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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터혁신을 더욱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연간 수백개 기업에
대한 컨설팅 사업만으로 불충분하고, 기업들이 상호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모델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
가 기획되었다. 특히 해외 이론과 사례에 대한 소개의 역사가 30여
년에 가까워 오면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와 인사노무관리 풍토에 맞
는 일터혁신 모델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왔다. 다만, 당장 모델을 제
시하기에는 연구와 토론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탐색적이고
귀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일본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린 생산방식론과 미국 중
심의 고성과작업시스템(HPWS) 이론, 그리고 유럽을 기반으로 한 사
회기술체계론과 혁신적 노동정책론 등이 일터혁신 이론의 원형을 이
룬다고 할 수 있으며, 오래전부터 한국에 소개되어 왔다. 이들을 넘
어서서 복수의 모델이 가능하다고 본 선행연구들이 있었으며, 이에
따르면 일터혁신의 작업조직 모델은 자율적 작업팀과 린 모델의 두
가지가 있으며,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동기유발의 인적자원관리와 고
숙련 인적자원개발, 협력적 노사관계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절충적 접근과 더불어 제조업에서 발달한 일터혁신 모델을
서비스업으로 확장하거나, 기술혁신과 일터혁신의 관계를 탐색한 연
구 등도 제출된 바 있다. 특히 미국의 HPWS나 일본의 린 생산방식
이 기업과 시장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반면, 유럽에서는 노사정 간의
사회협약을 중심으로 일터혁신이 발전해왔는데, 우리나라는 발전국
가의 유제가 강하게 남아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일터혁신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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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왔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환경과 맥락을 고려하면, 그리고 기존 연구들
과 이론들을 감안했을 때 일터혁신에서 참여적 작업조직의 중심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이를 중심으로 HRM, HRD, 노사관계와
의 관계를 풍부하게 논의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안되었다. 특
히 린 생산방식을 둘러싼 유럽 내 논의들을 참조하면서 노사관계의
각 층위에 걸쳐 일터혁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
인하였다.
특히 후지모토의 이론에 따라 도요타 생산방식의 근저에 있는 모
노츠쿠리(루틴) 능력과 개선능력, 이 두 가지 능력을 키워나가는 진
화능력 세 가지의 중요성을 토대로 린 생산방식 이론이 HPWS 이론
이나 독일의 혁신적 노동정책 이론과 접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결
국 일터혁신의 정태적 모델에 집착하기보다는 일터혁신의 개념을 진
화적, 구성적, 동태적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민간부문과 공공
부문의 영역별로 어떠한 관행들을 만들어나가는지를 조사, 분석하여
귀납적으로 일터혁신의 특성들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이 제안되었다.

2. 제조업 대기업의 일터혁신 사례
제조업 대기업의 일터혁신 사례로 YK사와 L사 사례를 다루었다.
이 두 기업은 각각 자율적 작업팀 방식과 린 생산방식의 대표적 사
례로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최근의 경제, 경영, 기술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발전 혹은 변형되어 나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
장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우선, 4조 2교대와 연간 300여 시간의 생산직 교육훈련으로 대표
되는 YK사는, 인간의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공동 최적화를 추구하
는 일터혁신의 한국 대표 기업이었다. 그런데 YK사 일터혁신의 메
카였던 대전공장이 1994년에 설립된 지 어언 27년 차에 접어들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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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YK사의 일터혁신 모델이 기업 내․외부의 각종 도전에 대응하
면서 어떻게 변모하면서 진화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 자체로서
도 흥미있고 다른 기업의 일터혁신에 주는 함의도 클 것이다. 본 연
구는 군포공장이 2010년 충주로 이전해서 설립된 충주공장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충주공장은 여성용품과 성인용품 전용 생산공장이다.
YK사는 2015년을 정점으로 외부적으로는 시장 축소로 인한 매출
감소와 내부적으로는 고령화와 연공적 질서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
가라는 도전에 직면했다. 지분의 70%를 갖고 있는 킴벌리클라크는
인건비가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 중국과 베트남에 현지공장을 세
웠고 YK사의 수출은 대폭 감소했고, 국내의 저출산 심화는 여성 및
유아용품 시장의 위축을 낳았다. 연공적 질서가 강화된 임․직급체
계는 고령화로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켰고 킴벌리클라크는 엄격하게
인건비를 통제해왔다.
이러한 내외부의 환경변화에 따라 YK사의 작업시스템도 변천을
겪어왔다. 고숙련공들의 높은 자율과 참여를 특징으로 하는 참여적
작업조직 자체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반면, 작업조직을 지원하는
인사관리 영역에서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승격에 있어서 연공
적 질서의 강화는 인건비 부담의 가중과 참여적 작업조직을 지원하
는 인사관리의 역할을 약화시켰고, 연간 1인당 300시간에 달하는 강
도 높은 교육훈련은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월 8시간을 넘지 않을 것
으로 예측되고, 킴벌리클라크의 인건비 통제로 지난 10여 년간 생산
직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못했다.
고숙련공의 높은 자율성 및 참여와 회사에 대한 높은 헌신과 열정
을 핵심으로 하는 YK사의 인간 중심 작업시스템이, 그 핵심을 지켜
나가면서 내외부 격변하는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는 YK 노사
가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나라 제조업 전반의 일터혁신에
던지는 화두로 보인다.
이에 비하면 L사의 일터혁신 메카로 알려진 창원공장의 사정은 조
금 더 나은 편이었다. 그것은 성숙기술을 활용하는 가전산업에서도

ⅳ

한국형 일터혁신 모델 탐색

각종 혁신을 통하여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서, 오히려 최근 들어 매출액이 더 커지고, 영업이익도 세계 1
위 월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L사의 경영실적이 양호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일터혁신이 지
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인 창원 2공장의 경우 세탁기와 에
어컨 등을 생산하는데, 조립산업과 흐름생산에 어울리는 도요타생산
방식의 원리를 철저히 적용하고, 특히 제안과 개선활동 중심으로 일
터혁신을 지속함으로써, 작은 개선의 집적을 통하여 생산성과 품질
수준을 높게 유지할 수 있었다. 더욱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
인 3-4년 전부터 이미 안전을 매우 강조하고 현장관리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작업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제안, 개선활동이 활성
화되어 있었다.
다만, 2000년대 초반과 2016년 조사와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점은
자동화 설비가 대거 도입된 것이다. 중량물 작업을 대체하는 로봇을
비롯하여 작업자가 많이 투입되었던 검사 공정 등에 비전카메라와
무인검사 시스템이 대거 도입되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작업편의성과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차원이 더 강한 것이었으며, 또한 10초 이
내의 택트 타임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인 것으로 풀이되었다.
L사의 이러한 참여적 작업조직을 지탱하는 힘은 사실 계장, 조반
장 등의 현장감독자층이었으며, 이 역시 도요타와 유사한 특성이다.
또한 이들 현장감독자들을 우대하는 인사관리가 발달해 있으며, 임
금체계 역시 성과와 업적을 보상하는 각종 인센티브 제도가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여 년 전에 직능급이 있었던 반면, 이 부분
은 점차 연공적인 성격으로 변질되어온 것과 함께 진행되었다.
결국 YK사와 L사 모두 참여적 작업조직 측면에서는 업종의 특성
을 반영하여 자율적 작업팀과 린 생산방식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었
으나, 치열한 국제경쟁과 고령화, 고근속화 등에 대응하여 HRM과
HRD 측면에서 일정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다만, 여전히 일터혁신의
모델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두 기업 모두 협력적 노사관계의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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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L사의 경우 창원 1공장에 8
천억 원을 들여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여기서 어
떠한 기술과 인간 노동의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
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YK사 역시 정보화와 지능화를 전개하고 있
으나, 아직은 전면 적용 단계는 아니어서, 당분간 일터혁신 모델은
유효한 경쟁력 향상 방안이자, 생산적 노사관계 프로그램으로 이해
되었다.

3. 제조업 중소기업의 일터혁신 사례
자원과 경험, 체계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일터혁신은 어떠해야 하
는가? 이에 대해 노세리 외(2018)는 중소기업에서 공식적인 구조나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사람의 창의성과 같은 잠재력이 혁신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투자비와 적정 설비의 부
족, 수요량의 부침, 하청기업의 경우 단가인하 등에 따라 안정적인
경영을 영위하기 어렵거나, 성장의 한계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 낮
은 임금은 좋은 인력을 유인하기 어렵게 하고, 취약한 맨파워는 혁신
을 위한 역량의 부족으로 이어진다.
노세리 외(2019)의 경우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관련한 이슈가
발생하였을 때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 대응한다는 점, 그리고 보상
을 좌우하는 평가는 최고경영자의 판단과 같은 정성적 기준으로 운
영되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지적한다. 중소기업에서는 경영시
스템이 불비한 가운데, 최고경영자 등 경영진의 판단과 태도가 대기
업에서보다 더욱 더 종업원들을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
하다. 거꾸로 말하면 최고경영자의 의지에 따라 일터혁신이 의외로
쉽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시적인 혁신 기법의 도입
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혁신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의 참여와 열정이 필요하다.
또한 최고경영진의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적인 혁신 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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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수가 필요한데, 그러한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일터혁신 컨설팅,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외부의 도움은 내부의 태도와 역량에 따라 그 성과가
달리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장에서는 외부의 도움을 내부의 혁신 역량 강화로 연결시
키고 있는 두 개 중소 제조기업 사례를 다루었다. 기존 연구에 따르
면 스마트공장 수준에 따라 일터혁신의 도입 수준이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 바 있다. 즉, 스마트공장과 같은 기술혁신과 일터혁신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도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두 개 기업 사례를 다루었다.
A사의 사례는 대표이사의 의지로 탑다운 방식의 일터혁신 및 기
술혁신(스마트공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대표이사의
혁신에 대한 의지를 회사 내 몇몇 핵심인력들이 뒷받침하여 혁신 모
멘텀을 유지하고 있었다. A사는 스마트공장으로의 전환으로 키오스
크라는 다소 낯선 기계들이 도입되어 새로운 공장의 레이아웃이 나
타났다. A사의 근로자들은 새로운 공장의 레이아웃으로 3정 5S 등
일터혁신 기법이 필요했고, 키오스크라는 다소 낯선 기계들을 조작
해야 했기 때문에 작업하는 데 있어 다소 귀찮을 수 있었지만 대표
이사는 종업원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보상과 작업
환경 등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대우를 해주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대표이사에 대해 적지않은 신뢰를 가진 종업원들은 큰 저항 없이 3
정 5S 등 일터혁신과 스마트공장으로의 전환을 무리 없이 받아들였
다.
다음으로 커피 제조회사인 M사의 스마트공장으로의 전환은 S사
라는 대기업과의 협업으로 이루어졌다. M사의 스마트공장 수준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스마트공장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들어온 일터
혁신 기법은 M사 작업장의 근로 생활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작업장 근로자의 키에 맞지 않는 작업대로
인해 허리와 어깨가 아픈 것을 작업대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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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해결해주었고, 작업장 바닥에 널부러져 있던 전선들과 물품들을
정리정돈하는 방법을 고민하여 M사 작업장의 안전 수준을 높였다.
두 사례 모두, 스마트공장으로의 전환이 일터혁신의 도입을 불러
일으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두 사례 모두 정부와 대기업의 도움과
협업으로 일터혁신이 잘 안착될 수 있었고, 일터혁신의 도입에는 대
표이사와 공장장 그리고 상무 등 경영진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일터혁신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나 평가체계 등 참여적 작업조직을 뒷받
침할 수 있는 제도화 수준이 높아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서비스업 대기업의 일터혁신 사례
제4장에서는 서비스업 대기업에 대한 일터혁신 연구의 흐름 속에
서 보험업종 대기업인 D보험의 일터혁신 사례를 살펴본다. 보험업종
은 린 방식의 혁신활동이 2000년대 초중반부터 활발히 전개되었음에
도, 국내 보험업 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일터혁신 사례연구는 찾아보
기 힘들었다. 또한, 보험업계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에 있어,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일터혁신이 고객서비스 혁신, 근로자
들의 숙련개발, 그리고 기술혁신과 일터혁신의 통합적 접근과 같은
이슈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D보험에서는 2002년부터 6시그마 혁신기법을 도입한 후 다양한
형태의 분임조 활동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원팀 제도가 탄생하였다. 원팀 품질분임조 구성은 원칙적으로 참여
를 희망하는 사람만으로 구성하게 된다. 최초 제안자와 혁신담당부
서 담당자가 함께 부서의 경계를 넘어서 제안된 프로젝트에 적합한
구성원들을 섭외하게 되는데,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시스템담당자,
아웃소싱담당자, IT개발자, 협력사 직원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원팀
으로 구성할 수 있다. 원팀의 운영은 철저하게 무간섭주의로 진행된
다. 원팀 제도 아래에서는 팀 구성과 운영 모두 분임조에 자율적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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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혁신담당부서에서는 분임조로부터의 지원
요청 사항에 대하여 분임조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선택
적으로 자문과 협조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7개월간 운영된 품질분임조 ‘바로출동’은 6명이 한 팀을 구
성하여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한 사례이다. 분임조는 지연출동에 대한 만
족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장출동의 소요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해당 소요시간을 사고접수 후 서비스 출동하여 최초
고객과 접촉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줄이기 위하
여 분임조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현상 파악과 원인분석을
위한 고객여정지도(Customer Journey Map) 작성, 개선 방향의 타당
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선진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실시, 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개선안의 설계와 대책 마련을 위한 절차 고안, 고객의
의향 확인, 동종업계의 유사 시스템 적용사례를 벤치마킹, 영상기반
출동서비스로 대체될 수 있는 유형을 선정하는 대체가능 영역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분임조는 위와 같은 분석 절차를 통해 영상통화를
활용한 온라인 사고현장출동 서비스 제공이라는 개선안 컨셉을 확정
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임조는 개선안별 파일럿 실행을 위해 데밍 사
이클이라고 불리는 PDCA절차(Plan-계획, Do-실행, Check-평가,
Act-개선)를 진행하였다.
D보험의 분임조 활동은 전반적으로 고객 서비스 품질의 개선과
생산성의 향상 등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
편, 이 분임조 활동은 D보험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거의 유일한 하의
상달(Bottom Up) 방식의 참여프로그램인 동시에 구성원들에게는 다
양한 경험과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되고 있었다.
또한, 분임조에 참여하였던 구성원들은 이를 통해 직무만족도가 향
상되는 경험을 하였다.
D보험의 품질분임조 일터혁신 사례는 ① 고객과의 접촉과정을 고
려한 혁신 추구, ② 인력의 숙련과 개발의 중요성 고려, ③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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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터혁신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서비스업 일터혁
신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기술혁신과 일터혁신에 관계와 관
련하여, IT기술의 발전으로 고객의 요구에 대한 정보획득 및 의사소
통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일터혁신의 공간도 넓어졌다는 사실이 중요
하다. 이렇게 서비스 인력들의 인적자본과 잠재적인 창의력을 최대
한 활용하여 서비스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일터
혁신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성원 직무의 질을 제고하는 고진로
(high road) 전략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5. 서비스업 중소기업의 일터혁신 사례
제5장의 목적은 한국 사회의 중소규모 서비스기업에서 일터혁신
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들 기업에서 고성과작업체계의 지향
성을 갖는 일터혁신 모델이 어느 정도 적용 가능한지를 탐색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빵업종의 중견기업인 S제빵을 대
상으로 하여 단수사례 심층분석과 설문조사 통계분석을 시도하였고
나아가 S제빵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전문점인 A사의 일터
혁신 수준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제빵시장의 현황을 보면 2개의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가 시장을 과점하여 상호 간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다른 한
편 지역이라는 틈새시장에서는 지역화 전략에 근거한 종합 베이커리
전문점이 약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쟁환경에서 S제빵은 지
역화 전략과 일터혁신 전략을 결합하여 인본주의적 경영방식을 정착
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00년대 후반 이후 조직규모를 급속도로
확장시키고 있다. S제빵의 일터혁신 현황을 보면 경영진은 의도적으
로 대전지역에만 지점을 배치하여 반죽-성형-발효-빵굽기-판매에
걸리는 제빵/판매과정을 1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장인적 제
빵방식을 통해 각 지점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빵을 적시에 반죽, 성형
하고 이를 오븐에 바로 구워 신선한 빵을 공급하고 있다. S제빵의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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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에서 나타나는 표준화된 대규모 기
계화 작업 메뉴얼보다는 오히려 제빵기사의 비공식적 숙련과 재량적
노력에 의해 좌우되며 각 과정마다 제빵장인의 경험에 기반한 암묵
적 지식과 기술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제빵에서는
장인적 생산방식에 근거한 참여적 작업조직을 정착시키고 있으며 기
존부터 존재해 왔던 제빵기사들의 실천공동체(CoP)와의 연계를 통
해 규범에 근거한 관리방식과 다양한 형식/무형식학습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경영진은 상호 호혜성의 원칙하에 제빵기사들의 실천공
동체에 대해 고용안정/고임금과 집단적 인센티브/공정한 인사평가와
승진/다양한 복지라는 몰입형 인적자원관리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 수준에서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그리고 집단 수
준에서 노사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앞서 살펴본 질적인 사례
분석의 결과는 양적 통계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S제빵
의 일터혁신 관련 주요변수들이 5점 척도의 중간 값인 3점을 약간
상회하고 있음을 볼 때, S제빵의 일터혁신 수준은 그다지 높지는 않
다. 하지만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S제빵의 근로자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일터혁신 제도화의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직무에 만족하
고 조직에 더욱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 결과는 S제
빵에서 참여와 자율성을 중시하는 일터혁신의 제도화 수준을 더욱
높이고 일터혁신의 4가지 범주 간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
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직군별 회귀분석의 결과는 S제빵 경영진으
로 하여금 추후 서비스 노동이 이루어지는 매장에서 일터혁신의 수
준을 높여 영업직 근로자의 만족과 몰입을 더욱 향상시켜야 하고 이
를 통해 S제빵의 지속적인 경쟁우위가 균형있게 확보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S제빵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A사의 일
터혁신 유형을 비교해보면 S제빵은 인간관계론에 기반한 고성과작
업체계의 유형을 발전시켜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A사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기반
한 통제형 작업체계의 유형을 구축하여 적대적 노사관계를 유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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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중소규모 서비스 기업의 일터혁신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에서 일터혁신을 정착시키
기 위해서는, 경영진은 과거부터 생산현장에 존재해 왔던 서비스 근
로자들의 직종별 실천공동체의 장점과 발전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기업의 일터혁신에 있어서는 과거부터 존재했던 직종
별 실천공동체에 대해 경영진은 자율권/고용안정/높은 보수/다양한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선물’을 주고 이에 대해 현장의 직종별 실천공
동체는 자발적 노력과 몰입으로 보답하는 호혜적 고용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대기업 프랜차이즈 네트워크에서도 현재의 통제적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가맹점 수준에서의 일터혁신을 시도할 필요성
이 있다. 왜냐하면 재료와 설비의 한계가 있더라도 조리하는 자의 역
량과 몰입에 의해 음식의 ‘맛’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6. 공공부문의 일터혁신 사례
공공부문의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의 일터혁신에 대한 연구가 우리
나라에서는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민간부
문과 다른 공공부문의 일터혁신 모형을 도출하고, 도출된 모형을 우
리나라 중앙공공기관인 H공단에 적용하여 한국형 공공부문 일터혁
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공공부문의 일터혁신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민간부문
의 일터혁신과는 다른 몇 가지 부분이 도출되었다. 첫째, 공공부문의
일터혁신의 선행요인으로 리더십과 조직문화 및 직원 동기부여의 중
요성이 제시되었다. 둘째, 공공부문의 일터혁신 프로세스에 있어서
효율성 이외에 공공성의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터혁신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공공기관 현업 담당자들을 FGI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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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로 인한 강제적인 혁신이 주되게 이루어지고 있고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혁신은 상당히 제약되어 있거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관별 리더십과 조직문화, 혁신의지에 따라서는 다소 다양한 형태
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리더십,
조직문화와 더불어 상황요인으로서 정부의 강압적 동형화 압력을 고
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음으로 유럽 일터혁신위원회의 일터혁
신 모델과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에서 공공부문에도
함께 부여하는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 지표를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하여 민간 제조업 부문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일터혁신 기제 및
관행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CIPP 모형(Context-Input
-Process-Performance)을 공공부문 일터혁신 분석모형으로 설정하
였고, 이를 최근 일터혁신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H
공단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H공단은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되는 정
부의 경영평가로 인한 강제적인 혁신활동 추진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2010년대 중반 이후 의지와 리더십을 가진 기관장들의 부임과 성과
및 혁신 지향적인 조직문화를 통한 직원들의 혁신행동에 대한 동기
부여를 통하여 타 공공기관들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일터혁신을 추
진해 왔다. 특히, 효율성 향상 기제 측면에서는 내부성과평가시스템
과 차등성과급 지급을 통하여 부서와 지사들의 혁신을 촉진하고 있
고 강력한 R&D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생활의 질 측면
에서는 다양한 노사협력 및 참여 기제의 활용을 통하여 혁신을 뒷받
침하고 있었다. 또한 공공성 향상 기제 측면에서 사회가치․혁신처
를 설치하고 혁신을 주도하고 있고 본사 및 지사 차원에서 외부 이
해관계자 및 국민들과 함께 혁신하고 소통하면서 공공기관으로서 사
회적 책임과 가치창출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H
공단에 적용한 결과, 본 연구에서 도출한 모형이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터혁신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적인 모형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확
인하였으며, 좀 더 일터혁신 프로세스를 체계화할 수 있다면 의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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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추가적으로 CIPP 모형을 적용하여 H공단을 분석한 내용을 민간
기업의 일터혁신 사례와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의
전체 분석틀인 인적자원관리, 작업조직, 노사관계, 교육훈련제도로
재구분하여 정리하였는데, 전반적으로 공단은 4가지 일터혁신의 영
역 모두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작업조직 측면에서는 공
공부문 특성상 전통적인 작업조직보다는 다양한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일하는 방식의 개선 활동이 수행되고 있는 특성이 나타났다.

7.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일터혁신의 개념을 구성적, 동태적, 진화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일터혁신의 구성요소 중 참여적 작업
조직이 중심임을 이론적․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反테일러주의 작
업조직에는 린 방식과 자율적 작업팀 방식의 두가지가 있는데, L전
자와 D보험이 린 방식으로, YK와 S제빵이 자율적 작업팀 방식으로
규정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규정이 고정적인 것은 아닌데, 특히 빠
른 기술의 변화로 인하여 참여적 작업조직에 일정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다만, 4차 산업혁명이 전면화되기까지는 상당
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서, 당분간은 일터혁신의 기본 원리인 기술
과 기능의 조화라는 과제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중량물을 자동화하는 등 작업 편의성을 제고하는 L전자 사례
등에서 확인한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참여적 작업조직을 지탱하는 노사관계와 고몰
입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는데, 우량 기업들에서 협력적
노사관계가 구축되어 있지만, 이것이 항상 그러하다는 보장은 없다.
특히 외부적으로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노
사관계를 협력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은 일터혁신 기업에서 지속적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K나 L전자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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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성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에 따라 직능자격제도가 이완되고 있
음을 알려주었다. 이렇듯 평등주의적 노사관계의 영향은 일터혁신
우량기업을 비껴가지 않았는데, YK, L전자, S제빵 등에서 나타난 개
인 차원의 직능자격제도와 팀 차원의 성과급의 결합 등 동기를 유발
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한국의 노사관계 풍토에서 대
단히 어려우면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고숙련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는 공식적 교육훈련의 실시도
중요하지만, 참여적 작업조직을 통한 비공식 교육, 혹은 무형식학습
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작업조직과 혁신과정에 대한 참여가 그 자
체로 숙련 향상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노사 모두 혁신 지향성을 유
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제조업에서 발달한 일터혁신 개념과 이론은 서비스업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과 그중 대기업(D보험)의 린 서비스 모델과 중소
기업(S제빵)의 자율적 작업팀 모델이 대비되었다. 또한 정부의 스마
트공장 보급 사업에 의하여 중소 제조업에서 낮은 수준이지만, 스마
트공장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반면에, 대기업들은 스마트공장 도입
에 수반하는 막대한 투자비와 관련 프로세스 수정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신기술의 영향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오히려 서비스업에서는 D보험 사례 등에서 보이듯이 IT 기술의 적
용에서 더 앞서 나갈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역시 기술
과 인간 노동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공공부문은 선
한 사용자로서의 국가가 노사관계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영역으
로서, 기존의 하향식 혁신 강제보다는 상향식 혁신이 가능한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일터혁신을 통한 공공성과 효율성을 양립시키는 방
안이 제안되었다. 이렇게 공공부문에서 일터혁신의 관행들을 축적하
면서 민간부문으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한국형 일터혁신 모델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노사
관계 지형을 고려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이 도출되었으며,
그것은 동기유발의 임금체계 설계뿐 아니라, 노동과정 자체의 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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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시에도 관건적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사용자의 노력
이외에 노동운동도 생산과 분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전향적 전략
을 수립할 것이 제안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사점과 관련하여
기존의 물량 위주의 컨설팅 확대 전략에서 벗어나, 부문별로 일터혁
신 모델을 만들어나가면서 민간 자율적으로 상호학습의 장을 마련하
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를 통해 이론에서 제시한 대
로 각 부문에 적합한 일터혁신 유형이 동태적으로 진화해나갈 것으
로 기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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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문제의 제기

일터혁신은 논자에 따라 그 정의가 다른데, 오계택․조성재(2018 : 2)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노동생활의 질(QWL; Quality of Working
Life)과 생산성 및 품질 수준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하는 지속적이고 조직
적인 활동”으로 정의하며, 이때 지속성과 조직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사
관계 및 인사제도 개선과 교육훈련 확충 등을 포함한다1)고 규정한 바 있
다. 일터혁신에 대한 정의는 본 보고서 전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인바, 일터혁신은 우리나라에서 작업장혁신이라는 용어로 1990년대부
터 모색되기 시작하여 참여정부 당시에 한국노동연구원 부설로 뉴패러다
임센터를 설립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침체기를 겪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예산을 3배 가까이로 늘리
고,2) 일자리위원회에서 노사정 선언이 도출되는 등 매우 활성화되는 국
면으로 접어들었다.3)
1) 장홍근 외(2019)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일터에서의 생산 및 서비스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주어진 환경 및 구조적 제약 아래에서, 일하는 삶의 질(QWL)과
동시에 생산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기술과 작업조직 및 작업관행을 상호작용적으
로 혁신해 나가는 과정과 그 결과물”로 일터혁신을 정의한다.
2) 2017년의 일터혁신 사업 예산은 68억원이었으나, 2021년에는 그 3.8배인 257억원
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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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문재인 정부 아래서 일터혁신 정책이 매우 활성화되었으나, 여
전히 컨설팅 수혜 업체들을 중심으로 혁신이 국한되어 확산의 속도가 더
딘 편이다. 예를 들어 2021년의 컨설팅 건수는 2,480건인데, 한 기업이
2～3개 아이템을 복수로 수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기업 수로는 1,000개
내외에 불과하다. 또한 한두번 컨설팅을 받은 기업들이 혁신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지속해 나가는지도 불분명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는 한국형 일터혁신 모델을 정식화하여, 업종별, 지역별 노사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노사가 자발적으로 이를 현장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촉진하
는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가 스마트공
장 3만 개 보급사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그 효과를 제
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일터혁신과의 결합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노세리 외, 2018), 이를 포괄하는 이론화와 정식화가 필요하다.
이론적으로도 1990년대 이후 해외 사례와 이론에 대한 소개의 역사가
이미 30년 가까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적인 노사관계와 인사노무관
리 풍토에 맞는 일터혁신 모델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
작할 때가 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등에서 개발된 일
터혁신 이론과 모델들은 각기 자국의 노사관계와 제도적 맥락하에서 성
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바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 중국, 베트남 등지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이제
한국의 발달된 작업장 관행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러한 모델 정식
화가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해외 이론의 소개와 적용을 넘어서서 이제 한국
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업이 필요한 단계로 진입했다
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아직 본격적으로 한국형 일터혁
신 모델을 제시할 정도로 토론과 연구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점에서 탐색
적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3) 일자리위원회의 일터혁신 선언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중소기
업중앙회 등 주요한 노사단체가 모두 참여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
부와 공익위원들도 참여한 합의문은 일자리위원회 제14차 본회의(2020. 3. 9)에 안
건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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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일터혁신 관련 이론의 검토

일터혁신에 관한 선행연구는 적지 않게 존재하지만, 외국 이론조차 여
전히 정돈되지 않은 것이 사실일 것이다. 그 요인 중 하나는 일터혁신의
정의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심지어 최근 발간된
McMurray, et al. ed.(2021)의 The Palgrave Handbook of Workplace
Innovation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을 정도이다. 또한, 유럽의 일터혁신
논의를 종합하고 있는 Oeij, Rus & Pot., ed.(2017)의 경우도 과정 중심의
접근과 결과 중심의 접근이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여러 국가
의 풍토에 맞추어 다기하게 발전해온 이론의 갈래들을 확인하고, 이것이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일터혁신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1. 린 생산방식론
일터혁신을 근로자들의 참여를 통한 작업조직의 효율성 증대로 본다
면, 그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도요타생산방식일 것이다. 그 이전까지 지
배적인 패러다임은 테일러-포드주의에 기반한 대량생산방식이었다. 구상
과 실행의 분리로 특징지어지는 테일러주의는 19세기 말 이래로 가장 효
율적으로 작업을 조직하는 방안으로 각광받아 왔으나, 1960년대 이후 단
순 반복 작업에 대한 노동자들의 유무형의 저항과 높은 재고비용 및 생
산운영의 경직성 등에 봉착하면서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결국 그에 대한
대안적 생산방식의 모색이 여러 국가와 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데, 그중 가장 주목을 끌었고,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되어 온 것이 바로
도요타생산방식이다.
도요타자동차를 비롯한 일본 자동차산업계는 테일러-포드주의와는 다
른 적기(Just In Time) 부품 공급, 낭비의 배제, 다기능화, 제안 및 개선
(kaizen) 등의 기법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 이를 MIT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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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모인 세계 각국의 학자들은 린(lean) 생산방식이라고 명명하
기에 이른다(Womack et al., 1990). 여기서 린(lean)이란 사전적으로는 야
위었다는 의미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조직 내에서 부단히 낭비요소를 제
거함으로써 군살 없이 매끈한 체질을 가졌다는 것을 뜻한다.
린 생산방식은 제안과 개선활동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 작업자들의 참
여에 의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작업 편의성을 높여나가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참가형 테일러주의로 평가받기도 하는데, 이러한 참가를 유인하
기 위하여 경쟁적인 내부노동시장을 구축한다. 즉, 직능급 등 숙련 수준
의 향상을 촉진하는 임금체계를 설계하는데, 이는 높은 역량을 갖춘 노동
자가 수준 높은 개선활동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고
역량을 갖춘 노동자들은 대개 현장감독자들 혹은 그에 상응하는 직능등
급을 가진 숙련공들이기 때문에 현장감독자를 중심으로 교육훈련을 조직
하고 숙련공을 양성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아울러 이러한 작업조직과 인적자원관리는 협력적 노사관계의 토대 위
에서 작동하게 됨은 물론이다. 도요타는 1950년에 1,700여 명에 이르는
정리해고를 둘러싸고 노사가 크게 갈등한 바 있으며, 이후 1962년 노사협
력선언 등을 통하여 해고 없는 강한 회사를 만들기 위하여 노사가 공동으
로 노력할 것을 천명하고, 이후 이러한 노사협조주의를 유지해온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사협조주의는 1950년대 산별노조로부터의 탈퇴 이후
기업 단위로 어용노조화되었다는 비판을 감수한 것이었으며, 더욱이 낭
비의 배제가 지나쳐 과로사가 빈발하는 높은 노동강도의 기업으로 비판
받기도 한 바 있다. 특히 도요타가 해외에 잇따라 공장을 건설하면서 일
본화(Japanization)를 경계하는 서구 학자들의 비판이 비등하기도 하였다
(Elgar & Smith, ed., 1994).
이러한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식 생산방식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국내 노동계에서는 린 생산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오랫 동안 자리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노동운동이 강한 독일이나 스웨덴 등에서조차
2000년대 이후 린 방식을 수용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린 방식을 도입
하되, 다만 그 단점을 극복한 생산방식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각국
에서 진지하게 모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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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도요타 배우기 열풍은 일본의 도움을 받은 1970년대
이후 산업화 시기뿐 아니라 1980년대, 2000년대 등 주기적으로 등장한 바
있으며, 실제로 일본식, 혹은 도요타식 현장 관리기법인 3정 5S나 카이젠,
제안제도 등은 우리나라 산업계에 널리 퍼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일본식 생산방식의 요소들을 한 때의 유행처럼 받아들였다가 일
정한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는 그만큼
혁신적 기법을 도입하여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일
뿐 아니라, 사실 린 생산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결과일 수도 있
으며, 다른 한편으로 이를 일터혁신으로 연결짓지 못한 한계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 린 방식을 중심으로 일터혁신을 구축해야 한다는
대표적인 논자는 정승국 교수이다. 그러면서, 국내의 산업현장이 린 방식
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정승국(2018)에
서는 국내 노사관계 지형 때문에 린 생산 도입의 핵심 주체 중 하나인 현
장감독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그보다 훨씬 이
전인 정승국(1999)에서도 국내 자동차기업 사례를 통하여 현장감독자들
이 린 생산의 특징들을 담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양상은 조형제(2016)에서도 반례로 나타나는데, 즉 국내 자동차산업에서
의 기민한 생산방식의 구축은 주로 숙련절약적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음
을 주장한 것으로서, 이는 현대자동차 등 우리나라에서 린 방식의 접근법
과 다른 특성을 지니는 생산방식이 발전해왔음을 함의한다. 경영학계에
서도 린 방식에 대한 관심은 여러 연구를 낳았는데, 예를 들어 이미숙․
이경탁(2011)의 연구는 린 생산 기법들의 도입이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
을 분석하여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 논
문은 노동에 대한 영향을 다루고 있지 않거나 이론과는 다른 결과가 나
타나4) 우리의 관심인 일터혁신 자체에 대한 시사점은 제한적이다.
이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연구에서도 린 방식에 토

4) 예를 들어 변수 중 종업원 만족도 증가, 이직률 감소, 교육건수 증가, 권한이양 등
을 포함하는 학습과 성장 관련 항목은 요인분석에서 하나로 묶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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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둔 일터혁신 논의를 전개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2. 고성과작업시스템(High Performance Work System) 이론
대량생산방식이 갖는 문제점과 한계를 인식한 것은 테일러-포드주의
의 고향인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구상과 실행의 분리라는 테일러주의의
원리와 흐름생산과 자동화를 특징으로 하는 포드주의가 결합하면서 하루
종일 단순반복 작업에 매달려야 하는 노동자들의 고단한 노동과정은 이
미 오래전부터 비판받은 바 있는데,5)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간관계론에
기반한 노동생활의 질 향상 운동이 1970년대부터 제기된 바 있다.
특히 1980년대를 거치면서 일본 산업의 수출 공세에 시장점유율을 크
게 잃게 되자, 한편으로 일본 방식을 배우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미국 노사관계의 특징이었던 팔길이 관계(arm’s length relation), 즉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관계를 바꿔 노사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다. 그리고 그 결과 한편으로는 NUMMI
등을 사례로 한 미국식 린 방식,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 사회기술체계론의
영향을 받은 새턴 자동차 등을 사례로 한 미국식 팀 방식의 두 가지 방식
이 있음이 제기되기도 하였다(Appelbaum & Batt, 1994).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90년대 이후 이론화되고, 수많은 통계적 실증을
거친 이론체계가 고성과작업시스템 이론이다. 고성과작업시스템 이론은
참여적 작업조직과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그리고 고숙련 인적자원개발
및 협력적 노사관계를 주요 구성요소로 하면서 인간 노동에 기반하여 작
업장의 성과를 높이고, 이것이 다시 노사관계를 생산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각광받았다. 최근에도 Osterman(2018)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 노동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활용하여 고진로(High Road) 방
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논의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고성과작업시스템 이론은 경영학계를 중심으

