 운영, 시민교육 등(C조합)
웹개발, 디자인, 사회적 가치 관련 캠페인 기획 등(D기업)

조직 설립연도

2016년(C); 2005년(D)

구성원 규모

17명(C) & 51명(D)

인터뷰 대상

양 조직 모두 대표

자료 : 저자 작성.

여기서 다룰 C조합과 D기업은 사회적 경제 부문의 IT 기반 서비스기업
이다. D기업은 사회적 기업의 형태를, C조합은 협동조합의 성격을 지니
고 있다. 각기 조직적으로 독립적이지만, 대표가 D기업을 거쳐 C조합을
설립했으므로 조직의 뿌리와 운영원칙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기업 모두 GO. NGO 분야의 다양한 조직들을 고객으로 가치,
기술, 디자인에 기반 플랫폼 및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부문에서 높은 매출과 성과를 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조직이다.
2005된 설립된 D기업은 GO. NGO 부문을 대상으로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수위 기업이었으나, 웹/플랫폼 솔루션 제공에서 같은 부문의 수
위를 차지하던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E기업과 2011년 합병해 현재 IT 기
반 웹개발 디자인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1) 현재 운영 중인 유연근무제도
D기업에 유연근무제도가 전면화된 것은 2013년 E기업과의 합병이 계
기였다. 2013년 도입 당시 원격근무라는 표현을 썼다가 2017년부터 자율
근무로 유연근무의 명칭을 바꾸었다. 이때 자율근무는 원격근무 및 유연
시간근무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며, 휴가 일수에 제한이 없는 자율휴가, 3
년마다 유급 안식월제도 등이 D기업이 지닌 유연근무 정책의 골자다. 52
시간제가 도입되면서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시간을 정해야 해서 10-7 근무
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업무에 따라 유연하게 재량을 부여하는 원칙을
변화시키지는 않고 있다.
협동조합의 성격을 띄는 C조합은 전면적인 전원 재택근무/자율시간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법인 등록을 위해 사무실을 서울 부심에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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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팀 간 회의를 간혹 여는 정도로 사용이 제한적일 만큼 재택이 일상
화되어 있다. 실제 대표도 한국과 시간대를 공유하는 외국에 거주하며 재
택근무에 참여하고 있다.
이 두 업체의 특성은 모든 구성원이 매우 꼼꼼하게 업무일지를 작성하
고 그 결과를 조직에 아카이브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있다는 점
이다.
합병 당시 E기업은 전면 유연화, 감독 및 관리 시스템에 거의 의존하지
않는 완전자율체제, 일 중심의 조직을 몇 년에 걸쳐 정착시킨 상태였다.
창업 당시 대표가 정말 자율적으로 가보자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3인에
불과한 소규모의 사무실도 없이 일하는 조직이었으므로 자연히 유연근무
가 불가피했던 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대표가 개발자 1명의 몫을 감당하
면서 조직을 키우고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일도 맡다 보니 관리보다는 성
과에 집중하고 업무에 대한 관리를 다같이 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디자인
했다. 그러나 합병의 파트너인 D기업은 그와 같은 체제보다 오히려 안전
감, 소속감 등 따뜻함에 기반한 조직 분위기를 강조하는 전혀 다른 색깔
을 지닌 조직이었다. 양 조직의 합병 과정에서 완전유연화의 문제, 완전
자율원칙이 개인에게 주는 무거움을 경감해줄 조직의 돌봄이나 지원을
기대한 조직원들의 적응 실패 등이 불거졌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면서
자율근무원칙을 유지하되 조직의 지원과 시스템을 강화시켜 가기 위한
전반적인 혁신이 3～4년에 걸쳐 시도되었다. 소규모 조직이었던 E조직의
자율문화가 합병과 함께 이질성이 배가된 80여 명의 조직으로 개편되면
서 겪어야 하는 변화이기도 했다.
이 개편과정에서 D기업은 업무를 시작할 때 슬랙의 ‘스테이터스’ 채널
에 in을 표시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이 업무 중이라는 점을 표시하고, 업무
를 마치면 해당 시스템에 out을 표시(2시간 이상 외출할 때는 나갔다 오
도록 함)함으로써 공간적 분리를 메꾸는 협업체계, 가상의 공동근무제도
를 구축하고 있다. 근무시간 역시 월별로 집계하는데 근태관리 목적이 아
니라 과도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다. 재택근무를 포함한 자
율근무가 종종 초래하는 과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한 달에 총 200
시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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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경우 해당 관리자가 사유를 조사하고, 업무를 조정하도록 한다. 한
편, C조합의 경우에는 구성원이 관리시스템으로부터 자유롭긴 하지만, 기
술적 지원체제를 통해 조직 내 협업을 구축하고 업무일지를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D기업과 유사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유연근무의 일환인 휴
가도 언제든 필요한 상황에 쓸 수 있지만, 대개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라
는 이름으로 각각 10일씩 사용하고 있다.
한편, D기업은 해외에서도 디자인기업들이 폐업하거나 큰 기업의 부서
로 들어가는 등 부침이 상당히 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연근무의 도입
은 합병의 결과이기도 했지만,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절박함 속에서
내린 경영진의 판단이기도 했다. 그 후 앞에서 언급한 미션과 비전, 조직
정체성을 만드는 부침의 과정을 거치면서, 업무 외의 스트레스는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한편, 조직의 핵심가치인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을 명확히 하면서 원격근무의 체계를 잡아나갔다. 이러한 과정
에서 기술적 지원, 즉 협업 툴이 핵심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
2) 기술적 지원시스템
위에서 강조했듯이, C와 D가 운영하고 있는 고도의 자율근무시스템은
기술적 지원에 상당히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 우선 D기업은 모든 구성원
의 데스크톱을 노트북으로 차례차례 교체하고, 구글수트(메일/캘린더/드
라이브)/C그룹스(조직문화 관련)/깃허브(이슈트래킹, 버전관리)/라스트패
스(보안 툴)/슬랙(업무 시작 및 종료, 수행기록) 등 5개 툴을 모든 구성원
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회의실마다 화상회의를 위한 컨퍼런스캠과
스피커를 비치해 언제든 원할 때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
고 있다. 또, 원격근무자의 고립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적 지원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데, D보라(D워커가 보이는 라디오)로 원격근무자를 인터뷰
하고, 필라테스 등 문화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또한 위에서 살펴봤듯이, 전면적 재택근무가 줄 수 있는 고립감을 해소
하고 조직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사무실 인테리어에 신경쓰는 한편, 간식
을 비치하는 등 사무실에 종종 나오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격월간 타운홀 미팅, 월간 사업부 회식, 프로젝트 회식(점심시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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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커뮤니티 활동 지원(지금은 온라인) 등을 운영하면서 오프라인 활동
을 통한 소통구조를 구축하고, 원격소통의 근간이 되도록 한다. 한편, 원
격으로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를 만들었는데, 이
중 특히 강조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의 경우 오버커뮤니케이션하도록(반
복해서 말하도록) 함으로써 의사소통의 에러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C조합은 D기업도 사용하고 있는 C그룹스라는 그룹웨어를 자체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보 공유와 공지사항, 업무 기록, 공동 문서작
업(위키방식), 코드 리뷰 등을 진행한다. 또, 업무 경험을 통한 공동작업
으로 체크리스트 툴킷을 상세하게 만들고, 이를 제품화해 외부에 판매하
기도 했다. 한편, 대표는 D기업의 조직 경험에 기반해 C조합에서도『항
해하는 조직 101 가이드』라는 구성원의 일, 조직 경험을 지원하는 가이드
북을 만들어 온라인 중심인 자율 업무 방식의 공백을 채우는 데 활용하도
록 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항해 핸드북』이라는 업무 계획 및 점검 매
뉴얼도 두고 있다. 또 온라인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하루, 2주, 1개월, 분기
등 단위로 업무 계획을 짜고 이를 공동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두고 있다.
또 하루 단위로 매일 5분 정도 ‘스탠드업’이라는 화상회의, 하루 끝날
라는 정서적 회고 문서를 남김으로써 조직의 경험을 공유
때『항해일지』
하고 정서적 유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월 1회 총회를 열어
서 공동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계절별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는 촘
촘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 모든 체계가 온라인의 다양한 툴을 통해
구현되고 있으며, 이 툴에 대한 구성원의 의존은 일상화되어 있다.
3) 중간관리자 역할
D기업의 경우 예전에는 프로젝트 단위로 팀장이 있었는데 소속감을 더
느낄 수 있도록 직군별로 조직을 편제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를 주로 프
로젝트 단위로 하다 보니 팀장의 역할이 애매하고 비효율이 발생해서 다
시 예전 프로젝트 시스템으로 전환할지를 논의하는 중이다. 팀장의 역할
은 업무를 고루 배분하고 관리하는 데 있다. 원격근무 등 자율근무 등으
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라이프매니저라는 직함을
지닌 관리자를 별도로 두고, 직원들의 감정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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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고 있다. 라이프매니저는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직원들과 수다도 떨
고 고충을 듣고, 운영 지원 등을 수행하며, 조직은 라이프매니저를 통해
대표가 각 팀별, 팀 간 상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한다.
한편, C조합은 처음부터 조직의 목표와 운영방식에 대해 상호 간에 충
분한 이해를 전제하는 구성원들의 협동조합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별도로
중간관리의 역할을 요구하지 않는다. 가치와 원칙에 동의하는 사람을 한
명씩 시간을 들여서 모았기 때문에 전체가 한 팀처럼 움직인다. 핵심(코
어) 제도를 조합원이 회의로 정하고 근무제도와 관련한 중요 이슈는 회의
를 통해 공동으로 결정한다. 특히 근무제도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아닌 직
원도 참여하는 공동결정제도를 강하게 지향한다.
4) 경 과
합병 이후 조직의 자율근무를 바꾸어 가는 동안에도 경영진에게 이런
근무방식이 성공하리라는 확신은 없었다. 더 타이트하게 운영하면 수익
이 커질 수 있다는 생각도 지난해까지 조직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러나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하면서 조직 구성원과 임원진의 생각이
달라졌다. 미리 준비한 덕분에 큰 혼란이 없었고 오히려 동종의 다른 조
직에 비해 변화에 더 발빠르게 적응하게 된 점도 있었다. 또, 잡플래닛 등
플랫폼에 실린 퇴직자 후기에서 보면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데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시스템에 적
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높은 정도의 자율근무가 조직을 그만두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회사가 자신을 방임한다고 느껴진다거나 소속감이
부족하다는 것 등이 그 이유다. 따라서 작업조직과 유연근무를 디자일할
때 조직구성원의 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지원체계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시스템하에서 근무시간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 재택이 전면화되면서 특정 사람들끼리만 교류하게 되는 문
제 등에 대한 대비와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드러난 문제 중 하나다.
이에 D기업은 유연근무방식에 핵심적인 이슈인 소통의 개선을 위해 계
속 새로운, 개선된 툴을 도입하고 소통에 대한 가이드를 명확하게 하는
작업과 노력을 진행 중이다. 또, 소통 가이드에 따른 동료평가(p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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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s)를 포함한 다면평가를 최근 시작했다. 분기별로 진행하며, 15개
항목을 5점 척도로 평가해서 5점 중 3.5점 미만이면 리더가 점검하고 코
칭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 리더는 팀원들로부터 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데 5점 만점에 4.0 이상을 받아야 하도록 기준을 설정했다. 절대 점수
만을 고려하지는 않고 개선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기존에 소통이 잘
안 되던 사람들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스트레스가 줄고 평가를 받은 개
개인도 본인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
한편,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는 대개 조직원들의 연 단위 유연한 적응으
로 내부 업무량을 커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발생하는 업무량의 폭주를
방어하기 위해 최근에는 프리랜서 툴인 ‘샐러드볼’을 개발했다. 즉, 내부
인력으로 소화하지 못하는 일에 외주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조직의 효율
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밖에 D기업은 각 직원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원격근무가 가능한 직
원인지를 리더가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직원이 지닌 속성에 따라 원격근
무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는
조직문화와 업무 등을 익히기 위해 3개월간 훈련하고 점검한 후에 이같
은 결정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유연근무와 정합성을 갖는 보
상 연계 평가를 위해 성과 대신 ‘효과성’이라는 어휘를 선택하고 있는데,
일하는 시간이 길다고 성과로 평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일한 시간 대비
효과를 보자는 것이 그 골자다.
5) 유연근무제도의 평가
D기업과 C조합 모두 유연근무제도는 한편으로는 조직이 지향하는 민
주적이고 자율에 기반한, 개개인이 지닌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조직
문화를 지향한다는 가치의 구체화로서 의미가 있다. 보다 실질적으로는
조직원의 업무집중과 만족도를 높일 뿐 아니라 유능한 개발자를 유치하
고 계속 유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개발자가 아
닌 직군, 예를 들어 디자인 직군 등에는 이와 같은 영향을 발견하기 어려
웠다. 한편, 원격근무는 회의를 효율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소통의 문
제를 우려하면서 하루 전 효과적으로 간단히 만들어 공유하고, 발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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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하게 나누어 솔직한 발언을 유도하는 등 온라인 회의의 장점을 강화
하기 위해 소통 방식에 대해 다양한 고민을 체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D기업과 C조합의 경험은 유연근무가 초래하는 조직적 갭,
의사소통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러
한 과정은 유연근무의 개선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조직혁신 실험의 계
속이라는 관점에서도 평가할 수 있다.

5. 소 결
한국의 많은 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본의 아니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라도 조직 내 상당수에게 적용된 원격근무와 유연근로시간제도를 경험했
다. 그리고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위시한 유연근무가 단순히 해당 정책 하
나를 도입하는 것 이상의 복잡한 고려를 요구한다는 점을 학습했을 것이
다. 개별 노동자가 수행하는 일의 속도, 방법, 소요시간, 장소를 포함한 노
동과정 관련 제반 결정이 팀 내 조정, 나아가 조직 내 조정을 요구하기 때
문이다.
이 절은 코로나19 이전 매우 희소하게 운영되던 상황에서 먼저 유연작
업장의 여러 요소를 도입하고 실험해 온 ICT 기반 서비스 벤처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조직의 분위기, 중간관리자의 역할, IT 보조기제의 활용 등
을 중심으로 유연근무의 운영현황과 변화, 애로, 조직성과 등을 살펴보았
다. 앞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시장 상황에 대한 유연하고도 신속한 대응
(이어질 제4절에서 살펴볼 애자일),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 분위기를
지속하려는 경영진의 의지, 중소기업으로서 현재 시장수요가 많은 더 나
은 기술개발 전문가를 영입/유지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유연근무가 조
직성과에 연결되는 긍정적 측면에 전반적인 동의가 있었다. 또 대부분의
조직은 상당한 정도의 유연근무방식 도입이 조직의 일하는 방식에 근본
적인 성찰을 요구한다는 점 역시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
정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 개인과 팀에게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할 것
인가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조직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
사회에 확산되어 있지 않은 자율적 조직문화, 유연한 근무제도를 안착시

제6장 IT산업의 일터혁신 217

키는 데 따른 어려움도 적지 않은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 전면화된 유
연근무가 가져온 변화에 기술적인 어려움보다는 전반적인 팀워크를 유지
하고 조직 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과제가 더 시급하다는 점도 공통적
으로 발견되었다.
소규모 조직에서는 우리가 위에서 강조한 관리자의 역할보다는 조직
전체를 책임지고 조직의 운영원칙을 만드는 경영진의 일관된 시그널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중간관리자의 자의적 해석과 운영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조직의 혼돈을 감지할 수 있었다.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일하고 소통하는 자연스런
흐름을 전제할 수 없다면, 일의 분배, 개인 단위 혹은 팀 등 기본 업무 단
위의 막힘없는 일 흐름, 그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소통과 의사결정, 이를
지원하는 기술적 요소 도입은 물론, 개인 및 조직 성과에 대한 평가방식,
나아가 보상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조직문화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일하는 방식, 속도, 공간, 소통을 어
느 정도로 공식화하고, 어느 정도를 자율영역에 둘 것인가의 경계, 같은
공간에서 필요하면 당장 만나는 방식을 바꿔 만나지 않아도 일이 가능하
게 하는 조직 성원 간 관계의 형성 등은 결국 해당 조직의 제도와 조직문
화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상당한 조직 변화, 특히 일하는 방식과
같이 조직의 일상과 조직 내 성원의 관계에 관여하는 변화는 종종 조직
내 갈등을 수반하므로, 변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해와 설득, 동조를 끌
어내는 소통방식 및 조직문화가 중요하다.
그 경험이 아직 축적되지 않은 한국의 대다수 기업에서 일회적 충격으
로 유연근무제를 일상정책으로 도입, 활성화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수밖
에 없다는 점을 제기할 수 있다. 생활세계에서 책임이 막중한 일부 노동
자에게 재택근무는 일-생활 균형이 아닌 일-생활 충돌의 강렬한 경험이
었을 수도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친화적 유연근무의 확장은 역시
이번 경험을 토대로 일-생활의 보다 순조로운 균형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요구와 정책 간 정합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려는 기업의 상호 노력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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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를 실질화할 수 있는 조직의 조건, 유연근무의 방법과 조직 혁
신, 관련 HR 정책의 정합성 등은 작업장 혁신의 과제로 고민할 요소들이며
조직의 전환 결과에 대한 측정과 기술 역시 작업장 혁신 연구의 과제다.

제4절 IT 아웃소싱(ITO) 서비스 작업장 혁신9)

1. ITO 서비스산업 연구조사 배경
ITO 서비스산업은 고객이 원하는 IT 시스템의 기획, 개발, 운영, 보수
까지 책임지는 기술 서비스업이다.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SW공학에 대한
전문성, 고객사가 속한 산업 그리고 경영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두루 갖추
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조직 운영 효율성이나 시장경
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지식․기술집
약적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컴퓨터 제조기업이었던 IBM은
하드웨어사업을 중국 기업에 매각하고 고부가가치․고수익 비즈니스 모
델을 가진 IT 컨설팅업체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
성 SDS, LG CNS, SK C&C, 현대 오토에버 등의 대기업 계열 업체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대표적인 ITO 서비스업체로 자리잡았다. 이들은 계열
사들의 전산실에서 출발해,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을 외주개발하
거나 솔루션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면서 성장했지만, 계열사 내부 거래 비
중이 높아 시장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고, ITO 서비스 시장의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일부 업체들은 2010년대 초중반 시장에
서 철수하기도 했다.10) 하지만, 최근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대한 수요가 공공부문과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9) IT 외주개발산업은 통칭 SI(System Integration)산업이라고 불렸다. 하지만, SI라
는 단어가 가지는 모호성과 부정적 의미로 인해 최근 대기업들 중심으로 ‘ITO 서
비스’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에 따른다.
10) ZDNet Korea.「삼성 SDS, 국내 금융․공공 사업 중단」, 201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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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ITO업체들이 시장에 재진입했고, 고부가가치 사업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꾀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계열사의 신기술 플랫폼 전환 프로젝
트를 통해 구축한 역량을 바탕으로 ITO 서비스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공고히 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11) 금융산업에 있어서는 빅데이
터와 클라우드를 활용한 핀테크 기술을, 제조산업은 스마트팩토리와 로
보틱스 기술을, 물류․유통산업에는 AI,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해 우
리나라의 주요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
sformation)의 주체로 조직정체성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12) 특히, 코
로나19로 인해 열린 비대면 시대에 핵심기술이자 서비스가 될 클라우드
도입13)의 선봉으로 주요 IT 서비스업체들이 이미 부상했고, 지난 5월 정
부가 발표한 디지털 뉴딜에 있어서도 이들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정보
통신산업진흥원, 2020).
하지만, 이러한 대외적 위상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ITO 서비스 가치사
슬은 초장시간 노동, 불공정 하도급 거래, 위장도급 등과 같은 내부의 구
조적 모순과 갈등을 해결하는 데 실패해왔다. 반복된 실패의 역사는 강력
한 경로의존성을 형성해 가치사슬을 노동집약적 성격으로부터 기술집약
적인 것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노성철, 2019).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ITO 서비스 가치사슬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히 가
치사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산업정책의 문제이자 사회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어지는 절들에서는 가치사슬과 작업장 혁신 시도가 번번이 실패
한 이유와 최근의 혁신 시도를 함께 조명한다. 먼저 한국 ITO 서비스의
산업 구조와 작업장 수준의 특성을 분석한다.

11) 조선비즈,「신기술로 ‘내부거래’ 낙인 피한 SI업체들 그룹사 클라우드, AI 도입 독
식 ‘전성시대’」, 2019. 4. 11.
12) 이데일리,「IT서비스 업계,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변해야 산다’」, 2020. 1. 2.
13) 클라우드 서비스 범위는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실물 인프라 자원 제공
서비스), PaaS(Platform as a Service; 개발 플랫폼 제공 서비스), SaaS(Software
as a Service; 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형 SI업체들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선점한 SaaS 분야를 1차 목표로 조직 내 독립적인
사업부를 만들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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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기 분석 결과(initial findings)
연구과정 초반에는 일단 ITO 가치사슬에서 유의미한 작업장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결과 일선의 관리자들과 개발자들의 일하는 방법이
변화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치사슬 외부에서
봤을 때 몇 가지 변화의 조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치사슬 행위자들 사이에 장소의 유연성을 높이는 원격
지 개발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됐고,14) 그것을 동력으로 지난 5월 20
일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업계의 숙원사업이던「SW진흥법 개
이 마침내 통과되었다.15) 공공기관들은 보안 유지를 명목으로 상시
정안」
현장 작업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체 IT 외주개발시장의 30% 이상을 차지
하는 공공 SW 프로젝트는 작업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물론이
고, 지방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개발자들의 임시
숙소와 사무실까지 임대해야 하는 외주개발업체들도 수익성이 떨어진다
는 점에서 원격지 근무의 확산을 원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정
부는 재택근무를 권장했지만 오히려 공공「SW외주개발 프로젝트는 현
장 업무가 이어지는 모순을 낳기도 했다. 이번에 통과된「SW진흥법 개
은 공공 SW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정 보안요건을 갖춘 개발사가
정안」
원하는 장소에서 개발을 허용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개정안이 의미를 갖
는 것은 지금까지 공공부문 SW 프로젝트 수행방법이 민간부문의 기준이
돼왔기 때문이다. 원격지 개발이 법제화되면서 제도적 수준에서 작업장
혁신 논의는 자연스럽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재택 또는 모바일 근무
가 가능해지는 다음 단계인 ‘원격 개발’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조사 초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제도적 변화 속에서 ITO 서
비스 현장에서 실제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초점
을 맞췄다. 먼저 외주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프리랜서 개발자들과 인
터뷰를 진행했다. 몇 번의 시간 조정 끝에 평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진행
한 인터뷰에서 21년차 고참 개발자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14) 전자신문,「원격지개발 도입,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2020. 3. 22.
15) ZDNet Korea,「SW진흥법 통과, 원격개발 등 업계 숙원 대부분 담겨」, 202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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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바빠졌어요. 지금 xx은
행 프로젝트 현장인데, 개발자들은 나와 있는데 은행 정직원들은 재택근무
중이라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
니라 다른 현장도 다 똑같아요.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지연되고, 언택트 시
대로 간다고 프로젝트는 늘어나면서 일이 많은 것은 좋은데, 이게 너무 비
효율적으로 흘러가네요.” (21년차 프리랜서 개발자)

이러한 경험은 다른 개발자들로부터도 일관되게 들을 수 있었다. 많은
기업들과 공공기관, 교육기관들이 갑작스럽게 재택 근무․수업 체제로
전환한 것에 더해, 쇼핑과 학습 같은 개인의 일상 역시 온라인으로 옮겨
가면서 디지털 인프라를 보강하는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그 결과 ITO
프로젝트의 수도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가치사슬의 모든 행위자들이
원격지 근무라는 제도적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부족한 이유도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일하는 방식을 기존 ITO산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다는 인지적 제약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 프리랜서 개발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조직하고 프로젝트 전반을 관리하는 대기업 계열 ITO기
업의 소속 PM들과 나눈 인터뷰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희 조직을 크게 보면 SI, 솔루션,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부로 나눌 수 있
는데요, 코로나 시작되면서 희비가 조금 엇갈렸죠. 솔루션 쪽은 재택이 가
능한데, SI 쪽은 아예 절대 불가니까. 블라인드에서 현장 근무자에게 월급
더 줘야 한다는 의견도 올라오는 것 같은데, SI는 원래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작년에 함께 만났던 분은 지금 경남 쪽 현장에
내려가 있어요. 코로나라고 프로젝트가 취소되는 것은 절대 없죠.” (24년차
대기업 A사 수석)

이처럼 초기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제도적 수준에서
의 변화가 작업장 수준의 혁신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따
라서 연구 중반부터는 더 장기적 관점을 취해서 가치사슬 내부로부터의
혁신 시도와 그 함의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그것을 위해서 우
선 경력이 15년 이상인 면접조사 참가자들에게 지난 10년간 나타난 새로
운 흐름 중에서 그들의 일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지속가능성이

222

서비스산업 일터혁신 사례 연구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의견을 부탁했다. 그 결과 가장 많이 언
급된 것이 위에서 소개한 ‘애자일 방법론’의 등장과 확산이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먼저 전통적인 ITO 프로젝트의 조직방식과 작업장 구성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가치사슬 내부로부터의 변화 시도로서 애자일 접근
의 역할을 조명한다.