5) 대표적인 것이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즈’(1937년)에서 이를 다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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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널리 확산되어 나갔으며, 통계적으로 그 의미와 효과, 관련 변수들을
검증하는 연구가 수다하게 제출된 바 있다. 이영면․이주형(2012)은 노사
관계가 고성과작업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심용보(2012)
는 고성과작업체계가 기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윤형
중․류성민(2012)은 고성과작업시스템이 근로자의 혜택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주는지를 분석하였다. 전인․오선희(2014)는 고성과 인적자원관리
관행과 조직성과 간 관계에서 인적자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박
재춘(2010)은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종업원 태도의 관계를 경영자 신뢰가
매개할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또한 일터혁신 정책의 집행기구로서 노사발전재단은 2020년까지 10여
년간 고성과작업시스템 이론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일터혁신
실태를 조사하고 지수를 만들어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지수는
패널 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정적인 수치를 보여줘서 오히려
기계적 정식화의 위험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판받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린 생산방식의 도요타자동차 등에 해당하는 고성과작업시스
템 이론의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인가?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노사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생산 현장의 혁신을 이룬 새턴, 코닝, 제록스, 누미
등의 사례가 널리 알려진 바 있으며, 이는 배무기 외(1995), 김훈 편
(2001)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도 여러 차례 소개되었다. 또한 김동
원 외(2008)는 국내 우량 대기업들의 노사관계를 다루면서 고성과작업시
스템 이론틀을 적용하기도 한 바 있다.
그렇지만, 고성과작업시스템 이론은 이후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뚜
렷한 베스트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통계적 분석과 이론적 토론 대상으
로만 국한되는 한계를 나타냈다. 이는 계량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학계의
지적 풍토와 관련된 것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작업조직, 인적자원개발 등
4가지 구성요소에서 모두 탁월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
고, 또한 그것을 토대로 기업의 성과가 좋아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쉽
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최근 미국에서는 구글, 아마존, 페이
스북 등 이른바 빅테크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그리고 그에 수반하여 빠른
기술발전이 압도하고 노동운동이 쇠퇴하면서 고성과작업시스템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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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사회기술체계론 및 혁신적 노동정책론
사회기술체계론은 영국의 타비스톡 연구소에서 1950년대 이후 제기되
기 시작하여 이후 스웨덴의 볼보자동차 등에 적용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
아온 바 있다. 사회기술체계론은 일단 기술결정론을 배격하고 기술 및 그
종류를 선택한 가능한 변수로 두어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기업의 생산
조직은 기술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특징지어진다는
믿음을 토대로 하면서 인간과 사회의 필요에 따라 기술과 경영을 재조직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Appelbaum(1997) 등에 따르면 기술은 인적
자원의 역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그를 위해 노동자들
에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자율
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그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이 역량은 작업장에서 다기능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더 잘 획
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직무 충실화(job enrichment)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습에 대한 투자, 다기능과 팀 성과에 대해 보상하는 인사관리
시스템을 갖추기도 한다.
사회기술체계론은 스웨덴 볼보의 우데발라 공장뿐 아니라 미국의
QWL(Quality of Working Life) 운동이나 HPWS, 그리고 독일의 노동의
인간화 운동(1970년대)이나 혁신적 노동정책론(1980년대 이후)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정승국․조성재, 2017).
혁신적 노동정책론은 주로 독일 괴팅겐의 산업사회학자들(SOFI)을 중
심으로 발전해온 이론체계로서, 유연적 자동화 기술이 도입되면서 오히
려 생산직 노동자의 재전문화와 세분화된 분업의 약화가 나타나게 되었
다는 신생산개념론에서 출발한다(정승국․조성재, 2017). 그러나, 이후 수
많은 현장 조사와 실증을 거치면서 케른과 슈만이 상정했던 시스템 조정
노동자는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만 국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게 되었다. 이후 혁신적 노동정책론은 기업 내 작업조직
에 국한하지 않고, 기업조직과 관리조직, 능률관리 등의 차원으로 확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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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한 이를 지원하는 임금체계 및 성과정책과의 연계도 강화되었는
데, 벤츠 자동차 등에서 나타났던 구조혁신적 그룹작업과 오펠 자동차 등
에서 나타났던 구조보수적 그룹작업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혁신적 노
동정책론은 이후 폴크스바겐의 AUTO 5000 프로젝트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발전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AUTO 5000이 폴크스바겐으로 통
합되고, 독일 내에서 린 생산방식을 변형한 모델이 널리 확산되면서, 현
실 적용성은 다소 떨어지게 되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린 생산방식의
요소들을 번들로 한꺼번에 도입하는 ‘통합적 생산방식’을 구조혁신적 그
룹작업의 대표 주자였던 메르세데스 벤츠가 구축함에 따라 혁신적 노동
정책론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벤츠의 통합적 생
산방식은 여전히 숙련노동자들의 능력 개발과 발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도요타 생산방식과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정승국, 2019). 따라서 현
실에서는 일부에 국한하여 존속하고 있으나, 혁신적 노동정책론의 이념
형적 모습은 학계에서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병영적 노동통제에 기반한 고
도성장 과정에서 노동은 동원의 대상이라는 논리와 이에 저항하는 노동
운동의 논리가 부딪치는 지형 속에서 사회기술체계론이나 혁신적 노동정
책론과 같은 노동의 조직 방식에 대한 고민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것
이 사실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외국계 기업의 영향 등에 따라 일부 사
회기술체계론적 요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유한킴벌리이다. 김동배 외(2004)와 노용진 외(2002) 등은 유한킴벌리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자율적 작업팀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과정과 이를 지
원하는 평생학습체계 등이 구축되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생산방
식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고용조정 대신에 교대조
를 3조 3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늘리는 등 포용적 노무관리를 채택한 것
이 큰 계기가 되었다. 물론 그 이전인 1990년대 중반에 이미 협력적인 노
사관계로의 전환이 모색되고 있었는데, 고용안정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신념이 이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다(조성재, 2004). 4조 2교대
하에서 확보하게 된 여유시간은 학습을 위한 시간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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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사회기술체계론에서 그린 대로 역량을 갖춘 노동자들의 자율적
노동이 발현되었다. 이 과정에서 킴벌리 클라크라고 하는 다국적기업의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승국(2012)은 이후 유한킴벌리에 린 생산 요소들이 대거 도
입되게 되었음을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1994년에는 사회기술시스템
의 원리와 린 생산의 원리가 결합된 하이브리드형으로 출발했지만, 2008
년 이후 린 생산의 비중이 점점 더 확대되어 가는 형식으로 진화, 발전하
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김동배(조성재 외(2017)의 제5장)의 추
적 연구에 따르면 유한킴벌리 작업장 혁신의 고향인 대전공장의 경우 일
정한 변화 속에서도 사회기술체계론의 본질을 유지하고 있다.6) 이후 이
에 대한 본격적인 학계의 논쟁이 전개되지는 않았는데, 이하 제2장에서
는 유한킴벌리의 최근 작업장 양상을 추가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다
풍부한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4. 절충적 접근 - 복수 모델의 병존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을 기반으로 한 도요타 생산방식 혹은 린
생산방식론과 미국 기업들과 경영학계를 중심으로 한 고성과작업시스템
이론, 그리고 주로 유럽을 근거지로 한 사회기술체계론과 혁신적 노동정
책론 등은 일터혁신의 주요한 모델과 원형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이론체계는 대륙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서로 논쟁하기도 하고, 상
호 영향을 미치면서 발전해온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기업들의 경우 사실
어떤 모델에서 어떤 요소들을 도입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현실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기법들이 더욱 중요한 기업들의 경우에 논리적
완결성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경로를 통해 도입되었더
라도 하나의 혁신적 구조와 관행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또
한, 도요타를 뚜렷한 모델로 하는 린 생산방식론을 제외하면 고성과작업
6) 그러나 작업조직과 노동과정 이외에 HRM과 노사관계에서는 일정한 변화가 관찰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줄지에 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결론짓
고 있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이에 대해 추적 조사 결과를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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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이론이나 혁신적 노동정책론은 어느 하나의 기업을 핵심 모델로
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각 이론과 기법들이 혼용되거나 자신의 업종에
서 베스트 프랙티스로 알려진 사례에 대한 탐구가 더욱 중요할 수 있다
는 점이다.
그러한 점에서, 여러 수입 모델이 경합해온 한국의 일터혁신 논의에서
는 단 하나의 최고의 모델(one best way)을 상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
국의 현실에서는 다양한 모델이 경합을 벌이면서 복수의 일터혁신 모델
이 등장하고 변형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실에 착목한 흥미로
운 연구는 배규식․권현지․노용진(2008)에서 제시된 바 있다. 이들은 다
양한 요소를 기반으로 현실의 작업조직과 인적자원관리 기법들의 조합을
배열한 후 이들의 경중과 결합방식에 따라 테일러주의의 변형된 모델들
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지나치게 복잡하게 변수들을 조작적으로 정의함에
따라 통용성은 다소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를 넘어서기 위하여 제시된 것
이 조성재․이준협(2010)이다. 이 연구는 앞선 배규식․권현지․노용진
(2008)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일터혁신의 기초로서 反테일러주의(AntiTaylorism)라는 기본 철학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사업장들
을 유형 구분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산업 기준 100인 이상 사
업장들은 자율적 작업팀 방식 4.1%, 관리형 린 방식 11.6%, 기술중심 테
일러주의 13.4%, 고전적 테일러주의 39.7%, 비체계적 작업장 31.2%의 분
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사회기술체계론에 기초한 자율
적 작업팀 방식과 관리형 린 방식을 합친 15.7%가 일터혁신 기업이라고
규정한다. 이후 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터혁신 기업 비중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하여 과소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조성재
외, 2017).
조성재․이준협(2010)의 연구는 HRM, HRD, 노사관계 등의 지원체계
이외에 일터혁신의 본령을 작업조직 혁신이라고 보았으며, 이때 작업조
직은 자율적 작업팀 방식과 린 방식의 두가지 모델이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기술중심 테일러주의로서, 일터혁신 접근
법을 채택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항목에서는 일터혁신 기업들만큼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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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성과들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전
히 기술중심적으로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것이 높은 성
과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번거로운 노동자 참여 등에 적극적이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현장에서 노동의 소
외 등을 일으켜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노사관계를 재생산하거나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7)
이후 조성재 외(2017), 오계택 외(2018) 등은 모두 이러한 다양한 모델
의 병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행되었으며, 따라서 해외 사례도 독일과
일본 등 여전히 다기한 해외 모델들의 최신 모습들을 담아내는 데 주력
하는 서술 방식을 보여준 바 있다.

5. 일터혁신 논의의 확장과 심화
가. 서비스업의 일터혁신

일터혁신은 이렇듯 주로 제조업에 기반하여 작업조직과 노동과정을 중
심에 두고, 그 혁신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HRM, HRD, 노사관계 등의 요
소들과 그 관계들에 초점을 두면서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보람과 역량을 제고하고, 기업들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표는 비제조업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용어도 제조업 특성이 강한 작업장 혁신에서 보다 일반적
이고 사이버공간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일터 혁신(workplace innovation)’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실증과 정책 대상도 서비스업 등으로
확장되어 왔다.
7) 기술중심 테일러주의의 가장 대표적 사례는 현대자동차일 것이다. 대립적이고 갈
등적인 노사관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성과는 좋은 편인데, 그 요인 중 하나가 노
동에 대한 불신 속에서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설비투
자비 등을 과도하게 만들어, 이를 회수하기 위한 장시간 가동과 장시간 노동을 낳
게 된다. 결국 기계설비 중심의 생산과정에 대한 소외감과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
해 다시 대립적 노사관계의 악순환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조형제(2016)와 조성재(201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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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반영하여 조성재 외(2011), 노세리 외(2020), 오계택 외(2020) 등
은 모두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일터혁신의 실태와 모델을 탐색하였다. 제
조업에 비견되는 기술 발달은 뚜렷하지 않지만, 노동친화적인 기술이 서
비스 노동의 혁신을 도울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아울러 고객과의 접점
에서 바로 생산성과 품질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서비스 노동자들의 역량
제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기도 하였다. 또한 해외 서비스 산업에서도 병
원을 중심으로 린 서비스모델이 발전해왔음이 소개되기도 하였으나, 조
성재 외(2011)의 독일 병원 사례나 조성재 외(2017)의 국내 SH 병원 사
례는 그 전형을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더욱이 노세리 외(2020) 등에서는
서비스산업에도 만연한 사내외 하도급이라는 아웃소싱 현상이 일터에서
의 혁신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한다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그러
나, 제조업에 비하여 서비스업의 일터혁신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관련 연
구와 우수 사례 발굴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기술발달과 일터혁신

다음으로는 일터혁신의 고전적 주제인 기술과의 관련성에 대한 탐구도
계속되었다. 조성재․전우석(2011)은 이와 관련하여 기술과 기능의 관계
를 본격적으로 탐색한 바 있으며, 2010년대 후반 이후에는 4차 산업혁명
이 일터혁신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되기도
한 바 있다(임운택, 2017; 전우석, 2017). 이와 관련하여 정승국(2019)은
독일의 Industrie 4.0이 노동과 숙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을 소개한
후, 인더스트리 4.0과 린 생산 이론 간의 관계에 대한 세 가지 주장도 보
여주고 있다. 그것은 두 개의 원리가 충돌한다는 견해, 린 생산의 원리들
이 인더스트리 4.0 속에 통합될 것이라는 견해, 세 번째로는 인더스트리
4.0의 기술들은 노동자에게 기회와 위험의 가능성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
다는 견해이다(정승국, 2019 : 89). 아울러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이
제공해주는 기술적 가능성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린 생산과 구별되는
혁신적 노동정책의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유력하게 제기되는
등 아직은 뚜렷한 흐름이 형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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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기술과 인간 노동, 기술혁신과 일터혁신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규명은 점점 더 중요한 주제가 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조성재(2018)는
기술의 종류를 기초기술(선행기술), 제품기술, 공정(생산)기술과 기능(숙
련)으로 나누고, 공정기술과 기능의 생산적 결합을 통해 일터혁신을 이루
어야 효율적 생산과 노동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하
였다.
한편, 이문호 외(2019)는 스마트공장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일터
혁신과 사람 중심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탐구하기도 하였는데,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기술과 노동 간의 관계에서 나아가 제조혁신과 일터혁신
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일터혁신 추진 방식의 국가별 차이

유럽의 일터혁신이 노사정의 ‘사회협약’에 기반한 사회적 타협방식으
로 진행되어 왔다면, 미국의 일터혁신이나 고성과작업시스템 논의는 기
업 자체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자율적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점에서 시장
주도의 성격이 강하다(박준식, 2019). 일본 역시 도요타나 혼다, 마쓰시다
같은 우량 기업들을 소재로 혁신 모델이 전파되어 왔다는 점에서 시장과
기업 주도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조사, 분석하는 학계와의 산학
협력 모델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린 생산방식으로 정식화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본 국내적으로는 도
쿄대학의 모노츠쿠리 센터를 중심으로 부단히 도요타생산방식 모델의 진
화 과정을 추적 연구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유럽의 경우도 학자와 컨설
턴트, 노조 간부와 사용자단체 간부 등 다양한 분야로부터 전문성을 쌓아
온 인물들이 2010년대 들어 EUWIN(European Union Workplace
Innovation Network)8)와 같은 조직을 결성하고 자율적으로 혁신 모델을
8) EUWIN의 출발점은 2011년 EU 집행위원회 기업과 산업 총국(DG ENTR; DG
GROW 전신)이 제기한 SIE(Social Innovation Europe Initiative)이기 때문에 정
부 주도로 오인할 수도 있으나, 그 출범 배경과 이후 논의 과정 자체를 민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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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고 전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이호창, 2018).9)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케이스를 소재로 한 질적 연구방법이 덜 발달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산학협력이 제한적이며, 기업들의 경우도 조정
(cordination)과 협력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과 시민사회, 학계
중심의 일터혁신 추동력은 약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일터혁신 모델을
정립하고 확산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정부와 한국노동연구원(정부출연연
구기관), 그리고 컨설팅 수행기관의 대표로서의 노사발전재단 등에 집중
되어 있는 편이며, 이들을 중심으로 학계가 네트워킹되어 있는 특징을 지
닌다.
결국 우리나라의 일터혁신 논의는 정부가 이끌어온 셈인데, 2004년 유
한킴벌리 모델을 토대로 한 뉴패러다임센터의 설립, 2009년 고성과작업
장혁신(KOWIN) 센터로의 전환, 작업장혁신에서 일터혁신으로 용어의
수정, 다시 노사발전재단 중심으로 전달체계의 수정, 최근의 컨설팅 예산
대폭 증액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부가 주도하여 이룬 결과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중심으로 한 연구도 다수 제출되어
있는데, 장홍근 외(2012), 오계택․조성재 외(2018) 등이 대표적이다. 한
마디로 우리나라의 일터혁신은 학계의 정의와 분석과 병행하여, 때로는
학계의 논의와 무관하게 정책적 필요에 따라 구성되어 왔다.
이는 발전국가의 유제가 강하게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 불가피한 경로
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시장과 기업 혹은 노동조합 등 민간의
자율에 기반해야 하는 일터혁신이 타율적 지원에 익숙해지는 뜻하지 않
은 부작용을 낳은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렇게 정부
주도로 일터혁신이 전개되면서 일터혁신의 메뉴 자체가 정부 정책에 따
라 좌우되는 양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시간선택제, 일가정양립, 장년고용안정 등 9가지 항목에 걸쳐서 일터혁신
가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접근법과는 다르다.
9) EU 정부가 일터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는 있으나, 일터혁신 정책은 유연한 규
제(soft regulation)에 의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와 역량이 중요하다.
대체로 유럽의 북쪽이 활발한 반면, 남쪽은 수동적인 편이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
독일 등은 일터혁신 정책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으나, 다른 나라들은 이제 막 시
작 단계인 경우도 많다. Oeij, Rus & Pot., ed.(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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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이 이루어졌는데, 이들 항목 중 일부는 일터혁신의 본질과는 거리
가 먼 것들이어서 일터혁신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을 때의 단점을 고스
란히 보여주었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산업안전이 중요한 이슈
로 부상하자 다시 컨설팅 메뉴 중의 하나로 안전일터가 2021년부터 추가
되었는데, 이는 역으로 일터혁신에서 진작에 다루었어야 할 주제라는 점
에서 뒤늦은 포함이 다행인 경우라고 할 것이다. 즉, 유럽의 일터혁신 논
의와 정책에서 OSH(Occupational Safety & Health)가 차지하는 중요성
에 비하여, 한국은 2021년에야 비로서 산업안전을 일터혁신 정책에 포함했
다는 점에서 작업조직과 노동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할 일터혁신이
그동안 제자리를 잡지 못했던 사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할 것이다.
요컨대, 일터혁신 모델의 정립과 확산에서 정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
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발전국가의 유제가 강한 나라에서는 불가피하기
조차 하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의 일터혁신 보급
정책은 획일적 내용을 강제하고,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일터혁신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향후 민간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는데, 기업 및 사업자
단체 등 이외에 사실 상급단체를 포함한 노동조합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
실히 요구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력적이고 건강한 노사관계의
기반 위에서 지속가능하고, 생산적인 일터혁신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
다. 결국 정부가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터혁신을 수행
하는 민간의 역량과 조직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부 정책의 방향이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3절 본고의 분석 시각과 구성

1. 본고의 이론적 관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 미국, 일본은 각자의 풍토에 맞는 일
터혁신 이론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국의 사정에 맞는 접근법과 정책

제1장 서 론

17

을 채택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외국에
서 소개된 이론과 사례들을 들여오는 데 주력하였으며, 정부가 주도하는
양상으로 일터혁신이 전개되어 왔다. 이는 발전국가의 유제가 강한 우리
나라에서 다른 영역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양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린 생산방식이 널리 채택되고, 유럽의 사회기
술체계론이 미국의 새턴 자동차에 영향을 미쳐 미국식 팀작업방식으로
명명되기도 한 바 있으며(Appelbaum & Batt, 1994), 호주에서도 미국식
HPWS에 대한 논의를 일터혁신과 결부시키기도 하는(McMurray et al.,
ed., 2021) 등 각국의 논의는 지리적 한계를 넘어 확산되고 토론되기도
해왔다. 또한 각 대륙 내에서도 단일한 논의로 수렴되지는 않아 왔는데,
이를테면, 유럽 내에서도 결과 중심의 접근과 과정 중심의 접근은 대비되
어 왔으며, 특히 린 방식의 도입을 둘러싼 논쟁은 30년째 계속되고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유럽 내에서 린 방식이 중점적으로 다뤄
지는 것은 동유럽 국가들이라는 평가도 있으며(Oeij, Rus & Pot., ed.,
2017), Oeij & Dhondt(2017)는 일터혁신 정의 부분에서 린 방식에 대해
서 제한적으로 승인하는 입장을 보인다. 왜냐하면 일터혁신은 참여가 핵
심인데, 린 방식의 참여는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또한 이들은
HPWS에 대해서도 일자리의 질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따라서 고몰입 작업시스템(High Involvement Work System)처럼 직무
자율성과 종업원 참여를 명시적으로 논하는 경우만 일터혁신과 만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렇듯 유럽의 논의틀과 지적 전통은 노사간 win-win
게임을 강조하면서 노동의 인간화 운동의 전통 위에 서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이에 비하면 미국과 일본에서는 기업과 시장 중심으로 일터혁신이
전개되어 온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결국 Oeij & Dhondt(2017)는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 체제 안에서 일터혁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
조하기도 한 바 있다.
그렇다면 한국적 맥락은 무엇인가? 한국적 맥락과 일터혁신의 구성 요
소들을 어떤 잣대로 평가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몇가지 판단과 평가
의 근거들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우선, 린 생산방식을 단지 JIT, QC, 다기능화, 3정5S 등의 몇몇 기법이

18

한국형 일터혁신 모델 탐색

나 도구들의 집합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린 방식의 모델이었던 도요
타 생산방식의 경우 1950년대 이후 꾸준한 혁신과 부단한 수정을 통하여
진화해왔고,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도요타 생산방식에 대한 최고
권위자이며 모노츠쿠리센터를 설립하고 이끌었던 후지모토 교수는 그러
한 점에서 조직능력(Organizational Capability)을 중시한다(藤本隆宏,
2003). 조직능력은 일상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는 물건만들기(모노츠쿠리)
능력인 루틴과 그 루틴의 개선능력, 그리고 루틴과 개선능력이 발전하는
진화능력(능력구축 능력)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후지모토의 이론체계가
진화경제학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익
률과 생산성, 품질지표 등 표면의 경쟁력 뒤에 숨어있는 심층의 경쟁력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심층의 경쟁력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꾸
준히 발전한다. 표면의 경쟁력은 환율이나 이자율의 변화, 무역마찰이나
자연재해 등 일시적 요인에 따라 변동할 수 있지만, 심층의 경쟁력은 그
조직의 경쟁력과 생존능력을 높여주고, 다른 기업이 단기간에 모방하기
어려운 특징을 지닌다.10)
이렇게 조직능력을 기초로 린 생산방식을 확장하여 이해하면, 도요타
의 작업조직과 노동과정을 지탱하는 인적자원관리와 교육훈련시스템, 노
사관계 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게 된다(조성재, 2009). 그러한 점에서
이제 린 생산방식은 고성과작업시스템 이론과 만날 접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독일의 혁신적 노동정책론 역시
신생산개념론의 후퇴 이후에는 작업조직 차원을 넘어서서 기업조직과 성
과정책, 관리조직, 기업의 조정 형식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정승국, 2019).
따라서, 우리는 린 생산방식이든 사회기술체계론이나 혁신적 노동정책
론에 기초한 자율적 작업팀이든 작업조직과 노동과정이 일터혁신의 중심
적 위치를 차지하며, 이들을 둘러싼 인적자원관리와 인적자원개발, 노사
관계 등의 요소들 및 그들 사이의 관계에 주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이것이 일터혁신의 4가지 구성요소가 된다는 점은 고성과작업시스
10) 그러한 점에서 후지모토의 조직능력 개념은 경영학의 자원기반 관점(resource
based view)과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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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이론에서 이미 정식화한 바 있다. 그렇지만, 고성과작업시스템 이론에
서는 작업조직의 중심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작업조직에 각국의 경험을
녹여낸 린 방식과 자율적 작업팀 방식의 굵직한 두 개 모델이 있다는 점
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우리의 일터혁신 모델은 외국의 모델들을 수입하고 정부 주도로 일터
혁신 확산 정책을 펼쳐오는 과정에서 분명해진 이러한 구성요소들에 더
욱 집중하되, 작업조직의 중심성을 회복하고, 작업조직과 상호작용하는
제 요소들 간의 관계를 보다 풍부하게 정립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도요타자동차의 취약한 노동조합과 이로 인한 효율성
의 극단적 추구, 이를 뒷받침하는 매우 경쟁적인 내부노동시장 기제들이
다. 그 결과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노동강도가 강해 과로사가 빈발해 왔
다는 점이다.11) Oeij & Dhondt(2017)를 비롯해서 유럽의 연구자들이 쉽
게 린 방식 자체를 일터혁신 모델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
으며, 독일 금속노조를 비롯하여 노동운동이 일본화를 견제하고자 했던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결국 작업조직은 하나의 기법의 집합으로서 논의
되고 수용되었지만, 유럽의 노사관계 맥락에서 수정된 형태일 수밖에 없
었는데, 린 방식을 번들로 도입한 벤츠의 통합적 생산방식조차 린 방식의
원형과 차이가 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0년대 이후 린 방식 등 일본화에 대한 유보적
태도를 보였던 이유가 노조의 약화와 노동강도의 강화 가능성 때문이었
다. 반대로 유럽이나 우리나라에서 린 방식이 하나의 기법이나 노하우처
럼 이해되게 된 것도 사회적 맥락과 노사관계 지형을 옮길 수 없는 특성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일터혁신은 이러한 작업조직의 몇몇 기법들의 모
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경영철학에서부터 작업조직을
둘러싼 제반 인사노무관리 제도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도와 층위의
루틴들이 결합되고 이것이 진화해 나가는 것이 일터혁신이라면, 일터혁
신은 장기에 걸치는 능력구축 과정으로 정의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 일터혁신의 핵심적인 요소는 오히려 “원리”이다. 노세리 외
(2018)에서 자율적 팀 작업방식, 린 생산방식, 고성과작업시스템 이론을
11) 예를 들어 가마타 사토시(1995)가 지은 자동차 절망공장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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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통하는 일터혁신의 원리로서 참여(기회), 숙련(역량), 보상(동기)을 설
정하고 상황적 요인을 매개로 일터혁신의 방법과 결과가 달라진다고 주
장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도출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본고의 입장
은 상황적 요인 중에서 노사관계 지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으로서, 사실
노사관계 자체가 전국 단위에서 작업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층위에서 정
의되기 때문에 노사관계라는 구조와 맥락은 일터혁신의 처음부터 끝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제 협력적 노사관계라는 상식적 용어는 일터혁신
을 매개로 “생산적 노사관계”로 전화될 수 있다.12)
이렇게 일터혁신을 이해한다면 빠른 기술 발달에 따른 일터의 변화에
대해서도 혁신적 관점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것은 사회기술체계론의 입장
과 유사하게 기술이 일의적으로 작업조직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노동의 참여와 역량 증진을 기초로 기술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이 Industrie 4.0을 대하는 독일 노
동조합들의 Arbeit 4.0 접근법의 기초이기도 하다.
또한 일터혁신을 협력적 노사관계의 맥락에서 작동하는 참여, 역량, 동
기의 원리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 등 비
제조업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 아울러 우량 대기업의 베스트 프랙티스들
의 집합을 넘어서서 중소기업들의 단편적, 일면적 관행들 역시 맥락에 따
라서는 일터혁신의 역동성 내에 포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본고에서는 일터혁신의 해외 이론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작
업조직의 중심성을 재확인하였으며, 참여적 작업조직과 상호작용하는 동
기유발의 HRM, 고숙련 HRD, 협력적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작업조직에는 린 조직과 자율적 작업팀의 두 가지 형태가 있으
며, 이는 해당 국가의 노사관계와 숙련 형성 기제, 해당 업종의 기술체계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작업조직의 기본 요건은
反테일러주의이기 때문에 구상과 실행의 분리, 세분화된 직무와 위계적

12) 이러한 노사관계론 차원과 일터혁신을 연결시키는 것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
둔다. 다만, 협력적 노사관계라는 것이 태도적, 관계적 특성을 규정한다면, 생산
적 노사관계는 이러한 태도적 특성의 결과물뿐 아니라, 노사 간의 관계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생산영역과 분배영역의 통합적 시스템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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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등을 극복하는 모습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핵심이 되는 대상은 테
일러주의에서 단순반복 작업을 실행하도록 요구받았던 현장의 노동자들
(생산직이든 판매서비스직이든)이다. 그러한 점에서 기획과 기술개발 업
무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혁신과 제품혁신 등은 일터혁신의 영역이 아니
다. 일터혁신은 평범한 노동자들의 사소한 아이디어들과 암묵지가 모여
서 조직능력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하는 접근법이며, 따라서 장기에 걸친
매우 점진적인 혁신 방식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터혁신은 과연 기업에 생산성과 품질을 높여줄 것이며, 노동
자들에게는 노동의 인간화를 실현시켜줄 것인가? 정의상은 그러하다. 그
러한 점에서 ‘고성과’ 작업시스템은 어찌 보면 동어반복에 불과할 수 있
다. 또한 기업경영의 중요한 부분인 생산관리와 생산기술체계, 인사노무
관리와 교육훈련 체계 등을 모두 일신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결국 일터혁신은 catch-all의 비기(祕器)이면서 아무 것도
규정하지 못하는 무정형의 목표일 수도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많은 연
구자들의 일터혁신 정의가 서로 다르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점에서 다시 일터혁신의 참여, 역량, 보상의 원리로 돌아가게
된다. 생산직/판매서비스직 등 현장 노동자에 대한 포용적 철학을 지닌
최고경영진의 자세 혹은 기업문화를 토대로 루틴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
이 일터혁신이며, 그러한 점에서 일터혁신은 구성적, 동태적, 진화적 관
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일터혁신의 준비된, 정형화된 모델
은 없으며, 열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일터혁신 모델은 만들어나가
는 과정 그 자체이며, 결국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최선의 관행(best
practice)을 찾아가는 집합적 노력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일터혁신 모델을 정립하기 위하여 귀납
적 방식을 채택하였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례들
을 검토하면서, 원리적 측면과 행태적 측면에서 어떤 실천적 함의를 갖는
지에 역점을 둔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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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구성과 방법
일터혁신을 위와 같이 동태적, 구성적, 진화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산
업별, 규모별 사례에 대해 귀납적 정의를 시도한다면,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과 역사적 추적 연구 등이 중요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장기에
걸친 연구는 수월하지 않으나, 다행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일터혁신 기
업인 YK사와 L사에 대한 연구는 15년여 이상에 걸쳐서 연구자들이 조사
를 수행한 바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접근법에 근사한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었다. 다른 사례들은 일터혁신 연구에서 처음으로 다뤄지는 사례들
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적인 추적조사 결과가 부재하지만, 기업의 역사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하여 이러한 접근법에 최대한 근접해보고자 하였다.
목차에서 보았듯이 본 연구는 제조업 대기업, 제조업 중소기업, 서비스
업 대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영역으로 나누어 일터혁신의 우량 기업이
라고 부를 수 있는 사례들을 탐색하였다. 또한 조사와 서술에서 일터혁신
의 주요 구성요소인 협력적 노사관계, 참여적 작업조직, 고숙련 인적자원
개발과 동기유발형 인적자원관리가 각 기업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근로자
들에게 수용되는지에 역점을 두었다. 다만, 공식적 교육훈련 제도는 주로
HRM의 요소로 다루었으며, 무형식 학습(심용보, 2018)과 OJT, 행동 학
습(learning by doing), 실천공동체(CoP; Community of Practice) 등은
작업조직 내에서 함께 다루고자 하였다. 다만, 이러한 틀을 엄격히 적용
하기보다는 각 사례의 특성에 맞도록 유연하게 서술하였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일터혁신은 노동단체나 기업
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러한 접근법을 넘어서서 노사 단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
는 것은 당위이나, 발전국가의 유제가 강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상당한 기
간 동안 정부의 역할은 여러 측면에서 기대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정
부가 모범적 사용자로 작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서도 일터혁신 접근법
을 동원하여 공공부문에 고유한 종사자들의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를 증진시킴으로써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민
간부문의 일터혁신에도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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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에 공공부문의 하향식(top-down) 방식의 혁신을 위주로 해왔던 접근
에 상향식(bottom-up) 접근법을 보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하 6장에서는 공공부문의 일터혁신 사례를 살
펴볼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은 절차와 과정이 더욱 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터혁신의 성과물뿐 아니라, 그 과정에 초점을 둔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5개 부문에 걸친 일터혁신 우량 사례들을 조사, 분석하는 과정
에서 각 부문의 차이와 더불어 공통적인 특성들을 포착하고자 한다. 아울
러,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 이러한 사례 연구의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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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제조업 대기업의 일터혁신 사례

제1절 도 입

우리나라 제조업은 불모지나 다름 없던 1960년대부터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하여 60여 년 만에 독일, 일본 등과 더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가전,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에
이르기까지 업종별로 고르게 발전한 것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그런데, 제조업 노동자 1만대당 로봇 수로 계산된 로봇 밀도(robot
density) 측면에서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2010년대 이후 압도
적인 1위 국가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예를 들어 2020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로봇 밀도는 노동자 1만명당 855대로 일본 364대, 독일 346대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고 있다. 이는 노동배제적 자동화(이영희, 1994) 혹은 숙련절
약적 생산방식(조형제, 2016)의 결과인가? 4차 산업혁명이 논의되는 현재
시점에서 자동화에 더하여 정보화, 지능화가 더욱 가속화된다면 인간 노
동의 위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일자리의 양이 줄어든다는 차원
을 넘어서서 질적으로 숙련 노동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가?
이와 관련하여 일터혁신은 인간 노동과 기술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으
로 정의되고 분석된 바 있다(조성재․전우석, 2011; 조성재 외, 2017).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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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현장에는 기술과 더불어 기능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둘이 어떻게 조
화를 이루는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최근의
빠른 디지털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이 보유한 숙련이 중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숙련이 쓸모없어진다는 것이 아
니라, 숙련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이미
1970년대 이후 진행된 극소전자(ME; Micro Electronics) 기술 혁명 속에
서 점차 손끝 기술보다는 문제해결 능력과 사회적 숙련, 인지적 숙련 등
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다는 논의는 익숙하게 다가온다. 더욱이 최근에
는 문제해결 능력 이전의 문제제기 능력까지 요구받고 있어서 중요한 것
은 숙련의 내용이지, 숙련을 경시하거나 노동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생산
방식이 나아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는 이러한 빠른 기술
발전의 시대에 엔지니어의 역할뿐 아니라, 숙련 기능공의 역할이 변화한
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의 시대에 일터혁신은 이렇게 전통적 모델의 변
화선상에 놓여 있으며, 따라서 기존의 모델이 항상 모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일터혁신 모델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며, 기존에 베스
트 프랙티스로 여겨졌던 사례들이 진부해지거나 심지어 발목을 잡는 요
소가 될 개연성도 없지 않다. 더욱이, 중국의 부상, 코로나19로 인한 글로
벌 가치사슬의 위기, 또한 우리나라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막강한 경쟁력을 지녀왔던 제조업 대기업들의 경우
에도 부단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한 점에서 본 장에서는 기술적, 경제적, 인구구조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일터혁신 모델인 YK사와 L사의 작업장이 어
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새롭게 조사, 보고하고자 한다. YK사는 2000년
대 초중반에 걸쳐서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평생학습체계와 참여형 작업
조직 등으로 유명하며, 이에 대해서는 노용진 외(2004), 김동배 외(2004)
등의 연구가 제출된 바 있다. 또한 L사는 노경모델을 토대로 도요타 방
식의 혁신역량을 보유하고 도요타자동차와 대등한 교류회를 열 정도의
일터혁신 모델을 발전시켜온 것으로 유명하다(배규식, 2003).
YK사가 대규모로 자동화된 장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동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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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성과 역량을 보유한 숙련인력에 의존
하는 모델이라면 L사는 전형적인 조립공장에서 어떻게 생산성과 품질,
노동의 인간화를 양립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두 대기업 사
례는 오계택․조성재(2018)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일터혁신 대기업 모
델로 제시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 업종의 사정에 따라 각기 발전시켜온 일터혁신 모델
의 최근 양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제조업 대기업의 일터혁신 모델
의 변형 혹은 진화 과정을 진단하고, 여타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절 YK사 충주공장 사례

1. 문제 제기
인간의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공동 최적화를 추구하는 일터혁신의 한
국 대표 기업은 YK사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한때 참여 정부는 YK사의 일터혁신 모델을 다른 기업들로 확산하기 위
해 뉴패러다임센터를 설립했고 이것이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일터혁신
사업으로 연결된다. 그런데 YK사 일터혁신의 메카였던 대전공장이 설립
된 1994년부터 벌써 27년 차에 접어들고 있듯이 강산이 세 번 바뀔 정도
로 시간이 흘렀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YK사 일터혁신 모델
은 어떻게 변했을까?
YK사의 생산 공장들은 군포 1공장(1970년), 김천 2공장(1980년), 대전
3공장(1994년)의 순서로 설립되었다. 군포공장은 2010년에 충주공장이
완공되면서 충주로 이전했는데 대다수 근로자가 군포공장 출신들이며,
여성용품과 시니어용품 전용 생산 공장이다. 이처럼 충주공장은 YK사 3
개 공장 중에서 사실상 가장 오래된 공장이 이전하였고, 제품 측면에서는
여성 및 시니어용품 전용 생산, 그리고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가장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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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된 공장이라는 특성을 보인다.
연구진은 2017년에 대전공장 일터혁신 모델의 변천을 살펴보았는데,
후속 연구로서 이번에는 YK사 충주공장의 일터혁신 사례를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진이 2017년 대전공장 작업시스템의 변천을 살펴본 결과 상당
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즉 작업조직보다 인사관리와 노사관계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발견되어 예단할 수는 없었지만, 전반적으로는 YK사 일
터혁신 모형은 계속 변화된 환경의 도전에 적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
다. 연구진이 2017년 대전공장에서 발견한 변화들은 충주공장에서도 발
견되는 보편적인 현상인가? 대전공장과 다른 충주공장 특유의 일터혁신
관행이나 변화가 나타나는가? 본 연구는 충주공장 작업시스템의 현황 및
최근의 변화를 살펴본다. 특히 최근의 변화는 연구진이 2017년에 살펴본
대전공장 작업시스템의 변화와 대조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나는
지도 분석함으로써, YK사 일터혁신 모형의 변화에 대한 좀 더 일반화된
평가를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21년 9월 초 연구진이 충주공장을 방문하여 공장장을 포
함하여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현장 생산라인을 살펴본 후, 후속 연구로서
두 번에 걸쳐 비대면 회의를 통해 부족한 내용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마
지막으로 대부분의 인용 자료는 충주공장 연구에서 회사로부터 제공받거
나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이지만, 전사 단위에서 공통으로 시행하는 인사
제도 등의 인용 자료 중에는 연구진이 2017년 대전공장 연구에서 회사로
부터 받은 자료도 일부 있음을 밝힌다. 이 글은 제2절은 충주공장의 개요,
제3절은 작업조직, 제4절은 인사관리, 제5절은 요약 및 함의로 구성된다.