3. ITO 서비스산업 작업장의 지배적 생산양식
가. ITO 서비스산업의 하도급 가치사슬
가치사슬의 제일 위에는 발주사들이 자리 잡고 있다. 크게 공공부문에
서 발주하는 공공 ITO시장, 민간부문에서 발주하는 민수 ITO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정부 각 부처 또는 공기업이 ‘전자정부 프레임
워크’를 사용할 것을 요구조건으로 발주하는 프로젝트들로 구성된다. 작
게는 공립학교가 발주하는 수백만 원대의 프로젝트부터 크게는 중앙부처
가 발주하는 전자여권 차세대 사업(외교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과 같은 수천억 원대 프로젝트들이 있고 2016년 기준 시장규
모는 약 4조 원에 달한다. 후자는 자체 IT 시스템 개발인력을 갖추지 않
은 민간기업들이 발주하는 프로젝트들로 구성되는데 은행이나 증권회사
들이 대표적인 발주처다. 특히 이들이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차
세대 시스템 프로젝트’들은 1,000～2,000억 원대의 예산에 수백명의 프리
랜서 개발자들이 동원된다.
통신, 제조, 유통 같은 산업의 민수 ITO시장은 대형 SI업체들이 계열사
의 물량을 사실상 독점해서 수주한다. 공공부문과 금융권의 IT 외주개발
은 경쟁시장이기는 하지만 경쟁의 폭은 역시 삼성 SDS, LG CNS, SK
C&C 같은 대기업 계열 ITO 업체들로 국한되었다. 발주처들이 대규모 예
산을 투입하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대기업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시장
독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지난 2013년 정부는 중견 외주개발업체를 육
성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대기업 계열 업체의 공공 외주개발
사업 참여를 제한하기에 이른다. 삼성 SDS는 이 내용을 담은「SW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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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통과와 거의 동시에 공공 SI사업 철수를 선언했고, SK C&C
는 금융권 시스템 구축에 집중했다. 이는 대형 SI업체들의 1차 하청업체
에 머물렀던 중견 SI기업이 성장하는 계기로 작용하긴 했지만, 대형 프로
젝트 발주기관들은 현장의 혼란과 결과물의 품질 하락을 이유로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2016년 민관 합동 SW 태스크포
스 회의).
대기업 참여하한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 대기업 IT 서비스
계열사는 공공․금융 IT 서비스시장에 활발하게 재진입하고 있다. 대기
업 참여하한제는 발주처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최신기술 적용을
요구할 경우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예외 조항을 두었는데, 2019년부
터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들이 이러한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시스템의 발
주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면접조사 결과 대형 ITO업체들은 기술적 우
위를 바탕으로 가치사슬 내 일하는 방법 혁신의 선봉장을 자처하며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IT 서비스 계열사들은 수많은 ‘협력업체들’과 공동으로 프로젝
트를 수행한다. 협력업체, 즉, ITO 하도급 업체들은 수백 명의 개발자들
을 모집해 프로젝트에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 업체들을 통해서
가치사슬의 최하단에 위치한 프리랜서 SW 개발자들이 외주개발 프로젝
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몇 천억 규모
의 대형 프로젝트 작업장이 어떻게 조직되고 거기서 가치사슬 행위자들
이 어떻게 관계맺는지 살펴본다.
나. 외주개발 작업장의 구성 : 폭포수 개발 방법론과 이질적 고용형태
사이의 수직적 관계 맺기
IT 외주개발 프로젝트는 가치사슬에 속한 여러 업체들과 프리랜서들이
결합해서 진행된다. 현 시점에서 이들을 결합하는 지배적인 방식은 ‘폭포
수 모델’이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한다. [그림
6-3]에 폭포수 모델과 그에 따라 가치사슬이 조직되는 방식을 도식화했
다. 폭포수 개발은 건설업과 유사하게 분석, 설계, 개발, 구현, 시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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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수 등 SW 생애단계를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각
단계를 책임지는 행위자는 단계 종료 시 산출물을 만들어내고, 그에 대한
검증 완료 후에 다음 단계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단계별 산출물을 사전
에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단계는 ‘계획’이다. 계획단계에서는 사용자가 IT 시스템 도입
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도입 타당성을 조사한 후에,
구체적으로 시스템의 기능과 제약조건을 정의한다. 우리나라의 외주개발
프로젝트는 금융․공공 부문 등의 발주처가 계획단계를 거쳐 산출한 요
구사항으로 구성된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를 공개하면서
시작된다. 하지만 대형 프로젝트일수록 IT 전문성이 떨어지는 발주처가
시스템 요구조건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대기업 계열 ITO업체로부
터 RFP 작성지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발주
프로젝트 계획 및 분석 전문성을 제공하는 대신 ITO업체는 해당 프로젝
트를 수주하는 비공식적 교환관계가 오랜 기간에 걸쳐 제도화됐다. 발주
처의 SW 시스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을 전문성을 갖춘 수주처가 메워

[그림 6-3] SW 개발 폭포수 모델과 ITO 서비스 가치사슬 조직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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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교환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장 수준에서는 수직적 질서가 굳건
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면접조사에 참가한 대형 ITO업체의 PM들은
발주처 현업 종사자들의 SW나 IT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이 IT 외주개
발 업무에 대한 존중의 결여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직적 관계가 생길 수밖
에 없음을 토로했다. 발주처 구성원들이 전문직 종사자일수록 그러한 경
향은 강하게 나타났다.
“쉬운 사업장은 없지만, 거기서도 힘든 곳이 병원이나 법원 같은 곳이에요.
거기는 한 명 한 명이 다 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스템화한다는 것이
공통의 요구조건을 추출해서 구현한 후에 거기에 따르도록 하는 건데, 그
분들은 ‘어디 너희가 우리가 일해온 방식에 참견이냐’, 이렇게 나오니까요.”
(20년차 대기업 계열 SI업체 관리자)

폭포수 모델의 두 번째 단계는 ‘분석’이다. IT 시스템 사용자의 직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시스템 도입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문제 영역을 이해
하는 단계다. 앞서 설명한 대로, 우리나라의 ITO 서비스 가치사슬에서 분
석단계는 계획단계와 중첩돼 있다. 대형 ITO 서비스기업들의 직원들은
발주처 사용자들과 면접조사를 실시하거나, 이미 내부화된 공공부문이나
금융산업 발주처들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 분석작업을
진행한다. 세 번째로 ‘설계’단계에서는 분석 모델을 세분화해 구현할 수
있는 모듈로 나누는 작업이 진행된다. 이 작업 역시 원청업체인 대기업
계열 ITO기업 내부에서 일어난다. 발주처로부터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수주하면 ITO기업은 자사의 부장이나 차장급 인력 중에서 프로젝트 매
니저(PM)를 선발하고, PM은 전체 프로젝트를 기능별로 쪼개서 프로젝트
리더(PL)들에게 배정한다.
네 번째 ‘개발’단계에서는 설계단계에서 만들어진 설계서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작성, 코딩, 디버깅, 단위/통합테스트 수행 작업이 이어진다.
그리고 바로 이 단계에서 [그림 6-4]에 보이는 것 같은 하도급 개발사와
프리랜서 개발자를 포함하는 작업장이 구성된다. 대규모 외주개발 작업
장은 다양한 고용형태와 소속의 노동자들이 협업하는 혼합 작업장의 특
성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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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ITO 서비스 프로젝트 작업장 구성

자료 : 이종주ㆍ유호석(2018)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원청업체 B사 소속의 PL은 단위기능 구현을 위해 과거 협업 경험이 있
는 중소 외주개발업체(C)에게 인력요청을 한다. 이때 B사와 C사는 도급
계약을 맺는데, 실질적으로는 파견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발주처
들이 보안 등의 문제를 이유로 사내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거나 발주처 인
근에 개발인력들을 수용하는 공간을 만들어 그곳에서 작업하기를 요구하
기 때문이다. SW 개발은 파견법 제5조 제1항에 의해 파견 가능한 업무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발주처(A사)나 원청업체(B사)는 도급계약을 선호한
다. 고정금액으로 계약해 향후 요구계약 변경에도 추가비용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않거나 기능구현이 지연될 경우 하청업
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B사의 PM이 C사 개발자의
근태관리를 하고 업무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위장도급이 업계 전
반의 문제로 꾸준하게 제기되었다(이종주ㆍ유호석, 2018). 아래 인터뷰
내용은 둘 사이의 직접적인 수직적 관계를 잘 보여준다.
“XX전자 사업장에서 일할 때였는데, 큰 창고 같은 곳에서 수십 개 파견회
사에서 온 개발자들이 함께 일을 했어요(…) 저희 파트는 구현이 완료돼
퇴근을 준비하는데, 옆 테이블의 다른 파견회사에서 온 팀이 아직 완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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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사 부장인가가 와서 하나뿐인 출구를 지
키고 서더니 ‘그 팀이 마무리할 때까지 아무도 못 나간다.’ 외치는 거에요.
대충 분위기가 상상이 가시죠.” (12년차 프리랜서 개발자)

한편 C사가 내부에 가용인력이 부족할 경우 더 영세한 D사에 프로젝
트 재하청을 주기도 한다. D사와 같은 3～4차 하도급 업체는 보통 1～3명
의 정규직 개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이들이 주로 경력 3
년차 이하의 저숙련 개발자라는 점이다. 이들 대부분은 6개월 과정의 국
비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한의 숙련만을 갖추고 IT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들로 현장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개
발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따라서 D사와 같은 영세 외주개발업체는 자
사의 인적 네트워크 또는 E사와 같은 인력중개업체를 통해 프로젝트를
이끌 고숙련 프리랜서 개발자를 모집해 저숙련 개발자와 묶어 발주처 현
장으로 파견한다.
이런 관행이 널리 퍼진 이유는 D사와 같은 2～3차 하도급 업체들이 저
숙련 개발자(외주개발 단가표상 초급개발자)를 중숙련 개발자(외주개발
단가표상 중급개발자)로 경력을 ‘뻥튀기’해서 보낸 후 중급개발자에 해당
하는 인건비를 발주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주 수익원 중 하나로 삼기 때
문이다(노성철, 2019). 고숙련 프리랜서 개발자(F)는 여러 작업장을 옮겨
다니며 짧은 기간 동안 핵심기능을 구현하고, C사와 D사의 직원들이 프
로젝트 기간 내내 파견작업장에 상주하면서 부차적인 기능을 구현하거나
B사의 PL들로부터 요구사항을 접수해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요컨대, 외주개발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A사 정규직 관리자, B사 PM과
PL, C사와 D사의 직원 그리고 프리랜서 개발자들은 권위적인 관계 속에
서 움직인다. 프리랜서 개발자들은 “PM은 개발자들과 겸상을 하지 않는
다.”, “인격적 모욕은 일상이다.” 같은 증언으로 수직적 거리감을 표현했
다. 반대로, 적지 않은 대기업 정규직 PM들은 프리랜서 개발자들을 “개
발실력이 높지 않은 사람들”, “언제 야반도주할지 모르는 개발자들”이라
고 묘사하면서 강한 불신을 내비쳤다. 이는 개발자들에 대한 권위주의적
관리의 근거가 되었다. 고참 프리랜서 개발자와 경력이 짧은 파견 개발자
들 사이의 불신도 눈에 띄었다. 전자는 경력 뻥튀기를 통해서 온 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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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자신들이 수습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푸념하고, 후자는 전자가
“일을 가르쳐주지는 않고 꼰대짓을 한다.”고 토로하는 식이었다.
폭포수 방식이 SW 개발 방법론이 우리나라 ITO 산업의 하도급 가치
사슬을 통해서 실행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가치사슬 행위자들 사이에
는 수직적(권위적) 관계맺기와 서로의 전문성에 대한 불신과 불인정이 자
리잡았다. 이는 초장시간노동, 경력 속이기, 불공정 거래관행 등을 재생산
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 4절
에서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가치사슬 내부로부터의 혁신 시도를 조명
한다.

4. ITO 서비스산업 가치사슬 내부의 작업장 혁신 시도
여기서는 먼저 전통적인 폭포수 모델을 대체하기 위해 대형 ITO기업
들 주도로 2010년대 초반부터 가치사슬에 적용하기 시작한 애자일 방법
론을 통한 작업장 혁신 시도를 분석한다. 이어서 가치사슬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작업장 혁신을 시도한 IT 아웃소싱 플랫폼들의 활
동을 소개한다.
가. 애자일 방법론 개요
앞서 소개한 전통적인 폭포수 방법론은 단계별로 정형화된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하고 적용사례가 많으므로, 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실패확
률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즉, 이질적인 행위자들 사이의 협업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해진 일정 내에 산출물이 생산되도록 하
는 강점을 지닌다. 하지만 완성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
나, 사용자의 갑작스런 요구조건 변경으로 인해 그것을 수정하는 데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들을 우리나라 ITO 가치사
슬의 발주처나 일부 원청업체들은 상주 개발 관행과 무료 유지보수 관행
을 통해 최소화해왔다. 발주사들은 전문성 부족으로 시스템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지 못한 채로 프로젝트를 발주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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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세우는 보안 이슈에 더해서 시스템 구축기간에 걸쳐 요구사항을 수시
로 변경․추가하고자 개발자들을 자신의 사업장에 두는 것을 선호했다.
아울러 발주처의 사용자들은 IT 시스템 내부의 완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므로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시스템을 사용할 때 비로
소 문제점들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
발업체가 추가 비용 청구 없이 보수해 주는 것이 관행이 되면서 발주처들
은 자신들의 단기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들은
원청업체와 개발업체들의 리스크를 높일 뿐만 아니라, 땜질식 처방을 유
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발주업체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아울러, 발주업
체들을 둘러싼 시장환경 변화가 가속화하면서 IT 시스템의 수명주기 단
축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애자일 방법론은 이러한 가치사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 ITO
서비스업체들의 주도로 2010년 초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애자일 방식
은 폭포수 방식의 계획 및 분석 단계에서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IT
시스템 사용자의 요구를 100% 충족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문제의식에
서 나타났다. 2000년대 초에 애자일 접근의 필요성을 처음 주창한 SW 개
발자 집단의 한 구성원은 아래와 같이 그 취지를 설명했다.
“소프트웨어의 모든 것은 변한다. 요구사항은 변한다. 설계도 변한다. 비즈
니스도 변한다. 기술도 변한다. 팀도 변한다. 팀 구성원도 변한다.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변화가 아니다. 그보다는 변화
를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이 문제다.” (Beck, 2006. p.36)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애자일 방법론은 개발팀 내외부의
변화에 기만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지향한다. 기술이 발전하
고 시스템 요구조건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아무리 계획과 분석작업을
철저히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이슈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것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 결과 개발자들
도 수동적으로 쫓기듯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주도적으로 유연하게 일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新井剛, 2019). 이런 맥락에서 요구분석과 검수 기준
등 프로젝트의 단계별 산출물에 대한 문서를 만든 후에 개발작업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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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폭포수 접근과는 달리, 애자일은 기능 단위의 프로토타입을 하나씩 완성
해 나가는 점진적(incremental)이고 지속적 통합(continuous integration) 개
발을 지향한다(그림 6-5 참조). 짧은 주기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프
로토타입을 만들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사용자에게 받아서 다음 프로토
타입에 반영함으로써 요구사항 수정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걷잡을 수 없
이 커지기 전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애자일 접근의 뿌리 중 하나는 도요타 생산방식에 뻗어 있
다(Poppendieck & Poppendieck, 2007). 애자일 접근의 한 유형인 린 소프
트웨어 개발방법은 린 제조방식에서 얘기하는 수용적인 계획 수립과 사
람 중심의 접근 방법을 공유한다. 구체적으로, 낭비 제거, 팀 권한 위임,
가능한 빠른 납품, 팀 학습의 강조와 같은 린 생산방식의 원칙들이 린 소
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빠른 납품은 사
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최대한 빨리 개발하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얻는 것이 사용자의 의도나 요구조건을 추측해서 개발하는 것
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원칙과 개념을 실천할 수
있는 도구 역시 적시개발(Just-in-time)을 지원하는 칸반(Kanban) 시스템
을 사용한다.
[그림 6-5] 애자일 방법론 개요

자료 : appinventiv.com, 저자 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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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개발인력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도 TPS가 제시하는 것처럼 사용자
(또는 사용자를 대변하는 비즈니스 담당자인 Product Owner), 개발자, 검
수자 등이 포함된 기능횡단팀(cross-functional team)을 구성하고, 팀 내
에서 사용자 시나리오 개발, 코딩, 품질 테스트를 반복해서 진행한다. 보
통 팀장을 두지 않고, 매일 아침 15분에서 30분 정도의 미팅(daily scrum)
을 통해 전날 한 일을 함께 리뷰하고 당일 할 일을 공유한다. 프로토타입
제작 주기가 끝날 때마다 ‘회고’ 과정을 통해서 개선점을 모색한다. 이렇
게 운영되는 팀의 규모는 의사소통의 효과성을 고려해 최대 10명 정도로
제한된다.
작업장 수준에서 애자일 방법론을 기존의 SW 개발 방법론들로부터 차
별화하는 중요한 요소는 개발자들의 작업 시간이 결정되는 과정이다. 칸
반 방식과 함께 애자일 방법론을 실행하는 주요 방식 중 하나인 스크럼
(Scrum) 방식은 수평적이고 전원합의를 중시하는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작업시간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먼저, ‘스크럼 마스터’라는 역
할을 맡은 팀원이 구현해야 할 전체 기능을 A, B, C 등의 기능으로 세분
화한 후에 각 기능을 적은 이슈카드를 만든다. 그리고 30분, 1시간, 6시간,
1일, 일주일, infinite와 같이 시간이 적힌 시간카드를 팀원들에게 배분한
다. 그리고 스크럼 마스터가 이슈카드 한 장을 제시할 때마다 모든 개발
자들은 하나, 둘, 셋을 외치고 동시에 본인이 해당 이슈카드를 맡았다고
생각했을 때 걸릴 추정 시간을 적은 시간카드를 낸다. 가장 짧은 시간을
제시한 개발자와 가장 긴 시간을 제시한 개발자는 각각 무슨 이유로 그렇
게 시간을 추정했는지 설명을 한 후, 같은 과정을 모든 개발자들 사이에
만장일치가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A 이슈카드에 모두가 동의하는 작업
시간이 할당되면, 나머지 B와 C 이슈카드에 대해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이러한 ‘플래닝 포커’를 통해 작업시간이 추정된 이슈카드들로 프로토타
입 한 주기의 개발작업이 시작된다. 각 개발자들은 자신이 개발하고 싶은
이슈카드를 끌어다 ‘진행 중’ 게시판에 옮겨놓고 개발을 완료하면 ‘완료’
게시판으로 옮긴다. 이러한 작업시간 산정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개발팀
의 생산성과 남은 업무를 비교적 정확하게 계량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개발자들 모두가 ‘납득 가능한’ 방법으로 시간을 구조화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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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신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정한 작업시간이기 때문에 그것
을 지키기 위한 내적 동기를 가지게 된다.
애자일 방법론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기업들 사이에서 넓게 확산되었
다. 전통적인 SW 기업들처럼 한 번에 완성된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아니
라, 완성도가 다소 떨어진 ‘베타 버전’의 서비스를 출시해 사용자들의 반
응을 살피며 개선을 반복해 나가거나 과감히 중단하는 패턴의 애자일 접
근을 바탕으로 하며, IT 서비스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지배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애자일 접근에 따라 SW 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JIRA와 같은 온라인 협업 도구 역시 IT 서비스기업들이 업무를 조직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면접조사 초기에 실리콘밸리의 유명 게임 플
랫폼 기업 개발자는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3월부터 한국에
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주목을 받은 실리콘밸리 기업들
의 노동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이 애자일 접근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온라
인 협업도구의 보편화로 인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데일리 회의에 참여해야 하니까 거기 시차에 맞춰서 아침 4시에 일어나야
하는 거 말고는 딱히 바뀐 것은 없어요. 그거 말고는 미국에서 일하던 방
법이랑 똑같아요. 슬랙으로 팀원들이랑 얘기하고, 사내 위키에서 문서 확
인하고, JIRA 통해서 이슈 확인하고 추적하고. 그러니까 이제 실리콘밸리
회사들도 알게 된 거죠. 이게 되는구나. 별도 투자 없이 해온 대로 해도 문
제가 없구나, 개발자들도 안 거죠. 굳이 집값 비싼 동네에 모여 살 필요가
없구나.” (19년차 개발자, 실리콘밸리 R사 근무)