2. 충주공장 개요와 YK사의 최근 경영현황
충주공장 소개에 앞서 YK사의 최근 경영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1>은 2015년 이후 최근 YK사의 경영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
에 보고하지 않았지만 2014년까지는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다가 2015년이
정점이고 그 이후 계속해서 매출액이 줄어드는 역성장을 겪고 있다. 매출
액 중 수출액의 비중도 2015년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13) 매출

28

한국형 일터혁신 모델 탐색

<표 2-1> YK사 최근 경영현황

2015

2016

2017

2018

2019

15,191

14,999

13,568

13,272

13,332

19.4

17.7

13.8

10.5

9.8

아기기저귀

38.0

36.7

30.7

23.4

21.0

물티슈, 타올, 성인기저귀,
스킨케어등

17.6

17.7

18.7

21.4

21.1

미용지화장지

16.2

16.5

18.9

20.4

20.7

여성용품

15.5

16.0

16.2

17.3

18.6

1,748

1,708

1,671

1,577

1,566

생산직(명)

844

833

811

799

762

근속연수(년)

17.9

18.6

19.7

20.2

20.6

매출액(억원)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

품목별
매출액
비중

직원(명)

주 : 매출액 품목별 비중의 나머지는 B2B 사업부문임(2019년 기준 18.6%).
자료 : YK사 지속가능보고서, 각 년도.

의 감소는 생산직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의 감소를 낳고 남아 있는 직원
의 평균 근속연수는 증가하고 있다. YK사 모형이 시장(market)의 혹독
한 도전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YK사가 매출 감소를 겪고 있지만, 여성용품과 아기 기저귀의 국내 시
장점유율은 여전히 확고한 1위이다. 국내 매출 감소는 저출산으로 국내
전체 시장의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킴벌리클라크의
글로벌 생산전략의 변화도 역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과거 대전공장 아기
기저귀의 30% 정도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중국에 수출했지만 킴벌리클라
크가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사정이 변했다. 생산성 높은 신기계로
무장하고 값싼 인건비에 원부자재 수급 조건도 좋은 중국에 밀려서 수출
이 대폭 축소되었다.
현재 YK사 지분의 70%를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 킴벌리클라크의
눈에 국내의 YK사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성요소 중 하나로 다가올
13) 2020년 매출액이 14,977억 원으로 2019년에 비해 반등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위
생용품의 매출에 힘입은 것으로서 2021년의 전망은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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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YK사 기계가 전 세계 킴벌리클라크 공장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
고 고객 니즈를 반영한 연구개발력이 가장 우수한 것은 YK사의 매력이
다. 그러나 베트남과 중국과 비교해서 YK사가 제품 단위당 인건비(unit
labor cost)가 덜 매력적인 것은 확실해 보인다. 최근 10여 년간 국내 신
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직 신규채용이 중단된 것은 이러한 사정
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표 2-1>의 품목별 매출액 비중에서 충주공장은 여성용품과 시니어
용품(성인기저귀)을 포함하여 YK사 매출액의 약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용품은 생리대 80종과 팬티 라이너 20종 그리고 시니어용품 20
여 종을 생산하고 있다. 여성용품은 90% 이상 대부분이 내수용이지만 시
니어용품은 26% 정도를 수출하고 있다.
충주공장을 포함한 YK사 3개 공장의 인원분포와 평균연령 및 근속연
수를 정리한 것이 <표 2-2>이다. 충주공장은 YK사 3개 공장 중 인원은
가장 적지만 가장 먼저 설립된 공장이라는 점을 반영해서 직원의 평균연
령과 평균근속연수는 가장 높다. 충주공장에서 여성의 비중은 12%이며,
근속연수별로는 10년 미만 3%, 11～20년 20%, 21～30년 63%, 30년 이상
14%이다. 충주공장의 연령대별 인원 구성을 보면 31～40세가 9%, 41～
50세가 45%, 51～60세가 46%이며 30세 이하는 없다. 고령화가 많이 진
척된 것으로 보인다.
<표 2-2> YK사 공장별 제품 및 인력구성

주요 제품
본사

-

인원
(명)

평균
근속(년)

평균
연령(세)

496

16.7

43.6

김천공장

가정용품(화장지 등)

369

24.8

49.2

대전공장

유아용품

366

20.7

45.4

충주공장

여성용품, 시니어용품

241

25.5

49.8

1,472

21.2

46.5

전체
주 : 본사에는 죽전 포함.
자료 : 회사 제공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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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41명의 직영 근로자 이외에 지게차를 운전하는 협력사 근로자
50명이 있다. 과거 군포공장의 경우 350～360명 정도의 규모이었음에 비
하면 100명 정도가 줄어들었다. 물론 군포공장의 경우 연구개발 인력과
초지 기계 등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군포공장보다 충주공장
의 인원이 줄어든 것은 확실하다.
충주공장은 충주시 대소원면 첨단산업로 312에 소재하고 있으며, 충주
첨단산업단지에 자리 잡고 있다. 총면적은 3만 7천 평으로 과거 군포공장
의 1만 4천 평에 비교하면 공간이 훨씬 여유가 있다. [그림 2-1]은 공장
의 전경이다. 공장은 3층 건물인데 1층은 생산 및 관련 기능들이, 2층은
사무동, 3층은 대강당과 교육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하에는 주차장이
들어서 있다. 공장에 들어서는 정문에서 보면 가운데에 지게차가 다니는
통로가 있고 그 좌우로 내부 배치가 다른데 왼편은 기계들을 배치한 생
산 공장, 오른편은 자동창고시스템인 ASRS(Automated storage and retrieval system)와 원부자재 창고가 있다. ASRS는 높이가 34m로 눈에
잘 들어오며 총용량은 9,072팔레트로서 800팔레트를 동시에 적재할 수
있다.
[그림 2-1] YK사 충주공장 전경

자료 : YK사 홈페이지(https://www.yuhan-kimberly.co.kr/)

제2장 제조업 대기업의 일터혁신 사례

31

3. 작업조직
가. 공정 특성

[그림 2-2]와 같이 충주공장은 여성용품 6대 시니어용품 2대의 기계를
갖추고 있다. 애초 충주공장은 안양과 대전공장에서 이전된 여성용품 기
계까지 합쳐서 1～8호기까지 총 8대가 있었는데, 여성용품 시장 축소로 2
호기와 7호기를 운전 정지시켰다. [그림 2-2]에 철수한 여성용품 기계 자
리는 원자재로 표시되어 있다. 여성용품 4호기도 가동률이 낮아서 4개의
교대조 중 1개 조만 운영하다가 일시적으로 운전 정지한 상태이다. 여성
용품의 기계 철수에 대응하여 시니어용품 생산 기계를 2012년(CA#9)과
2019년(CA#10)에 각각 도입하면서 충주공장은 현재 여성용품과 시너어
용품 전용 생산 공장으로 자리 잡았다. 기계 번호는 각각 규격이나 두께
가 다른 제품을 생산한다고 보면 된다.
[그림 2-3]은 충주공장 시니어용품 생산현장의 그림이다. 기계는 초고
속으로 작동하는 자동화된 고속기계장치가 특징이다. 기계 1대당 하루
[그림 2-2] YK사 충주공장 1층 레이아웃

주 : CA는 Chungju Asset의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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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백만 개의 제품을 생산한다. 제품 크기에 따라 1분당 800～1,700개
까지 생산하는데 제품 규모가 작으면 생산량이 더 많다. 2005년 대전공장
여성용품 기계가 시간당 45,000개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보다 생
산량이 증가했다. 자동화된 고속기계장치를 운전하는 오퍼레이터의 주요
임무는 고속의 기계가 정상 가동하는 도중에는 원자재 부착과 기계 작동
을 감시․통제하고 품목 교체나 돌발 사태가 발생할 때는 교체나 문제해
결(trouble shooting)을 수행한다. 기계가 정상 작동하는 동안에는 원자재
부착 이외에는 감시․통제 이외에는 할 일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일상적인 점검 및 보전 활동도 오퍼레이터의 일상작업으로 정착되어 있
다. 생산 흐름은 원부자재 부착만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하고 나머지는 초
고속의 자동화된 기계로 자동으로 생산, 통제, 포장까지 이루어진다. 원
부자재 부착 작업의 자동화를 추구했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만일 원부자재 부착의 자동화가 가능하면 현재 4～5명이 담당
하는 업무를 1명으로 대폭 축소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이물질에 의해서
불량이 발생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불량품을 제거한다. 물론 기계가
자동으로 검사하지 못하는 불량은 검사역할 담당자(inspector)가 주기적
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품질부서는 생산 완료 후 품질 체크를 한다.
[그림 2-3] 충주공장 시니어용품 생산현장

자료 : YK사 홈페이지(https://www.yuhan-kimber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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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정의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는 제품 품목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공장에서 제품 품목의 다양성을 SKU(stock keeping unit)로 지칭한다.
SKU가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치공구의 교체 등에 시간이 많이 소
요된다. 충주공장의 경우 여성과 시니어용품 SKU를 합하면 총 421개에
달한다. 여성용품은 제품별(두께나 길이)로 SKU가 다른데 3종류를 모두
합하면 총 293개 그리고 시니어용품은 123개이다.
SKU 변동 시 기종교체(change over)에 걸리는 시간이 여성용품은 1
시간, 시니어용품은 3시간 정도이며 포장만 바꾸는 것은 20분 정도이다.
30년 전에 SKU 교체에 3일 정도 소요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단축된
것을 알 수 있다. SKU 변동 시 리드 타임을 단축하는 것은 돌발 셧다운
의 예방과 함께 가동률, 즉 생산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인데, 이를
결정하는 요인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외에 휴먼스킬이 있다고 한
다. 기종 교체 시 생산성을 좌우하는 하드웨어는 관련된 키트, 툴 등을
말한다. 최근에는 모듈 베이스로 교체를 실행하고 나중에 미세 조정을 하
기도 한다. 소프트웨어도 개선되어야 한다. 초기화 이후 정상 가동으로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를 해결하는 소프트웨어의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휴먼 스킬도 교체시간을 단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한다.
스마트공장 또는 디지털화가 충주공장의 생산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
직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3개 공장 중 디지털화 속도는 대전
공장, 김천공장에 이어 충주공장이 상대적으로 가장 늦다. 스마트공장 또
는 디지털화는 센서를 통한 데이터의 축적과 이를 통해 구축된 빅데이터
를 활용한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이라는 두 개의 구성요소로 분해할 수 있
는데, 후자까지 완료되면 생산성이나 품질 등의 개선이 획기적으로 향상
될 수 있다. 이러한 스마트공장을 충주공장 관계자는 데이터 수집(data
monitoring, gathering & storage)과 여러 데이터를 통합하는 데이터 인
터페이스(MES 등)로 지칭한다. 스마트공장은 대전공장이 가장 먼저 완
료했고 그다음으로 김천공장도 완료했다. 충주공장은 2021년 6월에 data
gathering 단계는 완료했지만, 인터페이스 완료는 2022년 12월까지 목표
로 하고 있다. 다만 데이터 해석, 즉 analytics 인원 육성을 위해 엔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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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게 통계 교육 등을 실시하고, 통계학적 지식을 갖춘 내부 강사를 양
성하고 있다. 현장 오퍼레이터에게 스마트공장은 아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작업조직
1) 생산조직

충주공장 생산조직은 대전공장과 같은데 세부 인원 구성은 차이가 있
다. 기계 1대당 4개의 교대조가 4조 2교대로 교대근무한다. 1개 교대조
인원은 기장을 제외하고 1호기와 8호기는 5명이고 나머지 기계들은 모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과거 대전공장 여성용품의 경우 기장을
제외하고 교대조 인원은 4명이다. 1호기와 8호기에 인원이 많은 이유는
기계의 속도나 생산량 그리고 업무 부담(work load)을 감안해서 인원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추가된 인원은 포지션으로 보면 원자재 부착업무 담
당자(unwind) 1인이 더 추가된다.
YK사는 기계의 책임자를 기장(machine leader, team leader)으로 부르
고 대폭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림 2-4]에서 대졸 출신 엔니지어
와 전문부서가 기장과 대등한 수준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를 상징적
[그림 2-4] 충주공장 생산조직

주 : 교대조만 교대근무 나머지는 주간근무. 임금은 스페셜리스트는 교대조와 같이
호봉제이며 기장부터는 연봉제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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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여준다. 기장이 보고하는 부서장은 생산팀장인데 현재 충주공장
에는 2명의 생산팀장이 있고 생산팀장 위에는 1명의 공장장이 있다.
충주공장의 경우 기계 2대당 1명의 기장이 배치된다. 앞서 설명한 바
와 같이 여성용품 기계가 6대이고 시니어용품 기계가 2대이므로 총 4명
의 기장이 있다. 대전공장의 경우 기계 1대당 기장이 1인 배치되는데 충
주공장의 경우 기계 2대당 1인의 기장이 배치되는 이유는 기장의 통제범
위(span of control)가 감안된 것이다. 즉 대전공장의 경우 유아용품 기계
의 교대조 인원이 7명임에 비해 충주공장의 경우 1호기와 8호를 제외하
면 4명이기 때문에 기장이 관리하는 직원의 숫자는 두 공장이 비슷하다.
기계 책임자인 기장은 통상적인 한국 제조업의 경우 반장급에 해당하
지만 다른 기업의 반장과는 달리 기계와 관련해서 거의 모든 권한을 부
여받는다. 기장은 주간근무만 하므로 기장이 퇴근한 이후 일상 작업운영
관련 일상적인 권한은 선임오퍼레이터인 교대조장이 갖는다. YK사는
2017년에 직제 개편을 통해 기장의 경력 경로를 임원 등급까지 확장했다.
기장의 경력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기장의 권위와 권한을 강화함
으로써 현장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기장 1인에 대해서 대졸 출신 엔지니어 1명이 배치되고 오퍼레이터 출
신인 프로세스 스페셜리스트와 머신스페셜리스트가 각각 1명씩 배치된
다. 예컨대 기장이 4명이므로 충주공장의 대졸 엔지니어는 정원이 4명이
지만 현원은 1명이 부족해서 3명이다. 프로세스 스페셜리스트는 기장을
지원하면서 낭비(waste) 최소화를 목적으로 프로세스 세팅 등 공정관리
를 담당한다. 머신스페셜리스트는 대전공장에서는 머신체크로 지칭하는
데 생산 지연(delay) 최소화를 목적으로 기계설비 보전, 즉 예방 정비와
정기 점검이 주요 업무이다. 후술하겠지만 충주공장의 경우 스페셜리스
트는 기장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경력 단계이기도 하다.
2) 교대조 구성

기장 아래 기계당 4개조가 2교대로 근무하고 교대조는 조장(lead operator)이 작업조를 책임진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4조 2교대는 4일 근무
4일 휴무 방식이며 12시간씩 근무하고 교대하는 방식이다. 이하 4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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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1개 교대조의 포지션과 각각의 역할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
로 교대조원 5인으로 구성되는 1호기와 8호기의 경우 원자재 부착업무
담당자 1인이 더 추가되는 것만 차이가 있다.
4명으로 구성된 교대조의 포지션은 4개인데 여성용품과 시니어용품의
포지션 구성은 같다. 생산공정과 프로세스가 같기 때문이다. 4개의 포지
션은 Unwind, LO(lead operator), Inspector, Package가 그것들이다. 굳이
번역하자면 원부자재(부착), 조장, 검사, 포장에 해당한다. Unwind는 원
부자재 부착 담당자로서 원부자재를 계속 장착하는 업무를 책임진다.
YK사는 ‘책임진다’를 ‘오너십(ownership)을 갖는다’로 표현한다. 이것은
가장 숙련수준이 낮은 업무로서 과거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에는 신입사
원이 처음으로 담당하는 업무였다. 과거에는 이 업무를 시작으로 inspector나 package를 거쳐서 조장으로 승진하는 경로가 형성되어 있었
다.14)
Inspector는 공정 내 품질검사를 책임진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YK사
의 경우 공정내 품질 책임(in-line-inspection)이 원칙이고 품질부서는 사
후 품질 체크 기능을 수행하는데 Inspector가 그 중심에 서 있다. 이물질
과 같은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불량을 리젝트 처리하지만 사람이 직접
검사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한 업무를 담당한다. 이 사람은 체크
리스트에 근거해서 10분～몇 시간 단위로 품질검사를 하고, 표본을 추출
해서 실험실이나 품질부서에 전달한다. 공정 내 품질의 일차적인 책임자
이다.
Lead Operator는 교대조장으로서 주공정판에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
하고 교대조 전체 업무를 총괄하며 이상 작업(changeover나 돌발 셧다운
시 T/S)에 책임을 진다. 기장이 퇴근한 이후에는 일상적인 기계운영을
책임진다. Lead Operator 업무는 교대조 내부의 나머지 포지션을 다 거
14) 그러나 현재 충주공장의 Unwind 포지션은 다른 기계나 부서(function)에서 전출
된 고령층이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과거처럼 inspector로 경력 이동을 기
대할 수 없다. 배우기도 쉽지 않고 근로자 스스로 책임 부담을 기피하고 있다. 게
다가 Unwind에 머물러 있어도 임금을 적게 받는 경우는 없다. 즉 교대조내 ‘포
지션의 역할 크기 그 자체’에 따른 임금 차등은 교대조장 수당 월 14～15만 원을
제외하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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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이후에 담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Package 업무는 완성된 제품을 묶고 박스에 포장하는 업
무를 담당하는데 업무는 자동화되어 있다. 박스에 담긴 물건은 자동 전송
장치를 통해 ASRS로 이송된다.
앞서 설명한 교대조 내부의 포지션별로 책임은 정해져 있지만, 책임
업무 이외에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경우 조원들을
도와주는 일상적인 협업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에는 Unwind 업무가 가장 업무량이 많으므로 교대조장 등이
지원하고, 정상 가동이 아닌 기종 교체(change over)나 돌발 셧다운의 경
우에는 Unwind는 업무가 없으므로 다른 업무들을 지원해서 공동으로 기
종 교체나 문제해결(T/S)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다.
YK사의 로테이션은 소순환, 중순환, 대순환으로 구분한다. 소순환은
같은 기계에서 포지션이 바뀌는 경우이고, 중순환은 기계 자체가 바뀌는
경우로서 이 경우 제품은 동일하거나 바뀔 수도 있으며, 대순환은 공장
간 이동으로서 공장별 제품이 특화되어 있으므로 근무지역만이 아니라
제품과 기계가 함께 바뀌는 경우이다.
충주공장도 대전공장과 같이 소순환을 위해 <표 2-3>과 같이 다기능
현황표(스킬매트릭스)를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YK사의 경영현황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순환이 아니라 중순환이나 대순환이 더 중요해
지는 것으로 보인다. 오퍼레이터 로테이션 계획은 공장교육을 총괄하는
대전공장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충주공장의 중순환을 위한 교육훈련 시
간표는 <표 2-4>와 같다
<표 2-3> 다기능 현황표 예시 : 동일 기계 내부

Unwind

Inspector

김○○

○

○

×

×

이○○

○

○

○

○

박○○

○

○

○

○

조○○

○

×

○

×

주 : ○는 작업 가능 ×는 작업 불가능을 의미
자료 : 회사 제공자료 및 설명을 참조해서 작성.

Packaging

Lead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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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중순환(기계간 순환)을 위한 교육훈련 시간표(이론 및 OJT 포함)

여성1

여성3

여성4

여성5

여성6

여성8

여성1

-

128

128

128

128

128

여성3

128

-

128

128

128

128

여성4

112

112

-

112

112

112

여성5

112

112

112

-

112

112

여성6

128

128

128

128

-

128

여성8

128

128

128

128

128

-

자료 : 회사 제공자료 수정

2017년 연구에서 대전공장의 경우에도 유아용품 기계 1대가 셧다운되
면서 유휴인력을 주로 김천공장으로 대순환한 경우가 있었는데, 충주공
장의 경우에도 중순환 및 대순환 경험이 적지 않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주공장의 경우 여성용품 기계 2대가 가동을 중지한 반면 시니어
용품 기계 2대는 신규로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충주공장에서는 중순환
과 대순환이 일어났다. 중순환과 대순환의 예를 들면 시니어용품 9호기
와 10호기를 설치하면서 32명을 충원했는데, 대전공장과 김천공장에서
전출된 희망자와 충주공장 내부의 이동자로 충원했다.
3) 과업통합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Unwind를 제외하면 감시 업무
를 주로 수행하지만, 오퍼레이터는 일상적인 점검과 보전 그리고 문제해
결(T/S) 업무도 상당한 수준 수행하고 있다. <표 2-5>는 교대조 내부의
4개 포지션의 과업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오퍼레이터들은
정상적인 오퍼레이팅 업무 이외에 보전, 문제해결, 품질 관련 업무들을
담당한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대조원 간 협업과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Unwind의 22번째 과
업인 ‘팀 목표관리’에 대해서는 4개 포지션 모두 책임(R)으로 표기된 것
도 흥미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주공장의 SKU는 총 421개로 매우 높은 수준
이며 이로 인한 기종 교체(change over, grade change)는 공구(tool)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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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등을 수반해서 작업 지연을 초래하기 때문에 생산성과 품질과 관련해
서 중요한 관리 변수이다. delay 축소와 관련된 오퍼레이터들의 역할은
설비개선 아이디어 공유, 생산 중단 시간 등에 워크숍을 통한 아이디어
공유와 문제해결 그리고 개인별 제안제도를 통한 제안 활동 등이 있다.
오퍼레이터는 교대조 내 소통과 공유만이 아니라 기장이나 관련 엔지니
어나 스페셜리스트와 delay 단축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개인별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제도는 과거보다는 못하지만, 월별 대략
50건 정도의 개선 제안이 제출되고 있다.
<표 2-5> 여성용품 교대조 업무분장 예시

업무분장
No

과업

난이도 종류

기장 LO Unwind

Pack
Inspector
age

Lead Operator(총 55개 과업)
1

조 회의

3

B

C

R

9

수량변화 준비 및 실시

4

M

C

R

4

T/S

C

S

12 절단 불량시 조정
Inspector(총 25개 과업)
5

외관검사

4

B

C

R

I

S

S

7

계량검사

4

B

C

R

I

I

S

8

EWMA 입력

4

B

C

R

I

I

S

12 Bag 잉크 인쇄 확인

3

T/S

C

R

I

R

S

23 수량변화

3

M

C

R

R

S

R

10 기계점검

5

M

C

C

I

R

S

14 백 외형 육안검사

4

O

C

R

I

R

S

24 등급 및 수량변화 시 조정

5

T/S

C

R

I

S

R

Package(총 25개 과업)

Unwind(총 25개 과업)
10 접착유형 확인

3

O

C

R

R

R

S

19 공정 이상 유무 확인

4

T/S

C

S

R

R

C

22 팀 목표관리

4

B

I

R

R

R

R

주 : 업무 난이도는 수치에 비례. 업무종류는 O(운전) M(보전), T/S(문제해결), B
(기본임무). 업무분장은 A(승인), R(책임), C(조언), I(정보제공), S(기능)임.
자료 : 김동배(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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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U 변동이 없어도 돌발적으로 기계가 멈추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문제해결(T/S) 조치가 필요하다. <표 2-5>에서와 같이 문제해
결(T/S)은 교대조 내 모든 포지션의 과업으로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
는데 문제해결 관련 책임자는 교대조장이다. 문제해결을 원인에 따라 기
계 문제와 전기 문제로 구분하면, 기계 문제의 경우 오퍼레이터들이 90%
이상을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한다. 다만 초고속기계로서 전자장비화
된 초고속기계의 경우 전기에 기인한 문제는 오퍼레이터들이 해결하지
않고 전기 스페셜리스트들이 해결한다. 충주공장에 총 8명으로 구성된
전기 스페셜리스트들이 있는데, 2명씩 교대 근무하면서 기계 전체의 전
기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4) 목표관리

충주공장 생산의 핵심성과지표(KPI)는 설비종합효율(OEE, overall
equipment effectiveness)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종합설비효율은 ‘시
간 가동률×성능 가동률×양품률’로 측정하는데, 시간 가동률은 기종 교체
나 돌발 사태로 인한 가동 중단(delay)에 의해서 결정되고, 성능 가동률
은 기계의 스피드에 의해서 결정되며, 마지막으로 양품률은 낭비(waste)
의 함수이다. 충주공장은 낭비를 원자재의 코스트가 제품의 원가로 얼마
나 구현되는가의 정도로 측정한다고 한다. 반도체 생산에서 수율에 해당
하는 개념으로 보인다.
설비종합효율은 생산팀의 1년 목표로서 매년 11월에 목표 달성도에 따
라 평가가 이루어지고 12월에는 다음 해 목표가 설정된다. 매일, 주, 월,
분기별 설비종합효율 지표의 공유 및 관리가 이루어진다. 충주공장의 설
비종합효율을 결정하는 변수는 비가동시간(delay)과 낭비(waste)인데, 두
지표는 게시판을 통해 생산현장에도 항상 공유되고 있다. 두 변수의 변동
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것이 생산관리의
핵심이다. 참고로 킴벌리클라크 내부에서 YK사의 설비종합효율은 과거
에는 최고였지만 최근에는 중상층 수준인데 그 이유는 한국의 경우 중국
이나 베트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SKU가 많기 때문이다. SKU가 많
으면 기종 교체로 인한 비가동시간(delay)이 증가해서 설비종합효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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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된다.
생산관리 목표인 설비종합효율은 기계별로 할당되기 때문에 기장까지
는 개인의 목표로 할당되지만, 그 밑으로는 공식적인 목표로 할당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공식적인 목표로 할당된다는 의미는 설비종합효율 목
표달성을 위해 교대조별 가동 중단(delay)과 낭비(waste) 축소나 절감 목
표가 부여되고 이것이 다시 개별 교대조원의 목표로 할당되고 평가로 연
결된다는 의미이다. 기장은 목표달성과 관련해서 교대조장들을 관리할
수는 있지만 교대조별 나아가 개인별 목표 할당과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과거에는 동일한 기계의 교대조별 생산량 관리를 했던 적이 있
었는데, 교대조 간 협력 문제가 발생하면서 폐지했다고 한다. 만일 교대
조별 나아가 개인별 목표로 할당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오퍼레이터 근무
평정과 이에 기반한 차별적 처우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정착하
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4. 인사관리
가. 채 용

충주공장으로 이전한 이후 지금까지 생산직 근로자 채용이 없었다.
2017년 대전공장 사례 연구에서도 당시 5년간 생산직 신규채용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공장의 경우 공장 이전 이후 대졸 엔지니어 채용 2
건이 있었을 뿐이다. 매년 정년퇴직자가 발생하는데 대체 채용도 없었는
가? 대체 채용도 하지 않았고, 2022년까지는 정년퇴직자 대체 채용 계획
이 없으며 2023년부터 정년퇴직자의 1/2 정도 인원을 신규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표 2-1>에서 생산직 근로자 숫자가 2015년 이후 계속 감
소하는 것은 이러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년퇴직자를 대체 고용하지 않으면 생산직 인원이 부족하지 않은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성용품 기계 2대가 가동 중단되면서 발생한 유
휴인력이 정년퇴직자를 대체하거나 공장 간 이동을 통해서 해소된 것처
럼 인력 부족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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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의 감소와 국내 시장의 축소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대졸 생산직 채용 계획을 한때 수립했다가 중단했는데, 그
이유는 생산직 채용이 없었고 그다음으로 대졸의 역량과 생산직의 숙련
요건 간 미스매치가 크다고 판단해서 계획을 폐기했다고 한다.
나. 생산직 직급체계

[그림 2-5]는 충주공장 생산직 직능자격등급과 대응 직책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 충주공장 생산직 직급체계는 전사 공통으로 대전공장과
동일하다. 현재 충주공장 생산직 근로자의 직능자격등급은 근속연수 25.5
년에 평균연령 49.8세를 반영해서 대부분 수석기사나 선임기사에 몰려
있으며 기성은 아직 없다. 대전공장마저 2011년부터 승격 시 이론시험을
폐지하면서 YK사의 직능자격등급은 원래 제도의 취지가 상당 부분 훼손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실무와 함께 이론시험을 통해서
자격등급 승격을 실시했지만, 이론시험을 폐지하면서 사실상 연공에 의
해서 승격이 결정되면서 숙련등급(skill-grade)으로서의 직능자격등급의
성격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의 인용문은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주
고 있다.
“승격 시 근무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직능자격등급과 실제 숙련 수준 간 비례성이 약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기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검증
되지 않은 직능자격등급의 최상위 등급으로 기성을 두기가 곤란하다는 것
이다.”(충주공장 관리자 면담)

고직급화로 직책(조장=LO, 기장 등)이나 다른 경력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직책에 대한 수요는 없고 관심이 있다
면 은퇴 이후의 생활설계라고 한다. 직책에 보임되면 책임만 늘어나고 임
금은 오퍼레이터보다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장은 연봉제를 적용
받고 스페셜리스트와 생산직은 모두 호봉제를 적용받는데, 연봉제로 전
환되면 초과근로 수당 등의 사유로 임금총액이 오히려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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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생산직 직급체계
사원
(1년)

▶

기원
(3년)

▶

전문직
(사내강사 등)

기선
(3년)

▶

기사
(4년)

엔지니어

▶

지도기사
선입기사
수석기사
▶ (3년) ▶ (5년) ▶
(3년)

기성

기장’병’
기장’을’
기장’갑’
팀장
▶
▶
(3년)
(3년)
(3년)

대전공장과 달리 충주공장의 경우 오퍼레이터 출신 엔지니어는 없다.
오퍼레이터에서 스페셜리스트([그림 2-5]의 전문직)로의 전환은 있지만,
엔지니어로의 직군 전환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대
전공장의 경우 2017년 당시 생산파트 엔지니어가 30명 정도 되는데 그
중 대략 1/3 정도가 오퍼레이터에서 전환한 사람들이다. 생산직 직급체계
를 나타낸 [그림 2-5]에서 전문직은 스페셜리스트를 말하는데, 그 예로는
프로세스 스페셜리스트, 머신 스페셜리스트, 전기 스페셜리스트들이 있
다. 이들은 현장의 고근속자들로서 주간근무를 하고 임금은 오퍼레이터
와 같이 호봉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생산직 사원들이 선호한다. 현재 충주
공장 기장들은 스페셜리스트 경력 단계를 거쳐서 기장에 보임된 경우가
다수인 것처럼 오퍼레이터가 기장으로 성장하는 경력 단계이다.
다. 보 상

생산직 근로자의 보상은 기본급, 제 수당, 상여금, 경영성과배분으로
구성된다. 기본급은 단일호봉제로서 총 40호봉이 있고 연간 1호 승급한
다. 충주공장 관계자 면담에 의하면 2021년 현재 초호봉은 시급 기준
12,400원 정도로 추정된다. 제 수당에는 가족수당과 근속수당 그리고 직
능자격수당이 있는데, 직능자격수당은 앞서 살펴본 생산직 직능자격 단
계에 따라 금액이 지급된다. <표 2-6>은 직능자격수당 금액을 보여준다.
앞서 생산직 직급체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능자격 단계가 연공에 의
해서 결정된다면 직능자격수당의 성격도 숙련급적 성격이 아니라 연공급
적 성격을 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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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직능자격수당
(단위 : 원)

기원
기선
기사
지도기사
선임기사
수석기사

2001년
27,700
41,500
55,100
75,300
102,200
136,300

2017년
66,600

2021년
69,900

325,200

341,300

자료 : 회사 제공자료 및 면담.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800%를 지급하는데, 상여금 지급규정에 재
직요건이 있어서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회사측이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
다. YK사는 2014년부터 경영성과배분 산정식(formula)을 도입했는데 그
이전에는 경영자의 재량으로 성과배분 금액을 지급했었다. 그런데 산정
식이 없어서 성과배분이 교섭임금의 성격을 지니게 됨에 따라 산정식을
도입했다. 산정식은 매출액 성장률과 영업이익 성장률의 두 변수로 구성
했고, 구체적으로는 성과배분지급액 = ‘매출액 성장률*20%+영업이익성장
률*12.5%’이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표 2-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년을 기점으
로 YK사가 역성장을 경험하면서 성과배분 산정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한다. 최근 역성장과 관련된 문제점들로 산정식을 개편하려고
했지만 노사 간 이견으로 무산되었다고 한다.
고령화와 고근속화를 반영해서 충주공장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매우 높다. 2020년 기준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근로소득액은 1억 2천만
원을 웃도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전국 임금근로자의 상위 4% 정도에 해
당한다고 한다. 임금 수준만이 아니라 생산직과 대졸 사무직 간의 임금
차이도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과거에는 생산직과 대졸 사
무직 초임은 8호봉, 즉 8년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데, 근래에는 1호봉 정
도의 차이로 좁혀졌는데 직능자격수당 등을 합산하면 생산직과 사무직
간 임금이 역전된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반영해서 블라인드에 사무직 노
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기도 하는데, 사무직 대부분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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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근무하고 있는데다 본사는 노동조합운동과 거리가 멀어서 아직 사
무직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은 없다고 한다.
대신에 킴벌리클라크는 YK사의 임금 수준을 민감하게 살피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킴벌리클라크는 노사협상에서 노동조합이 제시하
는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인건비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꼼꼼하게 점검
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채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0여 년간 생산직 근
로자 신규채용이 없었는데 이는 킴벌리클라크의 인건비 통제 전략에 기
인한 것이다. 참고로 2021년 임금교섭에서 베이스업은 동결하였다.
라. 교육훈련

연구진은 2017년도 대전공장 사례 연구에서 YK사의 교육훈련이 2016～
2017년을 거치면서 크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변화의 내용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사원의 다기능화, 교육시간의 유연화,
교육의 원가경쟁력 기여 강화가 그것들이다. 다기능화는 소순환을 넘어
기계 간 로테이션인 중순환, 공장 간 로테이션인 대순환을 위한 다기능화
교육의 강화를 의미한다. 교육시간의 유연화는 과거에는 휴일 마지막 날
8시간을 교육시간으로 고정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폐지하고 셧다운 시간
등을 교육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훈련의 원가경쟁력
은 교육훈련비용 절감, 교육훈련이 실제로 현장의 생산성으로 연결되도
록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하는 액션러닝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교
육훈련의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런데 이번 충주공장 사례연구에서는 교육훈련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로 큰 변화가 관찰되었다. 충주공장의 경우 2020년 이
전에 월 16시간을 할애하다가, 2020년에는 월 8시간 그리고 2021년에는
코로나로 월 4시간의 비대면 교육을 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YK사
생산직 근로자의 교육훈련은 4조 2교대(4일 근무, 4일 휴무)의 휴무일 마
지막 날 8시간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교육훈련시간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월간 평균 3회의 교육훈련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288시간 정도
의 1인당 교육훈련시간이다. 그런데 충주공장은 2020년 이전에 이미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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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교육을 하고 있었고 2020년에는 월 8시간으로 단축했다. 2021년
월 4시간 교육은 법정 교육과 전사 단위 의무교육만을 채우기에도 빠듯
한 시간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YK사의 교육훈련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표 2-7>의 교육훈련 투자금액과 1인당 연간 교육훈련시간의
감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놀라운 사실은 코로나가 사라져도 월 8시간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계획
이다. YK사의 생산직 교육훈련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일까? 관계자
면담에 의하면 실제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측면도 있다고 한다. 즉 과거에
는 교육훈련이 투자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교육훈련시간이 초과근무로 인
정되는 비용이라는 개념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충주공장 평균근속연수 25.5년과 같이 근속연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실제로 직무교육의 필요성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 근로자들의 교
육훈련 참여율도 높지 않다는 점, 회사 측에서는 가뜩이나 높은 인건비
부담에 교육훈련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 무엇보다 2017년 대전공
장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교육훈련의 원가경쟁력 또는 교육훈련이
실제로 경영성과로 연결되는가에 대한 회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으로 보인다. 근로자 측 교육훈련 참가율과 관련해서 유급 교육훈련임에
도 불구하고 교육훈련 대상자의 절반 정도만 참가한다고 한다. 나머지 참
여하지 않는 50% 중 15% 정도는 대체근무로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다고 한다.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인지 정년퇴직자가 대규모로 발생하
면서 신규채용이 증가하면 과거와 유사한 수준으로 교육훈련을 할 것인
지는 예단하기 힘들지만, 교육훈련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관계자의
발언이 기억에 남는다.
<표 2-7> YK사 교육훈련 추세

2015

2016

2017

2018

2019

직원(명)

1,748

1,708

1,671

1,577

1,566

1인당 훈련비(만원)

116.2

78.4

31.0

39.0

42.6

1인당 훈련시간(시간)

71.5

81.3

56.8

45.8

43.6

자료 : YK사 지속가능보고서,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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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로자의 교육훈련 내용은 크게 공장 단위 직무교육과 전사 단
위 의무교육으로 구분되는데, 후자에는 핵심가치 내재화, 킴벌리클라크
차원에서 실시하는 컴플라이언스 관련 교육, 경영현황 설명회(CEO, 분기
별 공장장) 등으로서 연간 평균 10여 시간 정도를 차지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마트공장이 아직은 오퍼레이터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마트공장과 관련된 오퍼레이터 교육도 거의 없다.
관련해서 생산직의 경우 1시간 정도의 기초 데이터베이스 교육을 한 것
이 전부이며, data analytics 관련 교육은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충주공장의 경우 대전공장과 달리 생산직 근로자의 액션러
닝(action learning) 기법을 활용한 교육은 실시하지 않는다. 2017년 대전
공장 사례조사에서는 과거의 워크숍형 교육이 문제해결 능력 배양에 한
계가 있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액션러닝으로 전환했다는 점을 발견했
다. 즉 과거 워크숍형 교육은 교육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에서 멈추었는데, 액션러닝은 아이디어의 제안을 넘어 실행
과 실행할 경우 효과(impact)까지 다루는 문제기반 교육 방법이다. 즉 액
션러닝을 통해 교육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교육훈련의
원가경쟁력이나 경영성과 기여도를 높이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런데 2017년 대전공장에서 발견했던 액션러닝은 충주공장에서는 과거부
터 실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마. 정보공유와 노사관계

YK사 작업시스템은 작업현장에서 생산직 근로자의 높은 자율성과 참여
만이 아니라 중층적인 정보공유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이에 기반한 협력
적 노사관계가 특징이다. 충주공장의 노사 간 소통과 관련된 단적인 사례
는 [그림 2-6]의 충주공장 비전 2030의 수립이다. 참고로 비전도에서 책임
+(accountability), 협업(collaboration), 민첩(agility), 변혁(transformation)
은 YK사 전사 차원의 핵심가치이다.
현재의 공장장이 부임하면서 기존의 비전 2020을 개편하여 충주공장의
비전 2030 ‘Great people Smart Factory-위생용품 생산의 글로벌 랜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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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충주공장 비전 2030

자료 : 회사 제공자료.

크’를 수립하였다. 통상 전사 단위의 비전 수립은 흔하지만 공장 단위 비
전 수립 그 자체도 특이한데, 충주공장의 경우 비전을 생산직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직원들이 참여해서 수립했다는 것이다. 현 공장장의 인간존
중 및 소통 중시 경영철학도 크게 반영된 사례라는 평가이다.
생산과 품질 관련 제반 정보는 담당 부서의 엔지니어나 스페셜리스트
가 취합하여 교대조 회의, 일일 회의(daily meeting), 각종 회합이나 워크
숍 등 교육이나 게시판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다. 생산 관련 정보만이 아
니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중층적으로 경영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CEO
와 각 공장장은 분기별 경영실적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있으며, 매년 2회
에 걸쳐 CEO는 조합 간부와의 대화를 통해 경영현안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이러한 소통과 정보공유는 노사협력의
토대로 작용한다. 2017년 대전공장 사례조사에서 발견되었던 노사대립은
당시 특수한 상황에서의 징계로 인한 노사 간 감정 악화가 주요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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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그 이후 해소되어 현재는 원만한 노사관계를 회복하였다고 한다.
현재 본조 위원장은 김천에서 근무하고 대전과 충주공장은 지부장 체제
를 유지하고 있다.

5. 요약과 시사점
2015년을 정점으로 수출의 감소와 저출산으로 인한 국내 시장의 축소
로 YK사는 역성장을 겪어 왔고, 내부 직원의 고령화와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 연공성은 YK사의 임금 수준을 크게 높여 YK사의 높은 생산성 및
혁신성의 이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 고비용 구조를 낳아 킴벌리클라크의
엄한 인건비 통제를 초래했다. 이와 같은 내외부적 경영환경 변화는 YK
사 작업시스템에 영향을 미쳤고 YK사 작업시스템은 적응과 변화를 모색
해왔다.
YK사 작업시스템을 근로자의 역할구조인 작업조직과 이를 지원하는
인사관리로 구분한다면 작업조직의 원리 그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었던
반면 인사관리는 무시할 수 없는 변화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향후 작업조직과 인사관리 간의 부정합성이 어떻게 균형을 찾아갈 것인
지, 특히 그 과정에서 디지털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향후 세심
한 주의와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고숙련공들의 높은 자율과 참여
를 기반으로 한 참여적 작업조직의 원리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시장 축
소로 인한 기계의 가동 중지는 동일 공장의 기계를 넘어 다른 공장 간 배
치전환도 수차례 이루어졌다는 것이 생산현장의 큰 변화였던 것으로 보
인다.
작업조직과 비교하면 인사관리는 상대적으로 변화를 겪었다. 고령화와
연공적 질서의 강화는 인건비 부담의 가중과 참여적 작업조직을 지원하
는 인사관리의 역할을 약화시켰고, 성장하는 신규공장에서 혁신적으로
도입된 이른바 연간 1인당 300시간에 달하는 강도 높은 교육훈련시스템
은 시장 수축기라는 경영환경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큰 변화를 겪었던 것
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코로나가 사라져도 생산지 근로자의 월평균 교육
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관계자의 예측은 가히 패러다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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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라 할 수 있을 정도 YK사의 교육훈련 변화를 의미한다.
고숙련공의 높은 자율성 및 참여와 회사에 대한 높은 헌신과 열정을
핵심으로 하는 인간 중심 작업시스템이 그 핵심을 지켜나가면서 내외부
격변하는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는 YK사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제
조업 전반에 주는 함의도 클 것이다. 글로벌 기업인 킴벌리클라크의 관점
에서 볼 때 충주공장을 비롯한 YK사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
결해야 할 우선적 과제는 YK사의 세계 최고 생산성과 혁신성의 매력을
상쇄하는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킴벌리클라크의 입장
에서 YK사는 중국이나 베트남 공장과 같이 글로벌 공급망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YK사가 인간 중심 작업시스템이라는 핵심 원칙을 지키면서 킴벌리클
라크가 요구하는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노사가 합심해서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로 보인다. 충주공장 관계자와의
면담을 종합해보면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디지털화를 통한 생
력화(省力化)로서, 예를 들면 현재 4～5명 수준의 작업자를 2～3명, 나아
가 궁극적으로는 1명 수준까지 줄이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러한 디지털
화 과정에서 오퍼레이터가 배제되고 엔지니어 주도로 추진된다면 인간
중심 작업시스템이라는 YK사 모형의 핵심은 보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
다. 생산성 향상은 아니지만 비용 절감을 위한 또 다른 유력한 경로는 외
주(outsourcing)의 증대이다. 과거와 비교해서 YK사의 외주 비중은 많이
증가했는데 외주 증가는 제조비용 절감을 위한 유력한 방안이다. 외주화
는 기존의 기계를 공장 외부로 빼내서 외주사에서 제조하거나 신제품의
경우 처음부터 외주화해서 생산하는 방법으로도 추진된다. 그 과정에서
외주화 대상이 아닌 일자리는 기존 YK사의 작업시스템 원리에 따라 조
직될 것이지만 YK사의 전체 생산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
어들 것이다. 이러한 경향들이 누적되면 전체 노동시장에서는 대-중소
또는 원-하청 격차의 확대로 귀결될 것이다.
디지털화를 통한 인간 노동의 대체나 외주화를 통한 비용 절감 모두
별로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아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현재의 작업시
스템 및 그 핵심원리를 유지하면서 내외부의 도전을 극복하는 방안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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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런데 <표 2-1>은 시장의 엄중한 시험 속에서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과 관련된 해
답은 찾기 위한 YK사 노사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
겠다. 좋은 일자리는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인 만큼 정부는 YK사
나아가 YK사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한국 제조업체들의 변신과 혁
신을 위한 제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3절 L사 창원 2공장 사례

1. 문제 제기
L사는 1987년과 1989년에 대형 노사분규를 겪으면서, 직종 간 차별을
특징으로 했던 공장의 기업문화를 철저히 바꿔나갔고,15) 그 결과 1993년
이 되면 노경 협력선언을 할 정도로 성숙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30년 가까이 이어온 것으로 유명하다. 더욱이 이러한 노경 협력관계를 토
대로 공장의 생산성과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여갈 수 있는 작업장 혁신
모델을 발전시켜 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배규식(2003), 김동원 외(2008)
등의 연구가 발표된 바 있으며, 조성재 외(2005) 등에서 이를 중국 및 일
본 업체들과 대비하면서 설명한 바 있다. 아울러 가전공장은 아니지만,
조성재 외(2006)에서 휴대폰 공장을 사례로, 또한 조성재 외(2016)에서
TV 공장을 사례로 L사의 생산방식과 인사노무관리의 발전 양상에 대해
서 조명한 바 있다.
이러한 L사의 생산방식과 인사노무관리는 결국 일터혁신 모델을 구성
하는데, 오계택․조성재(2018)의 [그림 1-2]에서는 조립산업의 일터혁신
15) 당시 일반적이던 직종간 차별 관행은 L전자 창원공장에서도 전형적으로 드러났
는데, 예를 들면 생산직과 사무직은 명찰 색깔이 다르고, 식당을 따로 쓰며, 심지
어 고참 생산직이 신참 사무직에게 경례를 해야 하는 관행도 만연해 있었다고
한다. 2021년 11월 24일 인사노경팀 관계자 인터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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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모델로 L사를 제시하면서 “근로자 참여를 통한 낭비 배제”를 특
징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도요타생산방식의 전형적 특징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김동원 외(2008)에서는 고성과작업시스템
의 분석틀에 따라 L사의 노사관계와 작업조직을 분석한 바 있으며, L사
출신으로서 곽숙철(2008)은 L사 내에서 작업장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
고 있는지를 다각적인 차원에서 조명하면서 생생하게 그 내용을 전한 바
있다.
이렇게 노경협력을 토대로 일터혁신의 전범이 되어온 L사의 최근 작
업장 현황은 어떠한가? 여전히 일터혁신의 모델이라고 지칭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급변하는 경제, 경영, 기술 환경 속에서 새로운 모델의 양
상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이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본 절의 과제이다.
그중에서도 본고에서는 김쌍수 부회장 시절 이래 L사 내에서도 ‘혁신
의 메카’라는 별칭을 얻어온 창원공장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994년경
맥킨지 컨설팅은 L사에 향후 중국 등의 부상으로 성숙기술에 기반한 가
전사업은 철수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제안을 한 바 있는데, 이후 작업
장혁신을 통하여 가전사업에서 수익을 남기고, 오히려 휴대폰사업의 적
자를 메꿔온 것이 지난 역사였다. 과연 이렇게 혁신을 통하여 성숙산업에
서도 성장성과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하에서는 세탁기, 에어컨 등을 생산하는 2공장에 대해 2021년 11월
24일 방문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일터혁신의 최근 동향을 설명할 것이
다.16) 필자는 L사의 창원 공장 이외에 평택과 구미 공장, 그리고 중국과
인도 등 해외 공장에 대한 다수의 방문조사 경험을 갖고 있는데, 특히 창
원 2공장의 경우는 2005년과 2016년에도 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본고에
서 과거와 비교가 필요한 경우 과거의 인터뷰 기록과 배규식(2003)의 연
구 등을 참조하였다.
그런데, 엘지는 각 사업장 명칭을 사이언스파크, 디지털파크 등으로 전
16) 피면담자는 창원2 공장 인사노경팀 관계자 4명, 인재육성팀 책임사원, 생산팀장
2명, 현장 생산관리와 혁신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계장 혹은 기성 5명 등이다. 하루
종일 소요된 이 조사에 협조해준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후 자
료 정리 과정에서 보완적인 전화 인터뷰를 수차례 실시하였으며, 이때 본사 노경
팀 관계자도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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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 다른 사업장과 유사하게 생산공장의 경우에도 스마트파크로 개칭하
고, 이를 위하여 전 직원들의 아이디어 공모전을 거치기도 하였다. 이는
최근 생산공장의 경우에도 사무직이 생산직보다 많은 현상을 반영한 것
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제조업 대기업 사례의 특징을 살리기 위하여
기존의 호칭인 창원 2공장 등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이하에서는 생산직, L사의 용어로는 기능직 중심으로 작업장에서 근로
자들의 참여에 기반한 혁신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뒷받침하
기 위한 HRM, HRD, 노사관계 등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H&A 사업부와 창원 2공장 개요
L사는 여러 사업본부로 조직되어 있으며, 창원 2공장은 Home
Appliance & Air Solution(이하 H&A) 사업본부17) 소속이다. 그런데, L
사는 과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으로 제품별 조직을 구축한 바 있었
으나, 최근에는 IoT 등에 따라 상품 간 연계와 쓰임새가 풍부해지는 경향
을 반영하여 키친, 리빙룸, 에어솔루션 등 공간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탁기는 건조기, 스타일러, 청소기 등과 함께 리빙
룸 그룹에 속하고 있으며, 에어컨은 공기청정기 등과 함께 에어솔루션 그
룹에 속한다. 이들을 모두 합친 H&A 사업부의 매출은 L사 내에서
41%(2020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L사의 최근 경영은 휴대폰사업의 철수 이후 더욱 더 가전 부문
에 초점을 두고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코로나 국면에
서 오히려 매출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H&A 사업부의 2020
년 매출액은 22.2조 원에 달하였으며, 영업이익은 2조 2,542억 원으로서
영업이익률 10.1%를 기록하였다. 성숙기술을 활용하는 가전산업에서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올리는 것은 혁신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
가능하다. 참고로 세계 1위 가전업체인 미국 월풀의 영업이익률은 2016
17) L사 내에서 시기별로 크고 작은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H&A 사업부는 2014년 출
범하였다. 따라서 주로 DA(Digital Appliance) 사업부를 대상으로 했던 2000년대
조사 내용과 고용 숫자 등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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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L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 회사 제공

년 이후 줄곧 L사를 밑돌아 2020년의 경우도 8.5%에 그치고 있다. 여기
서 더 나아가 2021년의 경우에도 H&A 사업부의 매출이 전년 대비 40%
정도 증가한 27조 원가량에 달하여 월풀을 제치고 외형 측면에서 세계 1
위 가전업체로 등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다만, 물류난으로 인한
수송비 증가 등 때문에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
었다.
창원 2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개발 활동은 공장 내에 있는 각 제품
별 R&D 센터에서 이루어진다. 다만, 기초 기술 혹은 5년 정도 선행하는
원천기술은 서울의 마곡동과 가산동 사이언스파크 등에서 연구가 이루어
지는 분업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개발(development) 기술과
생산 기능이 창원공장이라는 한 공간에 위치함으로써, 두 기능 간의 결합
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L사의 또 다른 강점이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R&D는 수도권, 생산은 해외에서 주로 수행하는 여
타 대기업들의 최근 경향과는 달리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자 하는 기업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는 피면담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L사 창원 2공장의 경우 A1공장에서 세탁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A2,
A3 공장에서는 에어컨이 생산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공장

제2장 제조업 대기업의 일터혁신 사례

55

동 외에 세탁기와 에어컨 연구개발동이 따로 존재하여, 관련 제품을 개발
할 뿐 아니라 제품기술과 생산기술의 접합이 매끄럽게 이루어지도록 지
원하고 있다. 특히 현재 건축중인 리빙통합시험동이 완공되면, 본격 생산
이전에 품질 문제 등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테스트를 전적으로 수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산중인 공장에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개발 활동
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창원 2공장에는 이밖에 세탁기와 건조기
기능을 합친 워시타워를 생산하는 B1 공장과 컴프레서, 모터 등 핵심부
품을 생산하는 C1, C2, C3 공장 등 단위 공장이 여럿 존재한다. 1969년
국내 최초로 세탁기를 생산했던 L사는 2000년대 이후 일본으로부터 기술
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여 컴프레서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세탁기에 들어
가는 DD 모터, 건조기 모터, 에어컨 팬모터 등의 경우도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에 기반하여 L사 세탁기는 현재
세계 2위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L사의 H&A 사업부의 총원은 13개 해외 국가의 20개 공장을 합쳐서
24,653명(2021년 5월 기준)이며, 그중 국내는 11,863명이었으나, 최근 휴
대폰사업부의 인원이 전환배치되면서 현재는 13,000명 내외에 달하고 있
다. 원 인원을 기준으로 보면 국내에서 기능직은 4,587명, 사무직은 7,218
명에 달하며, 세계 기준으로 연구개발 인력은 4,592명인데, 그중 상당수
는 국내 인력으로 구성된다. L사에서 기능직 숫자가 사무직과 비슷해진
것은 이미 2000년대 중반인데(조성재 외, 2005), 여기에는 연구개발 기능
의 강화 이외에 사내하도급 활용과 모듈화 등 직접 생산 기능을 아웃소
싱하는 관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 협력적 노사관계
L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력적인 노경관계를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1989년의 장기 분규 이후 노사의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진 결과이
다. 배규식(2003)에 따르면 L사는 1989～93년의 노사관계 전환기를 지나
1993～97년 협력적 노경관계를 구축하였으며, 1998년 이후는 가치창조적
노경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이후 필자의 수차례의 L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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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대한 방문 조사 결과 단순히 파업이 없는 조용한 노사관계가
아니라, 작업장 혁신을 통하여 가치창조를 해내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재삼 확인한 바 있다.
금번 2021년 조사에서도 이러한 가치창조적 노사관계의 특징들을 여럿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관행 중 핵심은 사업본부장
을 중심으로 한 구성원들의 단결과 공감이었다.18) 그리고 다시 그를 뒷받
침하는 인적 요소는 바로 탄탄한 현장감독자들이었다. 계장, 반장, 조장
등 현장의 리더들은 회사의 목표와 근로자들의 요구를 조화시키고, 갈등
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노무관리의 중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관행적으로 이러한 단결과 공감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핵심적
인 기능을 하는 것이 전사원 교육이다. 1989년 대규모 장기 분규 이후 시
작되어 33년째 유지되고 있는 이 교육은 구성원들의 회사에 대한 자부심
과 경쟁에 대한 의지를 북돋우고, 특히 본부장 등 최고경영진의 혁신 의
지와 전략 방향을 확인하고 공동의 목표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다. 1989년
직후에는 당시 직종 간 갈등이 심각하던 상황을 반영하여 사무직과 기능
직이 함께 2박 3일간 워크숍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이후 기
능직의 목소리를 보다 더 잘 듣고 반영하기 위하여 기능직만의 대회로
전환되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초기 10여 년간에는 외부 강사의 강
의 중심으로 내용을 채웠다면, 2000년대 이후로는 계장들이 사내 강사로
서 강의와 애프터 활동을 주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현장의 리더십
을 공고히 하고 변화 추진자(change agent)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제
가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용 측면에서도 매년 그 주제를 바꿔서 진행해왔는데, 초기에는
‘한마음 전진대회’(1989년), ‘참만남 캠프’(1991년) 등 노사 간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1990년대 중반이 되면 혁신의 컨텐츠를 채
우는 데 주력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3 by 3’(1996년)이었다. 이는 3
년에 생산성을 3배로 올린다는 것으로서, 불가능한 목표에 도전하기 위
해 전직원이 참여하는 혁신을 이루자는 당시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18) 필자의 2016년 세탁기 공장 조사 당시 피면담자들은 특히 이 부분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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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유사한 혁신 지향의 슬로건들을 지속되었는데, ‘Going GCGP
(Great Company Great People)’(2001년), ‘Inside Fast Innovation’(2002년),
‘L전자 Way’(2004년) 등이 그것이다. 2011년에는 일등 L사를 향한 5년
대계를 강조하였으며, 2021년의 키워드는 ‘고객 가치’로서, 이제 혁신을
토대로 시장에서 인정받는 단계로 진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원래 진행되던 1박 2일 프로그램을 4시간짜리 교
육으로 내용을 축약하여, 먼저 현장감독자들이 내용을 전달받고, 이후 작
업장 내에서 계장 등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중
요한 것은 CEO의 교체 등이 있을 경우 새로운 CEO의 경영방침과 혁신
방향을 구성원들이 모두 이해하고 공감하는 기회로 이러한 전사원 교육
이 활용되어온 점이다. 또한 교육기회가 사무직에 비해 많지 않은 기능직
들에게는 리프레쉬의 계기로도 작용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점에서
코로나19는 확실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19
가 종식될 경우 원래의 워크숍 형식의 전 직원 교육으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L사 노동조합은 1963년에 결성되어 벌써 60여 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
한다. 그동안 1980년대 후반 대형 분규의 진통을 겪은 이후 다시 안정화
되어 노경 협력의 한 주체로서 거듭난 바 있다. L사 노조는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하며, 금속노련의 핵심 사업장 중 하나이다. 회사 측의 합리
적인 제안은 수용하면서 혁신을 통한 고용 유지와 보상 확대에 주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L사 노조의 전략이 굳어지게 된 것은 역시
1989년의 경험이 크게 작용하였다. 당시 장기 분규에 따라 가전 부문 부
동의 1위 자리를 경쟁사인 S사에 내주게 되자, 고용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나서게 되었는데, 1993년 노조 위원장이 TV 광고 등에 출현
하여 제품과 품질을 홍보함으로써, 당시 국내의 매우 갈등적인 노사관계
분위기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 10여 년 동안은 국내 대기업 노조들 가운데 최초로 노조의 사회
적 책임(USR) 활동을 전개해온 것으로도 유명하다. 활용 내용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L사 노조의 활
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내에서 발전한 일터혁신의 기법들을 해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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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전파시키는 데도 열성적이다. 해외공장에는 공장 내 USR 라인이
라고 하여, 한국 본사의 노조 간부들이 방문하여 생산현장의 생산성과 근
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지원한 흔적들이 남아있다.19) 이렇게 노조의
UJSR 활동은 국내를 넘어 10여 개 해외공장으로도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반영하여 회사와 노
동조합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활용한 안전활동에 더욱 주력하는 양
상을 나타내고 있다. 사실 회사 측이 산업안전에 대해 역점을 두기 시작
한 것은 10여 년 전부터라고 하며, 특히 H&A 사업부 차원에서는 3～4년
전부터 공장 내 관리목표를 제조업에 일반적인 QCD(Quality, Cost,
Delivery)에서 S(Safety)QCD로 변경한 바 있다고 한다.20) 이러한 명확한
목표 아래 안전에 대해서는 노조원이나 사무직이나 누구라 하더라도 안
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노사의 이견은 없는데, 예를 들어 공장 내
트럭의 이동이 많기 때문에 안전 통로를 최근 설치하였고, 보행 시 휴대
폰을 보는 경우 벌점을 매겨 인사고과에 반영된다고 한다.21)

4. 생산기술체계와 참여적 작업조직
가. 세탁기 공장 기술체계의 특징

창원 2공장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세탁기와 에어컨 및 그 관련 부
품들을 개발, 생산하고 있다. 생산현장은 최종조립을 중심으로 통상적인

19) 이는 필자의 수차례에 걸친 L사 중국 공장들 방문에서 확인한 바 있다.
20) 이하에서 설명하듯이 당시 로봇이 대거 생산라인에 투입되었고, 이에 따라 이전
에 비해 훨씬 강화된 로봇에 대한 방호조치들이 필요하게 된 것도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인 것으로 추측된다.
21) 조성재 외(2021)에 따르면 노조의 힘이 강한 K자동차의 경우 노조가 자신의 조
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한 벌점 매기기나 징계를
반대하고 저지한다. 또한 K화학의 경우에도 과거 노조는 안전관리자가 조합원들
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이들의 활동을 오히려 방해하는 태도였는데, 최근에는
노조도 조합원들의 안전활동 참여와 규칙 준수로 입장을 선회하여 안전 수준이
제고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들에 비추어 보면 L사의 노사관계는 합리적 규
칙 정립과 준수 등에서 이미 앞서 나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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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L사의 세탁기 생산공정

자료 : 필자 작성

흐름생산의 기술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때 생산성과 품질 수준을 높이
기 위한 기술과 기능의 통합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장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현장의 개선, 제안활동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
로 유명하다.
우선 세탁기 공장의 경우 1층과 2층 모두 외관이 되는 캐비닛을 프레
스로 찍어내는 공정부터 시작하는데, 이후 각층 모두 4개씩의 생산라인
으로 이 캐비닛이 공급된다. 각 라인은 드럼(Front Loader)세탁기, 통돌
이(Top Loader)세탁기 등의 품목으로 구분되며, 이밖에 건조기와 청소기
라인 등이 있다. 필자가 방문한 1번 라인은 드럼세탁기 공정으로서, 8.9초
당 1대씩 세탁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으며, 건조기를 생산하는 2, 3번 라인
의 경우 택트타임이 10～11초 정도였다. 1번 드럼세탁기 라인에는 약 100
명의 작업자가 일하며, 2, 3번에는 75명씩 일하고 있었다.
이렇게 10초 이내로 택트 타임이 줄어든 것은 오래전의 일로서, 조성
재 외(2005)에 따르면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싱글 택트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배규식(2003)에서 1990년대 U자형 라인을 I자형으로 폈다는 언
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품 외주화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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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을 간명하게 구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속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장 내 물류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AGV(Auto
Guided Vehicle) 64대가 다니고 있으며, 이들의 움직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장 내에 전자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금번 방문조사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2016년 조사 때에 비하여
로봇이 대거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자동화 기계의 도입은 제품이 고급화
되면서 늘어나는 공수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무엇
보다 중량물 작업을 기계로 대체함으로써,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등
인간 노동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 컸다고 한다. 또한 라인의 곳
곳에 스마트 무인 (외관)검사 시스템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 또한 검사의
정확도를 높일 뿐 아니라, 라인의 각 단계마다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작업
자의 숫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해되었다.
그렇지만, 1분에 6대 이상의 생산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작업자의
몰입도가 향상되고 유지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점에서 정신적인 측
면에서 협력적 노사관계, 혹은 포용적 노무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
이다. 그렇지만, 보다 안정적으로 높은 생산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작업의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절실하다. 빠른 작업속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로봇 도입을 늘리고, 모듈화를 통하여 외주 작업의 비중을 높이면
서, 최종 조립은 단순화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음은 물론인데, 자동화와
모듈화의 업그레이드를 포함하여 부단히 새로운 혁신이 수혈되지 않으
면, 조직은 도태하게 되어 있다(세탁기 공장 생산계장 면담). 특히, 작업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부단히 강구해내지 않으면 안된다.
나. 제안․개선활동

그러한 점에서 창원 2공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제안과 개선활
동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1달에 100명당 100～130건의 제안
이 채택된다고 하는데, 이를 위하여 반장들이 만원짜리 쿠폰을 갖고 다니
면서 채택된 제안을 한 작업자에게 바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작업장 내
게시판에는 매달 쪽지제안을 잘 한 작업자들의 이름이 올라있다. 쪽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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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예전에는 ‘이삭줍기’라고도 불리었던 작은 개선들로서, 이것을 무시
하면 앞서 언급한 대로 조직이 정체된다. 즉, 제안 활동은 그 자체로 생
산성 향상 효과 금액이나 작업의 편의성 제고 효과도 중요하지만, 참여를
통한 혁신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서 대단히 큰 중요성을 갖는다.
특히 작업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 노동의 인간
화와 생산성 및 품질을 제고하는 윈윈 효과를 갖는다. 10초가 안되는 택
트타임을 갖고 반복작업을 해내야 하는 입장에서 작업의 편의성은 대단
히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볼트와 너트를
체결하는 에어 드라이버의 경우 X, Y축으로 모두 움직일 수 있도록 고안
되었으며, 작업 후에는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고무줄이 매달려 있었
다. 또한 프레스 작업에 소요되는 금형에 발이 끼이지 않도록 간단한 가
드 장치를 해두었는데, 통상 안전장치에 하듯이 검정색과 노란색을 교대
로 채색해두었다. 또한 대차로 부품을 나를 때 대차끼리 부딪치면서 손이
끼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차의 아랫 부분에 일부러 손가락 두께
만큼의 돌출부를 만들어두기도 하였다. 아울러 조립 공정에서 부품상자
를 60～70도로 세워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상자 내 바닥에 남은
부품을 집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도록 위의 부품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
도록 고안된 것이었다. 또한 조립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필요한 백커버
의 경우도 비탈진 경사면을 따라서 흘러 내려오도록 함으로써, 작업자가
가장 편한 자세로 이를 집을 수 있도록 해두었다.
이러한 작업 편의성과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고안은 대부분 일반 작업
자들의 제안과 현장감독자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 개선활동의 결과이다.
시스템적으로는 작업자들이 생산라인에서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SPS(Set Parts System)을 구축한 것이었는데, 이는 필자가 2006년에 도
요타 등에서 관찰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서, 조립라인과 나란히 부품 라
인이 흐르는데, 그 부품라인에는 최종품에 소요되는 부품들을 모두 한 상
자에 담아놓은 것이다. 따라서 부품의 선별과 집는 행동을 절약하여 조립
작업의 편의성과 속도를 한층 더 높이게 한 방식이다. 프레스를 거쳐 나
온 세탁기의 외판 캐비닛과 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품들을 동기화시
켜주기만 하면, 높은 품질과 작업속도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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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혁신의 제도화와 습관화

이렇듯 시스템과 관행을 개선하려는 혁신 노력은 부단히 이루어져 왔는
데, 이러한 혁신 활동은 양산이 시작되기 전에 수행하는 DI(Development
Innovation)와 양산 활동 중 진행되는 PI(Production Innovation)로 구분
된다. DI는 제품 설계단계에 생산현장의 의견을 미리 반영하여 제조 용
이성과 품질 수준을 높이는 것이며, 따라서 생산현장에서 누적된 노하우
와 숙련이 생산기술에 흡수되게 된다. 또한 양산이 시작된 이후의 PI 과
정을 통해서 한층 더 높은 생산성과 품질, 안전도를 달성할 수 있게 됨은
물론이다. 그렇지만, PI를 통해서도 제기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후 생산기술팀으로 그 문제가 이첩된다. 때로는 L사 생산기술원이 동원
되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이러한 DI, PI 과정의 특징은 미국 학자들이 이해한 도요타생산방식의
용어 중 하나인 저비용 자동화(Low Cost Automation)로 알려져 있는데,
L사에서는 이것을 NCI(No Cost Innovation) 혹은 ‘가라꾸리’ 혁신22)이라
고 부르고 있었다. 즉, 작업 현장의 제안․개선활동 등으로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서도 작은 아이디어의 집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L사 H&A 사업부만으로 국내외 20개 단위 공장을 운영
하고 있는 경우 괜찮은 아이디어가 전 세계로 펴져 나가 전체적으로 상
당한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이 같은 제안․개선활동의 주체는 모든 작업자들이지만, 현실적으로
바쁜 생산라인에서 모두가 일상적으로 개선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장에 개선반을 따로 두고 있는
데, 각 라인별로 두 명씩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때로 자리가 빈 곳에서
작업을 돕기도 하지만, 주요한 미션은 그 라인에서 개선할 점을 찾는 것
이다. 3개월씩 활동을 이어가면서 괜찮은 아이디어를 내고 태도가 좋을
경우 이들은 이후 조장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떻게 보면 조장
승진 후보를 양성하는 과정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실제로 현장의 개선활
동 중 상당수는 이러한 개선반, 조반장, 그리고 계장 등 현장감독자들에
22)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자동화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도르레의 원리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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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주도된다. 이들은 현장 운영의 골간으로서, 일상적인 생산관리와
노무관리 이외에 혁신활동에서도 중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라. 에어컨 공장 사례