이 인터뷰는 연구자가 ITO 서비스산업의 작업장 혁신과 관련해 애자
일 방법론과 SW 개발자들의 협업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계기가 되었다.
애자일 방법론은 실리콘밸리 기업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우
리나라에는 쿠팡이 지난 2012년 이를 전사에 도입해 다른 IT 서비스기업
들의 역할모델이 되었으며,16) 개발자들에게 이상적인 일터로 주목을 받
았다. 2010년대 중반에 쿠팡에 입사했던 면접참가자는 당시 개발자들 사
이에 쿠팡의 평판과 거기서의 일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16) 중앙일보,「시장과 사용자 요구에 빠르게 대응 ‘애자일’」, 201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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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적이었던 것은, 대표가 계속 ‘우리는 물류회사나 유통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IT 회사다. 내 목표는 개발자들의 천국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한 거였어요. 아마존을 많이 참고하는 분위기였고, 대표나 밑의 임원
들이 기술에 눈뜬 사람이 많아서 가능했던 거죠. 애자일도 그런 배경에서
도입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자유롭게 개발자 중심의 문화는 확실히 자리
잡혀 있었죠. 일정 산정할 때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였고요. 물론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위에서 데드라인이 박혀서 내려오는 프로
젝트가 있는데 그럴 때는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았고요. 신규 서
비스를 빨리 런칭해야 하는데 플래닝 회고 미팅시간으로 나가는 시간도
많았고.” (7년차 SW 개발자, 모빌리티 플랫폼 회사 근무)

이후 다른 IT 서비스기업들이 쿠팡 출신의 개발자들과 임원들을 적극
적으로 영입하면서 애자일 방법론은 업계 작업장 혁신의 열쇠말이 되었
다. 또 다른 SW 개발자들은 애자일 접근의 빠른 확산을 아래와 같이 설
명했다.
“원래 물류는 대표적인 외주개발 영역이었어요. 물류회사들이 계열사 SI업
체나 대형 SI업체에 외주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쿠팡은 자체 개발인력
으로 주문부터 배송까지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만든 거잖아요. AWS(아마
존의 클루아드 서비스)로 옮기는 것도 3개월 만에 해내고. 그러니까 그것
을 해낸 개발자들이나 그 과정을 이끈 CTO의 몸값이 올라 갈 수밖에 없
죠.” (13년차 SW 개발자)

쿠팡이나 카카오뱅크의 경우처럼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시키는 도구 역
할에 그쳤던 IT 시스템이 핵심 경쟁력의 원천이나 조직의 정체성이 되는
성공사례가 쌓이면서 그것을 가능케 한 혁신기법으로 애자일 방식이 주
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자연스럽게 기존의 외주개발업체들도 고객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마케팅 측면과 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측면
에서 애자일 접근에 높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애자일 접근이 우리나라의 ITO 서비스 가치사슬에 적용된 과정과 그에
따른 작업장 혁신의 가능성 및 한계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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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애자일 방법론을 통한 ITO 가치사슬 작업장 혁신 시도
우리나라의 ITO 가치사슬에 애자일 방법론이 대안적인 방법으로 등장
한 것은 2009〜2010년이다. 대기업 계열 ITO 서비스기업 3사들은 자사가
수주한 프로젝트 중 몇 개를 선별해 애자일 접근을 적용했다. 이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는 삼성 SDS의 교육부 차세대 NEIS 사업 프로젝트다.
당시 30명 규모의 팀을 이끌던 프로젝트의 PL 중 한 명이 외국의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받은 영감을 현장에 적용하고자 했고, 임원급인 전체 프로
젝트 PM이 새로운 시도를 적극 지지함으로써 첫 성공사례를 만들어 냈
다. 이는 조직수준을 넘어서 가치사슬 전체에 애자일의 씨앗을 뿌렸다는
평가를 받았다(DBR, 2018). 당시 애자일 스크럼 프로세스를 적용했던 PL
은 인터뷰에서 애자일의 접근의 정체성은 아래로부터의 변화와 혁신임을
분명히 했다.
“당시 페라리 개발자 중 한 명이 콘퍼런스에서 기조 강연을 했는데 그 강
연을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강연자는 자신은 애자일이 뭔지도 모르
고 그렇게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고 했지만 그가 지난 30년 동안
팀원들과 함께 일한 방식이 바로 애자일의 전형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강
연을 들으면서 애자일의 핵심은 ‘더 나아지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주
변으로부터 자율성을 부여받아서 현재 상태보다 나아지려는 시도를 지속
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DBR, 2018. p.23 재인용)

당시, 애자일 접근이 보여준 혁신의 가능성에 대형 ITO 서비스업체들
은 [그림 6-6]과 같은 확산 로드맵을 만들어 조직과 가치사슬로의 도입을
본격화했다. 총예산 10억 이하의 비교적 소규모 외주개발 프로젝트 위주
로 적용사례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고, IBM과 같은 외국의 ITO 업체로
부터 컨설팅을 받아 조직의 체질 개선을 시도했다. 대기업 3사 모두 조직
내에 독립부서를 만들어 현장의 PM, PL,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애자일 관
련 교육을 전담케 했다.
면접조사를 통해서 지난 10년간의 점진적 과정을 거쳐서 최소한 대기
업 계열 ITO기업들 내부에서는 애자일 접근법이 작업장 혁신의 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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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LG CNS사의 애자일 도입과정

자료 :「Traditional vs Agile. LG」, 전문기술교육팀 발표자료, 2012. 9. 1.

정당성을 확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대 ITO 기업 중 한 곳인 B사
의 애자일 관련 부서에 소속됐던 부장급 간부와의 인터뷰는 그 과정을 잘
보여준다.
“초기에는 회사 내부에서도 공격을 많이 받았죠. ‘스타트업에서만 통하는
것이고 SI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런 부류가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하
나씩 사례가 쌓이면서 ‘9-to-6가 가능하다.’, ‘충분히 테스트하고 배포할 수
있다.’ 같은 소문이 퍼지면서 인식이 바뀌었어요. ‘애자일로 근본적인 변화
가 가능할 것 같다.’, ‘고객사만 동의한다면 SI도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등
등. 애자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깊어진 것도 있어요. 퓨어 애자일만 있
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
했거든요.” (대기업 ITO업체 B사 부장, 경력 25년)

쿠팡, 카카오, 네이버, 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 등과 같이 자사의
서비스를 자체 인력을 통해 개발하고 유지하는 IT 서비스업체에 비해서,
다른 업체의 서비스를 개발해주는 ITO 서비스업체가 애자일 방법론을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애자일 접근은 프로젝트
의 종류와 팀의 상황에 따라서 마감일을 유연하게 정하지만, 외주개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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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는 고객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과 비용이 고
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애자일팀 구성원들은 높은 자율성을 부여받는
만큼 책임감을 요구받지만. SI 프로젝트는 자사가 아닌 고객사의 IT 서비
스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적 동기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끝으로
고객사 직원이 프로젝트팀에 참가해 개발과정에 함께하는 것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시장경쟁력 상실의 주원
인으로 비판받았던 ITO 서비스업체들의 계열사 물량에 대한 의존은 오
히려 애자일 방식을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B사의 또
다른 부장급 간부는 아래와 같이 애자일 도입의 맥락에서 나타난 그룹 계
열사들과 관계 맺는 방식의 변화를 설명했다.
“프로젝트 X(가명)라고 지주사에서 내려온 과제예요. ‘계열사의 공통업무
를 상향 평준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지주사가 끌고 나가는 모습
이니까 계열사들도 마지못해 따라온 거죠. 불만도 당연히 있고. 위에서 IT
부분 리더십은 B사가 가져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계열사들의 담당자
들이 차출돼 여기에 파견을 나왔어요. 리더급 이상으로. 예전처럼 우리가
파견 나가서 구축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을 우리가 구현하고 거
기에 각 사업부가 적응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갑을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 관계로, 스타트업처럼 작고 민첩하게 애자일 방식으
로 진행할 수 있어요.” (대기업 ITO업체 B사 부장, 경력 22년)

이 인터뷰는 대형 ITO 서비스기업 주도의 혁신 시도가 일단 계열사까
지는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우리나라 대기업 체제의 특성으로
인해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혁신 시도는 지주사나 총수의 의지만 있다면
위에서 설명한 어려움을 비교적 쉽게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계열사 하
나하나가 각 산업에서 높은 위상을 가진 대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
인 선례가 만들어지면 해당 산업의 IT 외주개발 프로세스에 쉽게 전파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요컨대, ITO 서비스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작업장
혁신 시도는 지난 10년간의 노력과 시행착오 끝에 한정된 범위와 조건 속
에서 가치사슬에 뿌리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가치
사슬의 또 다른 주요 행위자인 프리랜서 개발자의 관점에서 애자일 방법
론을 통한 작업장 혁신 시도를 살펴봄으로써 그 한계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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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애자일 방법론을 통한 ITO 가치사슬 작업장 혁신의 한계
애자일 방법론이 도입되기 시작한 2010년대 초, 전문가들은 그것이 정
착된다면 헤드카운팅 방식의 대가 산정이나 상주 개발 관행과 같은 ITO
서비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17) 그
러나 글의 도입부에 설명했듯이 그러한 가치사슬 수준의 변화는 아직 나
타나지 않고 있다. 대형 ITO 서비스기업과 그 계열사의 경계를 넘어서
가치사슬의 다른 행위자들에게까지 당위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다. 애자일 접근법은 발주처 역시 개발과정에 참가해서 짧은 주기로 나
오는 프로토타입을 계속 테스트하고 피드백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
하지만 그럴 만한 전문성을 갖추거나 그렇게 할 의향을 보이는 발주처는
여전히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T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접점에서 일하는 ITO 서비스기
업들의 PM과 PL들은 대부분 발주처가 여전히 수직적 관계를 선호한다
고 얘기했다.
“저희도 클라우드사업부가 일찌감치 생겼죠. 이제 클라우드의 시대니까,
비즈니스 측면도 있지만 거기에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드라이브하자는
취지도 있었거든요. 클라우드는 쉽게 말하자면 반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사 요구조건 맞추는 게 조금 더 쉬워지는 거죠. 하지만 고객사들은 변
하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내 눈앞에서 개발하라는 거죠. 아직도 공공 쪽 프
로젝트는 가건물,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서 일해요. 물론 저희 같은 수행사
도 잘못이 크죠. 계속 갑을 관계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렇게 행동했으니
까.” (대기업 ITO업체 B사 부장, 경력 25년)

가치사슬의 또 다른 주요 행위자인 프리랜서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애
자일 개발 방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애자일 적용을
통한 작업장 혁신 시도에 대한 개발자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반응은 조건부 긍정이다. 우연히 애자일 접근을 바탕으
로 하는 외주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고, 거기서 긍정적인 변
17) 디지털타임즈,「IT 프로젝트 애자일 개발방식 확산」, 2010.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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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경험한 개발자들이었다. 아래의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볼 수 있듯이
긍정적 경험의 핵심은 고질적인 초장시간 노동의 개선에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긍정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존재했다.
예를 들어, 애자일 접근은 한 번의 프로토타입 개발주기(스프린트)가 끝
날 때마다 ‘회고’라는 절차를 통해서 다음 개발주기를 위한 개선점을 찾
는 것을 권장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2008년쯤에 애자일로 진행했었다면 다들 놀라시려나요? 당시 교육과학기
술부 프로젝트였는데 삼성SDS가 주관했었고 애자일을 도입해서 진행했었
죠. 성과는? 일단 야근이 없었고 개발분량이 스프린트 단위로 진행되다 보
니 끝날 즈음에도 거의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압니다. 안 좋았던 점은? 회고
였던 거 같습니다. 아침마다 모여서 전날까지 진행한 내용에 대하여 자기
성찰을 하는 자리인데 왠지 인민재판(자아비판)하는 느낌이었달까요? 어
쨌든 공공에서 애자일, 저는 강추합니다. 물론 애자일이 성립되기 위해서
는 갑(공무원)의 참여(책임있는 컨펌)도 필요하지만 말이죠.”
(개발자 커뮤니티 OKKY 게시글. 출처 : https://okky.kr/article/580281)

하지만, 이 게시글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작업장 혁신 시도에 대한 긍
정은 소수에 그쳤다. 다수의 개발자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더 많
은 개발자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반응은 애자일 접근이 작업
장 혁신의 방법으로 도입되었지만 실제로 변화한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
었다. 즉, 굳건하게 자리 잡은 기존의 가치사슬 관행을 애자일 접근이 바
꿀 만큼의 실효성과 변화 지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었다. 이런 맥락에
서 면접조사에 참가한 고참 프리랜서 개발자는 애자일 접근을 위로부터
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제가 애자일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원청이 애자일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프로젝트에는 참여해 본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딱 하나 다른 게 있
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데일리 미팅하는 거. 그런데 그마저도 바빠지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프로젝트 5개 정도 참여했었는데 결국 다 마지막에는
워터폴(폭포수) 방식으로 돌아갔어요.” (21년차 프리랜서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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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애자일 방법론 도입을 주도하는 대형 ITO 서비스업체들이 수용
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방식과 같이 유연
하게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언급했다. 그러한 전략적 유연성이 현장
의 프리랜서 개발자들에게는 애자일 접근이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
이 아닌 대형 ITO 서비스업체들이 자신들을 혁신의 전도자로 내세우기 위
한 그럴듯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이
없다는 진단은 다음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도 받지만, 다들 자기 편한 대로 이해하고, 편한 대로 사용합니다. 윗
선은 주단위 스프린트를 짜고, 무조건 스프린트에 맞추라고 합니다. 기획
파트는 논의도 없이 스프린트에 계속 기획안을 넣습니다. 다들 지들 편한
대로 이해하고 사용합니다. 결국 일하는 모습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개발자 커뮤니티 OKKY 게시글. 출처 : https://okky.kr/article/386811)

실효성에 관한 비판에 대해서 대형 ITO 서비스기업 관리자들은 제도
적 한계를 토로했다. 애자일 접근이 강조하는 긴밀한 소통에 따른 업무
조정이 하도급 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수직적인 하도급 계약
으로 구조화된 ITO 서비스 가치사슬 행위자들의 관계는 애자일 접근이
프리랜서 개발자들의 업무과정 특성과는 상반된다는 매우 부정적인 반응
을 낳는 원인이기도 했다. 그러한 반응을 보인 세 번째 집단의 개발자들
은 애자일 접근이 오히려 노동강도과 일정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아래의 커뮤니티 게시글이 잘 드러낸다.
“애자일 하면 진짜 치를 떱니다. 정규직들이나 모아 놓고 운영에서 할 만
한 것이지 제한시간 정해놓고 정해진 제안요청서 입찰해서 들어온 SI에서
애자일은 노동력 착취 불법을 자행하겠다는 방법론밖에는 안 된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개발기간 안에 오픈을 몇 번이나 하고, DB 설계 다했는데,
공통 다 짰는데 요구사항은 계속 바뀌고. 애자일 하려거든 충분한 개발 인
력과 퇴근시간 준수하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개발자 커뮤니티 게시글. 출처 : https://okky.kr/article/450172)

짧은 주기 단위로 개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므로 개발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높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방식처럼 요구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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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바뀌면서 장시간 노동도 개선되지 않는 경험을 근거로 개발자들은
애자일을 새로운 착취방법이라고 비판했다. 위 게시글의 댓글 중 하나는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죠. 애자일이 한국에 와서
익스트림만 강조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는데, 아는 게 없을수록 갑
질만 해대죠.”라며 공감을 표했다. 즉, 애자일 접근이 ‘갑질’을 수평적 협
업관계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프리랜서 개발자들과의 인터뷰와 그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인 애자일 접근에 대한 반응을 살펴봤을 때, 대형 ITO 서비스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작업장 혁신 시도는 아직 가치사슬 하부까지 도달하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소결에서 본문의 분석결과를 요약한 후 이러
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논의한다.

5. 소 결
본 사례조사에서는 ITO 서비스산업의 작업장 혁신 시도를 살펴봤다.
ITO 서비스산업은 초장시간 노동, 불공정 하도급 거래, 위장도급 등과 같
은 기술 중심의 SW산업 특성과는 모순되는 문제점들을 내부에 품은 채
로 발전해 왔고, 그러한 구조적 모순은 경로의존성을 형성해 가치사슬을
노동집약적 성격으로부터 기술집약적인 것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데 걸림
돌로 작용했다.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ITO 서비스 가치사슬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고려할 때 이
는 단순히 가치사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산업정책의 문제이자 사회문제
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저자는 작업장 혁신 시도가 번번이 실패
한 이유와 애자일 접근에 바탕을 둔 최근의 작업장 혁신 시도를 함께 조명
했다.
본 조사의 분석 수준은 가치사슬 수준에 맞췄다. ITO 서비스산업처럼
제품이나 서비스 생애주기의 각 단계인 계획-분석․설계-개발-테스트를
각각 다른 행위자가 담당하는 경우, 하나의 행위자에게만 초점을 맞춘 조
직수준의 분석이 갖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특히 ITO 서비스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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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슬에서 SW 개발의 주체는 하나의 조직에 소속되지 않는 프리랜서 개
발자들이기 때문에 조직수준을 넘어서는 분석이 필요했다.
분석결과는 가치사슬 수준의 작업장 혁신의 핵심에는 결국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작업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
여준다. 대기업 계열 ITO 서비스 회사들은 작업장 혁신의 수단으로 애자
일 접근을 적극적으로 가치사슬에 도입했고, 이후 10년간의 성과는 절반
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사내에서 애자일 코치, 스크럼 마스터를 직무
화하여 양성했고 성공사례를 공유하여 조직 구성원 사이에 애자일의 당
위성에 대한 인식을 넓혀 나갔다.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의 일치 수준이
높은 계열사 간 외주개발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방법의 혁신을 끌어내는
데도 일정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혁신이 가치사슬 전반까
지 확산되지 않은 것은 명확하다. 발주처의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혁신
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일선
의 프리랜서 개발자들의 불신의 벽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 애자일 접근은
외주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가치사슬 내 이질적 행위자들 사이의 수
직적 위계를 수평적 협업으로 바꿔나가고 그 과정에서 일선 개발자들의
자율성을 높이는 혁신을 지향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애자일 접근을 통한 ITO 서비스 가치사슬의 작업장 혁신은 여
전히 현재 진행형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혁신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형 IT 서비스업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프리랜서 개발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작업장 혁신 논의에 IT 노조와 개발자 협동조합과
같은 프리랜서 개발자들의 이해 대변 단체들을 초대하는 것이 첫 발걸음
이 될 수 있다. ITO 서비스 가치사슬에서 기술력이 주변화되고 프리랜서
개발자들의 노동이 저평가된 핵심 원인은 결국 권력의 격차라고 볼 수 있
다. 발주처와 ITO 서비스 대기업에 비해 프리랜서 개발자들의 협상력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기술의 주변화는 장기적으로 ITO 서비스기업
들의 수익률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발주처들 역시 주기적으로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IT 시스템 개발․유지․보수에 지출해야 했다.
권력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애자일 접근을 통한 가치사슬 업그레이드의
수단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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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 결

이 장에서는 ICT 기반 서비스산업에서의 일터혁신을 다루었다. 여기에
서 관심을 두는 ICT 기반 서비스기업은 두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가치사슬로부터 비교적 독립적인 위치를 점하며 기업 혹은 개인 소비자
들에게 독자적인 솔루션/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다. 이 장의 제3절
내용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사의 시스템을 구
축하고 유지․보수하는 ICT 사업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있다. 이 장의 제
4절에 해당한다.
이 장을 아우르는 일터혁신의 핵심 개념은 유연성이다. 서비스산업의
기업, 특히 ICT기업은 한편으로는 심화되는 시장 경쟁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 다른 한편으로는 표준화된 작업과 달리 시장의 새로운 수요를 만들
어낼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론을 창출하라는 지식 경제 시대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경쟁이 심화되는 시장에서의 생존은 한편으로는 비용을 줄
이는 방법(노동집약성이 높은 대부분의 서비스기업이 이를 추구하는 방
식은 노동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서비스산업에서의 고용유연화 역시
계속 유지 및 심화되어 왔다)과 다른 한편으로는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
고 다양화되는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
는 방법이다. 후자, 즉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추구하는 기업은 비용을
줄이기보다 내부적인 유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경주할 때 그 목적을 달
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관련해 기능적 유연성과 수량적 유연성의
혼합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양자의 양립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연구결
과를 보고해 왔다(Davis-Blake and Broschak, 2003; Kwon and van
Jaarsveld, 2015). 그러나 이런 연구들이 주로 기업 내부적으로 임시계약
직/시간제를 활용한 수량적 유연성과 기능적 유연성을 달성하고자 할 때
의 문제제기에 집중했다면 현재 한국의 ICT업체에서 더 광범하게 활용되
는 수량적 유연성은 기업 혹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외주화를 통해 추구되
고 있어 문제의 구도가 다소 다르다. 외주화가 기본적으로 수량적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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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구라는 속성을 지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특화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외주화는 외부시장에 기대 기능적 유연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주서비스가 다
시 계층화되고 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한국 ICT 서비스업계의 계층화
된 외주화는 주로 대기업으로 구성된 1차 공급자의 비용절감을 위한 고
용유연화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이다. ICT 기반 사업서비스 부
문의 ITO 서비스기업, 특히 가치사슬의 상위에 있는 1차 공급기업이 기
존의 비용절감 위주의 고용유연화로 다단계화를 추구해 왔다면, 이러한
다단계화가 필연적으로 부딪치게 되는 품질과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기능적 유연성을 여기에 통합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 장의 제3
절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그것인데, 여기에서 저자가 주목하는 애자일 방
법론의 적용과 이를 통한 작업장 혁신이 논의된다. 애자일 접근은 외주개
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가치사슬 내 이질적 행위자들 사이의 수직적 위
계를 수평적 협업으로 바꿔나가고, 그 과정에서 일선 개발자들의 자율성
을 높이는 혁신을 지향한다. 그러나 이렇듯 수량적 유연성과 기능적 유연
성을 통합하려는 이들의 의도, 즉 서로 다른 논리 통합은 기존 논의가 보
여주듯 성공하기 어렵다. 수량적 유연화를 위해 동원된 비정규 인력은 장
기적 관계에 수반되는 종류의 신뢰와 이해를 갖기 힘들고, 조직의 품질
논리를 내면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자는 기존의 작업장 혁신 시도가
번번이 실패한 이유와 애자일 접근에 바탕을 둔 최근의 작업장 혁신 시도
를 함께 조명하면서 대기업 계열 ITO 서비스 회사들이 작업장 혁신의 수
단으로 애자일 접근을 적극적으로 가치사슬에 도입했고, 이후 10년간의
성과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진단했다. 분석을 통해 저자는 제품이나 서비
스 생애주기의 각 단계인 계획-분석․설계-개발-테스트를 따라가는 가
치사슬 수준의 작업장 혁신의 핵심에는 결국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행위
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업들이 취한
노력은, 애자일 코치, 스크럼 마스터를 직무화하여 양성했고 성공사례를
공유하여 조직 구성원 사이에 애자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넓혀 나갔
다는 점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의 일치 수준이 높은 계열사 간
외주개발 프로젝트에서 협업 시 일하는 방법의 혁신을 끌어내는 데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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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성공했지만, 혁신이 가치사슬 전반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
다. 저자는 발주처의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혁신에 동참하도록 설득하
고 교육하는 것 못지않게 일선 프리랜서 개발자들의 발주처에 대한 불신
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한편, 제3절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전면화되면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유연근무의 확산을 작업장 혁신의 한 촉발제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
다. 제3절이 연구대상으로 하는 가치사슬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ICT
기반 솔루션/서비스가 추구하는 유연성은 수량적인 유연성보다는 기능적
인 유연성에 가깝다. 창의성에 기반해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야 하
는 솔루션/서비스 기업은 시장의 유연화 요구에 빠르고 가볍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토론되고 실험되는 조직
의 유연화를 요구한다. 제3절의 연구는 특히 이러한 창의성, 혁신의 지속
을 요구하는 시장에서의 생존과 조직의 성장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는 벤
처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다. 혁신/창의성과 조직의 성장은 사실 양
립하기 어려운 요구이기도 하다. 투자를 받기 시작한 벤처기업은 혁신의
정도를 조정하며 투자자의 안정화에 대한 요구에 부응해야 할 뿐 아니라
어느 정도 성장한 벤처는 체계적인 조직, 즉 위계조직의 체계성을 어느
정도 갖출 것을 요구받기도 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러한 상반된 요구
사이에서, 즉 조직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혁신, 즉 조직원의 자발적 참
여와 민주적인 의사소통, 협업에 기반한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핵심 요소
로서 일하는 방식의 유연성 확보를 제시했다. 즉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
할지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자율적 통제(혹은 통제의 가능성/인식)와 조
직 전반의 성과를 위한 조정된 협업이 근무 유연성의 핵심이라고 보고,
이를 달성하게 하는 요소를 검토했다.
우선, 근무 유연성이 국지적으로, 주변적으로, 제한된 대상에게 시혜적
으로 주어지는 복지 혹은 일-가족 정책으로 도입된다면 조직 전반의 혁
신을 촉발하기 힘들 뿐 아니라 오히려 조직 내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불평등을 확대시킬 여지가 큰 것으로 보았다. 코로나19는 유연근무를 전
면화했다는 점에서 근무 유연성이 일터혁신의 촉발제가 될 충분한 모멘
텀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어디서 어떤 시간에 일할 것인가의 경계 해