이상의 작업장 운영과 혁신 활동의 특징은 에어컨 공장에서도 거의 유
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에어컨 공장은 22개 라인으로 구성되는데, 과거
에는 셀 생산방식을 채택한 경우도 있었으나, 셀 생산은 대형 실외기 등
을 핸들링하기가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소수의 숙련공에 의존하는 시스
템으로서, 결근 등에 대처하기가 어려워 결국 라인생산 방식으로 다시 전
환하였다.
필자가 방문한 라인은 A2 공장의 1층 실외기 공장과 2층 실내기 공장
으로서, 전형적인 흐름생산을 보이고 있었다. 역시 외판과 케이스가 프레
스 작업 이후 넘어오면 이후 용접 작업23)이 이루어지며, 기타 부품들의
체결24)이 이루어지면서 작업대상이 흐르고, 그 중간중간에 헬륨 가스를
넣어 누설 여부를 검증하고, 다시 헬륨 가스를 빼고 냉매를 집어넣으며,
마지막에 포장과 출하가 이루어지는 흐름이다. 중간중간 스마트 무인검
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었으며, 이 검사 박스(작업공간) 안에서는 카메
라 등을 활용한 비전 검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밖에도 다각적인 품질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때 로봇 등을 대거 활용하고 있었다. 피면
담자에 따르면 5년 전에 에어컨 공장에서 10여 대에 불과하던 로봇 수는
현재 179대에 달하게 되었다.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지도 모르는 중량
물 작업은 거의 대부분 로봇의 임무로 바뀌었다고 보면 되며, 많은 인원
이 필요한 품질 검사 작업도 검사용 로봇으로 상당수 대체되었다. 작업속
도는 제품의 종류와 라인에 따라 다른데, 필자가 방문한 시점의 1층 실외
기는 부피가 꽤 큰 품목으로서 시단당 45대를 44명이 생산하고 있었다.
23) 용접작업은 불꽃이 튈 뿐 아니라, 소음도 심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개선을 통하여
매우 조용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현장에서 용접작업의 소
음은 80데시벨 이하로 설정되어 있고, 이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작업자 옆에 전
자게시를 하고 있었는데, 필자가 방문했을 때 74.1로 표시되어 있었다.
24) 이때 볼트를 조이는 토르크 값이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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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내에서는 세탁기 공장과 마찬가지로 쪽지제안을 잘 한 사람들의
사진 등을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타 3정 5S 활동, My
Machine 활동, 다기능화 진행 정도 등을 볼 수 있었다.
2층 실내기 공정은 사내 협력사 한 곳이 전적으로 맡아서 작업을 진행
하고 있었는데, 기술, 장비, 노하우는 모두 L사로부터 전수된다. 실내기는
실외기보다는 기술이나 구성이 간단한 편이어서 작업속도는 12초에 1대
씩 생산으로 매우 빠른 편이다. 모듈화 등으로 최종 조립 공정을 단순화
했기 때문에 작업자의 숫자는 26～27명에 불과하다. 또한 실외기 공정과
마찬가지로 품질 검사나 포장 공정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자동화가 진행
되기도 하였다.
사내 협력사는 세탁기 공장에 2곳, 에어컨 공장 5곳, 부품 공장에 5곳
등이 있는데, 계절성이 강한 가전 제품들의 특성상 전체 생산물량의 30%
정도가 사내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불법파견 시비 등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하여 해당 라인 전체를 외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라인
의 구성과 기술은 L사로부터 수혈되기 때문에 혁신이 바로 전파되는 체
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에어컨은 일본과 중국 업체들이 강한 편인데, 특히 가정용의 가격 경
쟁이 치열하여 해외 생산물량이 70%에 달하며, 상업용 시스템 에어컨은
제품이 복잡하여 국내에서 95% 정도를 생산하고, 국내 생산물량의 절반
을 수출한다고 한다. 이러한 제품 특성을 반영하여 생산라인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여타 혁신과 관련한 제도와 관행은 세탁기 공장
과 큰 차이는 없다. 이에 힘입어 에어컨 공장의 생산성도 빠르게 상승해
왔는데, L사의 생산관리지표 중 하나인 UPPH(Unit Per Person Hour)의
경우 2002년 3.19(배규식, 2003)였는데, 금번 조사 결과 7.01인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를 향후 8.41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다만, 생산
성 자체는 인도 등 해외공장이 더 높을 수 있는데, 그것은 국내 생산품의
복잡도가 더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 국내 공장의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할 것이다.

제2장 제조업 대기업의 일터혁신 사례

65

5. 동기유발형 인적자원관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업자들의 참여에 의하여 생산성, 품질,
안전도와 작업 편의성 등이 제고된다면, 이러한 참여형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인사관리는 L사에서 발달해 있을까? 참여와 혁신형 작업조직이 가
능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숙련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져야 하는데, 이렇
게 역량이 큰 조직과 개인들이 보다 수준 높은 제안과 개선활동을 수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 직능자격제도

L사 기능직의 인적자원관리에서 가장 주목을 끌어온 것은 직능자격제
도이다. 대규모 노사분규 이후 현장의 노무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가
운데, 1994년 직능자격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에 따라 직책 승진이 이루
어지지 않더라도 직능등급 상승은 가능하게 되었다. 당시 도입된 기능직
인사제도에 따르면 생산직의 직급은 사원을, 사원갑, 기사, 주임, 기장, 기
정, 기성으로 7단계 체계를 갖추었고, 가장 높은 기성은 사무직의 부장급
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칭되었다. 이러한 제도가 오랫동안 유지되었으나,
2016년 기능직 인사제도가 개편되어 사원, 주임, 기장, 기정, 기성의 5단
계 체제로 단순화되었고, 각 단계마다 최소 승진연한이 6년으로 통일되
었다. 즉 사원에서 기성으로 승진하는 데 최단 24년이 걸리는 체계를 설
정한 것이다.25)
실제 승진율은 주임 80%, 기장 55%, 기정과 기성은 25% 정도이다. 주
임 승진을 위해서는 상식 등 필기시험을 치러야 하고, 기성 승진을 위해
서는 공적서 심의위원회에서 공적 사항이 승인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기
성 승진을 위해서 논문을 써야 했으나, 이제 좀 단순화한 측면은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승진율이 30% 정도이며, 위로 올라갈수록 인사고
25) 과거에는 사원을에서 사원갑으로 승진하는 데 4년, 다시 기사로 승진하는 데 4년
이 소요되는 등 직급별로 승진 소요연한이 달랐으나, 이를 모두 6년으로 통일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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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업적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야 해서 승진율이 낮아지는 제도 운
영을 나타내고 있다.
나. 고령화와 기능직 채용 및 공식 교육

그렇지만, L사가 모듈화와 자동화 등으로 생산 확대에 대응해온 결과
신입사원 채용 규모는 줄어들었고, 창원공장 기능직의 평균 근속은 21년,
평균 연령은 46세로 고령화되었다. 41세 이상은 71%, 46세 이상이 50%
를 차지할 정도로 현장의 고령화가 진행되었는데, 이에 따라 직능등급 분
포의 경우도 위가 두툼한 마름모 모양을 취하게 되었다. 즉, 2021년 현재
직급별 분포를 보면 기성 23%, 기정 23%, 기장 30%, 주임 17%, 사원은
불과 7%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동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보다
앞서 모듈화와 외주화가 진행된 결과로서 정규 기능직의 경우 최근 채용
은 최소로 이루어져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채용은 적은 규모로나마 여전히 H&A 사업부 단위로 이루어지
고 있으며, 이는 채용 공고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채용의 특
징 중 하나는 고학력화가 진행된 것으로서 40～50% 정도가 2년제 이상
의 대학을 졸업한 인력이라고 한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고졸 사원으로
들어와 능력 발휘를 하면 2년제 대학에 보내주는 등의 제도는 운영할 필
요가 없다. 과거에 L그룹의 일원인 연암공대에 학위과정을 보내는 제도
는 13년 정도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신규 입직 인력들의 학력 수준이 높
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이다.
기능직 사원에 대한 교육은 주로 직능등급 상승, 혹은 현장감독자로의
직책 승진에 연동하여 이루어지는 교육훈련 맵(map)을 갖추고 있다. 기
타 직무 훈련은 과거만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이제 대부
분의 기능은 조직에 내재화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즉, 그만큼
조직적 기술역량이 뛰어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필요한 추가 기능훈련은 당연히 실시하고 있는데, 기능직과 사무직 공
히 인터넷 등을 통해 교육 메뉴를 제공하고 작업자가 선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부하 직원을 위한 교육 계획을 상급자가 짜기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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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교육이 필요하면, 평택 러닝센터로 보내게 된다.
다. 직책 승진과 혁신의 전도사 FC/FI

이상의 직능등급 승진 이외에 직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장 - 반
장 - 계장으로 이루어지며, 각 단위공장에 수석계장이 1명씩, 창원 2공장
에 전체 3명이 존재한다. 조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개선반 혹은 릴리
프 활동을 통하여 능력을 발휘해야 하며, 반장과 계장으로의 승진 역시
수월한 일은 아니다. 계장으로 승진하면 지도직으로 분류되어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어지며, 월급제가 적용되게 된다. 2021년 현재 H&A 사업
부에 계장 55명, 반장 198명, 조장이 308명 근무하고 있어서, 반장 대 조
장의 비율은 대체로 1 : 1.5 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반장은 예를 들어 세
탁기 공장의 경우 154～174미터 정도 되는 라인에 두 명씩 배치되어 있
는데, 통상 한 명은 생산, 다른 한명은 품질관리를 맡게 된다. 반장은 공
수 0, 즉 간접공수로만 잡히고, 조장의 경우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
로 전제되어 있다.
한편, L사에서 2000년대 이후 주목을 끌었던 것 중의 하나는
FC(Factory Consultant), FI(Factory Innovator) 제도이다. FC의 경우는
계장급으로서 L사의 해외공장으로 파견되어 현장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FI는 반장급으로서 L사 국내 부품협력사로 파견되
어 역시 현장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로써 L사
는 도요타와 마찬가지로 숙련공을 양성하고, 이들을 해외공장 및 부품협
력사로 파견하여 모사의 혁신 노하우를 확산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음
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2021년 현재 FC는 24명, FI는 33명이 활동하고
있어서 위 감독자들 숫자에 대비하여 적지 않은 숙련 인원을 혁신의 전
파에 배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기능직 임금체계

L사 기능직의 임금체계는 연공성을 기반으로 하면서, 숙련과 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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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우대가 가미된 방식으로 이해된다. 우선 임금구성을 살펴보면 공통
급과 직능급이 기본급을 구성하고, 제 수당과 상여금, 그리고 각종 성과
급 및 인센티브로 이루어져 있다. 상여금이나 잔업수당이 기본급에 연동
된다는 점에서 기본급의 결정원리가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공통급이란
단일 호봉제로 1년에 2호봉씩 상승하는 근속급이다. 따라서 직능등급과
는 무관하게 결정되는 기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직능급은 1993년 임금
체계 개편을 할 당시에는 직능등급에 연동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에 대해서는 김동배 외(2005)에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그런데, 금번
조사 결과 이러한 직능급적 성격은 점차 약화되어, 10여년 전부터 입사한
신입사원들부터는 거의 공통적인 급여가 책정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과거에는 개인별로 직능등급의 승진 속도가 달라 차등화되었지만, 점점
갈수록 연공성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변질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
리나라나 일본의 많은 기업들에서 직능급이 형식적으로만 남고 시간이
지날수록 연공성이 강화되는 현상이 L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음을 의미
한다.
그러나, 숙련 향상을 유인할 수 있는 보상체계는 다른 형태로 진전되
었는데, 그것은 정기 인센티브와 수시 인센티브, 직무 인센티브 등으로
불리는 각종 인센티브 제도이다. 정기 인센티브는 연말에 기능직들을
S,A,B,C,D로 상대 평가하여 S,A,B 등급에 대하여 150～3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포상하는 것이며, 수시 인센티브는 프로젝트 등을 우수하게 수행
한 기능직 사원에서 업무 기여도에 따라 상하반기 두차례 특별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직무 인센티브는 특별한 기능이 요구되는 용접 작업 등
에 대하여 역시 1년에 두 차례 정도 따로 지급되는 급여이다. 이러한 인
센티브는 고정 상여금과 다른데, L사의 경우 600%의 지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설날과 추석 때 추가로 200%의 상여가 주어진다. 또한 회사 전
체 차원에서 주어지는 경영성과급은 익년도 2월에 지급되게 되며, 이는
당연히 매년 달라진다.
기타 직책수당은 계장급(FC 포함)이 25만원, 반장급(FI 포함)은 17만
원 정도가 주어지는 등 L사의 경우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연공성이
강한 특징을 보이면서도 인센티브와 직책수당을 모두 고려하면 직능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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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현장감독자 중심의 임금체계를 설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임금구성을 모두 고려하면 기능직의 임금 수준은 여느 대기업과 유
사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기업, 특히 사업본부의
영업이익 등 실적에 따라 변동하게 된다.

6. 소 결
금번 2021년 11월 조사 결과, 선행 연구들이 정식화했던 기존의 L사
생산방식과 일터혁신의 관행들, 그리고 이를 촉진하고 보완하기 위한 인
적자원관리 관행이 계속 유지, 발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26) 다
만, 중량물 작업과 라인 내 품질검사 등을 중심으로 자동화 로봇이 대거
도입된 것이 큰 변화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로봇 도입은
생산속도를 빠르게 하면서 작업부담이나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되었다. 로봇의 숫자가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현장은 감독
자들과 숙련공이 주도하는 제안과 개선활동을 중심으로 혁신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렇지만, 숙련을 유인하기 위한 직능
자격제도는 연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임금체계의 변화와 직능등급
수의 축소 등에 의하여 다소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며, 이제 기능직 임금
에서도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업적 및 성과에 대한 보상이 강화되
는 변화를 포착할 수 있었다.
한편, L사는 2018년부터 8천억원을 투자하여 냉장고 등을 생산하는 창
원 1공장을 스마트팩토리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해있다. 현재 창원 1공
26) 배규식(2003)은 Cross Functional Team 활동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 즉 TDR
(Tear Down and Redesign) 활동이 L사 혁신의 원동력임을 보여준 바 있다. 금
번 조사 결과 TDR 명칭은 사라졌지만, 태스크라고 해서 유사한 혁신 활동은 계
속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세탁기 공장의 수석계장은 본인이 과거
에 숱하게 많이 참여했음을 강조하였으며, 에어컨 공장의 K계장 역시 최근에도
1년에 2～3 차례 정도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설명하였다. 배규식(2003)이
강조한 대로 이러한 TDR 활동 역시 일터혁신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이지
만, 그것은 사무직과 엔지니어들이 주도하고 6시그마 기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어서 bottom-up 방식을 골간으로 하는 참여형 작업조직 활동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고에서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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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내 A2 공장에 대한 1차 공사는 마무리되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만, 초기 시행착오와 전산처리의 오류 등을 바로잡는 데 추가 작업이 소
요되어, 정상적인 생산성과 품질을 달성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를 위해 임시직을 상당수 채용하여 기계의
결함을 보완하고 있으며, 또한 아직 생산이 안정되지 않아 바로 옆 공장
인 A1, A3 공장에서 기존 방식으로 생산을 병행하고 있는데, 스마트공장
의 운영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기존 공장들은 폐쇄하고 스마트공장의
면적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L사의 스마트공장 추진은 이제까지 도요타방식의 저비용 자동
화(Low Cost Automation/LG전자의 용어로는 No Cost Innovation)에 주
력해왔던 기존 노선과는 결을 달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L사의 창
원 2공장 역시 이제까지 상당한 정도로 로봇 투입을 늘려오면서도 일터
혁신의 관행을 견지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간 노동을 자동화와 정보
화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발전하는 기술을 활용하
면서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어떠한 해석이
맞을지에 대해서는 2022년 이후 창원 1공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27)

제4절 비교와 종합

이상에서 YK사와 L사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개 제조업 대기업
일터혁신 모델의 최근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두 기업이 속한 업종이
다르고, 따라서 생산기술체계에서 YK사는 설비 위주, L사는 흐름생산 중
심이라는 차이점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두 기업 모두 일터혁신의 핵
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작업자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제안․개선활동
27) 다만, 기존의 L사의 생산 및 인사관리 철학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인간 노동

과 기술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일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
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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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지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적자원관리와 인적자원개발이 체계적
으로 이루어지고 노사관계는 안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경제, 경영 및 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두 기업 모두
적지 않은 변화의 압력에 처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따라 YK사가 주로 작업자들의 고근속화와 고령화로 평생학습체계의
동인이 약화되었으며, 코로나19가 이를 더욱 촉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작성한 충주공장의 슬로건이 ‘Great
People’인 데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사람을 토대로 한 생산방식을 추구
하고 있음을 재삼 확인하였다.
L사의 경우 창원 2공장이 조립공정 및 흐름생산에 적합한, 전통적인
도요타방식의 혁신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창원 1공장에서 스마트
공장으로의 대대적인 전환이 1단계 공사를 마친 바 있어 향후 이것이 어
떻게 귀결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2공장 자체적으로는
작업속도의 상승 속에서 자동화된 로봇들이 대거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쪽지제안에 대한 포상이 현장의 주요한
관심사인 데서 볼 수 있듯이 혁신의 기본 틀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스마트공장 구축에 있어서, L사가 창원 1공장의 근본적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YK사의 경우 점진적 추진을 특징으
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아직까지 스마트공장의 레벨은 두 기업 모두 높
은 수준이 아니었으며, 이는 정보화와 지능화를 핵심으로 하는 스마트공
장으로 가기까지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자동화와 외주화/모듈화의 진전에 비하여 정보화와 지능화의 속
도는 예상보다 빠르지 않으며, 그만큼 전통적 숙련과 조직역량이 힘을 발
휘할 여지는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전환기 일터혁신의 중요성
이 있다.
다만, 두 기업 모두 참여형 작업조직을 지원하는 인적자원관리나 인적
자원개발 측면에서는 다소 약화된 양상을 드러냈다. 두 기업 모두 정규직
근로자들의 고령화와 고근속화가 진행되면서 생산직/기능직에 대한 직무
교육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평생학습체계의 대명사였던 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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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교육훈련시간은 대폭 축소되었다. 또한 L사의 직능자격제도 또한
약화 경향을 나타냈는데, 특히 임금체계 측면에서 연공성이 강화되고 성
과와 업적을 중심으로 한 차등화로 나아가고 있었다.
일터혁신 및 인적자원관리를 둘러싼 환경은 그나마 L사가 좀 더 나은
편인데, 최근 가전부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증가해왔기 때문
이다. 이에 비하면 YK사의 경우 對중국 수출 감소와 국내의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시장의 축소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면서 다국적 기업 본사인
킴벌리 클라크 등으로부터 인사관리와 노사관계 측면에서 여러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제조업 대기업의 일터혁
신 모델로서 두 개 기업 사례는 여전히 소중한 경험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몇 가지 한정적 요인들을 예외로 한다면 YK사와 L사는
여전히 한국의 대표적 일터혁신 모델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L
사는 조립산업으로서 단순 오퍼레이터 등 일반 작업자보다는 현장 감독
자를 중심으로 혁신 활동이 두드러지며, YK사는 장치산업으로서 시스템
조정 노동자들의 역할과 역량이 중요하다는 차이는 있을 것이다. 무엇이
되었던 두 기업 모두 현장 작업자들의 참여에 기반한 혁신을 통해 생산
성 및 품질, 그리고 노동의 인간화를 추구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며, 그것
이 바로 이 두 기업에 대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환경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를 살펴야 할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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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문제 제기

일터혁신의 모델과 관련하여 해외의 도요타나 벤츠 자동차, 우리나라
의 YK사나 L사와 같이 주로 초우량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례를 거론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들 기업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자기들만의 조직능력
을 구축해온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적자원관리나 생산시스템과 관련한
체계성 측면에서 본받을 만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들 초우량 대
기업들에서 몰입형 인적자원관리나 참여적 작업조직, 고숙련 인적자원개
발과 협력적 노사관계 등은 서로가 서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대기업에 비하여 자원과 경험, 체계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일
터혁신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노세리 외(2018)는 중소기업에서
공식적인 구조나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사람의 창의성과 같은 잠
재력이 혁신을 결정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투자비와
적정 설비의 부족, 수요량의 부침, 하청기업의 경우 단가 인하 등에 따라
안정적인 경영을 영위하기 어렵거나, 성장의 한계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
아서 혁신을 추동하기도 어렵지만, 혁신을 지속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
로 판단된다. 더욱이 중소기업들의 경우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하여 좋은
인력을 유인하기 어렵게 하고, 취약한 맨파워는 혁신을 위한 역량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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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임금체계와 평가체계 자체가 느슨
하고 비체계적인 경우가 많다. 노세리 외(2019)는 이와 관련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관련한 이슈가 발생하였을 때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
대응한다는 점, 그리고 보상을 좌우하는 평가는 최고경영자의 판단과 같
은 정성적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
였다. 그런데, 임금과 승진에서 유인체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승진과 임금 수준이 제약되어 혁신 모멘텀을 갖거나 유지하
기 곤란한 경우도 많다. 이렇듯 중소기업에서는 경영시스템이 불비한 가
운데, 최고경영자 등 경영진의 판단과 태도가 대기업에서보다 더욱 더 종
업원들을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게 작동할 수 있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최고경영자의 의지에 따라 일터혁신이 의외로 쉽
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다만, 일시적인 혁신 기법의 도입
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혁신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참
여와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 또한 최고경영진의 의지를 뒷받
침할 수 있는 전문적인 혁신 노하우 전수가 필요한데, 그러한 점에서 고
용노동부의 일터혁신 컨설팅,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역시 외부의 도움은 내
부의 태도와 역량에 따라 그 성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본 장에서는 외부의 도움을 내부의 혁신 역량 강화로 연결시키고 있는
두 개 중소 제조기업 사례를 다루고자 한다. 노세리 외(2018)의 발견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수준에 따라 일터혁신의 도입 수준이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즉, 스마트공장과 같은 기술혁신과 일터혁신 간에 긍정
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도 스마트공
장을 도입한 두 개 기업 사례를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두 개 기업에 대해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차
례씩 방문과 전화 인터뷰 등을 진행하였으며, A사의 경우는 현장 반장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포착할 수 있었다.
이하 제2절과 제3절에서 각 사례를 다룬 후 제4절에서 이들을 비교하고
종합하는 방식으로 소결을 짓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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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중소 제조업체 조사 내역

사업장

조사 일자(21년)
L사장

티타임

L상무(경영지원)
L팀장(생산관리팀)

방문 인터뷰, 공장견학

10.25

L상무(경영지원)
J반장(현장)

방문 인터뷰

11.10

C전무(경영지원본부)
L공장장

방문 인터뷰, 공장견학

11.30

C전무(경영지원본부)

전화 인터뷰와 이메일

5.13
A사

M사

피면담자

제2절 A사 사례

1. 회사의 개요
A사는 자동차 부품 중 클립 및 파스너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2021년 현재 충북 청주에 본사와 제1공장이 있고, 충북 진천에 제2공장이
있다.
과거 LG화학 내부에서 자동차 부품 중 엔진덮개 언더후드 등을 만들
어 같은 계열사였던 LG Houses에 납품했었는데, 더 이상 LG화학 내부
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기에는 단가가 맞지 않게 되면서 해당 생산라인
을 외부화하는 방안을 찾게 되었다. 이에 당시 LG화학에서 근무하며 해
당 업무를 담당하던 현재 A사의 대표이사인 창업주가 해당 납품 물량을
들고 나와 창업하게 되었다.
A사의 처음 시작은 언더후드 제품이었지만 현재는 자동차 내․외부의
부품을 이어주는 클립 및 파스너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연료펌프부품, 엔진부품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전체 생산에서 보면 클립
및 파스너가 58%를 차지할 정도로 주력상품이다. 그동안 시장에서 자동

76

한국형 일터혁신 모델 탐색

차 경량화 요구가 계속해서 있었는데 자동차의 무게를 더욱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들을 연결하는 클립 및 파스너 역
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야 했다. A사는 일본 업체가 가지고 있던 클립
및 파스너의 특허가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 플라스틱 사출성형 부문으로
진출하여 플라스틱으로 클립 및 파스너의 특허를 받는 것에 성공하게 되
었다.
A사는 한국 법인 외에도 유럽, 미국, 인도, 멕시코(영업소), 중국 등 해
외 5개국에 해외법인이 있으며, 멕시코에는 영업소만 있지만 유럽, 미국,
인도, 중국에는 현지 수요에 맞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있다.
다시 말해 A사가 해외 각지에 법인을 설립한 이유는 A사가 주로 제품을
납품하는 현대와 기아가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여 자동차를 생산할 때, 현
지에서 곧바로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들을 공급받기를 원했기 때문
이다. 특히 슬로바키아에 있는 유럽공장의 경우는 현재 확장세에 있다.
각 해외법인의 법인장들은 한국의 A사에서 파견을 내보내고, 공장의 종
업원들은 현지에서 채용하고 있다.
A사의 종업원 수는 국내에는 160명, 중국 30명, 인도 50명, 유럽 50명
등 해외법인 전체로 보면 297명이 근무하고 있다. 다른 중소기업과 마찬
가지로 국내 A사의 경우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는 연구개발 등 고급인
력의 경우 경영진이 원하는 수준의 인력을 채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다소
있지만 다른 경영관리 등 사무직의 경우 어렵지 않게 채용할 수 있다. 생
산직의 경우 청주에 있는 제1공장은 종업원의 이직률도 높지 않지만 진
천에 있는 제2공장의 경우에는 지역적인 특성상 인력난이 상대적으로 심
각하다. 그러나 이직률이 높지 않은 청주의 제1공장의 경우도 인력이 계
속하여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장년층 고용에 대한 경영진의 이슈
가 있어 2021년에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주관하는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
업의 여러 영역 중 장년고용안정체계구축에 대한 컨설팅을 신청하였다.
2020년 A사의 제품별 매출을 살펴보면 클립 및 파스너가 전체 58%를
차지하고, FUEL 부품이 37%, 기타 5%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의 제
1공장, 제2공장, 해외법인의 총매출액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88억,
426억, 465억, 449억 원이며 2021년의 목표는 625억 원이다. A사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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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을 살펴보면 수출과 내수 비중이 거의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현재 국제물류비용이 급등하고 있고 게다가 생산품을 싣고 갈 컨테이너
와 배를 구하지 못하여 수출에 어려움이 있으며, 클립 및 파스너를 생산
하는 원재료인 레진의 가격이 급등하고,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 2021년의
목표인 625억 원은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A사에서 생산하는 파스너의 경우 세단형 승용차 1대에 300여 개, SUV
의 경우에는 400여 개가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약 1억 개 정
도를 판매하고 있다. A사의 전체 생산품 중 95% 정도가 자동차 부품으
로 현대와 기아가 생산하는 물량의 50%에 A사의 부품이 들어가는 것으
로 추정되고, 현대와 기아 원청뿐 아니라 현대와 기아의 1차, 2차 부품업
체 등에도 클립과 파스너가 필요하기 때문에 납품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A사가 현대와 기아의 1차 협력사 혹은 2차 협력사라는 개념은 약
하다. 클립 및 파스너 외에도 퓨엘 펌프 부품을 생산하는데, 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1/100 mm의 정확도를 갖춰야 하는 작업으로 고도의 기술
력을 필요로 한다.
A사는 차량용 부착물 고정장치, 부품 손상 방지용 패스너, 차량용 패
스너 클립 등 여러 특허를 가지고 있고, 자동차용 고정클립, 자동차용 클
립 등 A사가 직접 등록한 디자인도 가지고 있다. 인터뷰를 진행하였던
생산관리팀 부장의 말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지시로 전 세계적으로 A사
의 사업과 관련한 특허 및 디자인의 특허가 끝나는 것을 조사하여, 해당
특허 및 디자인의 특허기간이 끝나자마자 해당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A사는 정부지원사업에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다. 보통 정부지원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대표이사의 지시로, 생산관리팀의 부장이 정부지원사업을
알아보고 수행하고 있다. A사가 그동안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2015년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주관하였던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참여한 것과, 2016년 스마트공장추진단의 3
차년도 산업혁신운동 지원사업, 2017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관한
ICT 융합 스마트화 보급확산 지원사업, 2019년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
화 지원사업(시범공장), 2020년 과학기술혁신원의 자동차부품산업 경쟁

78

한국형 일터혁신 모델 탐색

력고도화사업(공정개선지원사업), 2020년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컨설
팅 지원사업(작업환경개선/장시간근로개선) 등이다. 2021년에도 AI 융합
지역특화사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사업 등 많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언급한 A사가 그간 참여하였던 정부지원사업을 살펴보면 A사 대
표이사의 관심사를 알 수 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작업장의 정보
화, 스마트화, 스마트공장에 주로 관심을 가져왔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로 A사 청주 제1공장의 작업장을 살펴보면 작업장이 꽤 높은 수준의 스
마트공장으로 변화되어 있다. 현재 청주의 제1공장의 스마트공장은 초기
3단계라고 한다.28) A사는 2019년 스마트공장을 처음 구축하였고, 2020년
에는 청주시에서 제1호 스마트공장 시범공장으로 선정되어 주변의 다른
공장에서 A사의 작업장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
스마트공장으로 변화된 2020년에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주관한 일터혁
신 사업(작업환경개선과 장시간근로개선영역)에도 참여하였는데, 이와
같은 A사의 행보는 일터혁신과 스마트공장과 같은 기술혁신이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밝혔던 노세리 외(2018)의 연구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하
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스마트공장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작업장
에서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던 작업방식이 키오스크 조작 등 디지털화 및
스마트화로 변화되면서 작업환경이 개선되어야 했고, 그 변화에 따라 작
업동선 역시 그에 맞게 개선되어야 했고, 이에 일터혁신에 대한 수요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사실 A사가 2020년 일터혁신 컨설팅에 신청한 영역은 작업환경개선
영역과 장시간근로개선 영역이었다.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
었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2020년 1월부터는 50～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에도 적용되었고 이에 2020년 1월부터는 A사 역시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여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A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고민해야 했고,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물량까지 줄어들게 되어 더욱 근로시
28) 스마트공장의 ICT 기술의 활용 정도 및 역량 등에 따라 ‘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
준(기초 - 중간1 - 중간2 - 고도)’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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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단축 및 이에 따른 교대제 개편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즉 A사는 근로
시간 단축이 되더라도 종업원들이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을 보전해줄 수
있고, 공장의 가동률 역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해답을 얻고자
일터혁신 컨설팅을 받게 되었다. 최종적으로는 생산직의 경우 기존 2조 2
교대를 유지하되 종업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요일 또는 금요일에 가
정의 날을 운영하고, 토요일에는 근무하지 않는 형태로 개선하였다. 임금
보전율은 개편 전에 비하면 90% 정도로 임금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토요
일에 근무하지 않고 쉴 수 있고, 인접한 지역 내 다른 기업에 비해 임금
보전율 역시 만족하는 수준이라 A사의 종업원들은 큰 저항 없이 수용하
였다.