제6장 IT산업의 일터혁신 245

제는 결국 노동자들, 특히 전문직 노동자들의 자율적 노동 통제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들이 일하는 방식/속도/시간/공간
의 다양성을 조직 차원에서 조정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하기 때문이
다. 이는 한편으로는 일터의 민주성과 관련되는 문제이며, 다른 한편으로
는 작업의 성과가 측정되기 위해 각자 혹은 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
확한 정의와 조정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실제 근무 유연성은 최근 ICT 기반 서비스 벤처기업에서 코로나19 이
전부터 매우 중요한 조직 혁신의 기제로 인식되어 왔고, 개발자 사이에서
도 어떤 정도와 종류의 유연근무정책을 제시하는지의 여부가 일자리를 선
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근무 유연화가 제대
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우려에 대한 조직관리 역시
중요하다.
이 연구는 근무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 기제로, 조직 구성원이 유
연근무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의 분위기, 유연조직을 실제 관
리하고 팀 내, 팀 간 조정을 꾀하는 중간관리자의 역할, 그리고 유연근무
를 보조하는 기술적 기제들(예를 들면 협업 툴, 화상 소통의 툴, 데이터베
이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적 조직적 숙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성과를 중심으로 한 작업조직이 유연근무와의 정합성이 높다
는 점을 고려할 때 자발적 참여, 신뢰에 기반한 조직원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공정한 성과 측정 및 보상 정책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다. 더불어 이
들 요소 간의 일관되고 유기적인 연계, 그리고 안정성을 구축할 수 있는
노-사 간의 소통체계, 의사결정체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제6절 보 론

1. 미국 ICT기업 사례로 본 유연근무 성공의 3요인
2020년은 ‘일의 미래(Future of Work)’를 빛의 속도로 가속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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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글로벌 기업의 대다수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연근무를 확장하여
새로운 일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계획

자료 : Mercer(2020), Mercer Global COVID-19 Survey #5; 박은연․김영미(2020),
Flatten the M-curve(루트임팩트 임팩트커리어W 연구보고서).

향후 몇 년 또는 10년 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논의되고 있던 새로운 일하
는 방식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급작스레 도입되었고, 미국
의 경우는 코로나19의 심각성으로 인해 재택령이 내린 2020년 3월부터
대부분의 기업이 유연근무, 특히 재택근무를 실행할 수밖에 없도록 된바,
기업들이 본의 아니게 이 분야와 관련한 거대 사회 실험의 장이 되었다.
이렇게 앞당겨 일의 미래와 유연근무를 맛본 기업들은 코로나19 이후
에는 유연근무에 대해 어떤 계획을 하고 있을까? Mercer의 글로벌 코로
나 대응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 세계 800여 개 기업들 중 약 11%가 장기
적으로 원격근무의 대폭 확장, 그다음 11% 역시 원격근무자 비율 확장을
할 예정이며, 이에 더해 약 반수의 기업들이 원격이든 출근이든 구성원들
의 근무 유연성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응답하였다. 코로나 이전에 비교해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은 - 코로나19 시기 이전에 이미 원
격근무가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 기업들을 제외하면 - 불과 20%에 못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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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며 그 이유는 주로 산업상 업무의 성격(7.37%)이나 구성원 출근을 선호
하는 기업문화(11.3%)를 들고 있다. 말하자면 글로벌 기업들의 76%, 즉 3/4
가까이는 코로나19 사태 중 도입된 유연근무제도, 특히 원격근무를 이 사
태가 진정된 후에도 확장할 의사를 밝힌 것이다.
반면, 한국의 소셜벤처를 지원하는 기관인 루트임팩트에서 2020년 진
행한 설문조사에서는 한국의 기업들 중 일하는 방식 면에서 꽤 앞서 나간
다는 사회적 기업 스타트업들 중에도 불과 24%, 즉 1/4 만이 현재 도입된
유연근무 수준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과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유연한 근무환경과 사고는 4차 산업혁명기 기업
의 주요 역량 중 하나인바, 한국 기업들의 이런 소극적인 대응은 자칫 세
계적인 대전환의 시기에 기업이 새로운 일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큰 변환기, 특히 그 초기에 기회보다 위기를 본 것은 비단 한국
만이 아니었다. 3월 재택령이 내려질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는 유연근무가
임시대응일 뿐이며, 곧 ‘노멀’, 기존의 일하는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이라는 의견도 꽤 많았다. 차이가 있다면, 불과 한두 분기를 지나는 사이
에, 위의 통계에서도 보았듯이 실리콘밸리 ICT기업들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 대다수가 이를 기회로 잡는 쪽으로 빠른 적응을 함으로써 ‘뉴노
멀’, 새 세상에 맞는 새로운 일하는 방식이 기업들의 주류가 되리라는 것
을 기정사실화하다시피 한 것이다. 미국 ICT기업들의 유연근무 도입 및
정착 사례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2. 단기사례: 미국 실리콘밸리 5대 IT기업의 코로나19 사태 대응 :
재택/원격 근무를 중심으로
미국의 기업들 중에도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대응책인 재택령 발동에 따라 3월부터 대대적으로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
무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 중에서도 ICT의 대표주자로 논해지는 5대 기업,
FANNG - Facebook, Amazon, Apple, Netflix, Google - 에서 2020년 봄부
터 가을까지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재택근무라는 공간적 유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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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를 얼마나, 또 어떻게 도입하고 있는지 사례를 살펴보고 이로부터 기
업의 유연근무 성공을 위해 필요한 3 요소를 도출하였다.
<표 6-7>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의 2020년 유연근무 도입 현황
5대 IT기업

봄
(재택령 발동 전 3월 초순까지
대응)

여름/가을
(재택령 발동 후 6개월차 현황)

2월부터 “출장 후 또는 아프면
출근 자제”
3/5 “추후 통보까지 본사 전원
재택근무 권장”
재택근무 Tool Kit 배포, 출근
버스 중단

8/6 “2021년 7월까지 코로나19
재택근무 연장”
5/21 일부 구성원 영구 원격근
무 선택가능
CEO “생산성이 생각보다 좋고,
가장 재택근무의 선도 사례가
되게 확대할 것”

3/4 본사 전사 “가능하면 재택
근무” 이메일
3/5 전사 VPN 접속 테스트

7/15 “2021년 1월까지
코로나19 재택근무 연장”

3/6 “오늘에 한해 일해야 하는
사람 제외하고는 귀가, 가
능하면 재택근무”
3/9 “이번 주는 일에 지장이
없으면 재택근무”

7/15 원격판매제도 도입하며 영
업점 구성원들도 재택근무
+ 코로나 진단도구 구성원
자택전송

SXSW(South by Southwest)
참석 취소 외의 특별히 보도된
사내 조치는 없었음

10월 확진자 발생 쇼 일부 촬영
중지
CEO가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
에서 “재택근무는 손해만 막심
하다 … 백신이 나오는 즉시 다
시 출근을 시작하겠다.”

3월 초 “재택근무 매니저와 상
의해 진행 허가”
재택근무용 모니터 등 임시 사
용 신청, 사내 식당 시간 단축

7/27 “2021년 7월까지 재택근
무 연장”
CEO 인터뷰에서 “유연근무 정
도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
지는 않을 것이다.”

자료 : 박은연(2020),「우리 기업에 꼭 맞는 맞춤형 유연근무제 찾기」,『인재경영』,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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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미국의 코로나19 사태 추세가 좋지 않은 것도 큰 영향이 있지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FANNG 기업들은 대개 봄에 시작한 유연근무제
를 적극적으로 확장하거나 장기화하고 있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 정도를
달리해 적용하는 것을 엿볼 수 있으며, 넷플릭스의 경우처럼 리더십의 입
장과 조직문화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한다. 흥미로운 것은 스타트업 통계
와 뉴스로 유명한 Angel List에서 이런 넷플릭스 CEO의 유연근무 축소
의지 발언 직후, 넷플릭스 직원들이 Angel List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
려 스타트업 채용을 알아보는 횟수가 급증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는 것
이다.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래에 새로운 일하는 방식 중 하나,
유연근무에 대한 입장을 정할 때 인력시장에서 기업의 채용브랜드에 미
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사항 중에 하나로 넣어야 할 것이다. 한국 기업
들도 전 세계에 퍼져있는 글로벌 기업이라면 더욱더 각 지역의 인력시장
상황과 분위기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성공적인 유연근무를 위한 3가지 요소 : 인프라, 조직문화, 팀 스
킬 개발
위의 FAANG 현황 비교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업 차원에서 똑같이 기
업 수준에서 ‘재택근무’를 공표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실행
이 되는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공간적인 유연성을 다
루는 재택근무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시차출퇴근, 파트타임, 전환형 파
트타임 같은 시간적 유연성이나 그 외의 유연근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업 차원에서 필요한 유연근무제 성공 요소들을 알아보고자 사례 및 설
문조사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유연근무 성공의 3요소
를 제시하게 되었다.
- 유연근무를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인프라
- 유연근무를 “해도 되게” 현장 실천을 유도하는 조직문화
- 유연근무를 “하면 되게” 성과가 나는 유연근무용 팀 스킬 개발
가. “할 수 있게” 인프라로 지원
유연근무를 해도 좋다는 방침이 정해졌다면, 우선 살펴야 할 것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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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이 유연근무를 “할 수 있게”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가이다. 위
의 5개 사례 기업은 모두 IT기업인 만큼 원격접속 기능이나 온라인 화상
미팅 앱처럼 유연근무 중 협업을 위한 인프라가 이미 갖추어져 있다. 적
극적으로 유연근무를 시행하는 기업에서는 그에 더해 작게는 원격접속
기능 테스트부터 크게는 구글의 모니터 무료 대여, 페이스북의 화상회의
용 자체 기기 포털 무료 배포와 같이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인프라를 사내에서 자체 개발하거나 제공할 수 없는 기업이라도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Zoom, Bluejeans, WebEx 등등 무료 또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로 온라인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앱들이 많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
여 유연근무를 위한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Zoom에는 가
입만 하면 무료로 화상미팅을 주최할 수 있는 Basic 레벨이 있으니 처음
시도하는 기업이라면 고려해볼 만하다.
이 지역의 학교들 역시 “Distance Learning(원거리 교육)”으로 전환하
였기 때문에 유연근무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인프라로 ‘일할 공간’이 떠올
랐다. 이 부분도 한국의 많은 일하는 부모들이 이미 그 필요성을 체감하
였으리라 본다. 페이스북은 이 3월 17일 재택대피령이 발동되는 즉시 발
빠르게, 유연근무 환경을 만드는 비용으로 쓰라며 정규직 구성원들을 대
상으로 $1,000씩을 보너스 형태로 지급하고 그 후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
자 한 차례 더 $1,000를 추가하여 지급한 바 있다.
나. “해도 되게” 조직문화로 현장실천 유도
실리콘밸리의 어지간한 기업이라면 유연근무를 할 수 있게 인프라가
갖추어진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프라는 말하자면 유연근무 실행을 위한
필요조건 정도에 해당할 뿐, 그다음 요소인 유연근무를 “해도 되게” 해주
는 조직문화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현장에서 실천되기가 어렵다. 재택근
무뿐 아니라 정시퇴근이니 하는 등의 유연근무 방책들도 기업차원에서
공표해보았자 상사가 우호적이지 않으면 막상 구성원들이 그 눈치를 보
느라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았을 것이다. 넷플릭스와 같이
CEO나 최고경영자 층이 강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경우라면 향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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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근무뿐 아니라 여타 유연근무제도가 있더라도 구성원들이 사용하기 어
려운 조직문화가 형성되어 유명무실해질 공산이 크다. 최고경영자의 발
언같이 뉴스거리는 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더 많은 기업에서 막대한 영향
력을 끼치는 요소는 중간관리자들이 형성하는 조직문화가 유연근무를
“해도 되게” 하느냐이다. 같은 실리콘밸리의 IT 기업 중 Y사에서 생긴 일
을 참고할 만하다. 이 회사에서는 2월 중순까지도 감기로 기침을 하며 재
택근무를 요청한 직원에게 상사가 몹시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며 출근을
강행시켰고, 심지어 상사 자신도 감기에 걸린 채로 출근하여 팀원들이 다
수 감기에 걸렸다는 것이다. 이렇게 구성원들을 감염의 위험에 노출시켰
다가 그 경로로 구성원 중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 리더 한 사람의 행
동으로 기업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해지는바, 이는 기업
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다. 해당 기업이 조직문
화 평판도 나쁘지 않은데 이런 극단적인 사례가 나온 것을 보면, 기업에
서 재택근무를 비롯한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현장 리더들은 물론이고
구성원 전원에게 납득이 가도록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갖
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이것이 유연근무 성공의 충분
조건, “해도 되게” 조직문화로 현장실천을 유도할 때의 참고점이다.
다. “하면 되게” 유연근무용 스킬 개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얼마나 갈지는 알 수 없으나 많은 사람들이 경험
하고 있듯이 다만 몇 주라도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경
력 중에 6년가량을 재택근무를 한 실리콘밸리 근무자의 사례를 보면, 이
중 3년은 딜로이트컨설팅의 연구 부문 실리콘밸리 지역 사무실에서 일했
고 3년은 미국 동부에 본사를 둔 다른 컨설팅 회사의 서부지부장으로 일
했는데, 이 두 경험을 비교해보면 유연근무의 성공을 위한 세 번째 요소
인 “하면 되게” 즉, 기업과 개인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유연근무용 스킬을
개발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두 컨설팅 회사 모두 유연근무용 인
프라로 WebEx와 Skype를 갖추었고, 양쪽 다 그의 재택근무를 기꺼이 지
원하려는 상사와 팀이 있어 유사한 조건이었다. 다만 한 가지 차이는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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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트컨설팅의 경우는 실리콘밸리 지역의 스타트업을 인수한 조직이라
백여 명 되는 조직에서 거의 전원이 재택근무를 하고 이에 따라 모두가
화상미팅의 예절이나 스킬 등에 숙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반면, 동부에
본사를 둔 컨설팅 회사의 경우는 그 직원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구성
원이 본사에서 면 대 면으로 일하는지라 원격접속이나 화상미팅의 스킬
을 개발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전자의 경우는 구성원들이 한 해는 자발
적으로 재택근무에 유용한 커뮤니케이션 예절과 팁(tip)들을 모아 인포그
래픽을 만들어 나누어 보았을 정도였다. 그런 덕분에 협업과 커뮤니케이
션이 중요한 컨설팅사의 연구조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가 성과
와 협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장애가 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후자의 컨설팅 회사의 경우도 인프라와 조직문화는 비슷하게 갖추어져
있었으므로 3년 동안 재택근무를 할 수는 있었지만, 보고가 아닌 ‘일하는’
회의 때는 시간도 더 걸리고 대화도 조심스러워지는 등의 상황이 일어났
다. 이런 사례 비교는 팀의 유연근무 스킬 차이가 업무성과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첨예하게 드러내준다.
[그림 6-8] 성공적인 유연근무를 위한 3요소

자료 : 박은연(2020),「재택근무성공의 3요인」,『인재경영』, 202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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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장기 사례 : 성공적인 유연근무 3요소별로 본 미국 ICT의
유연근무 정착 사례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글로벌 기업들의 대세는 코로나19 사태 중에
대대적으로 도입된 유연근무를 이 사태가 끝난 이후에도 확산하려는 것
이며, 자체적으로 유연근무를 정착시키고 ‘일의 미래(Future of Work)’를
앞당기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데 있다. 앞서 저자는 ICT의 대표주자 격인
5대 기업의 코로나19 시기 6개월간의 유연근무, 특히 재택근무의 사례들
을 분석하고 이에 더해 소셜 벤처기업들을 설문조사한 후,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업의 유연근무 도입 시 장기적인 정착과 기업성과 창출에 기여
할 “기업 차원의 유연근무 성공”을 위한 필요 3요소를 도출한 바 있다(그
림 6-8 참조).
아래에서는 미국의 주요 ICT기업들 중 코로나19 기간 이전부터 재택
근무뿐 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의 유연근무(Flexible Work)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있는 사례들을 유연근무 성공의 3요소 - 유연근무를 위한 ①
인프라(Infrastructure), ② 조직문화(Culture), ③ 팀 스킬(Skill) - 에 맞춰
각 분야별로 하나씩 논하여 보고자 한다.
가. 사례 1 : 유연근무를 위한 인프라/제도를 갖추어 “할 수 있게” 하는
오라클(Oracle)
유연근무를 위한 인프라는 물리적으로 유연근무를 뒷받침해 줄 수 있
는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결합시키는가가 중요하다. 그러나 유연근무를
막 도입했어도 대부분의 ICT기업은 이 부분을 빠르게 구현하는 추세이
다. 그러나 조직 내에서 유연근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특히 인사
제도가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가라는 부분은 인프라 면에서 유연근무가
잘 정착되어가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사이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
ICT 중 클라우드 분야의 PaaS(Platform as a Service) 부문에서 세계
3위인 오라클(Oracle)은 바로 이 유연근무를 위한 인프라(인사제도)를 잘
갖춘 사례이다. 오라클은 전 세계에 135,000명이 넘는 구성원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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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의 레드우드시티(Redwood City)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인사 면
에서 앞서 나간다는 실리콘밸리의 대기업답게 웬만한 유연근무제도라면
대략 다 갖추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오라클이 인사제도 측면의 인프라를
얼마나 잘 갖추고 활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특별한 예가 ‘전환형 파트
타임 근무제(Transitional Part Time)’이다.
전환형 파트타임은 기존에 정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다양한 이유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되 같은 직무와 직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제도의 일종이다. 구성원 입장에서는 경력의 단
절이나 지체를 최소화하면서 근무시간 단축을 할 수 있게 되어 일 이외의
가정이나 삶의 이슈를 돌볼 수 있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기업
의 입장에서는 인재를 잃고 재채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나 성과의 손실
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크다. 그러나, 전환형 파트타임은 유연근무제
도 중 가장 보기드문 형태로 현재까지는 시차출퇴근제 또는 재택근무에
비해 활용은 물론이고 도입 자체도 미미한 편이다.
오라클에서는 이 전환형 파트타임제를 도입하고 활용한 지가 10년이
넘었으며, 이미 많은 활용 사례가 있다. 1990년대 말부터 부부가 함께 오
라클에 재직하며 관리자 직급으로 승진하였다가 자녀를 갖게 되자, 아내
가 전환형 파트타임제를 활용해 경력을 이어나가 현재까지 21년차로 근
무하고 있는 것도 그중 한 사례다. 그녀는 이사급(Director)의 임원이 되
었고, 남편 역시 부인이 전환형 파트타임을 시작한 시기를 포함하여 8년
간 오라클에 근속하고 임원이 되었다가, 실리콘밸리의 다른 IT 회사에 헤
드헌팅되어 전직하였다. 두 사람 모두 오라클에서 보면 중요한 인재인 것
은 확실하며, 인재전쟁이 치열하여 평균 근속기간이 2～3년에 불과한 실
리콘밸리에서 임원급의 인재들이 이 정도로 근속한 것은 인사 면에서 모
범적인 경력유지(retention)의 사례임은 말할 것도 없다. 두 사람 모두 전
환형 파트타임제도를 쓸 수 있었던 것이 이 기업에 지속적으로 근무하며
기여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 오
라클이 유연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인프라를 잘 갖추어 성공하였음을
볼 수 있게 하는 사례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할 때, 남성 구성원과 여성 구성원들이 동등한 정도로 이를 활용할

제6장 IT산업의 일터혁신 255

수 있도록 잘 설계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여성 - 흔히 워킹
맘 - 구성원들이 유연근무제를 쓰되 양육 및 가사를 더 부담하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방치하게 되면, 제도의 도입과 운영 의도와는 멀어져 도리어
독박육아를 통한 구성원들의 피로 가중과 인재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
오라클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도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 기업에서 성평
등한 부모 역할을 위한 팁, 교육 및 네트워킹 환경의 제공을 유연근무제
도와 한 묶음으로 병행한다. 이로써 제대로 된 인사제도, 진정으로 남녀
가릴 것 없이 모든 구성원이 유연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인프라
구축의 목적이다.
[그림 6-9] 오라클의 인프라–“아빠”의 양육을 강조하는 부모 재택근무 교육, 한
국 여성 구성원을 인용한 워킹맘 팁

자료 : Oracle blogs, “Working from home with kids : A survival guide for parents,”
2020. 6. 19.; Oracle blogs, “Essential Tips for Working Mothers,” 2019.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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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례 2 : 유연근무를 “해도 되게” 하는 조직문화로 실천을 유도하는
IBM 타워스왓츤(IBM Towers Watson)
테크놀로지와 인사제도 양측의 인프라를 갖추고 유연근무를 시도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첫걸음이며, 제도를 갖추었더라도 위에서 본 일부 기
업들처럼 최고경영자든 중간관리자든 리더급이 다른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것을 쓸 수 없게 분위기를 조성하면 유연근무제는 명실상부해진다. 이
를 차치하더라도, 리더급과 구성원들이 진심으로 시도하는 기업들조차
중장기적으로 유연근무를 정착시킬 성공확률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다.
업무에서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이 커지면 창의성과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이와 함께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와 니즈도 커지기
때문이다. 구성원 숫자가 한 손으로 꼽을 만큼 소규모인 기업들을 제외하
면, 제 아무리 탁월한 리더, 기획팀, 인사팀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다양한
니즈를 중앙에서 조율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고,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유연근무를 “해도 되게” 하는 조직문화 면에서 탁월한
기업들의 비결이다. 이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는 조직문화를 극명하게 보
여주는 사례를 윌리스 타워스왓츤(Willis Towers Watson)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윌리스 타워스왓츤은 IBM 계열의 회사로 연매출액은 9조 원이 넘으며
전 세계 45,000명의 구성원이 있다. 이 기업은 코로나19 기간에 재택근무
를 하게 되면서 업무뿐 아니라 가사 측면에서도 특정 계층의 - 돌봄노동
을 부담하는, 주로 여성 및 소수성 - 구성원들이 두 배로 과중한 부담을
짊어지면서 향후 몇 년간 조직 내의 임금 및 승진 측면에서 격차가 심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 주제를 중심으로 2020년 1～3사분기
사이에 다섯 차례에 걸쳐 각 회 1,0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는 사내 포커스
그룹을 진행해왔다고 한다. 전체 구성원의 10%가 넘는 인원이다. 이는 기
업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구성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의 좋은 본보
기가 될 뿐더러,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기업이 투자한 것만으로도 유연근
무를 “해도 되게” 하는 조직문화 형성의 강력한 신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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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 윌리스 타워스왓츤의 Virtual Focus Group 데모 화면

자료 : Wills towers Watson website, Virtual Focus Group Demo.