2. 생산적 노사관계
A사의 경우 무노조 기업으로 청주본사 및 제1공장의 근로자들은 비교
적 근속년수가 긴 편이다. 2021년 올해 기준으로 사무직의 경우 10년 이
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으며, 15년 근속자도 있다고 한다. 2004년에 A사
가 설립된 것을 감안할 때 장기근속자의 숫자가 작은 수준은 아니다. 근
속년수가 같은 지역의 다른 공장들에 비해 다소 길고, 이직률도 낮은 이
유는 대표이사가 근처의 다른 공장들보다 조금이라도 임금29)을 더 지급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사실 A사의 경우 건강상 이유로 퇴사하는 근
로자는 있지만 다른 이유로 퇴사하는 근로자는 잘 없다고 한다.
A사에는 따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자들은 요
구사항이 있으면 대표이사에게 곧바로 요구사항을 말하는 편이다. 창업
주인 현 대표이사 역시 무리가 되지 않으면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
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일례로 매일 아침 대표이사는 현장을 시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가급적이면 이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일례
로 올여름 작업장이 덥다고 하는 목소리에 에어컨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탈의실이 좁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탈의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작업장

29) 임금에 관한 내용은 ‘라.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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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즉각적으로 근로자의 목소리를 들어 개선하고 있다. 또한 내일채움공
제, 복지몰 운영 등 회사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주고자 한
다고 한다.
이렇게 대표이사가 종업원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는 편이기 때문에 같
은 지역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과는 달리 이직률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실
제로 A사에서 일하고 있는 생산직 근로자들의 경우 주변에 다른 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A사에 일자리가 있으면 말을 해달라는 요청을 종
종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공장의 작업 물량 자체가 많이
줄었고, 주 52시간 근무제의 법제화로 인하여 2조 2교대제 근무형태 자체
에 대한 변화는 없었지만 주말 근무를 없애는 등 특근 등이 줄어 임금이
다소 감소하였는데 현장에서는 이를 거부감 없이 수용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또한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스마트공장으로 변화하는 과정 역시 성
가신 과정일 수 있었는데, 대표이사의 “해야 된다.”라는 말 한마디에 크
게 거부감 없이 스마트공장으로의 변화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청주 본사 건물의 4층에는 직원식당이 있었고, 직원식당에서 직원들에
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생산직이 먼저
식사를 하고 그 후에 사무직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식당에서 모든 직원
들이 식사를 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어 보였다. 연구진이 방문하였던 그
날, 대표이사 역시 점심식사에 직원식당에서 자연스럽게 직원들과 어울
려 식사를 하는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가 평소에도 직원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보였다. 식당 옆에는 조그만 옥상공원이 있었고, 옥상공원
옆에는 탁구대가 놓여 있는 체력단련실이 조성되어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작업장 내부의 물리적인 상황과 대표이사의 종업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관심을 토대로 유추해보면 A사의 노사관계는 다소
원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3. 참여적 작업조직
A사에는 사출성형을 할 수 있는 설비가 총 117대가 있는데 본사의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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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과 진천의 제2공장에 각 37대씩 있고, 나머지 43대는 해외공장에 있
다. 금형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현장에 계측기를 두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A사가 직접 클립 및 파스너에 대한 특허 및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다.
A사 제1공장은 스마트공장 3단계로 현재 공장의 작업장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들이 스마트화되어 있다. 공장의 전체 레이아웃은 공정의 순서
에 맞게 배치되어 있었는데, 대략적인 공장의 레이아웃은 다음 [그림
3-1]과 같다. 작업장의 배치는 2020년에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하여 재배
치된 것이다.
공장을 들어가는 입구에 공장의 전체적인 작업관리를 위한 MES시스
템이 설치되어 있는 사무실이 있고, 사무실을 통과하면 그다음에는 실제
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이 배치되어 있었다. 작업장을 중심으로 원
재료 및 부자재들이 보관되어 있는 공간과 출하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완성품이 보관되어 있는 공간이 배치되어 있다.
먼저 공장 입구에 바로 기계실과 현장 사무실이 있다. 현장 사무실에
는 작업지시, 생산실적관리, 불량분석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
는 MES시스템이 연결된 6개의 큰 화면(일종의 종합상황판)으로 송출되
어 작업장의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었다. 이에 생산관리자가 바로
[그림 3-1] A사 청주 제1공장 작업장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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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종합상황판을 통해 현재 작업진행사항, 불량에 대한 사항 등
을 바로 살펴볼 수 있어 실시간 생산관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생산관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MES시스템이었고, 이 시스템과 현장을 연결해주
는 것은 키오스크였다. 그러나 키오스크를 작업장에서 중점적으로 활용
하기 위해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변화가 있었다.
키오스크는 생산관리뿐 아니라 여러 공정에서 사용되고 있었는데, 생
산에 필요한 금형을 찾는 데도 키오스크를 활용하였다. 공장 작업장의 2
층에는 금형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키오스크를 통해서 원하는 금형을 검
색하면 해당 금형이 있는 2층의 구역에서 불이 들어와, 금형이 있는 위치
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수많은 금형들 속에서 작업자가 자신의 작
업에 필요한 금형을 찾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되어 낭비되는
시간은 줄이고 작업시간을 늘릴 수 있었다.
또한 작업자들은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작업을 한다. 작업을 시작할 때
자신의 ID를 키오스크에 입력을 하고 할당된 목표 작업량을 확인하고 작
업을 시행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업자들이 키오스크를 처음 접하
였을 때 크고 작은, 좋고 나쁜 변화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는 작업자들이
키오스크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특히 제1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생산직의 경우, 중년 여성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경
우 컴퓨터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움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컴퓨터와
키오스크로 작업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처음 키오스크를 도입하였을 때 먼저 키오스크를 배워온 생산관리자와
몇몇의 종업원들이 일대일로 현장의 작업자들에게 교육을 하였고, 이에
현장의 작업자들이 능숙하게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데 약 4개월이라는 시
간이 걸렸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작업장의 종업원들 대다수가 키오스
크를 능숙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입사원이 들어오더라도 주변에서
다 같이 가르쳐주고 있어 신입사원도 1달 정도면 키오스크 활용에 능숙
해질 수 있었다.
키오스크 활용을 시작하면서 생긴 또 하나의 변화는 일시적인 불량률
상승이다. 키오스크 도입 전에는 작업자가 생산을 하다가 불량품이 생겨
도 그것을 숨길 수 있었지만 키오스크 도입 후, MES시스템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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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도 실시간으로 불량률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불량을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이에 A사의 경우 스마트공장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일시
적으로 불량률이 많게는 2배까지 상승하게 되었다. 그러나 생산관리팀
및 경영진에서는 불량률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이미 예상을 하
였고, 이런 상황을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활용하였다. 불량률이 어느 공정
에서 많이 생기는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고쳐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A사의 생산관리팀에서는 스마트공장 도입 후 불량률이 일시적으
로 상승하는 현상들을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하여 A사에 견학을 오는 다
른 기업들에게 강조하며 말해주고 있다. 스마트공장 도입 후 일시적인 불
량률 상승은 결과적으로는 나쁜 것이 아니라, 불량률 상승으로 인하여 불
량이 왜,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 후에는 불량률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늘 강조한다고 한다. A사의 경우 스마
트화된 공장으로부터 품질 데이터를 매번 받아볼 수 있었는데, 스마트공
장 도입 초기에는 매주, 안정화된 지금은 격주로 품질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단기간의 불량률 상승이 생산 전반적
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고, 안정화된 품질로 인하여 거래처에
서 추가적인 주문도 받게 되었다.
A사 제1공장의 한쪽 끝에는 클립 및 파스너의 원재료인 레진과 기타
다른 생산 공정에 필요한 부자재들을 정리해둔 공간이 배치되어 있다. 스
마트공장으로 변화하기 전에는 레진을 비롯한 원재료 및 부자재들을 각
각 정해진 자리에 두지 않거나, 수작업으로 해당 원재료와 부자재들이 어
디에 있는지 기록하여 그 기록의 정확도가 떨어졌었다. 그렇기 때문에 원
재료 및 부자재들의 선입선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작업자들이 작업에
필요한 원재료와 부자재들을 찾는 데 많은 시간들을 쓰게 되었다. 스마트
공장으로 변화하면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원재료와 부자재들을 정리하게
되었는데, 공장에 원재료 및 부자재들이 입고되면 작업자들은 해당 공간
한편에 자리하고 있는 컴퓨터에 새로 입고된 원재료 및 부자재의 이름과
그것들을 정리해서 둘 선반의 번호를 입력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교대조의 작업자들이 작업에 필요한 원재료를 컴퓨터 검색을 통해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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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찾을 수 있게 되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져서 자연스럽게 재고
관리도 수월하게 되었다.
A사 제1공장의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대략적인 작업과정은 다음과
같다. 작업자들은 원재료인 레진을 원자재가 보관되어 있는 공간에서 컴
퓨터를 활용하여 찾는다. 또한 작업공간에 놓여 있는 키오스크를 활용하
여 작업에 필요한 금형을 찾는다. 필요한 금형을 찾아 자신의 작업구역으
로 자동화된 크레인으로 해당 금형을 옮겨와, 원자재를 금형에 투입하여
물건을 생산한다. 이후에는 완성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부품들을 조립하
게 되는데, 이러한 조립공정 중 일부는 자동화되어 기계가 조립을 하고
있다. 이에 직접 조립을 하지 않고 조립공정을 하고 있는 기계를 감시하
는 작업30)을 하기도 한다. 조립이 다 된 완성품은 원재료가 쌓여있는 창
고를 지나 출하공정을 위하여 완성품을 모아 놓는 공간으로 옮겨지게 된
다. A사의 경우 선주문 후제작 시스템으로 재고가 그다지 많이 쌓이는
편은 아니었다.
A사 제1공장의 경우 종업원보다 설비가 더 많기 때문에 한 사람당 12
대의 금형 설비를 관리하고 있다. 보통의 마이머신 운동처럼 하나의 설비
당 한 명의 담당자를 정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약 12대의 설비가 있는
한 구역을 담당하게 된다. 한 구역당 평균적으로 약 12대의 설비가 있는
데, 12대의 설비에 대해서 한 사람이 모두 점검 및 관리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일 수 있지만, 담당하고 있는 구역의 설비에서 사소하고 간단한 문제
가 생겼을 때 종업원들은 해당 설비 키오스크에 자신의 id를 입력하고 점
검하고 수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키오스크에
입력하고 있다. 물론 자신이 해결하기 힘든 오류나 고장은 전문적인 수리
서비스업체를 부른다.
공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일반 작업자들 43명의 성비는 남자가 20%, 여
자가 80%, 평균연령은 50대라고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전체
43명 중 10명은 필리핀 국적을 가진 작업자로 성형 기계를 주로 가동하
는 우리나라 국적자들과는 달리 주변적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였다. 여기
30) 해당 공정의 경우 6개의 기계가 조립을 하고 있으며, 이를 외국인 노동자 한 사
람이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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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변적 직무란, 성형 기계를 직접 가동하지 않고, 주변의 먼지를 쓸거
나, 가동되고 있는 기계를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작업장 내에서 내국
인과 외국인의 직무가 나눠져 있다는 것이다.
공식적인 제안제도가 예전에는 있었으나, 성과를 위한 운영으로 변질
되어 현재는 공식적으로 운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
서는 대표이사가 현장을 돌 때 혹은 조반장들을 통하여 현장 개선을 위
한 제안을 자유롭게 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하나의 예로 완성된 클립이
박스로 떨어질 때 박스 밖으로 튈 수 있으니 가림막을 설치하자고 한 작
업자가 제안을 하여서 제안대로 가림막을 설치하게 되었다.

4.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A사는 정부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대표이사의 주문에 의해서 정부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작하였
고, 생산관리팀의 부장이 주로 해당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A사
의 핵심인력이 약 전체 160명 중 30%라고 하는데, 이 30%의 인력들이
스마트공장, 일터혁신 등에 대한 집체교육을 받고 다른 동료 선후배들에
게 전파하는 방식으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생산직의 경우 일반 작업자가 45명, 조장 2명, 반장 2명, 공장장 1명이
있는데 조장과 반장31)에게 근무시간 중에 개선활동, MES, SCM 등에 대
한 교육훈련을 받게 하여, 이를 작업장 내 다른 일반 작업자들에게 다시
교육훈련을 시키게 하였다. 스마트공장 사업 전에도 일반 단순생산 직무
의 작업자들의 경우 따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조반
장들이 사출기업체로부터 교육훈련을 받고 와서 일반 작업자들을 가르치
는 형태로 교육훈련이 이루어졌다. 스마트공장으로 변화하는 과정 역시
이와 비슷하게 스마트공장으로의 변화에 필수적이었던 키오스크, 컴퓨터

31) 조반장의 경우 모두 남자로, 반장으로의 승진은 자체 승진이 가능하지만 반장으
로 승진을 하려면 조장으로 입직하여야 한다. 참고로 작업현장에서 조반장의 역
할은 매우 중요한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금형교환을 조반장들이 수행하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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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에 대한 교육훈련 역시 이들 조반장들이 대표로 배워 직접 일반 작
업자들에게 교육훈련을 수행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교육훈련들이 집체교육이 아닌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S사 스마트공장 지원센터에서 제공하
는 교육도 온라인으로 받고 있고, 이러한 교육들을 녹화하여 보관하여 언
제든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사의 임금체계는 생산직과 사무직이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생
산직의 경우 시급을 베이스로 한 호봉제이고, 사무직과 임원의 경우 연봉
제였다. 매년 임원회의에서 임금상승률을 결정하고 임금상승은 기본급
베이스업과 각 직군별로 인상률을 정해서 임금을 정한다고 하였다.
생산직의 경우 시급을 베이스로 한 호봉제32)라고 하였는데, 베이스가
되는 시급은 해당 연도의 최저시급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
었고, 생산직 입직 후 1년에 한 번씩 총 3번의 호봉 인상이 있고(1호봉당
30만원) 이후에는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산직의 경우 예전에는 시
급제(최저임금)에 근속수당을 같이 지급하였다고 하였는데, 임금체계와
관련한 컨설팅을 받은 이후로 근속수당을 기본급에 녹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하였다. 사무직의 경우 연봉제로 설계되어 있다
고 한다. 상여금은 연간 150%(설, 추석, 여름휴가에 세 번에 나눠서 지급),
근로자의 날 역시 20만원 정액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었다.
생산직의 직급체계는 단순직무 생산직, 조장, 반장, 공장장 순이며 단
순직무 생산직에서 조반장으로 승진은 T/O제로 인하여 흔한 일은 아니
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단순직무 생산직에서 비공식적인 평가를 거쳐,
조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원도 있으며, 공식적으로 조장이라는 직함은
주지 못하지만 조장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 조장의 역할을 비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한다.
사무직의 직급체계는 고졸사원, 대졸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으로 되
어 있으며,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거쳐 승진을 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비공식적인 평가와 임원회의를 거쳐 승진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32) 엄밀한 의미의 호봉제는 아니고, 시급제에 호봉을 첨가한 임금체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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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M사 사례

1. 회사의 개요와 노사관계
M사는 1993년 카페 맥널티로 사업을 시작하여, 1997년 12월에 한국 맥
널티를 설립하였다. 직원의 규모는 총 168명 정도이며 천안에 본사와 생
산 공장이 있고, 경영지원부서는 서울 연희동에 있다.
M사는 생두를 수입해서 원두로 만들고, 가공된 원두를 재가공하여 다양
한 커피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있다. M사는 커피 산업 전반에서 사업
영역을 확대․지속하고 있으며, 제약회사인 맥널티제약, 건강기능식품인
맥널티바이오, 원두를 수입하는 해리토리앤코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
M사의 경우, 원두커피 영역에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지만, 흔히 맥
심으로 알고 있는 인스턴트 커피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가지고 있지 않
다. 여기서 인스턴트 커피는 생두를 로스팅해서 원두로 만들고, 이 원두
를 분무건조 혹은 냉동건조의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런데 분무건
조 혹은 냉동건조 공정을 수행할 기계가 매우 고가이다. 몇 년 전, M사에
서 해당 공정기계를 매입하려고 견적을 내어보았을 때 450억가량이었고,
이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인스턴트 커피 제조는 포기하게 되었다. 다
만, 현재는 인스턴트 커피를 매입해서 3 in 1 커피(흔히 맥심커피로 알려
져 있음)를 만들어 애터미라는 다단계 회사를 통해 시장에 공급하고 있
으며, CMGT 공법33)을 통해 카누 형태의 커피믹스를 만들고 있다.
여기서 국내에서 M사만 갖고 있는 CMGT 공법을 가능하게 하는 기계
는 일본 기업에서 팔고 있는 기계로 몇 년 전, 경기도에 있는 한 생수회
사로부터 매입하였다. 또한 기계를 매입할 때, 해당 기계를 다룰 수 있는
33) M사의 독자기술인 CMGT(Cryogenic Micro Grinding Technology) 공법은 극저
온 상태의 -196도에서 원물을 급속 냉동 후 마이크로급 단위로 깨뜨려 영양과 맛
을 살리고 열을 가하지 않아 영양소 파괴가 적고 원물을 미세하게 깨뜨린 만큼 소
화율과 흡수율까지 높여주는 기술이다. 출처: 데이터넷(http://www.dat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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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도 함께 데리고 왔으며, 해당 기계를 제작하는 일본 기업에 국내에
서는 M사만이 해당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독점 계약을 맺게 되었다.
사실, 우리나라 커피 업계의 선두주자인 동서식품도 해당 기계를 M사에
서 매입하기 훨씬 전부터 갖고 있었지만, 동서식품이 해당 기계 매입 당
시 협약으로 기계 독점권을 묶지 않아 M사가 해당 기계 독점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현재 한국에서 CMGT 공법으로 원두를 분쇄하는
곳은 동서식품과 M사뿐이라고 한다. 이 공법을 커피뿐 아니라 의약품과
화장품에 적용시켜서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다.
M사는 B2C34) 기업으로, 우리나라 전체 커피 시장의 규모는 점점 성장
하고 있지만 M사가 주로 생산하고 있는 원두커피에 대한 수요는 늘 정
해져 있다. 800억 원 규모의 전체 원두커피 시장에서 약 200～3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M사가 차지하고 있다. 2019년까지는 매출이 증가세였지
만, 최근 기후위기 등의 문제로 원두 수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에 촉각
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M사의 경우 다른 제조업과는 달리 코로나19
로 인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M사는 1997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전체 커피 제품 중 원두커피를 주
로 생산하고 있다. 주된 생산제품 카테고리로는 원두, 인스턴트 커피, 액
상커피가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인스턴트 커피의 경우 원두를 인스
턴트 커피로 분쇄해서 만드는 기술은 현재 없지만 분쇄된 커피가루를 사
와서 프림, 설탕을 첨가해서 3 in 1제품으로 만들거나, 분쇄된 커피가루
에 원두를 섞어 블랙커피를 만들어 애터미 등을 통해 유통시킨다. M사의
경우 원두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 코코아 등 기타 차 제품도 가공하고
있다. 참고로 3 in 1 믹스커피, 블랙커피는 애터미라는 업체를 통해서 시
장에 출하된다.
M사의 전체 인력규모는 168명으로 커피에는 125명이, 제약에는 나머
지 43명이 근무하고 있다. 생두 수입회사인 헤리토리앤코에는 9명이 근
무하고 있고, 증평에 있는 맥널티바이오에는 48명이 근무하고 있다. 주로
커피 생두를 수입하여 로스팅하는 것이 주된 M사의 사업 영역이기 때문
34) ‘Business to Customer’의 줄인 말로, 기업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각종 물품을 판
매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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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산지에서 품질 좋은 생두를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받
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에 중남미를 다니며 생두를 수입하는 수입인
력이 헤리토리앤코에 2명이 있다. 개발인력은 2명으로 한 명은 원두커피
맛을 개발하고, 나머지 한 명은 커피 포장형태를 개발하고 있다. 제약사
업의 경우 개발인력이 14명으로 커피사업의 개발인력보다 다소 많은 편
이고, 건강기능제품을 생산하는 맥널티바이오의 개발인력은 1명이 있다.
커피 사업 쪽의 생산인력은 오퍼레이터 10명, 포장인력이 40명으로 포
장인력이 직접 기계를 작동하는 오퍼레이터보다 다소 많은데 이는 M사
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다품종 소량생산이기 때문이다. 포장공정도 자동
화를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한 제품라인당 생산물량이 적어 포장하는 양
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포장공정을 자동화하는 데 자본과 역량을
집중하는 것보다 포장인력을 조금 더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경영진의
판단 때문이다.
생산인력의 경우 오퍼레이터는 오전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주간
에만 작업하고 있고, 잔업이 있을 때는 19시까지, 토요 특근도 가끔 있지
만 빈번하지는 않다. 주된 제품인 커피의 특성상 여름이 비수기이고 겨울
이 성수기지만 딱히 여름과 겨울에 생산해야 하는 제품 물량이 크게 차
이는 없고, 물량 예측이 어렵지 않아 주말 특근과 야간 잔업은 많지 않다.
생산지원과 품질관리 인력은 3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품질관리에는 5명,
시설보전 인력 3명, 물류 인력 3명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생산관리 인
력이다. 생산관리 인력에는 직접 생산에 투입되지 않는 인력이 포함되는
데 미화 인력과 공장장을 포함한 관리직 3명이 해당된다.
M사의 경우, 스마트공장 사업을 크게는 2016년, 2019년, 2020년 총 세
차례 진행하였고 2021년의 경우 ERP 업그레이드와 관련한 사업을 협약
하고 있다. 참고로 2016년에는 제약공장에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여 바
코드자동입력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생산공정 DB화를 진행시켰다. 그동
안 M사 제약공장에서는 의약품 각 공정별로 생산계획, 작업지시, 생산실
적관리를 일일이 수기로 작성하고 있었는데, 이때 바코드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이를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근로자
들의 근로환경 역시 개선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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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는 제약공장에 자동화 설비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PTP 포장
을 개선하였고, 2020년에는 커피공장에 커피를 추출하고 드립을 간편화
하기 위해서 자동화 시설을 설치하였다. 2021년에는 ERP에 생산계획과
공장관리를 더 추가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한다.35)
M사의 경우,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 지원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진행하였다. 여기서 대중
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란, 민간 대-중소기업 간에 협약을 맺
으면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민간의 자발적 확산체계 마련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주관기
업인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M사는 S사 스
마트 팩토리팀과 함께 협력하여, 천안에 있는 M사 커피공장을 스마트공
장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중에 있다.
한편, M사는 국내 커피업체로는 최초로 2015년에 코스닥에 상장되어
경영의 투명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다른 중소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2020년 이후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에 따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게 되
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통로가 보다 공식화되는
효과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2. 생산시스템과 참여적 작업조직
M사의 작업장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S사와의 협업이다. S사의 스마트
팩토리팀에서 M사의 커피 제조 작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인원별로 짧게
는 3주, 길게는 5주 동안 상주하며 M사의 작업장을 개선하였다.
M사가 S사와 협업을 할 수 있었던 계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
소벤처기업부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통해서이다. S사
35) 2021년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와 공급업체, 그리고 M사의 삼자계약이 늦어져서
2021년 10월 현재 협약이 진행 중이고 협약이 끝나면 곧바로 사업이 진행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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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15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수행해왔는데, 2018년도부터는 해당 사업을 스마
트공장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해주는 활동으로 발전시켜 운영하고 있
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삼성과 납품거래 등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
업일지라도 삼성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모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
로 해당 사업을 수혜할 수 있도록 하였다.
S사는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1,100억
원가량의 펀드를 조성하고, S사 내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선
발하였다. 그리고 S사의 전문가들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신청한
기업들에 8주에서 10주간 상주하거나 상시적으로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각 기업별 처한 상황에 맞게 노하우를 전수한다. 이들은 생산성 향상과
현장 혁신을 지원할 뿐 아니라 각 기업별로 니즈에 맞춰 국내외 판로 개
척,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애로기술 지원, 스마트365센터 운영을 통
한 스마트공장 구축 유지관리와 고도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S사와 함께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들은 이 사업을 통해 물리적인
스마트공장 구축뿐 아니라 종합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조 현장 혁신
을 통해서 기업문화까지 개선할 수 있었다. 또한, 해당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3정5S를 비롯한 현장혁신, 삼성아카
데미 등을 통한 핵심인력 양성, 기업 니즈에 맞춘 기술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삼성의 일종의 CSR 활동들은 해당 사업을 수
행한 기업들이 그들이 속한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
게 한다. 이러한 활동을 S사의 CSR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S사
가 해당 지원 활동들을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의 혁신을 도움으로써 중
소․중견기업들의 자생력을 키우고, 나아가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M사의 경우, 식음료제조공장으로 삼성과는 산업 특성, 지역 특성 등에
서도 접점이 없었지만 삼성이 2018년도부터는 사업 지원 대상을 넓혔기
때문에 M사도 삼성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
다. 처음 M사가 스마트공장으로의 변환을 결정하게 된 것은 단순히 시장
의 수요에 비해 M사의 공급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현 CEO의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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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스마트공장으로 바꾸면 공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장의 수요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스마트공장으
로의 전환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M사 작업장으로 파견을 왔던 삼성 스마트공장팀의 직원들은 두 개의
팀으로 한 팀은 현장혁신팀이고 나머지 한 팀은 기술팀이다. 삼성 스마트
공장 현장혁신팀의 직원들은 M사의 작업장에 특정한 이슈가 생기면 작
업자들에게 일터혁신의 기본인 3정5S 교육을 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산성 향상 및 작업 편의를 위한 구조물 제작까지 수행해주었다.
M사의 경우 S사의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이
전부터 사용하였던 기존 공장 설비들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 즉 기존 수
작업으로 진행되던 작업과정을 입력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키오스크를
도입한다든가 하는 변화는 없었지만 M사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과정 중간 중간에 크고 작은 현장 혁신을 S사와 협업하여 이뤄냈다. 즉
작업장 안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수행할 때 있을 수 있는 크고 작은 고
충사항을 알아보고, 그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또
한 작업과정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쉽게, 그리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방법을 실행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조건을
제시해 주었다.
하나의 예로 M사의 공장에서는 작업물품 작업대와 보관대를 기존에는
시중에서 구해서 사용하였다고 한다. 근로자들마다 키가 다름에도 불구
하고 시중에서 규격화되어 나오는 작업물품 보관대와 작업대 등을 일률
적으로 구입해서 쓰다 보니 작업을 하다 보면 허리가 아프거나, 어깨가
아파 작업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몸이 아픈 경우가 발
생하였다. S사 현장혁신팀의 직원들은 공장에서 함께 작업을 하며 근로
자들의 그러한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직접 목격하여 하나하나 다 작업대
와 보관대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제작해주었다고 한다. 그 결과, 평
소에 작업을 할 때 허리와 어깨가 아파 작업을 오랜 시간 지속하지 못하
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삼성 스마트공장 현장혁신팀
은 고도로 진화된 혁신 기술 기법, 혹은 기계들을 M사 현장 근로자들에
게 전수해주지는 않았지만, M사 공장이 당시 설비된 상태에서 더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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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근로자들이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도
와준 것이다. 덧붙여 M사에서 특정한 수요가 발생하면 S사 기술팀에서
전문화, 설비 도입, 인터페이스, 공장배치 효율화를 위한 더 기술적으로
전문화된 컨설팅을 해준다고 한다.
M사의 커피공장 공장장에 따르면 예전에는 단순히 자금만 지원해주는
컨설팅들이 많았는데, 자금만 지원해주는 컨설팅은 지속가능성이 낮고,
결국에는 실효성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S사에서는 자금 지원뿐 아니
라 S사의 직원들이 직접 나와 함께 작업장에서 근로자와 호흡하며, 작업
공간을 혁신시키는 활동을 전개해주었기 때문에 혁신의 지속시간이 길었
고, 이에 결국 근로자에게 더 편하고 더 안전한 작업장으로 변화될 수 있
었다고 한다. 특히, 수준 높은 삼성 공장에서 직접 일해본 직원들이 나와
서 알려주니 실천적으로 배울 점이 상당히 많았다고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M사의 작업장에서는 고도로 선진화된 기술
이 쓰이지는 않으며 이에 높은 수준의 스마트공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원래 M사의 작업 공정 자체가 크게 복잡한 수준이 아니기 때
문이다. 간략하게 살펴본 M사 커피공장의 작업공정은 다음과 같다.
작업공정은 크게 생두를 로스팅 기계에 투입해서 로스팅36)하고, 로스팅
한 원두37)를 분쇄한다. 그리고 분쇄된 원두를 자동화되어 있는 기계를 통해
바로 포장용기에 담고, 포장용기에 담긴 제품들을 출하가 가능한 박스 단위
로 포장한다. 여기서 출하 박스 단위로의 포장작업은 작업자가 수행한다.
제1공장에는 생두가 원두가 되는 로스팅 과정을 진행하는 작업장이 있
다. 생두는 원두 보관창고에서 미리 작업 전날 로스팅 작업장으로 옮겨오
게 된다. 원두 보관창고는 영하의 온도이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바로
로스팅이 진행되면 온도 차 때문에 로스팅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
는다. 그래서 생두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미리 하루 전날 작업장으로
생두를 옮기는 것이다. 옮겨진 생두는 로스팅 작업장 내 사일로라는 창고
에 보관되는데, 생두 보관용으로는 여섯 개의 사일로가 있고, 로스팅한
생두, 즉 원두 보관용 사일로도 역시 여섯 대로 총 12개의 큰 사일로가
36) 쉽게 말해 생두에 열을 가해 굽는 것이다.
37) 생두를 로스팅하면 원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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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한 켠에 존재한다. 로스팅 기계는 세 대가 있는데, 각각의 기계에
서 120kg, 40kg, 10kg의 원두를 로스팅할 수 있다.
로스팅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생두를 털어 이물을 제거하고, 1차로
자석 검사 기계에 통과시켜 생두에 섞여 있을지도 모르는 금속 이물을
제거한다. 그 다음에는 로스팅 기계로 옮겨 로스팅을 진행한다. 여기서
M사만이 가진 노하우가 발휘된다. 즉, 어떤 산지의 생두를 얼마만큼 다
른 산지 원두와 섞을 것인지,38) 그리고 몇 도로 몇 시간 구울지를 결정한
다. 로스팅에 대한 이러한 결정 사항들을 오퍼레이터가 로스팅 기계에 입
력하여 로스팅 공정이 진행된다. 로스팅 후에는 실온에서 원두를 냉각시
키고, 냉각시킨 원두들을 에어로 흡입하여 원두보관 사일로로 이동시킨
다. 그리고 사일로에서 공기로 흡입하여, 2층으로 연결된 배관을 통해 원
두들을 모아 2층에서 1층 포장실로 연결된 원두 이동 배관을 통해서 각
각 제품에 맡게 계량되어 기계에서 자동으로 포장된다.
위에서 언급한 공정에서 필요한 인원은 단 두 명이다. 로스팅의 경우
대부분 2명이 작업을 하는데, 생두 투입은 한 명의 근로자가 수행한다.
로스팅 과정은 전부 기계로 자동화되어 있고 로스팅 기계를 보는 근로자
가 또 한 명이 있다. 작업량은 하루에 120kg 원두를 적게는 30번, 많게는
35번 로스팅을 하고 있다.
제2공장에서는 커피믹스 형태의 제품과 블랙커피를 생산하고 있었는
데, 커피믹스 형태의 제품은 3 in 1 제품으로 흔히 맥심이라고 알려진 형
태의 믹스 커피스틱이고, 블랙커피는 흔히 카누라고 알려진 형태의 커피
로 두 형태의 커피스틱 모두 애터미라는 업체로 납품되어 시장에 유통된
다. 커피믹스든 블랙커피든 최초의 포장 과정은 100% 자동화되어 있고,
제2공장의 작업자들은 해당 기계가 포장을 잘 하고 있는지, 수량에 맞는
지 무게를 재서 확인한다.
그렇다면 M사의 현장 근로자들은 어느 단계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까?
먼저 로스팅 기계가 있는 작업장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명의 근로
자가 있다. 그리고 에어로 주입된 커피믹스 하나하나가 한 개의 박스 단
38) 이것을 블렌딩이라고 하는데 그 예로 많은 산지의 생두들 중에 케냐산 생두와 콜
롬비아산 생두를 몇 대 몇 비율로 섞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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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잘 넣어지고 있는지, 기계가 혹시 멈추지 않는지에 대해 감시하고
있는 근로자가 2～3명 있다. 그 외 나머지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거의 모
두 포장라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M사가 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군은 다
품종이고 해당 제품들이 소량으로 생산된다. 이에 다양한 제품들을 시장
에 출하시키기 위해서 각 제품에 맞는 박스에 각각 포장을 해야 한다. 즉,
예를 들어 애터미에 납품되는 블랙커피의 경우 120개의 커피믹스가 한
상자에 들어간다. 한 상자에 120개의 커피믹스를 담는 것은 자동화된 기
계가 수행한다. 그러나 120개가 들어 있는 박스들을 출하박스에 포장하
는 것은 현장의 작업자들이 수행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M사가 생산
하고 있는 제품들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출하박스에 포장하는 단계
까지 자동화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제품 하나하나마다 포장 자동화를 하
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대부분의 현장의 작
업자들은 직접적으로 기계를 다루는 일이 적고, 출하 박스 포장단계에 개
입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M사의 제조공정은 다른 제조업 공장에 비해
다소 단순하다. 제품별로 다른 특별하게 다른 공정이 들어가지도 않으며,
공정에 크게 혁신적인 기술이 쓰이지 않는다. 그저 생두를 로스팅해서 원
두로 만들고 이 원두를 홀빈 상태로 소포장하거나 아니면 원두를 분쇄시
켜 믹스로 만들거나 하는 등의 공정이 전부이다.
M사 커피공장의 공정 특성상 스마트공장 수준은 그리 높은 수준이 아
니었지만 일터혁신의 경우 가장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3정5S를 강조하고,
작업을 하는 작업자의 편리성을 강조하였다. 그 예로 커피공장의 품질을
관리하는 근로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S사의 전문가들은 M사의 작업장
에서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 수행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즉 현장의 근
로자들에게 해당 공정을 수행함에 있어,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을 개선하
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었다고
한다. 그동안 M사의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크고 작은
불편함들이 있었지만, 작업 시간에 집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였기 때
문에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편함들을 평소에는 개선하기 힘들었
다. 그러나 S사 스마트공장의 전문가들이 와서 다수의 인원들이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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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함을 들어주고, 해결하기 위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줘서 짧은
기간에 많은 부분들을 개선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물론 외부사람인 S사
직원들이 처음에 작업 현장에 들어와서 작업장 여기저기를 조사하고 다
녔던 것에 대해 M사의 근로자들은 초반에는 다소 불편함을 내비추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에는 서로 협력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로 작업장을
개선해나갈 수 있었다. 지금도 M사의 현장에서 무언가 고민이 있을 때 그
때 인연을 맺었던 S사의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종종 요청하기도 한다.
참고로 2020년 M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였는데, 컨설팅 결과 회사 내에 공식적인 제안제도를 개설하는 것
에 대해 권고받았다. 회사는 2022년부터 근로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포상
제도를 마련한 후 제안제도를 본격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M사의 현장에서 눈여겨 볼 점은 한 작업장 안에서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이 교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M사의 현장 근로자들
은 다 함께 식사를 하러 가며,39) 다 함께 휴식을 취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
계 역시 근로자들이 점심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는 잠시 멈춰
져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함께 작업하고 함께 쉬는 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3.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M사의 경우 직군이 사무직, 생산직, 연구직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각 직군별로 직급체계도 상이하다. 사무직의 직급체계는 일반적인 직급
체계인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의 7직급으로 되어 있고,
생산직(생산부서)의 경우 사원, 반장, 팀장, 차장, 부장, 이사, 공장장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직은 연구원, 선임, 책임, 수석, 연구소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승진은 정기적으로 연 1회 진행하고 있다. M사의 팀은
크게 커피믹스팀, 원두커피팀이 있는데 팀의 규모는 작게는 세 명에서 많
게는 스무 명까지 한 팀에 속할 정도로 범위가 넓다. 임금체계는 고정적
인 수당의 기본급과 연장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연구원에게는 연구수당
39) 공장 건물 내 2층에 식당이 있었는데, 식당 공간의 제약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1공장과 2공장 직원들이 30분 시차를 두고 식사시간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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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급되고 있다.
M사는 2020년과 2021년 연속하여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일터혁신 컨
설팅을 받으면서 평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2021년도
에 시험적으로 평가에 따른 임금 차등화를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영업이익에 따라 임금인상 재원이 결정되고, 이후 인사고과에 따
라 차등적으로 임금인상을 실시하는 것이다. 생산직의 경우는 개인별로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팀별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M사는 따로 공식적인 교육훈련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생
산직의 경우 팀장급에게는 현장혁신과 3정5S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외부
에 있는 삼성아카데미로 보내서 교육을 받고 오게 한다. 해당 교육은 1회
성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여러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삼성아카데미의 교
육과정을 수강한다고 한다. 또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의 경우 올
해 초에 본사에서 4시간 정도 3정5S에 대해서 교육한 적이 있다고 한다.
M사의 경우, 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작업장
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관례적으로 인력파견업체
를 통해서 인력을 공급받는데, 최근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현재도 굉장히
인력이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일반 생산근로자뿐 아니라 품
질관리팀에 역시 현재 2명의 공석이 있지만 이마저도 인력을 구하기 힘
들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생산직 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40대 중후반
의 여성으로, 본사가 있는 천안 혹은 그 주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통근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

제4절 소 결

1. A사 사례
A사의 작업 현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스마트공장의 도입이 일터
혁신에 대한 수요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새로 도입된 키오스크와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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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맞추어 작업장의 레이아웃이 바뀌어야 했고, 이에 작업자들의
동선 역시 개선 혹은 변화가 필요하였다. 이와 더불어 3정5S와 같이 현
장의 작업장 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가 생겨났다.
A사는 3정5S를 통한 일터혁신과 키오스크 활용 등 기술혁신이 결합되
면서 A사의 작업장에서는 시간낭비, 물자낭비를 줄일 수 있었다. 그 예
로 구획에 따라 정리된 금형의 위치를 MES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 시
스템에 연결된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작업장에 정리되어 있는 수많은 금
형들 속에서 자신의 작업에 필요한 금형을 적시에 찾을 수 있었다. 즉 작
업자들은 자신이 가진 한정적인 작업시간을 금형을 찾는 데 과도하게 쓰
지 않고 생산 공정에만 오롯이 쓰게 되어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증가될
수 있었다. 또한 공장에 입고된 원재료를 정해진 구역에 보관하고 그 구
역을 MES시스템이 연결된 컴퓨터에 입력하는 과정을 통해 작업자는 자
신의 공정에 필요한 원재료를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생산관리상으로는 원
재료에 대한 실시간 재고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노사가 효율적인 생산
방식을 갖게 되었다. 즉 기존 수작업으로 관리되던 생산 전반에 대한 관
리와 재고에 대한 관리가 MES시스템을 활용한 키오스크와 컴퓨터 기반
으로 변화되면서 생산관리, 재고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스마트공장으로 변화한 직후 일시적인 불량률 상승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불량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계기
가 될 수 있었다. 즉 일터혁신과 기술혁신(스마트공장)의 결합으로 인하
여, 생산성 상승이라는 성과를 낳을 수 있게 된 것이다. MES시스템 등
기술혁신이 아무리 고도화되어도, 작업장 정리정돈 등 3정5S가 뒷받침
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기술혁신도 또 다른 낭비 중 하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MES시스템에 입력한 대로 금형, 원재료, 부자재 등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바뀐 작업방식에 따라 작업동선을 짜고 이를 충실히 행하는
것 등이 기술의 혁신과 결합되어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등 성과를 가
져올 수 있었던 것이다.
노세리 외(2018)의 연구에서 중소기업의 일터혁신이 실행되기 위해서
는 리더의 의지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만, 일터혁신이라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점진적이고 호흡이 길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일터혁신을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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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지할 수 있는 데는 특정 행위자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A사의 경우가 노세리 외(2018)의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비슷한 사례였다.
대표이사의 스마트공장, 일터혁신에 대한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핵
심인력 중 하나인 생산관리팀의 부장이 관련 정부지원사업을 알아보고, 주
도적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즉 일터혁신, 스마트공장 사업들을
회사의 핵심인력인 생산관리팀 부장과 경영지원팀의 상무가 주축이 되어
실행하면서 A사만의 작업장 일터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루어나가고 있었다.
핵심인력뿐 아니라 A사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종업원들 역시 키
오스크 도입, 이에 따른 작업동선 변경, 조금은 귀찮을 수 있는 3정5S 등
변화를 잘 받아들였다. 사실 기존의 작업자들은 기존에 자신이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익숙한 작업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었는
데, 키오스크를 새로 배워야 하는 등의 수고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따라가고 있었다.
특히 A사의 경우 대표이사의 주문으로 인한, 즉 탑다운 방식의 일터혁
신 및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었고, 현장의 작업자들이 큰 저항 없이 이러한 혁신을 팔로우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업원들이 대표이사에 대해
적지 않은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A사가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
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A사의 경우, 규모 150인 정도의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주력 상
품인 패스너와 클립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만 주로 공급하는 것은 아
니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외에도 다른 자동차 부품업체에도 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특정 원청 기업에 종속되어 있지 않아, 회사의 성격이 다소
독립적이었다. 이에 대표이사의 결단으로, 스마트공장과 일터혁신을 과감하
게 작업장에 적용할 수 있었고, 경영진과 근로자들 사이에 쌓인 신뢰로 근로
자들을 일터혁신으로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M사 사례
일터혁신은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즉 일터혁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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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근로생활의
질이 함께 향상되어야 한다. 스마트공장 도입이 경영자에게는 생산성 향
상을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음과 동시에 스마트공장으로 인하여
도입되는 작업방식의 변화는 근로자의 근로생활 혹은 근로환경의 질을
높이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M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스마트공장 도입이 근로자 중심의 현장으로의
변화를 불러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S사와 협업하여 M사 커피공장에
스마트공장이 구축되었으나, ERP 도입을 중심으로 한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일반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방식의 변화는 사실상 크
게 없었다. M사가 스마트공장으로 변화한 후 M사는 ERP를 구축하고,
구축한 ERP에 따라 공정관리와 생산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작업현장에서는 커피 드립 추출기계의 rpm을 높여
원두에서 액상커피를 뽑아내는 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작업방식 외에 현장 근로자를 둘러싼 근로환경을 현장 근로자
가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S사
의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해주었다. 즉 S사의 전문가들이 M사의 작업현
장으로 초대될 수 있었던 것은 스마트공장 구축이 그 출발점이었고, S사
의 직원들은 M사의 작업현장에 스마트공장 구축이라는 기술적인 부분
외의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에 대해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출하박스로의 포장작업을 수행할 때 해당 작업대 높이가 맞지 않는 근
로자들의 고충사항을 직접 보고 들어 근로자들 각각의 작업 높이에 맞도
록 작업대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고, 포장에 필요한 물품들을 보관하는
물품 보관대도 근로자의 체격에 맞추어 수정되었다. 그리고 공장 내의 설
비시설의 전원코드나 전기 배선들이 작업현장 바닥에 어지럽게 놓여있던
것을 각각 캡을 씌우거나, 전기줄 위에 커버를 씌어 근로자들이 현장을
지나다니며 전기줄을 밟지 않게 하고, 이를 통해 정리정돈되지 않은 전기
배선들이 야기할 수 있는 화재사고, 미끄러짐 사고 등에 대한 예방책도 세
워주었다. 이렇듯 S사의 직원들은 정리정돈을 늘 강조하였다고 한다.
M사는 S사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물리적으로 스마
트공장으로의 전환도 지원받게 되었지만, 그 외 3정5S 등 일터혁신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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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도입을 통해 M사의 현장이 근로자들을 위한, 그리고 근로자들의 안전
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즉 M사의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근
로하고 있는 공간에서의 삶의 질이 향상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장의 변화에 이어서 2020년과 2021년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
하여 임금체계와 평가체계에 대한 일신을 준비하였고, 이제 2022년 이후
의 실행을 앞두고 있다. 이렇듯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정적 지원과 S사라
는 초우량기업의 노하우, 그리고 일터혁신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복합적
인 외부 지원이 내부의 역량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는데, 그것이 수년
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것이다.

3. 비교와 시사점
A사와 M사라는 두 기업 모두 특허, 혹은 배타적인 설비 이용권을 갖
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나름대로 니치마켓에서 적지 않은 마켓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경영사정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제품 및 제품기술의 우월성
을 더 빠른 성장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내부 역량, 특히 인적인 역량은
부족한 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두 기업 사례는 중소기업이 부족한 경영 자원을 넘어설 수
있는 도움을 정부(노사발전재단,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나 초대형 기업(S
사)이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중소기업 자체적으로는 역시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포용적 경영철학이 중요함을 이 두 사례는 보여주
고 있다. 대부분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에서 일터혁신의 기반인 노사관계
는 대개 중소기업 CEO의 철학과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시
켜준다. 따라서 임금 수준이 아주 높지는 않더라도 주변 중소기업과의 비
교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발휘한다
는 것을 A사 사례가 보여준다. 맥널티의 경우는 2021년부터 평가체계와
임금체계가 변화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2022년에 어떻게 나타날지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HRM 측면에서 두 기업
모두 생산직의 경우 단순 반복 업무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현장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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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일부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임금을 설계하거나, 팀별 성과급을 지급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터혁신 측면에서 두 기업 모두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면서 이를 보완
하는 사람 관리에 역점을 두었고, 일터혁신 컨설팅을 받으면서 외부의 도
움을 내부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바 있다. 내부적으로 그러한 장을 마련
한 것은 역시 최고경영자와 혁신 추진자(A사의 생산팀장 등)였다. 한편,
2021년 A사가 안전일터 부문으로 추가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2020년
맥널티가 삼성의 도움으로 작업 편의성에 초점을 둔 개선활동을 진행한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노동의 인간화 모토가 생산성 및 품질로 연결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이는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에서도, 노
조의 요구가 없더라도 일터혁신을 추동하고 유지시켜주는 강력한 동인임
을 확인시켜준다.
다음으로 역량 증진 측면에서 두 기업 모두 현장감독자들의 능력 개발
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일반 작업자들이 비교적 단순한 작
업을 반복하는 것에 비하여 감독자를 중심으로 현장이 조직되고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환기시켜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현장관리감독
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맥널티의 경우 삼성아카데미에 훈련을 보내
고, A사의 경우도 삼성에서 개발한 온라인 교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의 HRD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하게 쌓여 있는
대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러준다. 개별 대기업들의
CSR 차원을 넘어서는 보다 조직적인 지원과 협력 모델들을 더욱 발전시
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발견들은 중소제조업의 일터혁신을 연구한 노세리 외(2018)의
정식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외부의 도움을 내적 역량 강화로 연결
하는 메커니즘을 본고는 더욱 강조하면서 외부의 조력을 좀 더 조직적으
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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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T기반 서비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새로운 서비스 영역의 공급과
수요가 함께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기업들은 위와 같은 환경변
화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우위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기에 기업이 일터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질 것이다. 먼저, 기업은 일터
혁신을 통해서 서비스업 근로자들에게 체화된 관련 지식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어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과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한편, 근로자들은 일터혁신을 통해 경영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어 서비스업 인력들의 경력 성공에 필요한 인적자본의 증
대와 근로조건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서비스업 일터혁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일터혁신
연구는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서비스업에서의 일터혁신 연구
는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이강인․이순산, 2012). 이는 고성과 작
업시스템 등 일터혁신 관련 연구들이 주로 제조업 사업장 또는 제조기업
을 분석 단위로 활용해온 것에 기인한다. 또한 서비스업의 경우, 생산성
이나 품질과 같은 성과의 측정, 노동과정 및 결과의 측정이 제조업에 비
하여 어려운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 노동연구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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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서비스업 일터혁신 연구(오계택 외, 2020 등)가 진행됐지만, 대기
업 서비스업 사례연구는 아래 두 연구(조성재 외, 2011; 노세리 외, 2020)
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조성재 외(2011)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업 대기업을
중심으로 린 방식의 작업장 혁신(6시그마, 제안제도, 소집단 활동, 정기적
직무순환, 다기능교육 등을 도입한 경우)이 도입․적용되고 있다는 사실
을 보고하였다. 또한, 소매업의 경우, 대기업 A마트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장근무자 장비책임관리제, 온․오프라인 제안제도, 그리고 B리테일의
경우 당기순이익의 10% 적립을 통한 직원은퇴기금 조성 등의 일터혁신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병원산업의 경우 소수의 대규모 병원에서 혁
신적 작업조직, 경력개발제도, 전문간호사제도 등 일터혁신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규모 병원의 경우 일터혁신 관행의 수준이 낮은 것
으로 보고하고 있다. 호텔산업의 경우 특급호텔을 중심으로 대면 서비스
의 질을 높이기 위해 채용, 교육훈련 등 인력유동시스템에 대한 일터혁
신, 고객불만 관리를 위한 임파워먼트를 중심으로 하는 문제해결시스템,
IT기술을 활용한 원격서비스 구축 등의 일터혁신을 추구하고 있었다. 마
지막으로, 사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 N사업장에서 TQM 활동을 전개하
면서 일본식의 5S 활동을 전개한 사례를 린 서비스 모델과 유사한 것으
로 평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서비스산업의
대기업 작업장에서는 표준화 기반의 참여와 개선을 중시하는 린 서비스
와 대고객중심 팀 단위 자율작업을 추진하는 자율적 팀작업 방식을 중심
으로 일터 혁신모델이 발견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린 서비스 모델은 도요타 생산방식의 주요 원리인 ‘지속적 개선’ 및 ‘사
람에 대한 존중’ 등 접근방식을 서비스 부문에 적용하는 시도로, 궁극적
으로는 근로자의 참여 활동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와 고객 중심적 지향성
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린 서비스의 구성요소는 ① 퍼포먼
스 트레이드 오프 감소, ② 가치 추가적 과정을 흐르게 하고 소비자-pull
을 실행, ③ 생산물의 발전에서 생산물의 전달까지 가치 연쇄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낭비의 제거, ④ 소비자 초점을 늘리려 생산과정 및 전달과정
에 간여하는 것, 마지막으로 ⑤ 노동자들과 팀을 강화하는 일이다(조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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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11). 린 철학(Lean philosophy)은 혁신과정의 모든 단계를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 혁신과정에서 서비스 조직의 구성원들은 다
기능 팀, 훈련과 개발, 직무순환, 다기능을 고려한 팀 활동, 구성원들이
자발적 문제해결, 품질분임조 등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arekatti, 2021).
한 서비스 조직 사례연구는 위와 같은 린 서비스 모델의 구성요소를
활용하고 가치흐름 지도화(value stream mapping) 기법을 통해 덴마크
병원의 서비스 과정을 모두 분석한 후 낭비 요소들을 제거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소개하였다(Strheim and Hasle, 2017).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접
근방법이 병원의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
고 심리사회학적 린(psychosocial lean, P-lean)이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즉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이 분임조 형태의 팀을 구성하
여 환자 대응, 교대 과정에서의 정보전달 개선과 같은 의료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작업 절차의 개선을 통한 업무 편의성 증대, 구조화된
조회 운영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등 작업환경 개선도 달성할 수 있었
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예약 오류로 인한 진료 거부 발생 가능성 제거,
일정계획 수립 과정을 11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참여 구성원도 4명에
서 2-3명으로 감소시키는 등의 개선을 이루었다. 이 연구는 결론에서 린
서비스 개입을 통해 병원조직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직종 간에 존재
하는 사일로 문제를 완화하여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과정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성원들은 다기능 팀을 통한 참여활동으로 작업 과정에 대한 역량과 통
찰력을 함양하게 되는데, 해당 연구는 이를 일종의 학습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한다. 린 서비스 참여 활동을 통해 병원조직에서 전문직종들
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실행할 기회와 동기를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함양한 역량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과 작업환경 개선을 달성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노세리 외(2020)의 연구에서는 호텔업, 물류산업, IT산업, 교육서비스
업을 중심으로 일터혁신 사례연구를 보고하고 있다. 먼저, 호텔산업에서
는 근로조건의 개선과는 무관하게 생산성과 품질개선 중심의 근로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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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활동이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물류산업에
서는 원청기업이 주도하는 기술혁신 중심의 혁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
어 근로자 참여기반 일터혁신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IT산업에서
는 수량적 유연성과 기능적 유연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중층적 하청
구조하에서 유연근무를 지원하는 작업방식을 중심으로 일터혁신이 진행
될 필요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대학
교에서 IC-PBL(Industry-Coupled Problem-Based Learning) 교육모델
을 도입하여 적용하는 과정에서 소수 구성원(교수) 중심의 일터혁신이
추구되었다는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는 결론에서 서비스업 일
터혁신의 특성으로, 고객과의 접촉과정에서의 혁신의 중요성, 인력의 숙련
과 개발의 중요성, 기술혁신과 일터혁신의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간접고
용형태하에서 일터혁신 등을 추진하는 방안의 모색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서비스업 대기업에 대한 연구의 흐름 속에서, 본 사례는 보
험업종 대기업인 D보험의 일터혁신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보험업종
선정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험업종은 린 방식의 혁신활동이 2000년대 초중반부터 활발히
전개되었음(보험신문, 2005)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험업 기업에 대한 본
격적인 일터혁신 사례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해외 문헌을 살펴보면, 보
험업 기업의 린 방식 혁신활동에 대한 사례(Swamk, 2003)를 어렵지 않
게 찾을 수 있다. 이 해외 사례에 의하면, 신상품에 대한 고객 요구사항
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의 단축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의 조정이나
표준화를 시도하여 업무처리 속도를 80% 개선한 보험사의 경험을 소개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보험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린 방식 서비스혁신
이 일터혁신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검토해볼 필요성이 제기
된다.
둘째, 노세리 외(2020)의 연구에서 제시한 서비스업 일터혁신의 추진방
향(고객과의 접촉과정에서의 혁신의 중요성, 인력의 숙련과 개발의 중요
성, 기술혁신과 일터혁신의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간접고용 형태하에서
일터혁신 등)과 관련하여, 보험업종 대기업인 D보험의 일터혁신은 위와
같은 서비스업 일터혁신의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도 검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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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최근 디지털 전환이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
인 사업모델과 서비스를 혁신하고 있다(김규동․김윤진, 2021). 따라서,
이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일터혁신이 고객서비스 혁신, 근
로자들의 숙련개발, 그리고 기술혁신과 일터혁신의 통합적 접근과 같은
이슈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D보험 사례

1. 회사의 개요
D보험주식회사(이하, D보험)은 1962년 한국자동차보험공영사로 출발
하여 자동차보험을 독점판매하기 시작하였고, 1983년 D그룹이 경영권을
인수, 1995년 10월 D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글로벌 보험사로 한 단계 더 도약하자는 의미에서 2017년 11월 D보험으
로 사명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사는 서울 강남 DB금융센터
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로서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D보험은 손해보험 등 보험종목의 계약체결과 그 계약의 거수 및 보험
금 지급을 주업무로 하는 손해보험회사로, 2020년 손해보험사 원수보험
료 기준 시장점유율 16.6%(자동차보험 20.7%, 장기보험 15.1%, 일반보험
17.5%)로 업계 3위를 형성하고 있다. 2020년 14조 699억 원의 실적(원수
보험료 기준), 당기순이익 5,022억 원(별도 재무제표기준)을 기록하였다.
지역단위 8개 사업본부, 58개 사업단, 34개 지점, 53개 영업소로 구성되는
영업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 자동차보상부 11개, 장기보상부 2
개도 설치되어 있다. 해외에도 지점 4개와 해외사무소 3개를 두고 있다.
본사는 2실(경영지원실, 고객지원실), 2부문(영업부분, 자산운용부문), 4
사업본부, 6담당, 13개 사업단, 39팀, 2파트, 1TFT로 구성되어 있다. 직원
수는 총 4,691명(기간제 221명 포함)으로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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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인 평균급여액은 69,275천 원이다.40)
D보험의 직군은 영업관리, 보상관리, U/W(Under Writing), 상품업무,
자산운용, 경영지원으로 분류되며, 영업관리는 설계사/대리점 채널을 관
리하고, 보상관리는 자동차 대인/대물 보상, U/W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
험 대상의 위험 판단 및 인수 여부 결정 등 계약심사업무이다. 상품업무
는 장기/자동차/일반상품업무와 수리 및 계리업무를 수행하며, 자산운용
은 재무기획, 투자지원, 투자, 융자 등의 업무, 그리고 경영지원은 IT, 회
계, 리스크관리, 통계, 마케팅, 인사, 총무 등의 업무로 구성된다.
기업의 비전은 ‘고객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글로벌 보험금융
그룹’이고, 사람과 기업에 발생 가능한 인적, 물적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
하도록 하여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기업이 영속적으로 발전을 누릴
수 있도록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명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 체계하에 D보험은 최근 ESG경영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는데, 2017
년 환경부와 함께 세계 최초로 환경오염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 의무보
험인 ‘환경책임보험’을 개발하였고, 국내 보험업계 최초로 윤리준법경영
국제표준인 ISO19600을 획득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기업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글로벌화, 전문화,
고부가가치화의 3대 이니셔티브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경영방법으로는
혁신회의, 성과주의, 6시그마, 디지털, 코칭제도, 시스템화로 정하고 있다.
핵심가치로는 질서, 신뢰, 사람의 3정신과 고객가치 우선, 탐구하는 자세,
솔선수범의 3자세가 있다. 특히, 2014년에는 고객서비스와 관련해서 서비
스 아이덴티티를 ‘행복약속365:1년 365일 항상 고객의 행복을 위해 최선
을 다하겠다는 D가족 모두의 다짐과 약속’으로 정하여, 모든 임직원이 고
객서비스 핵심가치를 인식하고, 규범화하여 서비스 스탠다드에 대한 습
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이슈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객행복,
회사행복, 사회행복의 3, 고객응대, 보험가입, 고객관리, 보상처리, 긴급출
동, 불만처리의 6가지 고객과의 약속, 신속(Speed), 친절(Smile), 정확
(Smart), 특별(Special), 지속(Steady)라는 5S 키워드를 정하여 ‘행복약속
40) D보험 사업보고서(2020.12)

제4장 서비스업 대기업의 일터혁신 사례 109

365’의 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D보험은 서비스업의 특성상 생산라인이 존재하는 제조업에 비해 사람
이 중요한 자산이라는 경영철학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배경에서 사람
을 통한 기업경쟁력의 창출을 위한 투자와 제도적 설정에 주력하고 있다.
다양한 연혁을 통해 사람중심 경영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2000년 성
과주의 도입으로 연봉제 시행, 2001년 상품아이디어 게시판 오픈, 2002년
품질혁신지도자 양성과 6시그마 도입, 2004년 말콤 볼드리지 모델 도입
및 전사적인 제안제도 시행, 2005년 부서별 직무역량 모델 개발, 2005년
국가품질경영상 대통령 표창, 200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2008년 남
녀고용평등우수기업 표창, 2008년 전사소통프로그램 CEO와 통통통 시
행, 2009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2013년 서울상담센터 심리상담
<표 4-1> D보험의 국가품질상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수상내역

주제

국가
품질상
수상내역

2017 smarT-UBI

운전습관 Big Data 분석으로 UBI 자동차보험
개발

금상

2018 DB-CEM

고객경험 Data를 활용한 이탈 징후 분석으로
예방적 고객관리모델 구축

동상

2019 DB-프로미

건강정보 빅데이터 분석으로 건강할수록 보험
료가 내려가는 상품 업계 최초 개발

은상

2019 바로출동*

모바일 영상통화를 활용한 보상서비스 만족도
개선

금상

2019 smarT-UBI

빅데이터 분석으로 차량정보 입력 프로세스 자
동화

금상

2020 표준합의혁신

머신러닝 분석을 통한 보험금 관리체계 정교화

금상

고객경험 Big-Data를 활용한 긴급출동 접수 자
2020 긴출접수 셀프업
동화 개선

금상

2020 DB-챌린지

All New 사회공헌 D보험 교통환경챌린지

은상

2020 smarT-UBI

Big-Data 분석으로 부속품 입력 프로세스 자동
화

금상

연도

분임조명

주 : *바로출동 분임조는 본 사례의 주된 분석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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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설치 운영, 2017-2020년 금융업계 최초 4년 연속 전국품질분임조 경
진대회 수상 등이 대표적인 사람중심 경영과 관련한 연혁으로 볼 수 있
다. D보험은 2017년 국가품질경영대회에 출전하여 보험업계 최초로 품질
분임조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하였고 그 이후 품질분임조 제도를 회사 내
전 영역에 도입하여 지속적인 혁신성과를 거두고 있다.

2. 생산적 노사관계
D보험은 노사협의회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노사 간 양방향 소통 프
로그램을 통해서 생산적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우선 경영진과 직원
들 간 소통은 ‘CEO통통통’이란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이 프로그램은
2010년부터 운영 중인데 최고경영자와 직원들 간의 직접적인 소통의 자
리로 2019년 6월까지 총 64회가 열렸으며 총 3,441명 구성원들이 참여하
였다. 최고경영자는 매달 한 차례는 직원들 및 파트너들과의 만남의 자리
를 통해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직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
하고 직원들이 일하는 현장, 호프집, 극장, 사택 등으로 찾아가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CEO통통통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D보험의 최고경영자가 구성원들과의 상호소통을 기업경영의
필수요소 중 하나로 제시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기업문화협의회도 운
영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조직의 부문과 실별로 대표를 선발하여 회사의
일하는 문화와 회사제도에 대한 의견개진을 하도록 하고 구성원들의 고
충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기업문화협의회 위원들은 정기적인 워크숍을
개최하고 일정 기간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구성원들의 고충처리와 경영활
동 개선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주요 제도, 정책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참여마당이라는 익명게시판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MZ세대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하여 SNS를 활용한 익명게시
판도 운영해서 직원들의 고충을 바로바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하
고 있다. 담당 부서에서는 접수된 고충에 대하여 개선 조치하고 처리결과
를 신속하게 피드백하고 있다.
회사가 구성원들에게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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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프로미TV에서는 회사의 운영방향, 주요 이슈, 기업문화와 관련
한 콘텐츠를 매주 1회 제작하여 송출하고 있다. 경영실적 브리핑은 매월
1회 사내방송을 통해 회사의 경영현황과 당부사항에 대하여 경영진단 브
리핑을 진행한다. 또한, E프로미광장이라는 온라인 매거진을 통해 사내
주요 이슈, 직원 기고소식(여행, 부서 소개 등) 및 홍보파트에서 제작하는
경제, 문화 소식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있다.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Dream Big광장이라는 직원
전용 인트라넷 사이트를 마련하여 온라인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하였고,
이와 함께 오프라인 소통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건강
한 회사 만들기’ 활동은 신뢰․도전․실천을 주제로 구성원들 간 세대 차
이, 사고방식, 가치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과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 Dream Big Day는 근무시작 전 각 부서 단위
로 핵심가치, 고객만족 지침, 기업문화, 직원 실천사항에 대한 공유 및 다
짐활동을 전개한다. Dream Big광장을 통한 칭찬/감사 Day를 통해서는
구성원 간 칭찬과 감사를 통해 상호존중의 문화 확산 및 상하 간 소통 기
회를 확대하여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
대공감 2345는 동일한 현상을 바라보는 세대 간의 다양한 시각의 공유를
통하여 타인에 대한 인정과 배려가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하며, 직원들의
세대만 밝히고 의견을 익명의 댓글로 작성하도록 하여 갈등 사항에 대한
세대 간의 인식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조직의 부문 간 소통체계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Dream Big협의체
는 부문별 대표 오피니언 리더들의 협의를 통해 전사 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 및 부문 간 협업을 위한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 Dream Big 타임즈
는 매월 부분․실별로 타 부문과 공유하고 싶은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공유하여 전 직원들이 회사의 전략방향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내신
문을 발행하고 있다. 지원부서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확
인하기 위하여 내부만족도 조사(ICSI,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를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부서 간 협업 방식 및 제도 개선
을 시행하고 있다. 부서별 상호평가에서는 주관식으로 평가부서에 대한 칭
찬 의견도 포함하도록 하여 상호 간의 신뢰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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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보험은 임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기간제보호법｣
법안 시행 이전부터 회사는 계약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2012년에
는 TM상담업무 계약직 1,66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그 이후
에도 지속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여 2018년 비정규직 비
율은 2.86%(전체 4,470명 중 계약직 128명)로 매우 소수만이 남아 있다.

3. 참여적 작업조직(ONE TEAM 품질분임조 사례 중심)
D보험은 2002년 6시그마 혁신기법, 2004년에는 말콤 볼드리지 모델을
도입하고 전사적인 제안제도를 시작하였다. 수년간의 경영혁신활동이 전
개되면서 D보험의 혁신활동은 사업구조 자체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과
고객지향적 상품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핵심전략과제가 부문장과 임원의
책임하에 상의하달(Top Down) 방식으로 추진되며, 부서장이 책임지고
진행하는 단위 업무의 효율화와 임직원 및 파트너를 포함한 전체 구성원
들이 참여하는 제안/분임조 활동이 하의상달(Bottom Up) 방식으로 추진
되고 있다.
[그림 4-1] D보험의 혁신활동 추진체계

주 : MBB : Master Black Belt, FEA : Fianancial Effect Analyst PI : Process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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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보험에서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 모든 부서와 팀원들이
혁신보고회 때 발표할 아이템을 찾을 정도로 혁신활동에 대한 강한 문화
가 형성되어 있다. 전사 전략이 수립되면,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부문 전
략이 나오게 되고 다시 부분을 구성하는 팀 단위 전략이 수립된다. 팀 단
위 전략에서 분임조 활동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혁신과제가 생성된다.
전략의 실천 단위가 팀 단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략구조가 상의하달
방식으로 수립되면, 그 전략들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업무 효
율화와 분임조 활동은 팀원들의 하의상달 방식으로 혁신활동이 이루어지
는 것이다. 특히, 분임조 활동 과정에서 임원의 역할은 현장의 혁신분위
기를 조성하고 변화 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뿐, 혁신 아이디어의 도
출부터 프로젝트의 추진은 모두 분임조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앞의 <표 4-1>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D보험은 국가품질상의 품
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9개의 품질분임조
가 수상하는 등 서비스 기업 중 가장 많은 품질분임조 수상이력을 보유
하고 있다. 본 사례에서는 D보험에서 품질분임조를 지칭하는 ‘ONE
TEAM’ 제도와 2019년에 경진대회에서 품질분임조 금상을 수상한 ‘바로
출동’ 분임조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 품질분임조 ONE TEAM제도

ONE TEAM(이하, 원팀)제도는 품질분임조와 학습조직의 성격을 동시
에 보유하는 다기능 프로젝트 조직의 성격을 가진다. 업무효율과 품질향
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으며, 부서의 경계
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팀 구성원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원팀이라
는 제도의 명칭도 직원공모를 통해 선정했으며, 콜센터 직원이 제출한 이
름이 다기능팀이라는 해당 제도의 성격을 가장 잘 살린 이름으로 평가되
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2002년 6시그마 혁신기법을 도입한 후 5년간 열심히 혁신활동을 추진
하였는데 현장에서 혁신활동과 관련한 과부하가 발생하였다. 품질의 핵
심문제를 찾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다양한 혁신기법들을 학습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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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장에서는 실행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기에는 역부
족이었다. 따라서 2007년부터는 간부후보생인 센터장급 인력들에게 현장
과제를 부여하여 식스시그마 기법을 도입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방법도 본부 혁신담당부서가 현장에서 실시한 프로젝
트 결과를 평가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 거부감이 심했다. 좀 더 즐겁게 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최고경영자의 주문에 혁신담당부서는 ‘부
서 큰제안’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부서 단위로 개선활동을 등록하여 1
년간 추진하는 방식을 진행하였다. 같은 부서 동료들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러한 시도도 한계에 봉착하였다.
개선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객 관점에서 다양한 부서의 협력이 필
요하였지만, 부서별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다 보니 타 부서들의 원활한 협
조를 얻기는 어려웠다. 이처럼 다양한 시행착오 끝에 탄생한 것이 원팀
제도이다. 고객 기준의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는 경계가 없는 분임조 구
성이 필요했던 만큼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구성원은 임직원 파트너 등
모든 업무관계자 중 문제해결에 필요한 인원들로 한 팀을 구성한다는 점
에서 원팀 제도가 탄생한 것이다.
원팀 품질분임조 구성은 원칙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만으로 구성
하게 된다. 최초제안자와 혁신담당부서 담당자가 함께 부서의 경계를 넘
어서 제안된 프로젝트에 적합한 구성원들을 섭외하게 되는데,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시스템담당자, 아웃소싱담당자, IT개발자, 협력사 직원들까
지 모두 포함하여 원팀으로 구성할 수 있다. 원팀의 운영은 철저하게 무
간섭주의로 진행된다. 원팀 제도 이전에는 본점에서 현장과제들을 진행
하면서 6시그마 방법론 중 DMAIC(정의-측정-분석-개선-관리) 단계 중
개선(Improve) 단계까지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는데, 당시 현장에서 거
부감이 발생하였다. 본점에서는 지원이라고 판단하였지만, 분임조 활동을
하는 직원들은 타율적이고 결정 권한이 없다고 인식하여 문제해결에 대
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패 원인을 되풀이하지 않
기 위하여, 원팀 제도 아래에서는 팀 구성과 운영 모두 분임조의 자율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혁신담당부서에서는 분임조로부터의 지원요
청 사항에 대하여 분임조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선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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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과 협조를 제공하고 있다. 혁신담당 부서가 분임조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는 분야는 타 부서 협조와 관련한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이다.
분임조가 다기능 팀으로 부서 간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구성되기는 하지
만 분임조 활동 중에 타 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 타 부서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점의 혁신담당부서가 해
당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여 민원을 해결해주고 있다.
원팀 제도 도입 첫해에 참여한 분임조 중 40% 정도가 산출물을 제출
하였고, 이 중 10개 분임조를 혁신위원회에서 선정하여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하도록 하였다. 본선에 진출한 분임조는 제출용 보고서를 1장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활동 보고는 사진과 함께 5분 내외의 발표 동영상을 제
작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참여자들이 발표과정에서 느
끼는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분임조 활동의 핵심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머지 내용은 심사위원들
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해 경진대회에서는 다
양한 동영상이 등장했는데, 뮤지컬 형식으로 분임조 구성원들이 춤을 추
기도 하였고, 애니메이션으로 쉽게 분임조 활동 내용을 전달한 팀도 있었
다. 경영진은 직원들이 즐겁게 혁신활동을 진행할 뿐 아니라 동시에 품질
을 개선하여 회사 성과도 향상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으며, 첫해
의 성공적인 분임조 활동으로 원팀 제도는 회사에서 시상하는 학습조직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혁신담당부서
에서는 외부 타 기업들의 분임조 활동과 객관적으로 비교해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품질상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참여하게 되
었고, D보험의 원팀 분임조들은 해마다 3개 정도의 상을 받는 등 최고성
적을 달성하고 있다.
일정한 성과를 달성한 원팀 분임조에는 다양한 보상이 주어진다. 회사
내에서는 총 10개 팀을 시상하는데, 대상 수상팀은 4박 5일의 해외여행
포상 휴가와 함께 파격적인 부상이 부여된다. 회사에서 해외여행이 상품
으로 제공되는 보상은 원팀 분임조 대상이 유일한 것이다. 수상한 직원들
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상 1팀 이외에도 금상 2
팀, 은상 3팀, 동상 4팀 이렇게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 모두에게 시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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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인사제도 측면에서도 수상한 분임조 구성원들에게 보상이 있다.
회사에는 신육성 평가라는 인사평가제도가 있는데, 매년 직원이 학습활
동을 해서 10점씩 얻어야 하는 기준이 있다. 원팀에 참여해서 산출물을
내기만 하면 기본 학습활동 시간을 10시간을 부여하며 수상하게 되면 차
등해서 학습시간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신육성 평가가 전체 인사평가
의 10점에 해당하는데 그 10점 중 최고 3점까지 원팀 분임조 활동을 통
해서 받을 수 있다. 참여만 해도 기본적으로 1점을 받을 수 있는데, 연간
평가내용이기 때문에 1점이 의미 있는 참여자들에게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분임조 대회에서 수상하게 되면 소속 부서도 평
가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부서 연간 평가와 부서 임원 평가점수에도 반
영된다. 인사제도상 구조적으로 분임조를 포함한 혁신활동을 잘하면 그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개
인부터 조직까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성원 모두 많은 관심
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임원들도 지원을 많이 하고 부서장 차원에
서도 독려하게 되는 인센티브가 형성되고 있다.
원팀 분임조 활동이 성공하는 데는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역량개발 노
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혁신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
해왔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이수하게 되면, 신육성
이수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매년 사내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필요
한 역량개발이 이루어진다. 혁신 관련 교육이나 업무와 관련된 교육은 본
인이 노력해서 이수하는 점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나 상사의 평가와
는 독립된 평가이다. 따라서 교육훈련 참여율이 매우 높다. 그리고 외부
자격증을 따게 되면 자격 수당을 부여한다. 보험회사는 생산라인이 존재
하지 않고 사람이 중요한 자산이라는 경영진의 경영철학이 반영된 결과
이다. 사내 자격증의 경우 그린벨트를 따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하나 이
상 수행해야 하며 별도의 인증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수상한 분임조 사례
는 사내 방송, 웹진 등의 형태로 전 구성원들에게 전파되고 있으며, 새로
운 분임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거 우수 분임조 조원들에게
자문을 얻는 과정을 통해 분임조 활동 노하우에 대한 비공식적 학습도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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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ONE TEAM 품질분임조 활동사례 : 바로출동