‘Virtual Focus Group’은 이렇게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수많은 구성원
의 목소리를 듣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윌리스 타워스왓츤이 개발하여 제
공하는 서비스이다(그림 6-10 참조). 만약 구성원의 수가 많은 조직이 그
들이 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유연근무를 지원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면 이런 서비스가 도움이 되기도 할 터이다. 하지
만 유연근무 정착에 정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이런 도구를 사용하느냐 마
느냐가 아니다. 구성원들이 유연근무에 대해 바라는 바를 듣고자 직원 몇
천 명의 업무시간을 흔쾌히 투자하는 기업의 행동이 보내는 선명한 메시
지 - 유연근무가 잘되는 것이 기업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기업은
이에 가장 귀한 자원인 구성원의 시간을 몇 천 시간이라도 투자할 의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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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 - 가 중요하다. 이것의 핵심은 구성원들이 유연근무를 할 수 있
고 리더들이 적극적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용한 방식으로 유연근무를
지원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런 유연근무를 “해도 되게”
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몇 십 명 되는 조직이라면 다같이 줌방에서 만
나 토론을 하면서 할 수 있고, 더 큰 조직이라면 부문별로 나누어 구성원
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를 취합하고 공유할 수도 있다.
다. 사례 3 : 유연근무를 “하면 되게” 하는 유연근무용 팀 스킬을 개발
하는 페이스북(Facebook)
정부의 재택령에 의거하여 2020년 1사분기에 ICT업체들을 포함한 실
리콘밸리 소재의 거의 모든 기업이 유연근무를 도입하였고 이제 3사분기
에 걸쳐 유연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똑같이 도입하였더라도 인프
라, 특히 인사제도가 유연근무를 얼마나 잘 뒷받침해주는가, 그리고 조직
문화가 얼마나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고 자율적인 일터 조성과 유연근무
장려를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가의 여부가 유연근무 정착 정도에 크게 영
향을 미침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기업은 생산을 목표로 모인 집
단이다. 결국 유연근무나 새로운 일하는 방식이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정착될 수 없다.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
유연근무가 기업의 지속적 혁신과 성공을 담보하게 해주는 이 마지막 충
분조건이 바로 “(유연근무를) 하면 (기업이) 되게” 하는 유연근무용 팀 스
킬 개발이다. 이것이 같은 실리콘밸리 소재 ICT기업이라도 지금까지 반
년 넘게 시행된 유연근무가 팀/조직에 따라 커다란 편차를 보이게 하는
원인이다.
[그림 6-11]은 실리콘밸리에 소재한 기업들의 한국인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포럼에서 각 기업이 유연근무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되어있
는가를 인프라, 문화, 팀 스킬의 3요소에서 10개 항목으로 필자가 문의한
결과이다. 토론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목적인 비공식적 온라인 설문이었
으므로 모수가 적은 데다가(N=9) 대부분 한국계 기업이었으므로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목 간 차이가 선명하며 FAAN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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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 2020년 9월 실리콘밸리 소재 기업 근무준비도

자료 : 박은연(2020),「실리콘밸리 소재 기업의 유연근무 준비도」, 실리콘밸리 HR연구
회 2020년 9월 포럼.

사례를 분석했던 결과와 큰 그림에서 유사하므로 대략적인 방향성을 보
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이다.
아래부터 보면 인프라 부분의 두 항목 - ‘평가’와 ‘기술’은 ‘준비 완료’로
응답한 경우가 과반수가 넘고 ‘보통’까지 포함하면 90%에 가까와 응답자
중 대부분의 기업이 유연근무를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상태로 나타났
다. 그 위의 조직문화 4개 항목도 인프라보다는 약하지만 ‘준비 부족’인
기업이 10～30%대에 머물러 비교적 양호하다. 주목할 것은 가장 위의 유
연근무 팀 스킬에 관련된 항목들, 그중에도 특히 ‘유연근무로 오는 과노
동의 위험성 관리’와 ‘유연근무 상황을 관리하는 임원/리더를 위한 교육’
항목이다. 스킬 항목은 전반적으로 ‘준비 부족’의 비율이 높을 뿐더러 ‘스
킬 - 과노동 위험성 관리’와 ‘스킬 - 유연근무용 임원/리더 교육’은 준비완
료라고 응답한 기업이 0%로 아예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즉, 유연근무를
위한 3요소 중 스킬이 가장 취약한 지점인 동시에 유연근무의 장기적 성
공과 정착에 가장 결정적인 요소임을 보여준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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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 인프라와 문화가 갖추어졌어도 유연근무를 통한 지속적 혁신은 만
무하고, 기업의 성과로 연결시킬 스킬이 부족하여 유연근무가 장기적으
로 정착되기 어렵다.
이 가장 결정적인 유연근무 성공의 요소이자 대부분의 기업에서 가장
부족한 요소이기도 한 유연근무용 팀 스킬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사례로는 페이스북이 주목할 만하다. 페이스북은 ICT산업 SNS 플랫폼
부문에서 세계 1위(2018년 기준)의 기업이며 주식시장에서도 FAANG으
로 통칭되는 ICT 관련 5대 기업 중 하나이다. 이 기업에서 재택령 이후와
이전의 행보들 중 유연근무를 위한 팀 스킬 개발에 관련된 노력들이 유독
눈에 띄는데, 앞의 유연근무 준비도에서 언급한 설문항목 중 스킬 관련
항목들에 비추어 살펴보자.
1) 스킬–유연근무 관련 커뮤니케이션
유연근무를 위한 팀 스킬 중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수준은 조직/
기업에 향후 유연근무제도 변화에 관한 계획이 있으며, 사전에 공유하여
조직 변화 관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
면 알 수 있다. 3월 중순 정부의 재택령이 나기 전부터 실리콘밸리에서
선도적으로 움직인 FAANG 중에서도 페이스북은 특히 다른 기업보다도
몇주 빠른 2월부터 “출장 후 또는 아프면 출근을 자제하라.”는 전사적 커
뮤니케이션을 내보내고, 재택령이 나오기 거의 두주 전인 3월 5일에 이미
“추후통보까지 본사 전원 재택근무 권장”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하
였다. 이런 페이스북의 조직 차원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유연근무 이전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드러난다. 많은 실리콘밸
리 ICT기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구성원들에게 소통하였
으나, 페이스북은 한걸음 더 나아가 최고경영진 중 두 사람(COO와 CTO),
인사총괄 (CHRO), 그리고 외부 방역 전문가까지 네 사람이 주재하는 생
방송 패널을 한 시간 넘게 진행하면서 전사의 구성원들이 참석하여 질의
응답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 시차에 따라 생방송으로 참여할 수 없는
구성원들을 위하여 전 세계 사무실에 각 지사 경영진의 주재로 방청하는
시간을 할애한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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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킬–과노동 위험성의 조직 차원 체계적 관리
유연근무를 위한 팀 스킬 중 기업이 지속성 있게 성과를 내는 데 반드
시 필요한 것으로 유연근무에 의한 과노동 위험성의 체계적 관리 스킬이
있다. 코로나19 사태 중 많은 기업 내외부에서 조사들이 실시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들에 의하면 - 재택근무가 구성원들이 일을 덜 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던 일부 우려와는 반대로 - 많은 기업에서 구성원
들의 일하는 시간이 출근하던 때보다도 더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게
다가, 코로나19 시기 유연근무로 인한 고민 중 가장 많은 것이 일과 생활
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과노동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유연근무를 도
입하고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이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그에 따른 번아웃
(burnout)의 위험성이 다분하며, 조직 차원에서 유연근무 중인 직원의 과
노동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스킬임을 보여준다.
페이스북이 이 과노동 위험성의 조직 차원 관리를 어떻게 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다. 바로, 재택근무령이 내린 지 몇 주 만인 4월에
재택근무 팁을 포함한 툴킷을 전사 구성원들에게 공유한 것이다. 이 재택
근무 팁 툴킷에 포함된 내용이 흥미롭다. 자기가 집에서 쉽게 해먹는 요
리법을 남성 엔지니어가 보여주는가 하면, 스트레스 관리와 웰빙을 위한
명상/요가/마인드풀니스(Mindfulness)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구성원들
이 본인의 취미생활을 공유하는가 하면, 추천 도서와 음악 및 영화 리스
트도 보인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구성원들이 만든 내용 중심이라는 것
이 일단 눈에 띄고, 내용상으로는 재택근무 중 가사와 취미 생활이라는,
일이 아닌 생활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도 주목할 점이다. 요리/가사/양육
관련 팁을 제공하는 구성원들 중 많은 이가 남성인 것도 스테레오타입을
깬다. 이런 실험들은 재택령 이후 워킹맘들에게 이중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보다 성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고, 일터의 경계를
나누지 않고 일-생활 양면에서 모든 구성원의 과노동 위험성을 관리하고
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짐작된다.
한편, 이런 페이스북의 움직임들은 유연근무로 인한 과노동 위험성의
관리 책임을 구성원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해
나가며 이 방면의 높은 스킬 수준을 보여주고, 이는 지속성 있는 기업성

262

서비스산업 일터혁신 사례 연구

[그림 6-12] 페이스북–비즈니스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정보 페이지에 눈에 띄
는 “부모로서의 본인을 돌보는 팁”

주 : 페이스북 현재와 이전의 구성원들 및 그들의 배우자들이 가입하는 Parents @
Facebook에 재택령 일주일차에 한 아빠가 올린 줌으로 아이 교육하기에 대한
정보 문의.
자료 : 페이스북 사내 블로그 parents@Facebook.

과를 내는 데 기여한다. 동시에 구성원들의 참여로 툴킷을 제작하거나 페
이스북 구성원 부모들의 그룹을 만드는 등 구성원 간에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팁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지원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3) 스킬–리더십의 유연근무 관리 스킬 교육/경험
유연근무 상황에서는 팀이 일을 시작하며 업무를 배분하는 방법, 일을
하는 중에 팀 간 그리고 리더와 구성원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법,
어떤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채널을 사용해야 하는지 등에서 모두
특유의 스킬이 요구된다. 특히 리더/관리자급에서 이런 스킬이 부족한 경
우, 아무리 유연근무의 인프라와 문화가 갖춰 있고 구성원들이 열심히 하
려고 해도 팀이 성과를 내기 어려워져 난항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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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유연근무를 위한 팀 스킬은 기업에서 적
극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리더와 구성원들이 업무상황에서 경험하게 하
여 개발할 수 있다. 유연근무 준비도에서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및 관리
를 위해 대표/임원이 특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받고 있는가?”와 “대부분의
대표/임원이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및 관리에 대한 경험이 있는가?”에 긍
정적인 답을 한 경우에는 그 조직이 ‘준비 완료’에 해당된다.
페이스북의 사례를 보면, 아직까지 유연근무에 특화된 공식 교육을 제
공한 것은 아니나 리더급 교육의 내용에 유연근무 상황에서 팀을 운영하
는 스킬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비공식적인 스킬 개발의 움직임으로는
재택령 발발 이후 관리자급들이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유연근무 중
팀을 운영하는 팁을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몇 문단짜
리의 간단한 팁부터 각 포인트마다 본인의 페이스북 경험사례를 열거한
장문의 에세이까지 글의 종류 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와 어느 레벨의 리
더인가도 상당히 다양했다. 리더급이든 구성원들이든 상호 정보를 공유
하는 내부 게시판을 이렇게 활발히 사용한다는 것 자체도 주목할 만하다.
다른 스킬 개발들과 마찬가지로 유연근무를 위한 스킬 역시 공식/비공
식적인 교육으로 개발할 수 있지만 경험으로 개발할 수도 있다. 페이스북
에서 이 스킬이 상당히 개발되어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보다 평소에
출근해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의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구
성원의 대다수, 특히 ICT산업 생산의 주류인 엔지니어들은 이미 온라인
으로 어디서든 본인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결과물만 내면 되는 상황에
서 일해온 경험이 극히 풍부하다. 리더들도 자연히 산지사방에 흩어져서
자기가 일 잘 되는 시간에 하고 싶은 장소에서 일하는 유연근무 팀의 관
리와 리드 경험이 매우 풍부하다. 필자의 지인들 중 페이스북에서 일하는
엔지니어, 마케팅 리더, 인사담당자들의 경험을 들어봐도 재택령 후는 말
할 것도 없고 10년 전부터도 일하는 장소가 사무실이어야 한다거나 몇
시까지 사무실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는 없다. 반면, 재택령 전에도
유럽과 아시아와 미국을 연결하며 팀 미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새벽에 화
상미팅을 하는 날은 2시에 업무를 마치고 아이를 학교에 데리러 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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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유연근무 준비도에서 가장 결정적인
성공요인인 유연근무용 팀 스킬, 특히 리더/관리자급의 이 방면 스킬을
개발하려면 평소에 재택 및 유연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실전
경험을 통해 기초부터 쌓아나가기 시작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는 코로
나19 바이러스가 시작점을 제공한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다. 아직 유
연근무 경험이 없는 리더들이 대부분이라면, 이 방면으로 특화된 교육을
리더급부터 공식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비공식적으로는 리더와 구
성원 사이에 상호 팁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병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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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례연구 목적 및 선정이유 : 왜 한양대 에리카여야
하는가?

1. 사례연구 목적 및 사례 선정 이유
교육서비스는 개인적 측면에서 성장과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
측면에서 핵심 인력을 육성하여 공급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가치가
매우 높다(임연기 외, 2015; 장대성 외,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서
비스(특히 대학교육)는 공공 부문과 사적 영역 간 경계에서 모호하게 자
리하고 있어 일반화된 공공서비스 이상을 제공하려는 유인과 동기가 낮
아 자기만족적 수준에서 발전의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학은 4차 혁명시대의 사회 발전 속도에 맞추어 양질의 콘텐츠를
담은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교육서비스를 개인과 사회에 제공해야 할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신해수 외,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사회가 갖는 특유의 관성(inertia)적 속성으로
인해 민간에 비해 대학교육서비스는 혁신의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고 그
속도 역시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장대
성 외, 2010). 물론 대학 내부에서 이러한 관성을 타파하고 대학이 교육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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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에 있어 변화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는 계속되어
왔고 사회적으로도 대학교육의 혁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대학의 자구적 변화 노력만으로는 사실상 사회에서 교육서비스
의 대대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있음을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임연
기 외, 2015).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학에서는 대규모 집합교육으로
교수자가 일방적인 강의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 방식에서 탈피하여 온라
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는 등 새로운 채널을 활용한 교육서비스
방식으로의 대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서비스 전달
방식의 대대적인 변화는 단순히 강의 매개체의 방식 전환을 넘어 교육서
비스 속에 담긴 내용과 메시지, 더 나아가 대학교육 자체의 구조적 변화
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충격으로 인한 교육서비스산업 내 혁
신활동들은 기존 대학조직 자체, 대학이 가진 기술, 그리고 대학 내 주요
구성원들(교수자, 행정직원, 학생)의 역할과 기능, 구조, 관계 등에 있어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그렇다면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
력을 가지는 교육서비스산업 내에서 1) 대학이라는 공간(일터)에서의 혁
신을 통해 노동과정은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지, 또한 2) 이 과정
에서 발생하는 노동 관련 이슈들은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것은 국내 대학
교육의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현 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작업일 수 있
다. 다만 교육이 갖는 공공성 확보와 조직 존치를 위한 수익성 추구를 동
시에 달성해야 하는 (사립)대학교육의 경우 일터혁신이라는 의미 자체가
기존 일터혁신 연구에서 주로 다뤄온 제조업 기반 조직이나 서비스제공
사기업과는 개념상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차이를 보다 선명하게 가늠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론적으로 제
시된 일터혁신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광의의 측면에서 일터혁신
은 신기술 개발 또는 신상품 개발 관련 혁신이 아닌 작업조직이나 인적자
원관리, 기존 기술의 활용 또는 새로운 결합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이
뤄내는 작고 점진적인 사회적 혁신을 의미한다(배규식․이장원, 2017).
또는 일터혁신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노동생활의 질(QW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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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of Working Life)과 생산성 및 품질 수준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하는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으로 정의되기도 한다(오계택 외, 2018).
여기에는 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해결이나 작업환경 개선, 사람
을 위한 일터 만들기 등 일련의 노력들 역시 일터혁신의 일부라 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일터혁신은 효율성과 수익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영역
에 있어서의 개선과 혁신 노력을 포함하는데, 여기에는 디지털 기술 활용,
고객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 제공, 비효율성 최소화 등이 해당된다. 이러
한 일터혁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암묵지
(tacit knowledge)를 체계화하고 일반화하여 이를 작업과정지식(work
process knowledge)화하는 부분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
로 조직의 제품과 서비스 생산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이처럼 일터혁신
은 이러한 작업과정 지식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작
업조직(일터)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조직화함으로써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일터혁신의 정의에 기반할 때, 대학교육서비스의 혁
신에 대해 살펴볼 경우에는 대학교육서비스 자체가 지닌 속성상 기존 일
터혁신 관련 논의와는 공통점과 함께 차별화된 지점들이 다소 있음을 염
두에 둘 필요가 있다. 먼저 대학교육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교수라는 전문적이고 개별화된 인력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
주체의 특수성은 기존 일터혁신 논의에서 작업장 내 직무를 통해 숙련 수
준이 높아지고 일터 내 근로자들과 협업함으로써 축적된 숙련 지식 및 기
술의 공유와 개선을 이끌어내는 측면에 비해 다소 상이한 특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 역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콘
텐츠 개발 및 전달 방식 다변화 등을 통해 숙련도를 제고하며 다른 교수
자들과의 협동을 통한 팀 티칭이나 직무교육을 통한 간접 융합을 통해 교
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달성한다는 측면에서는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맥
락을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 고객의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 질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고객은 일차적
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상대자인 반면, 교육서비스의
경우 학습자 또는 학생이 교육서비스를 제공받는 동시에 수업 내 상호작용

268

서비스산업 일터혁신 사례 연구

이나 참여 정도에 따라 교육서비스의 수준을 결정짓는 생산소비자(prosumer)
로서의 주체적인 역할도 충분히 담당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교육서비스를 일터혁신 논의와 접목시키는 본 연
구는 기존 제조업에서의 일터혁신이나 순수 민간 영역 내 서비스산업에
서의 일터혁신과는 차별화된 측면들이 무엇인지를 가늠하게 하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
과 같은 연구 목적을 제시하고자 한다.
○ 대학 내에서 혁신을 위해 도입되는 교육서비스 관련 기술 및 변화
활동들은 무엇인가?
○ 교육서비스 혁신으로 인해 나타나는 노동과정에서의 변화는 어떠하
며, 주제 간 역할 및 관계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 이러한 혁신들이 일터혁신 관련 논의에 있어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
해줄 수 있는가?
위에서 기술한 연구 목적에 기반하여 교육서비스 관련 일터혁신에 대
한 현상적 연구로서 본 과제에서는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한양대 에리카캠퍼스를 교육서비스 혁신의 대표적
인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한양대 에리카는 ‘전에 없던 PBL(Problem-based learning, 문제
기반 학습), 전혀 새로운 PBL’이라는 모토로 교육서비스의 혁신에 있어
가장 최전방에서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가고 있는 ‘최초’의 사례이
기 때문이다.
둘째, 한양대 에리카는 교육서비스 혁신활동을 통해 개교 이래 ‘최고’의
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최고 수준의 교육서비스 제공
역량을 다른 대학들과 적극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한양대 에리카의 교육서비스 혁신은 조직 내부 구성원들의 자생
적인 필요와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서비스 혁신활동 과정
에서 발생되는 단상들과 이를 통한 성공요인을 살펴보는 데 있어 주체들
의 노력과 개입이 보다 정확하게 드러나는 ‘최적’의 사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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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접근에 있어 ‘과연 대학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측면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대학교육서비스에 대
한 평가자는 해당 서비스를 향유하고 더 나아가 서비스의 질 제고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학습자 또는 학생,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임을 감안할
때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의 사례는 대학이 교육에 있어 담당하고 지향해
야 할 역할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목적에 기반한 본 사례연구는 한양대 에리카에 대한 소개 및
교육서비스 혁신을 시도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제2절), 교육서비스 혁
신 추진 과정(제3절), 교육서비스 혁신 추진에 있어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및 관계 변화(제4절), 일터혁신 관련 시사점 논의 등에 대한 소결(제
5절)로 구성된다.

제2절 교육 혁신 서비스 추진 배경 : 왜 한양대 에리카는 혁신을
시도하게 되었나?

1.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소개
경기도 안산시의 유일한 4년제 종합대학이자 국내대학 Top 10 순위에
서 매년 10위 안에 랭크되고 있는 한양대 에리카캠퍼스는 1978년 10월 경
기도 반월공단(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서 약 43만 평의 규모를 갖추
고 ‘한양대학교 반월분교’로 설립되었다. 1980년에 교사 준공 및 개교식
당시 3개 학과(기계공학과 500명, 전자공학과 200명, 전기공학과 100명 전
공) 학생들이 입학하여 수학하였다(그림 7-1 참조). 이후 1981년 3월 ‘한
양대학교 반월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였으며, 2년 뒤인 1983년에는 ‘한양
대학교 반월캠퍼스’로 변경한다. 1986년에는 ‘한양대학교 제2캠퍼스’로,
이듬해에는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로 이름을 바꾸었다. 1990년 대 말
‘안산캠퍼스 특성화’ 전략으로 대학교, 연구소, 산업체가 캠퍼스 내에 모
여 삼위일체로 협력하며 발전하는 학연산 클러스터라는 새로운 성장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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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1980년 반월분교 개교식 및 개교 초기 캠퍼스 전경

자료 :『한양대 에리카 40년사』.

을 기획하고, 1997년 1,000억 원대의 경기테크노파크사업을 유치하면서
국가 소속 연구소 및 기업을 대거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후 2004
년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대상에 선정되어 캠퍼스가 비약적으로 발전
하게 된다.
개교 30주년이 된 2009년 12월 투표를 거쳐 현재의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로 교명을 변경한다. ERICA캠퍼스 명은 “해안 중심도시 경기도
안산시 학연산 클러스터(Education Research Industry Cluster at Ansan)”
의 첫 머리 글자에서 따왔다. 이 명칭은 에리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즉, 한양대 에리카라는 교명에는 선진화된 교육
모델인 IC-PBL(Industry-Coupled PBL)과 다양한 전공 및 학문 분야를
넘나드는 융합교육 활성화 교육(Education), 정부 국책연구소와 기업체, 연
구소 등과 연계한 활발한 연구(Research), 캠퍼스에 입주한 200여 개 기업
과 교내 연구진의 산업연계(Industry), 국내 최고의 학연산 클러스터 존 구
축(Cluster), 지역(Ansan)과 다양한 협업 및 상생을 이끄는 산학협력 선도
대학으로서 실용 융합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학교의 미션이 담겨있다.
2019년 개교 40주년을 맞이한 한양대학교 에리카는 학부과정의 경우 9
개 단과대학 50개 학과(2019년 기준)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수대학원으로
융합산업대학원을 설치하여 약 9,000여 명의 구성원들이 운영 중이다. 또
한 에리카캠퍼스 내 10만 평 부지의 ‘클러스터 존’에는 200여 개의 기업
및 기관이 들어서 학연산 협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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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학연산 클러스터 협약

자료 :『한양대 에리카 40년사』.
[그림 7-3] 학연산 클러스터 존(zone) 전경

자료 :『한양대 에리카 40년사』.

7-2 참조), 이를 통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산업연계 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
을 비롯하여 5년 연속 국내대학 Top 10(2015〜2019 중앙일보 대학평가)
선정,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A등급 획득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림
7-3]에서처럼, 한양대 에리카는 지속적인 사업 확장과 특성화 노력, 산학
협력 고도화로 대형 정부지원사업에 계속적으로 선정되었고, 교육과정의
혁신과 환경 개선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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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잡았다. 이처럼 한양대 에리카가 지난 40여 년간 걸어온 발자취는
[그림 7-4]가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 교육서비스 혁신 추진 배경
한국의 MIT를 목표로 설립하고자 했던 한양대 에리카는 현재의 모습
을 갖기까지 반월분교, 반월캠퍼스, 안산캠퍼스 등의 여러 이름을 거치면
서 국내 Top 10 수준의 대학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언어의 한계가 세
계의 한계를 규정한다는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그간 분교나 제2캠퍼스,
[그림 7-4] 한양대 에리카 연혁

자료 :『한양대 에리카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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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캠퍼스라는 명칭으로 불리면서 에리카캠퍼스에 대한 세간의 인식은
실제 모습과는 달리 매우 평가절하되었고, 한양대 서울캠퍼스의 평판에
편승하여 생존하고 있다는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러한 외부의
시선은 에리카캠퍼스의 내부 구성원들에게도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하였다.
가령 지금의 에리카캠퍼스가 되기 전에는 구성원들에게 반월캠퍼스 또는
안산캠퍼스가 섣불리 드러내놓기 어려운 이름이었던 까닭에, 대학발전기
금 모집 시 에리카 명칭 변경 전 예전 캠퍼스에 다닌 졸업생들조차 한양
대 서울캠퍼스에 후원금을 지원할 정도였다.
이러한 가운데 교수들에게 에리카캠퍼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반등시키고 실질적으로 탁월한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해준 계기가 발생한다. 반월캠퍼스 시절 모 기업에 산업
시찰을 신청했을 때 한양대 서울캠퍼스 학생들만 수락을 받고 반월캠퍼
스 학생들은 거부당한 것이다. 당시 교수들은 서울캠퍼스와 에리카캠퍼
스 두 곳에서 순환강의를 하였는데, 이러한 충격적인 상황을 접한 교수들
은 에리카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학교의 평판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대내
외 인식을 ‘새로고침’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고 조직이 온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점을 전 구성원들과 공유했다. 이를 위해 대학의 정체성
을 학연산 클러스터로 설정하고 교명 자체도 이러한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는 에리카로 변경했다. 아울러 대학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
적 재원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대형 국책사업 수
주에 전 구성원들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갔다.
이러한 대형국책사업 수주에 있어 에리카캠퍼스는 타 대학들과의 차별화
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1991년 에리카 부임 후 에리카 산학협력실 초대실
장과 한양대 부총장을 역임한 김우승 현 총장을 중심으로 PBL(Problembased Learning : 문제해결학습)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대학
교육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던 경상대학 전상길 교수를 비롯한 보
직 교수들이 변화의 주체(change agent)가 되어 앞장서서 교육혁신을 시
도하였다. 한양대 에리카에서는 당시 4개 과목으로 시작한 PBL을 강화
하기 위해 전문센터를 설립하고, 교수들과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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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해 평가 및 보상 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학연산 클러스터 인프라를 중심으로 교육서비스를 혁신함
으로써 지난 10년간 1,200억 원 규모의 정부주관 대형 국책사업(PRIME
: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대형사업), LINC+(사회맞춤형 산학협
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연속 선정되었다. 특히 한양대 에리카는 3년
450억이라는 PRIME사업 수주 후 PBL에 기반한 대학교육 혁신을 본격적
으로 추진한다.
주목할 점이 있다. 한양대 에리카에서는 단순 문제해결학습에서 더 나
아가 이러한 문제 자체가 기업 및 산업의 현장과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IC-PBL(Industry-Coupled Problem-Based Learning)이라는 보다
심화된 형태의 문제해결학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은 ‘Class
to Society’라는 IC-PBL의 캐치플레이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IC-PBL
교육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자기주도적
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산업현
장과 밀접한 교육 학습을 통해 졸업 후 사회에서도 ‘쓸모 있는’ 교육을 해
보자는 것이다.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학습자는
IC-PBL 교육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토론
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스스로 고민하고 다양한 지식들을
융합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문제해결 능력
을 함양할 수 있다. 해결해야 하는 문제 역시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문제
이므로 학교 교육이 자연스럽게 기업의 실무와도 연결된다. 이러한 문제
해결능력은 비단 기업문제 해결이라는 측면뿐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과
정에서 닥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
고 행동함으로써 온전한 삶의 주인이 되도록 만드는 전인(全人)교육과도
그 맥이 닿아 있다. 이와 같이 고등교육 질 향상과 학습자 만족도 제고,
삶의 주체자 양성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에리카에서
는 입학부터 취․창업까지 연속적인(seamless) 핵심역량 증진 교육과정
혁신을 지속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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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교육서비스 혁신 추진 과정 : 한양대 에리카는 교육서비스
혁신을 어떻게 이루어 왔는가?

1.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추진 과정 : IC-PBL
이렇듯 한양대 에리카의 교육서비스 혁신의 중심에는 IC-PBL이 있다
고 할 수 있다. IC-PBL은 Industry-Coupled Problem-Based Learning의
약자로 산업체(Industry), 지역사회(Society), 대학의 연계를 통해 학습자
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한양대학교 ERICA의
교육모델이다. 즉, 사회 수요를 반영한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통섭형 인
재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전체 학과의 계열별, 전공별,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한 한양대 ERICA만의 차별화된 교육 모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그림 7-5 참조).
[그림 7-5] IC-PBL의 정의

자료 : IC-PBL 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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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추진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양대 에리카의 교육서비스 혁
신은 지난 2016년 PRIME사업 선정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추진 과정들을 ‘ICPBL’로 명명하여 각각의 이니
셜별 열쇠어에 대해 살펴본다. 이러한 접근은 IC-PBL의 내용에 대해 보
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한편, 이러한 서비스 혁신 과정을 통해
조직 내부 구성원(사람)과 그들의 역할(업무)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
지를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가. Institution(기관) : 중추기관을 설립하다
먼저, 한양대 에리카의 IC-PBL은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를 만드는 것
으로부터 시작되었다. 2016년 9월에 설립된 센터는 처음에는 ‘PBL 센터’
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2017년 9월 현재의 ‘IC-PBL 센터’라는 명칭
으로 변경된다. IC-PBL 센터는 센터장(현재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부센
터장(특임교수/교육공학 박사), 교육공학 전공 석박사급 연구원 10명 이
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C-PBL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전반에 대한 컨트
롤타워로 기능한다. 센터 내 조직에는 IC-PBL 분야, 교수분야, 학습분야
로 세분화되어 있다. 센터의 업무를 살펴보면, 교과개발 사전교육부터 시
작하여 교수자, 튜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IC-PBL 관련 워크숍/세미나/컨
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수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
와 더불어 학내에서는 IC-PBL의 성공적인 확산을 위해 각종 시범사업
공모 및 실시, 최종 포트폴리오 제출, 콘테스트 등의 교과목 개발 및 운영
관리 프로세스를 주관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IC-PBL 성과 공유 및
이를 통한 사업화(IC-PBL TIP : Together Impressive Program)를 통해
학교 평판과 위상 제고 및 재원 확보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IC-PBL 센터에서는 IC-PBL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한 운영 정책 및
지침 개발, 단과대학별 IC-PBL 모형 개발, 다수의 학과가 참여하는 융복
합 IC-PBL 교과목 마련(P-School SIG) 등 기획 및 설계에 있어서도 적
극 관여하여 IC-PBL의 지향점, 추진전략, 세부 실행방안 등을 수립 및
실시하는 핵심 중추기관으로 기능한다(그림 7-6, 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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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IC-PBL 센터 연혁

자료 : IC-PBL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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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IC-PBL 센터 조직구조 및 인력현황

자료 : IC-PBL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

나. Contents(내용) : 탁월한 교수법을 담아내다
오늘날 IC-PBL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교과목의 콘
텐츠, 즉 내용의 탁월성이라 할 수 있다. IC-PBL 센터 설립 후 센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이 바로 교수법이라는 강의 전달 방식이
아닌 내용상의 탁월함을 추구했다는 점이다. 양질의 콘텐츠는 산업으로
부터 오는 문제 관련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학생들의 문
제해결 과정, 그리고 피드백 및 평가까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그림
7-8 참조).
시나리오 개발과 관련하여 IC-PBL의 유형은 현장에서의 ‘문제 제공
여부’와 ‘문제해결 과정 중의 현장 개입 여부’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유형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분을 위한 첫 번째 축인 ‘문제 제공’은 현장으로
부터 직접 문제를 제공받거나 현장의 요구로부터 발생한 문제를 수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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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IC-PBL 수업 프로세스

자료 : IC-PBL 센터 홈페이지.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축인 ‘현장 개입’은 문제해결 과정 중에 어
떤 방식으로든 현장 전문가 및 외부의 평가나 피드백을 제공받는 것을 의미
한다. 이때 단순한 현장 방문이나 현장 관계자 또는 전문가와의 면담 등 정
보 수집 수준에서의 논의는 현장 개입이 있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이러한 두 축을 기준으로 도출한 네 가지 유형을 ‘MECA’로 칭하는데,
이는 유형의 앞 글자를 딴 것 이외에 문제해결 학습에 있어서만큼은 한양
대 에리카가 ‘메카(聖地)’라는 자신감을 담고 있다. 네 가지 유형 중 현장
에서 문제를 제공하고 해결에 있어서도 현장이 개입되는 유형은 ‘현장 통
합형(Merge)’으로, 한양대 에리카의 IC-PBL이 가장 강조하고 추구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다음은 문제 설계 측면으로, 현장에서 문제를 제공받지
만, 해결 측면에서는 현장의 개입 없이 수업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간 평
가와 피드백을 하는 ‘현장문제형(Anchor)’이 있다. 세 번째 유형은 현장에
서 해결이 필요한 시의성, 실제성, 개연성 있는 문제를 교수자가 설계하
고 개발하되,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실무진으로부터 평가 및 피드백을 제
공받는 ‘현장 평가형(Evaluate)’으로 불린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교수
자가 직접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문제 해결 역시 현장의 개입 없이 수업
참여 구성원들 간 평가와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형
(Create)’이라고 불린다(그림 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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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IC-PBL 유형 : MECA

자료 : IC-PBL 센터 홈페이지.

이러한 측면에서 IC-PBL이 차별화되면서 탁월한 콘텐츠, 즉 문제가
얼마나 현장의 이슈와 고민을 담고 있느냐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얼마나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이를 개선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성
공의 핵심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콘텐츠의 품질관리를 위해 에리카에서
는 산업체자문단인 IAB(Industry Advisory Board)라는 조직을 만들어
운영 중에 있다. IAB는 각 전공 및 분야별 현장전문위원으로 구성되는데,
47개 학과 375명의 IAB 위원이 위촉되어 있다. 이 곳에서는 매년 현장의
이슈와 흐름을 담은 시나리오들을 IC-PBL 센터로 제공하고 센터에서는
이것들을 Annual Report로 발간하여 IC-PBL 수업 문제 시나리오로 적극
활용한다. 뿐만 아니라, 피드백 및 평가에 있어서도 IAB의 현장 관계자들
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아마추어 수준의 질 낮은 해법이 아닌 전문가 수준
의 고난도 해결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그림 7-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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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0] IAB 역할

자료 : 한양대 에리카 브로슈어.

다. Proliferation(확산) : 조직 전체에 공감대가 형성되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양대 에리카에서는 IC-PBL이라는 교육서
비스 혁신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전문 기관인 IC-PBL 센터
설립과 교육서비스 자체의 콘텐츠 개발에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문
제는 기획 및 운영 기관인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교육내용이 준비되더라도 조직 내부의 구성원들,
특히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 교수와 학생들에게
이러한 교육방식의 변화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들의 수용도를 높이지
못하면 이러한 혁신 노력은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교수와
학생들이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적극 동참하도록 만
들 수 있는 확산 기제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확산 방안의 일환으로 먼저 교수들에게는 다양한 방식의 설득
작업, 변화와 관련된 직접적인 컨설팅 서비스 실시, 다양한 형태의 보상
제공 등이 이루어졌다. IC-PBL 도입 초기에는 교육서비스 개발 및 제공
당사자인 교수들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주간교수회의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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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원회 등을 통해 하루 4번 설명회 및 회의 등을 하며 IC-PBL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설명과 IC-PBL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는 과정을
지속하였다. 또한 IC-PBL 센터 설립 직후에는 IC-PBL 관련 과목이 4개
가 개설되었는데, 이들 사례들에 대한 성공경험이 전파되면서 교수자들
의 인식 변화가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설득 작업과 더불
어, 새로운 교육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변화 수용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
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IC-PBL 센터에서는 교수자를 대상으로 1 : 1
집중 컨설팅을 제공한다. 교수자들은 과목 개발 전 사전설명회와 기초교
육을 이수해야 하며, 운영과목 보고서 작성 및 제출 후에는 집중적인 컨
설팅을, 수업 진행 중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자기성찰을 통해 개선사항을 점검함으로써 다음 학기 강의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이러한 과정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교육방식에 대한 적응력을 높임으로써 혁신에 대한 심리적 저항
을 낮추고 혁신의 수용과 변화를 자신의 행동과 직무에 적용시키는 상태
로 나아가게 만든다(그림 7-11 참조).
[그림 7-11] 교육훈련 컨설팅 내용

자료 : IC-PBL 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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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측면에 더하여, 한양대 에리카에서는 평가와 보상체계 개편을
통해 조직에서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수자들을 동기부여시고 있
다. 예를 들어, IC-PBL 과목을 신규 개발할 때에는 300만 원의 인센티브
를 제공하고 있으며, 컨테스트를 통해 우수과목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
상을 부여한다. 뿐만 아니라, 연구업적만큼 교육영역에 대한 중요성을 강
조하여 교수 개인 평가나 단과대 평가 지표에 반영함으로써 교수들이 ICPBL 개발 및 운영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고 있다(그림 7-12 참조).
[그림 7-12] 교수자 과목 운영보고서 예시

자료 : IC-PBL 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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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교육서비스 혁신의 한 축인 학생들에게는 졸업 및 취업과 ICPBL을 연계시킴으로써 확산 정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한양대 에리카에
서는 졸업규정을 변경하여 2017년 신입생부터 총 4개 이상의 IC-PBL 교
과목 이수를 의무화했으며, 보다 최근에는 학년별로 2과목씩 4년 학부 졸
업 전까지 8개 IC-PBL 과목을 수강해야 졸업이 가능하도록 학제를 개편
하였다. 이러한 규정 제정은 교수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 학생들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IC-PBL 과목 Pool이 확장되어야 하므로 교수자들
에게 관련 과목들의 개설 확대를 요구하고, 이것이 강의만족도 등에 반영
되면서 교수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변화 추동 요인(push factor)으로 작
용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무엇보다 IC-PBL을 편하게 받아들이고 실질적
으로 도움이 된다고 인식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를 시도
하였다. 교수자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교육방식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기 시작 전에는 신입생 및 수강생을 대상으로
IC-PBL 관련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는 한편, 수시로 ‘함결(咸結)’이라 불
리는 IC-PBL 수행역량 강화 프로그램(3단계)인 학습공동체 또는 모둠학
습 기회를 마련한다. 또한 학기 중에는 수강생 워크숍과 학기 종료 후에
는 콘테스트를 통해 학생들에게 IC-PBL에 대한 적응성과 관심도를 제고
하고 있다. 수강 이후에는 학생들에게도 단순히 강의만족도에 대한 조사
를 넘어 스스로 수업에 임했던 자세나 몰입 정도, 향후 개선사항 등에 대
한 성찰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IC- PBL에 대한 습득
능력 및 참여 의지 등을 고취시키고 있다(그림 7-13〜7-17 참조).
[그림 7-13] IC-PBL 졸업인증

자료 : IC-PBL 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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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4] IC-PBL 관련 오리엔테이션

자료 : IC-PBL 센터 홈페이지.

이처럼 앞서 교수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도 역시 변화된
교육과정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지속적인 컨설팅과 모니터링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학내 구성원들의 거부감을 많이 낮출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문제해결에 대한 모임과 소통
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공간 구성 역시 IC-PBL 친화적으로 변화시
켰다. PRIME사업을 통해 2016년 하반기에는 모든 단과대학에 IC-PBL
강의실 및 오픈 스페이스 등이 조성되어 팀 프로젝트와 그룹 스터디, 토
론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완성되었다. 또한 2017년 상
반기에는 재학생들이 어디서나 자유롭게 소규모 그룹활동을 할 수 있도
록 학생복지관, 학술정보관, 정문 아고라 등에 라운지와 PBL룸이 마련
되었다(그림 7-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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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5] IC-PBL 수행역량 강화 프로그램

자료 : IC-PBL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
[그림 7-16] 교수 및 학생 대상 IC-PBL 지원 절차

자료 : IC-PBL 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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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7] IC-PBL 콘테스트

자료 : IC-PBL 센터 홈페이지.
[그림 7-18] IC-PBL 공간 : 강의실 및 라운지

자료 : IC-PBL 센터 홈페이지.

여기서 더 나아가 IC-PBL 과목 수강 후 졸업한 선배들의 성공적인 취
업사례는 재학생들의 IC-PBL에 대한 헌신과 몰입을 높이는 데 일조하였
다. 대학 전체 및 전 학년을 대상으로 도입된 IC-PBL 교육과정에 의해
학생은 수업의 주체로서 각 전공별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학생 스
스로 해결하며 토론기술, 창의력, 문제해결능력을 익히게 된다(그림 7-19

288

서비스산업 일터혁신 사례 연구

[그림 7-19] IC-PBL 학년별 이수방식

자료 : IC-PBL 센터 홈페이지.

참조). 이러한 다양한 역량 축적뿐 아니라 실제 산업체 실무진 및 전문가들
과 만나 문제해결력을 선보임으로써 인턴십 및 실제 취업과 연결되는 경
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공사례들은 학생들에게
IC-PBL의 실제적인 효용가치를 인식시킴으로써 확산에 기여하였다.
라. Brand(브랜드) : 그 이름만으로 고유의 브랜드가 되다
한양대 에리카는 단순히 내부에서 시행하는 교육프로그램 중 하나가
아니라 한 학기에 200개 이상의 IC-PBL과정들을 운영하여 ‘한양대 에리
카 = IC-PBL’이라는 공식을 각인시킴으로써 이를 자체 브랜드화하고 있
다. 에리카 IC-PBL 센터의 모토인 ‘전에 없던 PBL, 전혀 다른 PBL’은 그
간 제안되어 왔던 수많은 PBL과 차별화되는 한양대 에리카만의 독자성
과 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브랜드화를 통해
IC-PBL은 에리카에서 IC-PBL을 수강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을 경우
취업의 보장이라는 결과로까지 연결되는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상대학의 한 IC-PBL 수업(전상길 교수 담당)의 경우 ‘롯
데유통 Dream Makers’라는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수업 수강을 클릭하면
바로 취업과 연결되는 것을 실현하고 있다. 전 세계 유통채널을 체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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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0] 취업과 연계되는 IC-PBL 과목 운영 예시

자료 : 전상길(2019),「Click에서 취업까지의 일관공정 : 롯데그룹 유통 BU의 과제에
대한 IC-PBI 적용을 중심으로」,『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발표논문집』.

최고의 유통전문가들에게 관련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는 이 과정에는 전
국에서 단 20명만이 선정되는데, 한양대 에리카의 경우 15명을 할당받아
IC-PBL의 차별적 경쟁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그림 7-20, 7-21 참조).
뿐만 아니라, IC-PBL의 성과는 에리카캠퍼스를 넘어 한양대 본교인
서울캠퍼스까지 확산되고 있다. 에리카캠퍼스가 초기부터 성공적으로
IC-PBL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성공경험을 한양대 서울캠퍼스에도 도입하
고 있다. 서울캠퍼스에서는 에리카캠퍼스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과 같이
전문기관인 ‘R센터’를 설립했다. 이후 김우승 전 에리카 부총장이 한양대
서울캠퍼스 및 에리카캠퍼스 총장이 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IC-PBL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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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1] IC-PBL에 대한 현장의 반응

자료 : 동아일보, 2019. 1 31.

입 및 확산을 위해 ‘IC-PBL 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에리카캠퍼스의 과
목개발 및 운영방안 등 축적된 노하우를 이식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진
행했다. 현재 한양대 서울캠퍼스에서도 적극적으로 IC- PBL 강좌들을 개
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 결과 2018년 Aalborg UNESCO 센터의 글로벌
PBL 네트워크에서 국내 최초로 ERICA IC-PBL이 등재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에리카 IC-PBL의 브랜드화를 통해 정부의 다양한 국책사업에
연속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한양대 에리카는 IC-PBL을
기반으로 지난 10년간 1,200억 원 규모의 정부 주관 대형 국책사업(PRIME :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대형사업), LINC+(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연속 선정된 바 있다. 대학원 수준에서도 대형 정
부과제들을 수주하였는데 2020년 하반기에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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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IC-PBL+과정들을 통해 BK plus 4단계 사업에
서 총 7개의 사업단과 1개의 사업팀이 선정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교수
수 대비 전국 2위에 해당하는 결과이기도 하다(그림 7-22 참조).
앞서 기술한 이러한 성취들을 통해 한양대 에리카는 국내대학평가(중
앙일보 실시)에서 2015년 이후 매년 국내 Top 10에 랭크됨으로써 과거
반월분교나 안산캠퍼스, 제2캠퍼스라는 다소 평가절하된 인식에서 벗어
나 명문대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이처럼 IC-PBL을 통해 한양대 에리
카는 성장․발전했으며, 이러한 조직 성장의 결실이 다시금 IC-PBL의 고
도화로 이어지면서 브랜드력이 강화되고 있다(그림 7-23 참조).
[그림 7-22] 한양대 에리카 수주업적

자료 :『한양대 에리카 브로슈어』.
[그림 7-23] 국내대학평가 순위

자료 : 중앙일보 대학평가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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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Lead(리드) :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미래를 이끌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특징은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으로, 이러한 특징
들이 AI와 결합되면서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주체로서의 전통적인 대
학의 소명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교육과 연구에 있어 사회와
산업계와의 연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러한 시대의 흐름은 지식이나 노하우의 독점보다는 연결과 공유, 확산을
통한 지식의 확장과 심화를 지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양대 에리카에
서는 대학교육서비스 혁신 대표사례로 대학 내부의 경계를 넘어 “공유교
육(Sharing Education)”이라는 패러다임을 통해 IC-PBL의 우수성을 사
회로 확장시키는 한편, 이를 자체 대학 재원 창출 모델로 정립해 나아가
고 있다. 공유교육은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삶을 위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서의 참여와 책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이끄는 열린 교육을 의미
하는데,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한양대 에리카에서는 ‘IC-PBL
TIP’을 개발한다(박현미, 2019).
IC-PBL TIP은 IC-PBL ‘Together Impressive Program’의 약어로 그
간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IC-PBL의 노하우와 운영사례를 공유 확산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2017년 에리카 PBL 단순 벤치마킹 프로그램은
무료였으나, 이후 ‘함께하는 인상적인 프로그램’이라는 뜻을 갖는 Together
Impressive Program으로 명명하고 IC-PBL에 대한 정보를 교육 참여자
들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프로그램은 대상별로 교수
자 및 관리자 1/2 DAY 프로그램이 있으며, 5개 선택형 모듈 프로그램을
통해 IC-PBL 수업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수자에게는 교과목 개발 및
운영전략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IC-PBL 교육과정 도입 및 고
도화를 준비하는 관리자를 대상으로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전략 컨설
팅을 제공하고 있다. 5개 선택형 모듈 프로그램 중 세 번째는 시나리오
개발로, IC-PBL 수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문제 시나리오를 개발하
는 과정이며, IC-PBL 수업 개발을 위한 IC-PBL 운영계획서 작성 및 우
수 수업사례 공유 역시 5개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한양대 에리카 이외의 대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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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영역을 넘어 공무원 인재개발로도 연결된 바 있다. 2019년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대학교육
혁신 리더인 한양대 에리카를 방문한 후 “공무원 인재개발을 위해 에리
카 IC-PBL을 배워오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다음 달인 7월 9개 정부
기관(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세종연구소, 농촌
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중앙교육연수원, 방위사업청, 기상기후인
재개발원, 국방대학교)의 인재개발 관련 실무진 34명이 IC-PBL TIP 프
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다(그림 7-24, 7-25 참조).
이처럼 과거에는 개별 교과목 개발에 대해 개별 컨설팅을 진행해왔으
나, 이제는 에리카 IC-PBL이라는 모델 자체를 이식하는 형태로 대학교육
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에리카 IC-PBL TIP에 참여한 기관은 2018
년 9개, 참여인원은 89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참여기관 17개, 참여인원
156명으로 약 1.8배 증가하였다. 만족도 조사 결과 역시 5점 만점에 교수
자 평균 4.77점, 관리자 평균 4.75점을 보였으며, 2018년 교육수입금 총액
11,465,000원에서 2019년에는 29,850,000원으로 약 2.6배 증가하였다(그림
7-26, 7-27 참조).
[그림 7-24] 공무원 인재개발과의 연계

자료 : IC-PBL 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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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5] 공공기관 대상 IC-PBL TIP

자료 : IC-PBL 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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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6] IC-PBL TIP 참여기관, 인원, 재정 확대

자료 : IC-PBL 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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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7] IC-PBL TIP 만족도 변화

자료 : IC-PBL 센터 홈페이지.

공유교육 확산과 이를 통한 독립적인 재원 창출 이외에 한양대 에리카
는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대학교육 현장에 접목하는
한편, 4차 혁명시대에 필수덕목인 융합인재 육성 노력을 통해 대학교육서
비스 혁신의 선두에서 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
먼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 시대 교육서비스 전달에서의 변
화 활동들을 살펴보면, 세계 최초로 Telepresence 기술을 이용하여 온라
인 수업과 홀로그램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한 새로운 강의 방식을 들 수
있다. ‘HY-LIVE’로 불리는 해당 강의방식은 홀로그램 스튜디오에서 교
수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이를 동시다발적으로 n수의 대학 학습자들
이 동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자간 상호작용 수업이 가능하다(그림
7-28, 7-29 참조).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2019년 1학기 ‘생활 속의 화학’
핵심교양강좌 3개, 2019년 2학기에는 AI 관련 교과목(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R-Py computing)을 에리카캠퍼스와
서울캠퍼스에서 동시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AR/VR 등 에듀테
크(Education+Technology)를 활용하여 실험/실습 등의 강의에 최첨단 기
술 성과들을 접목함으로써 현장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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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육산업을 사회연결망 관점에서 멱함수(power law) 방식으로 재포지
셔닝함으로써 거점 대학과 이에 참여하는 대학이라는 대학 간 빈익빈-부
익부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의 확산은 실험이나 실습이
강조되는 이공계 분야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부분적 대면-실시간 비대면’의 교육서비스 제공 형태는 지금보다 더 강
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양대 에리카에서는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
로 IC-PBL이 ‘직접 대면을 통한 상호작용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편견을
넘어 비대면으로 보다 적극적인 전문가 평가, 피드백 등에 기반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실시간 소통창을 통해 오히려 대면수업의 경우보다 자주,
많은 내용의 피드백을 얻었다. 이로써 비대면에서도 IC-PBL의 근본취지
는 변하지 않으며 어떻게 기술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오히려 배
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그림 7-30, 7-31 참조).
[그림 7-28] HY-LIVE 운영방식

자료 : 김우승(2020),「비대면 시대의 공학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2020 공학교육혁신
포럼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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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9] HY-LIVE 수업 사례

자료 : 김우승(2020), 앞의 글.
[그림 7-30] 비대면 IC-PBL 수업 사례(2020년 1학기 ICT융합로봇)

자료 : 김우승(2020),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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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1] 비대면 IC-PBL 수업 이후 참여자들의 주요 성찰 내용

자료 : 김우승(2020), 앞의 글.

이처럼 강의방식에 첨단기술을 활용함과 더불어, 내용상으로도 4차 산
업혁명시대의 필수 역량이라 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관련
수업 역시 활발히 진행 중이다. IC-PBL 센터에서는 다수의 학과가 참여
하는 융복합 IC-PBL 교과목 과정(P-School SIG)을 제공하고, 이러한 융
합 과목 설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P-School SIG에서는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계열 및 전공으로 구성된 2～5명의 교수자들이 공동체
를 이루어 융합형 IC-PBL 수업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는데, 최
소 3회 이상의 정기 오프라인 연구를 실시해야 하며 다학제 간 통합형 문
제해결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에 집중한다. 그 결과 2019년 1학기에는
ICT융합로봇공학 과목의 경우 공과대학 전자공학부 이병주 교수와 경상
대학 경영학부의 전상길 교수가 팀티칭을 통해 AI 로봇 TEMI를 이용한
수업 진행으로 IC-PBL 컨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0
년 2학기에는 소프트웨어공학, 전자공학, 음향공학, 제품디자인, 경영학 5
개 분야 교수들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기존에 약 800만 원 정도로 고가인
보청기를 대체하는 신상품을 개발하는 수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처럼 한양대 에리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라는 급격한 외부환경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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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속에서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4차 혁명시대에 반드시 필요
한 융합역량을 키워내는 데 그 어느 대학보다 앞서서 시대의 요구에 부응
하고 시대 변화에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4절 교육서비스 혁신 과정에서 주요 주체들의 변화 :
이해관계자들의 다이내믹스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1. 교육서비스 혁신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및 활동
이처럼 한양대 에리카에서는 IC-PBL을 중심으로 교육서비스 혁신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 과정에서 학내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역
할과 활동 역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교육서비스 혁신 과정에 있어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대학본부(조직), 교원, 대학보직자(총장, 이사장, 주
요 보직교수들), 학생, IC-PBL 센터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의 앞 글자를
따서 ERICA(Establishment, Resource, Institutor, Chief Executive Officer,
Agent)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Establishment(시설) : IC-PBL 센터
2) Resource(자원) : 대학본부
3) Institutor(교수자) : 교원
4) Chief Executive Officer(최고경영자) : 총장, 보직자, 이사장 등
5) Agent(주체) : 학생
각 주체별 역할 및 활동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
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한양대 에리카의 경우 본교인 서울캠퍼스와 비교되
면서 인식에 있어 평가절하가 심해 구성원들의 자존감이 낮은 상황이었
다. 이를 타계하기 위하여 당시 부총장이었던 김우승 현 총장을 중심으로
대학교육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던 주요 보직 교수들과 소수의 평
교수들이 변화의 선도자가 되어 교육혁신의 필요성을 조직 전체에 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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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직접 혁신활동을 선보였다. 이때 주요 어젠다는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학 교육의 역할로, 김우승 현 총장의 경우 대규모 창작 공간 지원 시설
을 통한 창의력 함양과 학연산 협력을 기반으로 한 기업 연계 커리큘럼의
확대를 들고 있다. 이러한 대대적인 혁신 활동들은 김우승 교수가 한양대
총장이 된 이후 서울캠퍼스에도 이식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혁
신 활동들이 중단 없이 과감히, 그리고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김종량
이사장(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김종량 현
이사장은 한양학원 설립자인 김연준 선생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건학이
념에 기반한 ‘교육보국(敎育保國)’과 ‘기술보국(技術保國)’의 정신을 계승
하여 한양대학교가 대한민국 고등교육에 있어 어떻게 사회와 국가에 기
여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모색하며 이를 위한 제반 활동들을 적극 지원
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대학에서의 최고경영자라고 할 수 있는 총
장의 혁신 활동에 있어 주요 보직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역할이 중요한
데, 이한승 교무처장을 비롯한 보직 교수들은 한양대 에리카의 교육서비
스 혁신에 있어 초기부터 참여하여 중단 없이 교육 개혁을 지속할 수 있
게 하는 행동가이자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대학교육 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나 무관심, 저항 등에 대해서도 초기 총
장을 비롯한 보직 교수들, 소수 평교수들을 위주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IC-PBL 센터의 박기수 교수
(센터장)와 박현미 교수(부센터장)가 전 캠퍼스 내 단과대별로 하루에
3～4회씩 교수간담회, 설명회, 면담 등을 집중진행하여 변화에 대한 수용
과 지지를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총장, 이사장, 보직교수들의 강한 개혁 추진은 대학본부에서 기
획․운영하는 제도와 지원들의 양상 역시 대대적으로 변화시켜 왔다. 먼
저 평가 및 보상과 관련하여 개인 보상의 경우 교육 분야에서 우수 교수
자 대상 포상금과 IC-PBL 개발 및 운영 지원금을 제도화하였고, 단과대
학 평가에 있어서도 교육 성과와 연동된 부서 평가 및 보상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연구의 경우 별도 인센티브 제도 운영). 특히 대학본부에서 기획
예산팀의 경우 IC-PBL 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한 제 비용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고(대학혁신사업) 전체금액(2020년 기준) 약 13%를 IC-P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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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운영 및 각종 운영비(IC-PBL 브로슈어, 행사정보, 매뉴얼 등의 홍
보비 및 학생경진대회, 콘테스트, 컨퍼런스 등의 행사비 포함) 지원, 전담
인력 인건비, 각 단과대학의 IC-PBL 교과목 개발비 등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대학 최상위 운영자층과 본부조직에서 가장 공을 들여 지원하는 기관
은 바로 IC-PBL 센터라 할 수 있다. 2016년 PRIME사업을 기점으로 교
내의 PBL 정착을 위해 구성되었으며, 교내 및 교외 IC-PBL 관련 각종
교육, 워크숍, 세미나, 컨설팅 등을 진행 및 주관하는 IC-PBL의 중추기관
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IC-PBL 설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
워로 기능한다. 센터 내 조직은 IC-PBL 분야, 교수분야, 학습분야로 세분
화되어 있으며, IC-PBL과 관련된 모든 교육, 워크숍/세미나/컨설팅을 제
공한다. 또한 학내에서는 IC-PBL의 성공적인 확산을 위해 각종 시범사
업 공모 및 실시, 최종 포트폴리오 제출, 컨테스트 등의 교과목 개발 및 운
영관리 프로세스를 주관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IC-PBL 성과 공유 및 이
를 통한 사업화(IC-PBL TIP : Together Impressive Program)를 통해 학교
평판과 위상 제고 및 재원 확보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IC-PBL 센터에서는 IC-PBL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한 운영 정책 및 지침
개발, 단과대학별 IC-PBL 모형 개발, 다수의 학과가 참여하는 융복합
IC-PBL 교과목 마련(P-School SIG) 등 기획과 설계에 있어서도 적극 관
여하여 IC-PBL의 지향점, 추진전략, 세부 실행방안 등을 수립 및 실시하
는 핵심 중추기관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최고경영층과 본부의 전폭적인 지원, IC-PBL 센터라는 학내
독보적인 위상을 가진 기관의 성공적 운영을 바탕으로 교육서비스의 가
장 직접적인 주체라 할 수 있는 교수자와 학생들의 교육 혁신서비스라는
실체로 구체화되어 현실화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교수자는 과목 개발
전 사전설명회와 기초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운영과목 보고서 작성 및 제
출 후 집중적인 컨설팅을, 수업 진행 중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또한 강의 종료 후에는 성찰보고서 작성을 통해 현재 방식에서 잘
된 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상세히 검토하여 다음 학기 강의 시 발전과 성
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한다. 다른 교육서비스 혁신의 한 축인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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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본부 학사지원과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졸업 및 취업과 ICPBL을 연계시키고 있다. 한양대 에리카에서는 2017년 신입생부터 총 4개
이상의 IC-PBL 교과목 이수를 의무화했으며, 보다 최근에는 학년별로 2
과목씩 4년 학부 졸업 전까지 8개 IC-PBL 과목을 수강해야 졸업이 가능
하도록 학제를 개편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수자들과 마찬가지로 IC-PBL
에 대한 수용도 제고 및 적응력 확대를 위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부터 ICPBL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제공하며, 졸업 전까지 학기 초에 관련 오리
엔테이션을 제공하고 학기 말에는 자기성찰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IC-PBL
에서 학습의 주체가 학생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이들의 주도성과 적극
성을 최대화시키도록 만든다. 이러한 측면들은 IC-PBL 센터가 컨트롤타
워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교수자와 학습자들의 IC-PBL 교육이 성공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니터링한다.
이러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및 관계 변화 등에 대해 앞서 언급
한 추진과정의 첫 글자를 딴 ICPBL과 이해관계자들의 첫 글자를 딴
ERICA의 2x2 매트릭스로 살펴보면 <표 7-1>과 같다. 또한 이를 통해
이루어진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 역할 연계도 및 역학 관계는 [그림 7-32]
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7-1> 주요 이해관계자별 역할 및 기능 변화
Chief Executive
Resource(자원) : Institutor(교수자) : Officer(최고경영자) : Agent(주체) :
대학본부
교원
총장, 보직자 및
학생
이사장
Institution(기관) : 총괄 기획 및 통합
전과
운영을 위 IC-PBL과 관련된 교 IC-PBL 센터 설립 입학-졸업
1 중추기관을 설립하 운영, 컨트롤타워 IC-PBL
정에서 상호작
한
제반
자원
제공
수법
습득
다
역할
용
Contents(내용) : 탁 강의내용 모니터링, 과정 개발 관련 인 사회문제 해결에 탁월한 교수법 개발 강의 피드백 및
2 월한 교수법을 담 피드백 및 컨설팅 센티브 제공
특화된 강의 개설 에 대한 적극 지지 성찰 제공
아내다
제공
및 지원
Proliferation(확산): 조직 구성원 설득 평가 및 보상체계 IC-PBL 관련 과목 내부 구성원 변화 수 졸업, 취․창업
3 조직 전체에 공감 작업
개편 및 운영
용도 제고를 위한 지 에 필수로 인식
개설 확대
대가 형성되다
성공사례 제공
학칙 개편
속적인 설득
핵심 이해관계자
단계

Brand(브랜드) : 그
4 이름만으로 고유의
브랜드가 되다
Leader(리더) : 대
5 한미국 고등교육의
미래를 리드하다

Establishment
(시설) :
IC-PBL센터

학내 지속적인 브 대내외 홍보 및 국 대내외 기관들과 사
랜딩 작업
책사업 유치 시 적 회문제 해결 도모
외부 홍보
극 활용
공유교육 제공
최첨단 기기 제공
및 사회에 솔
융합과정 개설 지 및 융합교육 확대 기업
루션
제공
원
지원

대내외 홍보
취․창업 시 관
IC-PBL 내․외부 확 련 학점 취득
산 노력
인정
졸업생들
새로운 대학 역할 모 타대
과
차별화된
문
색 및 변화 추진
제해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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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2]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 역할 연계도 및 역학 관계

제5절 소 결

지금까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가 추진해 온 교육서비스 혁신에 대해
IC-PBL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측면들이 기존 일
터혁신 관련 논의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으며, 사례 자체의 시사점은 무
엇인지를 연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터혁신이 가
능하기 위해서는 일터 내 구성원들이 개선을 위한 제안발언과 행위들을
주도적으로 해야 하고, 이렇게 제안된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암묵지(tacit
knowledge)를 체계화하고 일반화하여 이를 조직 내부로 작업과정지식
(work process knowledge)화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지식들이 궁극적
으로 제품과 서비스 생산 능력 향상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즉, 일터혁신
은 이러한 작업과정지식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작
업조직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조직화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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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들이어야 한다.
이러한 일터혁신 관련 내용들에 기반하여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교육서
비스 혁신사례를 살펴보면, 한양대 에리카의 경우 일터라는 강의실 내 교
수자와 학생 간 서비스의 교환을 통해 교육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 시작은 보직교수자들의 강력한 변화 노력에 의해 촉발되었다
는 점이 제조업 기반의 기존 일터혁신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즉, 일반
기업들의 경우 일터혁신의 도입에 대해 경영진이 적극 동의했다고 하더
라도 적극적 변화의 추동은 일터 내 해당 직무의 수행자들이다. 반면, 한
양대 에리카의 경우 혁신의 필요성에 있어 적극 공감하고 이에 대한 혁신
활동들을 강력하게 추진한 혁신 초기의 주체는 총장 및 총장과 뜻을 같이
한 소수의 교수들이었다는 것이다.
작업과정지식화하는 과정에 있어 또 다른 차이점도 있다. 일반적인 일
터혁신은 창발된 암묵지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형식지로 탈바꿈시키
는 데 비해 한양대 에리카의 경우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면모를 보여준다.
IC-PBL이라는 개별 과목마다 개설 전까지 기존 IC- PBL 센터가 가진
노하우를 접목하여 교수자들이 개선하고 제안한 암묵지들을 밀착하여 고
도화시키는 한편, 강의가 진행되는 학기 내내, 그리고 강의가 종료된 이
후에도 교수자의 강의 서비스와 IC-PBL의 작업과정지식은 끊임없이 상
호작용하고 업데이트된다. 이러한 작업과정지식화는 비단 교수자의 강의
뿐 아니라 콘테스트, 컨퍼런스 등 학내․외 교육서비스 제공자들의 작업
지식들을 융합함으로써 보다 확장된 범위에서의 형식지 전환까지도 가능
케 한다. 이러한 모든 활동들의 핵심주체는 IC-PBL 센터로, PBL과 관련
된 조직 내․외부의 모든 지식의 흐름을 총괄 기획하고 통합 운영하는 전
문기관인 IC-PBL센터라는 조직의 존재는 일반 일터혁신의 경우와는 다
른 특이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서비스기업의 경우 고객의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제
고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객은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향유하는
객체로 존재한다. 반면, 교육서비스의 경우 학습자인 학생은 해당 서비스
의 고객인 동시에 몰입과 상호작용을 통한 생산자로서의 역할 역시 담당
한다는 점에서 기존 서비스업 고객과는 차별화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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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일터혁신의 제안발언과 행동이 직무수행자에 의한 것이라는 시각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재접근이 필요하다. 즉, 교육서비스를 생산하는 당사자
인 교수자가 제공하는 최종적인 서비스의 질은 생산소비자인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
의는 궁극적으로 ‘현 시대에서 대학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일터혁신의 최종 목적이 작업조직을 새로운 방
식으로 재조직화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면, 대학의 1차 고객인
학생들의 문제해결역량을 함양하여 본인 삶의 주인으로 성장시킴으로써
주도적이고 비판적인 인재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대학의 본분이자 경쟁력일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존 일터혁신의 근간에 자리한 취지와 유사하지만 이를 구
체화하는 데 어느 정도 차별화된 방식을 시도한 한양대 에리카의 사례는
기존 제조업에서의 일터혁신이나 순수 민간 영역 내 서비스산업에서의
일터혁신과는 차별화된 측면들이 무엇인지를 가늠하게 하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살펴본 혁신 과정을 통해 교육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강의실이라는 한정된 물리적 공간을 넘어 1차적으로는 에리
카캠퍼스 전체와 한양대 서울캠퍼스, 그리고 더 나아가 공유교육을 통해
다른 대학조직 및 기관(정부 조직 등)에 이르기까지, 한 조직의 일터혁신
이 어떻게 대학교육서비스 내 운영기관들의 혁신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를 에리카캠퍼스 사례가 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혁신 활동들은
외부 환경이 급속히 변화되는 오늘날에도 가장 근본적인 가치에 가장 최
신의 기술을 입히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것이 한양대 에리카캠퍼
스가 본교에 부속된 캠퍼스라는 기존의 편견과 한계를 넘어 새로운 대학
교육의 미래를 창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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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결과 종합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중 주요한 몇 가지 산업을 중심으로
노동생산성과 근로생활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에서 어떠한
이슈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일터혁신을 통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서비스산업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터
혁신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발달하기
위한 활로를 찾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서비스산업의 일터혁신 선행연구 검토를 시
작으로 하여 첫째, 서비스산업의 일터혁신이란 무엇인가, 둘째, 서비스산
업을 구성하는 세부 업종에 따라 일터혁신이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가, 셋
째, 업종별 일터혁신 이슈는 무엇인가, 넷째, 업종별 일터혁신의 특징은
무엇인가, 다섯째, 업종별 일터혁신과 다른 혁신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등의 연구 질문을 설정하여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서비스산업의 세
부 업종은 Parker(2012)가 제시한 서비스산업 운영론에 따라 총 4개로 구
분하여 각 부문의 대표적인 산업을 살펴보았다.
본격적인 산업별 사례조사에 앞서 서비스산업의 전반적인 일터혁신 현
황을 근로자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근로자들은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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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무가 보통 수준 이상의 고숙련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무로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수행 시 확보되는 재량권의 경우, 근로자들은
매우 높지 않으나 보통 수준 이상의 재량권이 보장된다고 인식하고 있었
다. 또한 자신의 직무를 스스로 의미있는 것으로 만드는 활동 또한 보통
수준 이상으로 일어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직무와 직무수행
환경에 대한 인식은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노조 가입 여부 그리고 일을 하
는 장소(현장직/관리직) 등과 같은 요소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나 현재 일을 하는 데 도입된 스마트기술이 크게 도움을 준
다고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의 경우 유연근
무제와 같은 근로시간제도 활용률도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사업체가 수행하는 일터혁신 활동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이 넘고 조금 높은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요
소별로 구분하여 보면 흥미로운데, 근로자들은 혁신활동에 대하여 근로
자 참여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혁신활동을
위한 보상과 역량 강화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
러나 이러한 일터혁신 활동은 근로자의 과업성과나 일 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터혁신이 서비스산업에서 근로자
생산성과 긍정적인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산업을 구분하여 해당 산업 내 기업들에서 어떻게 일터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호텔산업의 일터혁신 사례조사 대상은 5성급 호텔 2개, 3성급 비즈니스
호텔 1개, 그리고 리조트 1개로 총 4개였다. 앞서 두 호텔은 한국 호텔업
의 전통적인 호텔들이며, 3성급 호텔은 최근 많이 생기며 한국 호텔산업
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를 예고하는 호텔이다. 마지막으로 리조트는 호텔
산업에 속하지만 약간 다른 특성을 가진 것으로 이를 통해 다양한 호텔업
의 지형을 고려하였다. 호텔산업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최근 강조되고 있
는 기술혁신적 요소의 도입이 극히 제한적인 산업이며, 혁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다. 동시에 극심한 인력 이탈로 인
력양성 및 기업 생산성과 직결되는 서비스 노하우 축적에 고민이 많은 산
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하는 호텔들의 모습을 보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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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일터혁신이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꽤 큰 효과
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근로자의 참여를 통하여 직접적인
서비스 과정 개선을 하고 있었으며, 이를 교육훈련과 연결시키서 표준화
하고 보급하는 혁신 활동을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일터혁신으로 고객만족도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
이 발견됨에도 이러한 노력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향상으로는 이어지
지 않는다는 것이다.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임금수준 향상이나 근로시간
유연화 등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터혁신을 통한 근로조건
의 개선 성과를 더욱더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점에서 호텔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터혁신이 호텔의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근로조건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
례로 살펴본 몇 호텔들의 경우 호텔산업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사업성과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업체들이 직접 고용한 인력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력의 조직과 산업이탈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현재 수준에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고숙련화라는 점에서 근로자들의
교육훈련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호텔은 고숙련화라는 어젠다
를 지향하는 한편으로 여전히 많은 직종의 숙련요건을 동시에 높이고 있
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숙련화나 전문화를 통한 인력 활용 효
율화를 지향하는 한편으로 인력을 여전히 비용 측면에서 보며 그 활용 효
율화를 지향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어서 물류업의 일터혁신 사례조사에서는 대상이 택배물류, 자동차물
류, 음식배달업 등 3개였다. 앞의 두 대상은 서로 다른 종합물류회사의 사
업부문들이다. 물류업은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비대면 경제
의 확대와 함께 대표적인 성장산업으로서 일자리의 보고 역할을 하고 있
다. 그런데 물류업은 화물적재량의 최적화, 적정 운송경로 확보 등에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이 기업 경쟁력 확보에
사활적으로 중요해진바, 출혈경쟁이 거론될 정도의 치열한 시장경쟁 속
에 있다.
물류업 서비스 근로자들의 작업방식은 감독자에 의한 감시 감독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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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외근 중심이 대다수이다. 작업방식의 이런 특성과 물류업의 저가격
경쟁 등이 결합되어서 물류서비스 전달 근로자들은 다수가 하청계열화되
어 있거나 독립도급 고용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결과 물류서비스 전달
근로자들은「근로기준법」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장시간 근
로를 하고 있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수입이 중소
제조업이나 다른 단순 서비스업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이어서 다수의
저학력 근로자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물류서비스에서 간접고용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물류업의 작업조
직혁신은 원청기업 주도의 하향식으로, 그리고 기술혁신 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물류업에서 도입되고 있는 기술혁신들은 주로 정보통신기
술이나 정보지능기술, 센싱기술 등이 많고, 부분적으로 자동화기술도 도
입되고 있다. 스마트기술로도 불리는 이들 기술은 물류 정보의 실시간 수
집과 관리, 그 정보들을 이용한 물류 흐름의 체계화, 창고관리 과업과 운
송과업 등 작업방식의 혁신 등을 도모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들 스마
트기술은 아직까지는 물류서비스 작업자들을 대체하기보다 보완하는 성
격이 강한 편이다. 그리고 간접 고용이 초래하고 있는 통제와 조정의 어
려움, 물류 흐름 체계화의 어려움 같은 단점들을 이들 기술을 통해서 보
완하고 있는바, 이들 기술은 간접고용 방식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고 있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그것의 사용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개선, 그리고 그 기술을 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관련 작업자들의 혁신활
동 참여가 중요하게 된다. 그런 상황적 요건에도 불구하고 물류업에 일반
화된 간접고용 방식은 일선 서비스 근로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일터
혁신을 조직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사례조사 기업
중에서 물류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근로자들의 참여를 통해서 일터혁신
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렇긴 하지만, 신기술들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작업자들과의 소통이 무엇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불편사항이나 고충을 청취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서비스 근로자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한 후 그것들을 본사
의 엔지니어나 연구개발자들이 주도하는 기술혁신에 의해 해결한다는 점
도 물류업의 혁신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성이다.

제8장 결 론 311

다음으로 코로나19와 함께 현실로 다가온 유연근무제 적용 이슈에 관
해 이러한 제도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일터혁신이 일어나는 몇 개의 기업
사례를 IT 기반 서비스산업에서 살펴보았다. IT 기반 서비스산업에서 유
연근무제 정착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중요한 이슈이었으며, 꽤 오랜 기간
동안 IT산업을 중심으로 해당 제도에 대해 다양한 실험이 시도되고 있다.
다른 산업에 비해 유연한 작업조직 구축의 경험과 요구가 높은 IT서비스
산업, 특히 시장에 대한 유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중소 벤처기업에 집중
해 유연근무가 매개하는 일과 조직의 변화를 다루고자 하였다. 유연작업
장의 여러 요소를 도입하고 실험해 온 ICT 기반 서비스 벤처기업들의 사
례를 통해 조직의 분위기, 중간관리자의 역할, IT 보조기제의 활용 등을
중심으로 유연근무의 운영현황과 변화, 애로사항, 그리고 조직성과 등을
살펴본 것이다.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 분위기를 지속하려는 경영진의 의지 표현,
그리고 중소기업이 현재 시장수요가 많은 분야의 더 나은 기술개발 전문
가를 영입/유지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유연근무가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데 대한 전반적인 동의가 있었다. 또 대부분의 조직은 상
당한 정도의 유연근무 방식 도입이 조직의 일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성찰
을 요구한다는 점 역시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 개인과 팀에게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조직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에 확산되어 있지 않은 자율적 조직문화, 유연한 근
무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따른 어려움도 적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
며, 또한 전면화된 유연근무가 가져온 변화에 기술적인 어려움보다는 전
반적인 팀워크와 조직 내 사회적 관계 유지라는 과제가 더 시급함을 알려
준다. 그리고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일하고 소통하
는 자연스런 흐름을 전제할 수 없다면, 일의 분배, 개인 혹은 팀 등 기본
업무단위의 막힘 없는 일 흐름, 그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소통과 의사결
정, 이를 지원하는 기술적 요소 도입은 물론, 개인 및 조직 성과에 대한
평가 방식, 나아가 보상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
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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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교육서비스 분야의 경우 한양대 에리카캠퍼스를 사례연구
로 선정하여 해당 조직이 추진해 온 교육서비스 혁신에 대해 IC-PBL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들인 대학본부
(조직), 교원, 대학보직자(총장, 이사장, 주요 보직교수들), 학생, IC-PBL
센터에 보다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기존 일터혁신 관련 논의들과 한양대 에리카의 교육서비스 혁신사례 간
차별화된 지점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양대 에리카의 경우 일터라는 강
의실 내 교수자와 학생 간 서비스의 교환을 통해 교육서비스 개선이 이루
어지지만 그 시작은 보직교수자들의 강력한 변화 노력에 의해 촉발되었
다는 점이다. 둘째, PBL과 관련된 조직 내․외부 모든 지식의 흐름을 총
괄 기획하고 통합 운영하는 전문기관인 IC-PBL 센터라는 조직의 존재이
다. 마지막으로 교육서비스의 경우 학습자인 학생은 해당 서비스의 고객
인 동시에 몰입과 상호작용을 통한 생산자로서의 역할 역시 담당한다는
점에서 기존 서비스업에서의 고객과 차별화된다. 이와 같이, 한양대 에리
카의 사례는 기존 일터혁신과 그 근간에 자리한 취지는 유사하지만 이를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차별화된 방식을 시도한바, 기존 제조업
에서의 일터혁신이나 순수 민간 영역 내 서비스산업에서의 일터혁신과는
차별화된 측면들이 무엇인지를 가늠하게 하는 의미 있는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제2절 분석 결과의 종합적 정리와 정책적 시사점

우리는 앞서 연구를 시작하면서 서비스산업의 일터혁신을 논의하기 위
하여 서비스산업의 일터혁신은 무엇인지, 서비스산업 내에서도 업종에
따른 일터혁신 이슈와 특징이 달리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산업
에서 이루어지는 일터혁신은 다른 혁신과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지와 같은 몇 가지 연구 질문을 던진 바 있다. 개별 산업을 구분하여 종합
적으로 살펴본 결과, 서비스산업의 일터혁신은 아직 충분하게 발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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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고 또 아직 정형화된 이론모형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서비스산업의 일터혁신은 무엇이고, 세부 업종에 따라 일
터혁신이 어떻게 달리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어떠한 이슈와 특징을 가
지고 있는지 등에 관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제조업의 일터혁신을 준거로
해서 서비스산업의 일터혁신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서비스업의 일터혁신
과 제조업의 일터혁신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 제조업
의 일터혁신을 서비스업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 서비스업의 일
터혁신을 추진할 때 제조업의 일터혁신에 어떤 변용이 필요할까 등의 질
문들을 던져보면서 서비스산업의 일터혁신을 정의하고 이슈와 특징을 논
의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논의를 통해 서비스업의 일터혁신에 관한
이론모형의 단초를 마련해보고,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의 일터혁신 지원사
업 개선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먼저, 제조업의 일터혁신과 비교해서 서비스업의 일터혁신이 갖는 특
수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고유한 특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비스업은 기본 개념에서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공간적 분
리가 어렵다는 점에 고유성이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서비스업은 제조업
보다 고객 접촉 면적과 강도가 넓고 높은 경향이 있는데, 본 보고서의 사
례들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조업보다는 고객 접촉의 넓이와 강
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객 서비스는 인간을 상대로 하는 과업이
기 때문에 정형화된 형태로 반복 전달하기 쉽지 않으며 그만큼 기계화나
자동화가 어렵다. 그와 동시에 고객서비스는 제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분업과 통합의 원리에 근거해서 직무들을 세분화하기가 어려운 특성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서비스업에서는 제조업과 확연하게 다른 작업
방식과 작업조직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일터혁신은 제조업
의 그것과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영세한 서비스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고객과 접촉하지 않는 사
업부문도 존재하고, 역으로 제조업에서도 고객과 접촉하는 부문이 존재
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본 사례조사 대상 중에서 고객접촉 분야의 비중이 높은 업종
들은 교육서비스업이고, 고객 접촉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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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류업과 IT 기반 서비스 등이며, 고객 접촉 분야의 비중이 중간 정도
인 업종은 호텔업이다. 이처럼 서비스업 내에서 고객과 직접 대면하지 않
는 후선 분야들이 존재하는데, 그 분야들은 제조업의 특성을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제조업과 작업 방식 및 조직이 유사할 가능성이 있고, 그만
큼 제조업의 일터혁신과 유사한 내용과 방식 등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서비스업의 모범적인 일터혁신으로 많은 주목을 받는 곳들은 주
로 그런 후선 분야들에서 나오고 있다. 어쨌든 고객접촉이 강한 분야와
약한 분야에서 일터혁신의 내용과 방식은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다.
서비스업의 또 다른 특성으로는 기계의 사용이 제한적이고 인간의 노
동이 많이 사용된다는 점이 있다. 고객접촉이 많은 분야뿐 아니라 많지
않은 후선 분야에서도 기계에 의해 인간 노동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고학력 전문 과업은 기계로 대체하기가 어렵고, 저학력 저숙련 과업의 경
우에도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는 정도가 약하다. 기계들이 도입되는 경우
에도 인간의 노동을 압도하는 방식이 아니고 도구적 측면을 띠고 있어서
여전히 인간의 노동이 넓고 두텁게 사용되고 있다. 본 사례조사에서 호텔
업이나 물류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경우 자본집약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
만, 자본이 건물과 부지 등 부동산에 많이 투자되어 있고 작업과정에 사
용되는 기계장비에 많이 투자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의 노동은 고학력 전문직의 지식노동과 저학력 단순직
의 손노동으로 대별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사례조사 대상들 중에서는 IT
기반 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의 일선 서비스전달자들이 고학력 전문직
들이고, 호텔업과 물류업의 일선 서비스전달자들은 저학력 단순직들이다.
노동의 성격에 따른 서비스업 유형별로 근로조건 외에도 조직의 일하는
방식이 서로 다를 가능성이 높다. 노동 분업과 통합 방식, 직무합리화와
재량권 등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향후 기계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도 다
르다. 이런 점에서 양 유형 사이에 일터혁신의 내용과 방식은 서로 다를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해서 우리는 서비스업의 일터혁신을 2가지 차원(고
객접촉 강도, 노동의 성격)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8-1 참조). 이는 서비스산업이라 할지라도 업종에 따라 일터혁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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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본 연구 대상 업종의 구분

자료 : 저자 작성.

달리 나타날 가능성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가지 기
준은 고객접촉 강도와 일선 서비스 전달 근로자들의 노동이 가지는 성격
등이다. 이 기준들을 이용해서 사례조사 대상 업종들의 유형을 구분해보
면, 고접촉 - 지식노동 유형에 교육서비스업, 중접촉 - 단순노동 유형에
호텔업, 저접촉 - 지식노동 유형에 IT 기반 서비스업, 저접촉 - 단순노동
유형에 물류업 등을 구분해 넣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업종을 특정 유형
으로 구분할 수는 있지만, 정도의 차이이지 1 또는 0의 문제는 아니다. 각
각의 서비스업 내에서도 고객접촉 강도와 노동의 성격 등이 서로 다른 부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어떤 유형에 속하든 혁신은 시장의 니즈에서 출
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조업에서도 고품질과 다양성 중심의 제품시장
으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합성이 낮은 대량생산 방식을 혁신하
는 데서 일터혁신이 출발하고 있는 것처럼, 본 연구의 사례조사 대상 업
종들에서도 시장의 니즈에서 혁신이 출발하고 있다. 그렇지만 4가지 유형
에 따라서 시장의 니즈에 대한 대응방안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T 기반 서비스업 중 하나인 ITO업종에서는 고객의 빈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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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요청에 대응해서 근로자들의 팀 학습과 작업, 재량권 강화, 낭비 제
거 등 팀 기반 린 개발방식의 도입이 확인되고 있다. (대학)교육서비스업
은 학생들의 취업시장 니즈에 대응이 늦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사된 대학
교는 제한된 형태나마 시장의 니즈에 맞게 수업방식을 혁신하고 있다. 호
텔업에서 혁신은 고객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서비스를 주된 대
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것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중시하고 있다. 반면에
물류업에서는 작업조직이나 숙련의 제고보다는 기술혁신을 통해서 시장
의 니즈에 대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업종별 일터혁신이 어떠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혁
신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터혁신
에서 근로자들의 태도 개선을 위한 인적자원관리와 기업의 경영성과가
만나는 교차점은 작업조직의 혁신이다. 따라서 혁신이 근로자들의 일하
는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숙련
과 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작업조직의 도입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런데
사례대상들 중 작업조직의 혁신에 관여하고 있는 업종은 호텔업과 IT 기
반 서비스업 정도이다. 호텔업에서는 고객의 목소리에 대응하는 방식으
로 작업조직에 점진적 개선을 도입하고 있으며 고객에 대한 표준화된 서
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의식들을 드러내고 있다. IT 기반 서비스업에서는 고객의 니즈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팀 작업화 혁신이 발견되고 있으며, 상황적 조건과 지식근로
자들을 유인하고 유지하기를 위한 비대면 작업조직의 도입도 발견되고
있다. 이런 특성과 함께 근로자들의 숙련 개발을 중시하고 있는 점도 호
텔업과 IT 기반 서비스업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반면에 물류업
과 교육서비스업에서는 작업조직의 혁신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물류업
에서는 2000년대 중반까지 작업조직과 직무구조의 혁신에 관심을 가졌지
만 지금은 그에 대한 관심이 거의 존재하고 않고 있으며, 교육서비스업에
서는 작업조직의 혁신이 거론될 정도로 전면적이지는 않은 상황이다. 교
육서비스업에서는 서비스 전달자인 교수들이 재량권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업조직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물류업에서는 근로자 숙련/태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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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조직 지향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혁신 성과가 나오더
라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우려
가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사례 조사된 4개의 서비스업에서 모두 크고 작은 형태로 기술
혁신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일터혁신은 이러한 기술혁신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가장 주된 기술혁신
분야는 정보화기술 부문이고, 부분적으로 지능기술이나 자동화기술 등도
도입되고 있다. 지능기술이나 자동화기술은 서비스 작업자들을 부분적으
로 대체하고 있지만, 정보화기술은 작업자들의 노동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측면이 강한 편이다. IT 서비스 기반 서비스업의 고학력 전문직
들의 경우에는 정보화기술이 도구 수준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호텔업에
서는 근로자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기술이 도입되고는 있지만, 그
활용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물류업에서는 정보화기술을 이용해서 작업
조직의 짜임새를 높이고 운송기사들의 운송경로 최적화나 적재율 제고
등 작업효율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작업자들을 대체하는 정도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다만, 물류업의 경우처럼 정보화기술의 발전은 작업
자들의 태도와 숙련을 통해서 작업조직의 시스템화를 촉진할 필요성을
줄임으로써 일터혁신 필요성을 낮추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기술혁신이나 비즈니스혁신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 혁신들이 현
실에 맞게 안착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현장지식과 경험을 광범위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 참여 기반의 일터혁신이 요구되고 있
다. 새로운 기술은 결국 작업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의 신기술
사용 경험이 신기술을 주어진 환경에 안착시키고 그것의 효과성을 높이
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혁신과 일터혁
신이 상호 촉진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이유는 간접고용 형태와 관련이 깊
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하청계열화되어 있는 간접고용 형태가 서
비스업의 일터혁신에 최대 장애물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서비스업의 일터혁신은 단일한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별로 서로 다른 일
터혁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고학력 전문직과업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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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한 일터혁신과 저학력 단순과업 중심의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한 일터혁신이 서로 다를 가능성이 높다. 전자의 경우에는 근로
자들의 재량권과 숙련, 팀 작업 등을 강화하는 방향의 일터혁신일 가능성
이 높고, 후자의 경우에는 작업조직의 시스템화를 강화하고 낭비를 제거
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향의 일터혁신이
더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의 유형 구분 기준으로서 고객접촉 강
도가 있는데, 고객접촉 강도가 낮은 부문에서는 제조업의 일터혁신을 확
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모형화할 수 있지만, 그 강도가 낮은 곳에서는 고
객서비스의 표준화와 공식화를 강화하거나 고객의 니즈에 긴급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일터혁신을 고려해볼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각 유형별 일터혁신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본격적인
분석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들이 요
구되고 있다.
둘째, 서비스업에서는 고객과의 접촉 면적과 강도가 높기 때문에 일터
혁신에서 고객의 관여도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을 위해서
고객의 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
을 넘어서서 약한 형태로나마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의 강구도 요
구되고 있다. 현대 기업조직에서 조직 내외의 경계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
에 조직 구성원뿐 아니라 조직 밖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데, 고객과의 접촉이 빈번한 서비스업에서 그 필요
성이 앞설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서비스업의 일터혁신에서는 제조업보다 근로자들의 숙련 개발과
태도 개선 등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 제조업의 일터혁신에서는 근로자
들의 참여로 혁신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내용이 주로 기계장비에 국한하
는데 서비스업에서는 서비스 품질과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간의
태도와 숙련의 개선이 주된 혁신 내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서 서비스업에서는 교육훈련이나 인사제도 개편 등의 일터혁신이 제조업
보다 중요성이 더 클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서비스업의 일터혁신에서도 작업조직의 혁신은 가장 중요한 구
성요소 중 하나이다. 제조업과 달리 기계장비의 비중이 크지 않은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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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작업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서비스업의 일터혁신에
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보고서의 사례조사에서 서비스업
의 작업조직은 아직 분업과 협업의 원리에 따라 합리화되어 있는 수준이
약하고, 직무 표준화와 공식화 수준도 약한 편이다. 이런 상태에서 작업
조직의 효율화는 작업조직의 체계화를 통해서 보다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행동과학적 시각에서 근로자들의 동기부여
와 재량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으며, 이 두 가지 접근법을 결
합하는 방안도 있다. 작업조직의 효율화 방안은 서비스업의 유형에 따라
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떤 방향이 낫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점은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사례조사의 대상 기업들에서 전반적으로 작업조직의 효율화에 대한
관심이 낮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일터혁신에서도 작업조직의 혁신이 중요
한 구성요소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다섯째, 기술혁신과 일터혁신의 통합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본 보고
서의 사례들에서는 신기술의 도입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정도가 크
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도소매업이나 금융업 등 신기술 도입이 근로자
들을 상당 부분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도 존재하고 있어서 기술혁
신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혁신의 흐름
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신기술의 도입을 전제로 하고 그것이 근로자
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
런 맥락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일터혁신이기 때문에 기술혁신과 일
터혁신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게 부각되
고 있다. 그동안 기술혁신에 대해서 일터혁신은 다소 수세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히려 신기술의 장점을 활용해서 새로운 일
터혁신 기법들을 개발해보는 것도 적극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시각
에서 볼 때, 본 사례조사 중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e-JIT를 도입하고
있는 자동차물류회사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서비스업 중 저숙련 단순직무 중심의 업종에서는 노동생산성
제고와 그 성과 개선의 공유를 통한 근로자 임금소득 개선 방안을 찾으려
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서비스업들에서는 기계화의 수준이나 작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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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합리화도 모두 낮은 수준이어서 낮은 노동생산성과 저임금의 악순
환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근로자 참여 기반의 일터혁신으로
노동생산성 제고와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이 요
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그런 유형의 서비스업에서는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는 전략적 방향을 취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일터혁신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조건 속에 있다. 이런 점에서 저숙련 서비스업에서는 노동조합
이 존재하는 기업들부터 일터혁신을 추진해보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저숙련 서비스업에 속하는 유노조기업에서는 낮은 노동생산성이
임금소득 개선에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일터
혁신 동인이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서비스업의 일터혁신에서 최대 장애 중 하나는 간접고용 형태
이다. 특히 저숙련 서비스업에서는 간접고용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그것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간접고용 형태 속에서 일터혁신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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