D보험 보상기획파트, 프로미서비스파트, 경영혁신파트, 전략파트, 보상
지원파트41) 팀원 6명으로 구성된 바로출동 분임조는 구성원 평균 근속이
17년에 이를 만큼 경험이 풍부한 팀원들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사고
현장출동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 활동한 사례이다.42) 보
상서비스 만족도 개선을 위한 다섯 개 파트의 구성원들이 한 팀을 이루
어 업계 최초의 영상통화 기반 보상서비스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앞서 설
명한 원팀 품질분임조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하였다.
분임조는 총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혁신사무국에서 6명 중 1명의 담
당 인력이 측면 지원을 하게 되었다. 6명의 구성원이 최근 2년간 교육 과
정을 이수한 시간이 총 939시간에 이르고, 챔피언과 분임조장 및 팀원 1
명은 블랙벨트,43) 1명의 팀원은 그린벨트를 보유하고 있는 등 혁신활동
경험이 풍부한 인력들이 참여하였다.
바로출동팀의 혁신프로젝트가 선정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장
기 경영목표를 기준으로 내외부 환경분석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당해
경영목표가 설정되어 부문과 팀 경영목표로 배분된다. 배분된 팀 단위 경
영목표를 기준으로 팀별 실행과제가 수립되면 각 팀에서 핵심 전략과제
를 혁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된 과제는 혁신사무국에서 등록되어 프로
젝트가 추진된다. 팀 단위에서 제출하는 과제는 해당 팀의 임원과 전체
팀원이 참여하여 토론과 투표를 통해 선정되어 제출되며, 최종적으로 경
영혁신사무국에서 과제로 등록되면 실행과제의 특성에 따라 품질분임조
가 구성되어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바로출동팀이 담당한 프로젝트는 ‘고
객중심 보상서비스 실현’이라는 부문 전략과제 중 ‘업계 선도적 보상 서
41) 프로미서비스파트, 전략파트는 D보험의 자회사 소속이다.
42) 이 사례는 제45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 “모바일 영상통화를 활용한 보상서
비스 만족도 개선”이란 제목으로 참여하여 금상을 수상한 D보험 바로출동 품질
분임조의 사례를 추가 인터뷰를 통해 정리한 것이다.
43) 블랙벨트(BB)는 식스시그마 참여자들 중 개선 프로젝트 추진책임자의 역할을 담
당할 수 있는 자격으로, 현업담당자의 역할을 하는 그린벨트(GB) 자격을 갖추고
일정기간 이상의 교육과 실습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부여된다. 마스터블랙벨트
(MBB)는 교육 및 지도전문요원을 말하며, 챔피언은 사업부의 책임자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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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바로출동 품질분임조 활동계획

비스 구현’이라는 팀 실행과제로 배분된 것이며, 해당 팀에서 사고현장출
동 만족도 제고의 세부 실행과제를 핵심전략과제로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과제로 등록되었다.
분임조는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동안 운영되었고, 매주 목표
일 오전 9-12시에 주간 챔피언 미팅을 통해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분
임조장이 프로젝트를 총괄하여 추진하며 팀미팅을 주관하고 프로젝트 챔
피언에게 보고하는 방식이다. 프로젝트 챔피언은 진행 과정에서 장애물
을 제거하고 코칭을 통해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제 프로젝트 추진과 실행은 팀원들이 담당하며 추진과정에서 혁신활동
과 단계별 과제평가는 혁신사무국이 담당한다.
모바일 영상통화를 활용한 보상서비스 만족도 개선과제가 추진된 배경
은 고객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지연출동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많았으며,
출동한 출동요원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다는 것이다. 비용 측면에서도 현
장출동 건수의 증가로 출동요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많아 출동요원이
직접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서도 보상접수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분임조의 과제가 된 것이다. 따라서 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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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지연출동에 대한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장출동의 소요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해당 소요시간에 대한 정의를 영상통
화 기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 출동으로 사고접수 후 최초 고객과 접촉하
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하였다.
분임조는 현상파악과 원인분석을 위하여 고객여정지도(Customer Journey
Map)를 작성하였다. 분임조장이 지도 작성을 하고 각 고객여정별로 문제
발생 지점과 불만의 원인과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팀원들 간의 토론을
진행하였다.
고객여정지도를 작성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고객불만의 원인과 개선
방향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사고접수과정에서 상담원에게 위
치를 설명하고 GPS기반 위치 제공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출동요원이
사고 현장의 도로 환경을 고려하여 찾아가기 위해서는 고객이 출동요원
에게 다시 한번 위치를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사고접
수 상담원 및 출동요원과의 두 차례 통화 이후에도 실제 출동요원이 현
장에 도착하는 데는 보통 20분의 시간이 소요되어 긴 대기시간에서 오는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반복적인 위치 설명과 장기 대
[그림 4-3] 고객여정지도 분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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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간에서 오는 고객의 불만은 사고현장에 물리적으로 출동하지 않고
영상통화를 활용한 현장출동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다는 개선방향이 제
시된 것이다. 또한, 사고현장에 직접 출동요원이 방문하는 경우 사고조사
를 진행하는 동안 고객은 사고현장에서 다시 대기하여야 하고 사고현장
에 출동하는 요원이 D보험의 전속직원보다 협력정비공장이나 운수사업
자의 비전속직원이 더 많아 사고조사 및 안내과정에서 역량 부족으로 고
객의 불만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분임조가 개선방향으로 제
시한 영상통화를 사용한 현장출동 서비스는 당사 전속조직에서 직접 담당
할 수 있어 불만족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개선방향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선진 사례에 대한 벤
치마킹을 실시하였다. 분임조는 서울시 소방재단본부 종합방재센터에서
2017년 실시한 스마트 영상 응급처치 사례, 그리고 일본의 손보재팬에서
보험금 지급 관련 사고조사 과정에서 낮은 경력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실
시할 경우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게 하여 원격으로 높은 경력의 직원이
화면을 통해 손해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던 사례를 참고할 수 있
었다.
바로출동 분임조는 위와 같이 고객여정지도를 통한 프로세스 분석과
벤치마킹을 통하여 현상 파악과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영상통화 기반 현
장출동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고객만족도 향상과 비용절감에 모두 도움
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
선안의 설계와 대책 마련을 위한 절차를 고안하였다.
분임조가 개선안을 설계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실시한 절차는 고객의
의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고객이 영상통화를 통한 사고현장출동서비스
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330명의 현장출동서비스 유경험자에게 설문한
결과 78.8%의 고객들이 이용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답
변을 한 고객들은 분임조가 예상한 것과 같이 사고현장에서 기다리지 않
고 빨리 벗어날 수 있어 영상통화 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63%). 또한, 사고현장의 증거영상을 기록해두면 좋은 것 같
다는 의견도 있었다(23.5%). 하지만 이용 의사가 없는 21.2%의 고객들은
‘사람이 직접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47.1%)’, 그리고 ‘사고가 나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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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영상통화 기반 사고현장출동 개선안 설계절차 요약

황해서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다(23.5%)’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영상
기반 서비스의 사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적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두 번째, 설계 절차는 동종업계의 유사 시스템 적용사례를 벤치마킹하
는 것이었다. 유사시스템 사례를 찾아본 결과, 경쟁업체였던 A손해보험
에서는 2015년 6월부터 17년 12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영상 기반 서비스
를 적용한 사례를 발굴하였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을 핸드
폰에 직접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인해 이용률이 전체 출동 건수의
5% 정도 수준으로 낮았으며, 전담직원과 출동요원이 동시에 고객과 의사
소통하여 업무 중복과 일원화된 서비스가 어려운 문제점으로 인해 이미
폐지된 서비스였다. 따라서 분임조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설계할 때 앱
기반 서비스가 아닌 웹 기반 서비스(URL 클릭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로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영상통화 전담직원이 단독으로 실제
물리적 현장출동요원의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개선사항을 선정할 수 있었다.
셋째, 분임조는 사고유형 분석을 통해 기존의 물리적 현장출동 서비스
가 영상 기반 출동서비스로 대체될 수 있는 유형을 선정하는 대체가능
영역조사를 실시하였다. 교통사고는 차대차, 차대물, 단독, 차대이륜차,
고속도로 등의 사고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중 분쟁 가능성이 높은 차대
물, 차대이륜차, 고속도로 사고는 일차적으로 대체영역에서 제외하는 것
으로 의견이 일치하였다. 또한, 점유비중이 높은 차대차 사고 중에서는
추돌사고 분쟁 가능성이 낮고, 분쟁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단독사고
의 유형 중에서는 차량 단독사고가 분쟁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
류되어 영상기반 출동서비스가 적용되기 적합한 사고유형으로 분류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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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적합유형은 조사대상기간 사고에서 27.4%에 해당하여 영상
출동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는 비중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분임조는 위와 같은 분석 절차를 통해 영상통화를 활용한 온라
인 사고현장출동 서비스 제공이라는 개선안 컨셉을 확정하였다. 또한, 분
임조는 실제 실행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① 영상통화 서비스 지원을 위
한 D보험 IT인프라 구성, ② 사고접수 및 사고현장출동 배정 업무 프로
세스 변경, ③ 영상통화 기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 업무 대체 제공이라는
세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각 개선안별로 개선 후에 기대되는 목표도 설
정하였다. 각 세부 개선안의 파일럿 실행을 통해 해당 영상 기반 사고현
장출동 서비스가 전사에 적용되는 것을 분임조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임조는 개선안별 파일럿 실행을 위해 데밍 사이클44)이
라고 불리는 PDCA 절차(Plan-계획, Do-실행, Check-평가, Act-개선)를
진행하였다. 각 개선안별 파일럿은 분임조 구성원이 하나씩 담당하여 진
행하였다. 영상통화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는 개선안은 IT지원팀과 DB
CNS파트와 협업하여 시스템솔루션 업체를 선정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Must-Want매트릭스를 적용하여, 고객의 별도 앱
설치 등이 필요 없는 솔루션, 금융계열사 구축 경험 보유, 망분리 환경
적용이 가능한 동시에 비용, 서버사용 지원, 스토리지 용량에 대한 평가
를 통해 최종 업체를 선정하였다. 파일럿 상담센터를 지정하는 개선안은
센터장 및 기존 상담 운영 역량 등을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여 서울상담
센터 2개 팀에 대한 상담사 교육을 실시하였고, 상담 운영 스크립트도 영
상 기반 출동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 실제 파일럿에서 영상통
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는 94.7%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영상통화 기반 사고현장 출동 서비스 업무 대체 제공을 위
해서는 상담사가 기존에는 경험이 없는 영상통화를 통한 면담을 시행해
야 하므로, 본점/대인보상부/현장보상직원/CNS상담자 보상직원 중 현장
조사역량, 고객응대역량, 파일럿 추진의지 등을 기준으로 본점 보상직원
44) 미국의 통계학자이면서 통계적 품질관리 분야의 선구자로 불리는 W. Edwards
Deming이 고안한 기법이다.

제4장 서비스업 대기업의 일터혁신 사례 123

중 영상통화 파일럿을 담당할 직원을 선정하였다. 파일럿 기간 총 34건의
영상통화 서비스가 실행되었으며 실행 결과 사고서비스 소요시간의 유의
미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파일럿테스트는 2018년 8월 3일간 수도권 상담센터 인입콜의 현장출동
요청건 중 단순추돌 및 단독사고를 대상으로 고객동의를 기반으로 현장
출동 없이 영상통화 서비스로 사고조사를 시행하였다. 1,223건의 현장출
동 요청건 중 14.5%인 178건이 영상통화 대상건이었으며, 이 중 51.1%인
91건이 파일럿에서 준비한 통신회사 사용고객이었다. 또한, 이 중 49.4%
인 45건이 영상통화에 동의해 주었으며, 34건(75.5%)이 영상통화 연결에
성공하였고, 물리적 사고현장출동에 대한 대체가 완료된 것은 이 중
91.2%인 31건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개선안 확정 시 설정하였던 파일럿
실행의 목표인 영상통화서비스 제공률 80.0%를 초과달성하였다. 또한,
영상통화 사용 고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가 목표치인 80.0%에
비하여 높은 94.7%에 해당하였다. 앞서 언급한 현장출동 소요시간 목표
5분도 실제 파일럿에서 4.3분으로 초과달성하여, 전체 파일럿 실행 목표
는 달성되어 분임조에서 추진한 영상통화 기반 사고현장출동 및 현장입
회 제공 서비스는 전사 추진이 확정되었다.
분임조는 프로젝트의 전사 추진 확정과 함께 효과분석도 실시하였는
데, 무형효과에서는 신속한 현장사고조사로 고객만족도 증가, 원거리 출
장 없이 조사를 대체하여 보상직원의 업무 피로도를 경감할 수 있는 직
원 만족도 증가, 그리고 인슈어테크 선도기업으로서 이미지 제고 등이 도
출되었다. 또한, 유형효과에서는 사고현장출동 영상대체를 통한 사업비
절감으로 해당 서비스 전사 구축 시 1년간 17.4억 원의 재무성과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분임조에서는 파일럿 실행 경험을 바탕으
로 전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항목과 협업부서 및 개발 필요 내용을 정
리하고 분임조 활동을 마치게 되었다.

4.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D보험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특징 중 하나는 현장 인력을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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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다. 이와 같은 현장 중심 인사시스템의 배경에는 CEO의 경영철
학이 있다. 1979년에 회사에 입사하여 40년을 넘게 현역 DB맨인 CEO는
대표이사 취임 이후 ‘실상추구, 상호소통, 자율경영’이라는 경영철학을 제
시하였다. CEO가 회사에서 개인영업, 보상, 신사업 등 보험업의 모든 분
야를 두루 경험하여 보험업종에서는 현장 인력들이 자율과 책임감을 보
유하고 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CEO
와 통통통’이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현장 직원들과의 의사소통을 활
성화하였으며, CEO가 영업현장을 방문할 때 지점장과 설계사들의 인적
사항을 모두 외우고 가는 등 현장 인력들의 개인적인 상황까지 챙기는
데 정성을 다한다고 한다. 이러한 경영철학이 인사제도에도 반영되어 현
장경력을 중시하여 인력을 선발하고, 승진 의사결정에서도 현장 경력을
중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품개발, 자산운용, 리스크관리 직무로 입사
한 직원들도 자신이 원하면 현장에서 지점장 직무 등을 수행하면서 일반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축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장과의
소통 능력과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각 인사 기능별 특
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가. 채 용

채용제도와 관련해서는 지원자의 조직 적합성과 직무 적합성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조직 적합성은 기업의 핵심가치에 부합하는 인재인지를
선발 과정에서 확인하는데 이는 가치에 대한 적합성이 미래인재 양성에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조직 적합성은 주로 면접질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
는데, 신입사원의 경우 대학동아리 활동 경험, 팀과제 수행 경험 중 기업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양식을 경험했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또한, 재직자
중 고성과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행동패턴, 사고방식, 실패대
응 능력, 문제인식과 해결방안 도출 등 주요 역량과 적합성이 높은 인력
을 선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직무별 면접기법의 차별화를 통한 직무
적합성 제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면접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 저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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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면접의 단점인 휴먼에러를 보완하
기 위하여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선발절차는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1차면접-2차면접을 모두 다른 일자에 시행하고 있다. 신입사원 선
발 이후에는 이들의 조직 적응도를 높이기 위하여 고충처리, 인사서포터
제, 멘토링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문별 직무 입문과정 및 아카데
미과정, OJT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경력개발

회사는 임직원의 역량 강화 및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고유의 인재
육성 제도인 ‘Dream Big 인재양성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이다. 이 제
도는 전문지식과 기술 및 실전 직무경험을 종합적으로 보유한 인재양성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직원 개인별 맞춤형 능력개발지원을
위해 자기개발계획(SDP, Self-development plan)과 경력개발계획(CDP,
Career Development Plan)의 두 가지 제도를 구성하고 있다. SDP는 개
인별 전문성 확보를 통해 정예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직원들의 부
서별 전문직무에서 필요한 역량과 현재 수준의 역량을 비교평가하여 부
족한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연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간 개발계획에 따라 1인 1자
격제, 스터디그룹, 전문자격제도, DB Biz School 등의 프로그램이 적용된
다. 한편, CDP는 개인 경력목표를 선정하고 경력목표에 요구되는 직위
프로필을 작성한 후 실제 수행해온 직무경험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
된다. 이 과정에서 경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필요역량을 확인하고 부문별
교육체계를 적용하여 직원들의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CDP와 관련하여 전문대를 졸업한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자
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로 경력개발을 희망하는 경우, 직무공모제를 통해
직군 전환도 가능하도록 경력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직무전환과 관련한
공모제는 1년에 한두 차례 진행되는데 현장직군의 경우 영업직군에서 보
상직무로의 전환 등 직군전환이 가능하다. 공모제도가 아닌 배치 전환을
통해 직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직무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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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다. 교육훈련

교육훈련 체계는 전 직원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입문과정, 승진자
과정, 승진 이후 직급별 리더십 과정과 공통역량 과정으로 구성된 계층별
교육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부문/실별 교육체계에는 보상, 자산, 개인, 신
사업, 법인 등의 부문별로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전문자격
(계리사, 손해사정사, 해외전문자격 등) 취득을 지원하고, 사내자격제도도
운영하여 보험법, 장기, 자동차 등 직무별 필수자격 12개를 운영한다.
핵심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외부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KAIST 디지털 금융전문가과정, 연세대
DTIP과정이 있으며, 조직 리더십 역량 확보를 위해 ‘Strategic․
Operational․Self 리더십’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은 매년 변화하는 대
내외 환경과 회사 주요 이슈를 콘텐츠에 새롭게 반영하여 효과적인 교육
이 되도록 노력한다. 인슈어테크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디지털 전환을 가
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슈어테크 유관업무 수행인력의 전문 역량 강화
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데이터 분석 역량을 촉진할 수 있는 외부 공인
자격의 취득도 지원한다. Dream Big Business School은 디지털 전환에
기반한 혁신방법론, 마케팅 지식을 함양하는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며, 경
영혁신과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여 각종 프로젝트 추진 시 주도적인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는 혁신 전문가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글로벌 인재 양
성에도 노력하고 있는데, 장기해외연수, 집중어학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
다. 최근 동남아와 중국의 법인 및 사무소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어 신입
사원 중 어학공부를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재
의 어학, 문화적 역량을 강조하기 위하여 Global Motivation제도를 통해
장기적인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스스로 학습하는 조직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직원 역량진단 평가
를 실시하며, 기본역량, 직무행동 역량, 전문기술 역량 등 역량 프로파일
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직원들은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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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수해야 할 학습시간을 계획하고, 직급과 연차에 따라 스터디 시간,
봉사 시간, 자격취득 시간 등 1년간의 이행계획을 실천하도록 마이크로
러닝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직원들은 이동 중 원할
때 강의를 찾아 수강할 수 있고 개별 직원이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사내 자격과정도 이수할 수 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의 불
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 스터디 그룹에 대한 교재 지원이 이루
어지는 등 다양한 학습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라. 성과평가와 보상

D보험은 구성원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높은 성과에는 높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성과주의 체계를 수립하
여 운영 중이다.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를 활용한 성과
평가와 역량평가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성과평가는 회사 전체의 목표를
조직과 개인에게 분배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승진과 연봉의 결정에
는 성과와 역량이 동일한 가중치로 반영되도록 하여 잠재적 성과와 실현
된 성과를 모두 중시하는 가치가 실현되도록 한다. 연봉의 약 20% 정도
로 구성되는 가감급에는 성과평가 점수만을 반영하여 성과주의 문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역량에 따른 별도의 보상에는 자격취득자들
에게 부여하는 자격수당, 역량평가 우수자들에게 부여되는 우수인력 포
인트와 조사연구비 등이 있으며, 핵심가치를 실현한 이들에게는 모범상,
월간과 연간에 시상하는 Dream Big DB인 상이 있다. 학습과 태도에 대
하여 보상하기 위하여 근속상, 자격취득 축하금, 제안시상, 혁신전문가
인증(GB : 그린벨트, BB : 블랙벨트) 등의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임금체계는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연공서열보다는 성과평가 결과
가 임금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다. 직급승진에
따른 연봉 인상은 존재하지만 같은 직급 내에서는 1년차이든 10년차이든
연봉 결정에 차이가 없으며 평가 결과가 연봉의 차이를 결정하기 때문이
다. 최근에는 성과주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비누적 방식의 성
과 가감급을 폐지하고 누진방식 성과급으로 변경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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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방식으로 연봉제가 변경되면 고성과자가 더욱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성과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가감급
재원은 부서별 성과평가점수에 따른 인센티브로 전환하고 개인성과평가
점수와 연동하여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3절 소 결

본 D보험의 사례에서는 크게 두 가지 연구과제를 검토하였다. 첫째는,
국내 보험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린 방식 서비스 혁신이 일터혁신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며, 두 번째는, 최근의 기술혁신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일터혁신이 고객서비스 혁신, 근로자들의
숙련개발, 그리고 기술혁신과 일터혁신의 통합적 접근과 같은 이슈들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업 대기
업에서 일터혁신을 추구하는 데 있어 D보험 사례가 제시하는 시사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린 방식 서비스 혁신의 일터혁신으로서의 의미
일터혁신은 기업의 경제성과와 함께 노동의 인간화를 동시에 달성하여
노사 상호이익을 달성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서 보
면, D보험에서 작동하고 있는 분임조 활동은 전반적으로 고객 서비스 품
질의 개선과 생산성의 향상 등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분임조의 활동이 근로자들의 근로생활의 질을 향상시
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진행되는 예는 없었으며, 다양한 식스시그마 방
법론을 적용한 측정과정에서도 프로세스 개선이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
향을 측정한 사례도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보험의 분
임조 활동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노동의 인간화를 촉진하는 측면을 보
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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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분임조 활동은 D보험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거의 유일한 하의상
달(Bottom Up) 방식의 참여프로그램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보험
의 경영혁신 활동은 부문장과 임원이 책임지고 진행하는 사업구조 및 고
객서비스 분야의 혁신활동이 상의하달식으로 진행되며, 부서장과 일반직
원(자회사 및 협력업체 직원 포함)의 단위 업무 개선활동이 하의상달식
으로 진행된다. 이 중 분임조 활동은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직원들을
중심으로 원팀을 구성하고 팀원들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프로젝트를 진행
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는 개선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
된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하의상달 방식의 경영참여 프로그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분임조 활동과정에서 구성원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습과 성
장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 분임조 활동에서 고객 만족도와 관련한 통계분
석, 다양한 조직과 프로그램에 대한 벤치마킹 활동 등을 통해 팀원들이
공식 교육훈련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한 개념들을 실제로 활용해볼 수 있
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분임조 프로젝트 결과물의 사내 경진대회와 국가
품질대상 경진대회 등에 참여하여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공부할 기회도
가질 수 있다. 바로출동 분임조에 참여했던 구성원 한 명은 아래와 같이
분임조 활동의 학습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분임조 팀원들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 본인들이 벤치마킹할 다양
한 사례도 찾아보고, 품질경진대회에 참여하여 다른 업체 분임조의 활동
도 눈으로 보면서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된다. 벤치마킹 과정
에서는 보험업과 전혀 관련 없는 업종의 조직도 방문하여 견학하는 과정
을 통해 사업에 대한 시야도 넓어졌다고 본다. 또한, 현업업무에서는 활용
하지 않는 통계분석도 직접 해보면서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가 되었다.”

셋째, 분임조에 참여하였던 구성원들은 이를 통해 직무 만족도가 향상
되는 경험을 하였다.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분임조에 대한 직접적인 포상
과, 개인 및 부서에 대한 평가점수, 이수학점 인정 등 직접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분임조의 개선안이 채택되어 자신이 속한 조직의 성공에 기
여하였다는 자부심과 주변 동료들로부터의 존경과 인정은 분임조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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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했던 팀원들의 직무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
분임조 팀원은 분임조 활동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현업업무도 바쁜데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분임조에 참여하는 것은 위
에서 강요하는 업무가 아니라 팀원들끼리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율성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팀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
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 제안하고 이것이 회사에서 표준으로 채택되면 뿌
듯함을 느끼게 된다. 운좋게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아 언론에서 인터뷰도
하고 회사분들도 상받은 것에 대하여 오랜 기간 기억해주고 축하해주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2. 서비스업 일터혁신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
D보험의 품질분임조 일터혁신 사례는 기존 연구(노세리 외, 2020)에서
제안한 서비스업 일터혁신의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요소들이 다수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째, 고객과의 접촉과정을 고려한 혁신을
추구하고 있었다. 분임조 활동 과정에서는 현장출동 업무 프로세스별 고
객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러
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화상현장출동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파
일럿 테스트를 통하여 변경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도 점검하는 과
정을 거쳤다.
둘째, 인력의 숙련과 개발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근로자들이
학습 및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분임조 활동을 통해 직무 만
족도가 향상되는 이유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 공식적인 교육훈련, 현업에
서의 노하우, 분임조 활동 과정에서의 경험과 학습 등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구성원들의 숙련형성과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고 있었다.
셋째, 기술혁신과 일터혁신의 통합적 접근이 시도되었다. D보험의 바
로출동 분임조는 고객이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손쉽고 신속하게 화상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기술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임조원들이 확인
한 것에서 출발한다. 이 기술을 서비스 개선에 접목하여 표준화하는 과정
을 통해 일터혁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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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업 기술혁신과 일터혁신의 관계
본 사례를 통해 서비스업 기술혁신과 일터혁신의 관계를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혁신은 서비스 기업이 확보할 수 있는 고객 행동
정보의 양과 질을 대폭 증대시켜 일터혁신의 기회와 효과를 동시에 확대
할 수 있도록 해준다(Duncan and Ritter, 2014). 특히, IT기술의 발전으로
고객의 요구에 대한 정보획득 및 의사소통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고객들
이 맞춤형 서비스를 직접 설계하거나, 서비스 이용의 장소와 시간의 자유
도를 증대시키는 등 다양한 서비스 과정의 마련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
한 환경에서 서비스 인력들의 인적자본과 잠재적인 창의력을 최대한 활
용하여 서비스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일터혁신이 기
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성원 직무의 질을 제고하는 고진로(high road) 전
략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일터혁신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서는 서비스 조직의 다양한 부서를 포괄하는 다기능 팀의 구성, 훈련과 개
발에 대한 투자,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문제해결 기회의 제공을 통해
기술혁신 속도에 부합하는 일터혁신이 과감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업 기술혁신은 중층적 고용관계 구조와 일자리의 증감에
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규직, 직접고용 비정규직, 간
접고용 비정규직, 협력업체 인력 등 중층적으로 구성된 서비스업 고용관
계 구조는 기술혁신으로 인해 다양한 재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D
보험 바로출동 분임조 활동의 결과 채택된 화상출동서비스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 현장출동요원들의 노동수요를 큰 폭으로 감소
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동시에 D보험 콜센터 상담원들은 오히려 정
규직화를 통해 상담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고용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본 사례는 기술혁신이 일자리의 양과 질의 변화에 다각
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된다. 기존 실증문헌
들을 살펴보면, 기술혁신조사 서비스업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 공정혁
신이 고용창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성
배, 2015). 그런데 D보험 일터혁신 사례에서는 일터혁신이 정규직의 일자
리에는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간접고용 현장출동요원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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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수요는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고용관
계의 중층적 구조를 고려하면, 서비스업의 경우 기술혁신의 고용창출 효
과에 대해서는 매우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대기업 서비스업 일터혁신을 위한 시사점
D보험의 일터혁신 사례를 통해 대기업 서비스업 기업에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서비스업의 경우 인적자산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D보험의 경우 제조업과
같이 생산라인과 같은 물적 자산이 없으므로 사람과 사람이 보유한 인적
자산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사람 중심의 조직문화가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조직문화는 매우 범위가 넓고 수준이 높은 교육훈련 투자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이 투입된 다양한 형태의
혁신활동들도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현재 최고경영진도 임원 시
절에 그린벨트 자격을 취득한 경험이 있고, 이와 같은 자격취득과 혁신활
동 참여가 성과 향상뿐만 아니라 일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중
시하는 문화가 확립될 수 있었다고 한다.
둘째, 인적자원 시스템의 내적․외적 적합성을 고도화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원팀 품질분임조가 성공하는 데는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하위
시스템들 간 높은 수준의 내적 정합성이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창의
성과 조직화된 문제해결은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절차, 혁신활동의 방법
론과 직무관련 지식과 기술을 통합적으로 배양하는 교육체계, 제안과 분
임조 활동을 장려하는 다양한 형태의 평가보상시스템, 노사 간-직원 간부서 간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의사소통 체계가 상호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혁신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외 환경 측면에서는 디지
털 전환과 고객들의 품질에 대한 기대 수준 변화 등에 부합하는 인슈어
테크 기반 고객 서비스 혁신 노력이 외적 정합성을 갖추고 있었다. 일터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원이 혁신활동을 위한 역량, 동기부
여, 참여기회가 부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환경 변화에 적합한 경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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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과 기술적 요소들이 정합성을 갖추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대규모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평적 조정기제의 마련이
필요하다. 대기업의 경우 수직적․수평적 분업화가 매우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분장의 수준이 높아 조직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
하고 고객 관점에서의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부서 간 협업의 수준을 높
일 수 있는 조정기제가 제대로 작동할 필요성이 높다. D보험의 원팀 분
임조가 성공하기까지 다양한 혁신활동들이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것은 부서 간 경계를 허물지 못한 것과 본점과 현장 간의 신뢰 형성에 어
려움을 겪은 것에 기인하고 있었다. 대기업이 일터혁신에 성공하기 위해
서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문과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현장부문 간의
신뢰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 간의 협조를
통해 진정한 원팀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D보험의 디지털혁신파트는 이와 같은 부서 간 협력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 부서에서는 하의상달 방식에 의해 제안되는 제안내용
이 회사의 경영혁신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서의 권한 문제 등으
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제안 건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정
활동을 하고 있다. 1년에 1만건이 넘은 제안들을 관리하면서 현장으로부터
올라온 제안이 타당성이 높고 전사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디
지털혁신파트에서 해당 제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도 실시하며 여러 부서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혁신담당부서는 오픈이노베이션 혁신활동을 통하여 외부 조직 및 전문
가들과의 네트워킹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가속
화되면서 내부 자원만으로는 경영혁신 활동에 필요한 문제해결에 어려움
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서울 핀테크 앱,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한
국인터넷진흥원, 경기 창조혁신센터, AI양재 등 다양한 기관, 그리고 이
러한 기관들에 입주한 스타트업들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혁신
팀 내부에도 데이터 분석가, 머신러닝 전문가, AI솔루션 전문가, 플랫폼
사업기획자 등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지만, 이들 내부자원과 외부의 다
양성이 품부한 자원들과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 더욱 유연하고 창의적
인 혁신활동을 진행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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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들어가며

빵이란 밀가루, 효모, 소금, 물을 주재료로 하여 이에 당류, 유제품, 계
란, 식용유지 등 부재료를 배합하고 이를 반죽하고 발효시켜 구운 음식을
말한다(윤태원, 2008). 빵의 기원은 무발효 빵으로부터 시작된다. 기원전
4세기경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밀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빻아 가루
에 물을 섞어 반죽한 뒤에 바로 뜨거운 돌 위에 구워 먹은 것이 무발효
빵이다(배송환, 1988). 지금도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무발효 빵을 주식으
로 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가 흔히 빵이라고 하는 것은 무발효 빵을 위한
반죽을 하루 정도 보관하여 공기 중의 효모균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효가
된 뒤에 구웠을 경우 부드러운 식감과 구수한 향기를 지니게 된 음식을
말한다. 이러한 빵의 조리방법은 기원전 2세기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 우
연히 발견되어 바빌로니아를 거쳐 그리스로 보급되었고 그 후 다양한 제
빵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 세계로 확산되어 빵은 인류의 대표적인 주식으
로 자리 잡게 된다.
현재 한국인들의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빵에 대한 소비도 늘고 있
는 추세이다. 이러한 소비자 욕구의 변화에 따라 한국 제빵시장에서도 양
산빵 업체가 아닌, 베이커리 전문점이 빵의 주된 공급업체로 자리 잡고
있으며 또한 이들 베이커리 전문업체 간에는 치열한 시장경쟁이 전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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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김건표, 2002). 2018년 소매 시장에서 양산 빵과 베이커리 전문점
빵의 판매량 비중을 보면 약 3:7 정도이며 판매액을 기준으로 보면 베이
커리 전문점의 빵의 비중이 전체 판매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김태환, 2020). 2020년 8월 현재 전국적으로 18,502곳의
베이커리 전문점이 영업 중에 있으며 베이커리 전문점의 점포 수 증감추
이를 보면 2015년 이후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정체되었고 반면에 기타
지방에서는 베이커리 전문점이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이제 베이커리 업계를 비롯한 서비스업종의 생태계는 기술 변화와 치
열한 경쟁 속에서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서비스기업의 대규모화는 기존
의 중소 영세사업자를 몰락시키고 대형할인점,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의
대형 서비스업체를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로 등장시키고 있다. 또한, 정
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구매(주문 중계형 플랫폼)를
증가시켜 무점포 판매방식을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치
열한 경쟁 속에서 서비스기업들은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일터의 작업방
식과 고용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대개는 참여, 동기부여, 숙련형성
등에 근거한 차별화 경쟁전략보다는 비정규직화, 저숙련 노동, 저임금 노
동 등에 의존하는 저원가 경쟁전략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erman, 2011 : 173-201). 하지만 저원가 경쟁전략은 서비스기업의 단기
간의 원가 경쟁력은 높일지라도 근로자의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고 나아
가 기업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
니고 있다. 하지만 모든 서비스기업들이 저원가 경쟁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서비스기업들에서는 차별화 경쟁전략을 전략적으로 선
택하며 숙련된 근로자를 기초로 한 일터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경향도 나
타나고 있다. 이들 서비스기업들은 근로자에 대한 호혜적 배려와 투자가
고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노동을 발현시키며 이것이 다시금 기업에 더
높은 매출 증대와 영업 이윤을 가져다 준다는 인본주의적 경영이념 아래
근로자 참여 증대, 동기부여, 숙련형성에 근거한 일터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제빵업종의 중소 서비스기업에서 일터혁신
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제빵업종에서도 과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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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작업체계의 지향성을 갖는 일터혁신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
해서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빵업종에서의 중견기업인 대
전의 S제빵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곳에서 일터혁신이 발전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인 단수 사례 심층분석과 양적 연구방법인
설문조사 통계분석을 통합적으로 시도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수
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비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전문점인 S제빵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전문점인 A사의 일터혁신에 대해 비교하여 분석하
도록 하겠다. 본 연구에서 위의 두 기업을 비교 분석하는 이유는 대기업
들이 주도한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전문점의 독점 상황에서 중소 규모의
비프렌차이즈 베이커리 전문점들이 생존, 성장할 수 있는 경영전략과 일
터혁신의 패턴을 발견하기 위함이다.

제2절 제빵업종의 주요 특징

현재 한국의 제빵업종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국내 빵 소비 현황을 보면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인해 빵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 국민 1인당 하루 빵 섭취량은 2012년 18.2g에서 2018년 21.3g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직접 빵을 만들거나 본사로부터 받은 냉동 생지
를 구워 파는 베이커리 전문점의 시장 규모도 2015년 3.7조 원에서 2019
년 4.4조 원으로, 연 4.1% 성장하고 있다. ‘빵 및 떡류’ 관련 가구당 월평
균 소비 지출액도 2015년 19,000원에서 2019년 22,000원으로 16.6% 증가
하였는데, 같은 기간에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의 소비 지출액이 8.4%,
그리고 ‘쌀을 포함한 곡류’ 소비 지출액이 1.7%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보면
‘빵 및 떡류’ 관련 소비 지출액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 또한 성인이 아침에 먹는 주식도 밥은
2017년 58.2%에서 2019년 49.6%로 감소한 반면 빵은 같은 기간에 15.1%
에서 15.7%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젊은 소비자층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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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연도별 1인당 빵 소비량과 베이커리 전문점 점포 수 증가 추이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8), ｢2018년 가공식품 세분 시장 현황 : 빵류시장｣

있는 빵을 아침의 주식으로 하는 식생활 패턴이 증가됨에 따라 빵의 소
비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둘째, 베이커리 전문점의 창업 수는 2016년 2,720개를 정점으로 하여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폐업 또한 매년 약 2,000곳 이상 발생하고 있
다(김태환, 2020). 2017년부터 2019년 3년 사이에 폐업한 베이커리 전문
점의 영업기간을 살펴보면 창업 이후 47.6%의 매장이 3년 이내에 폐업하
고 있었다. 반면에 2020년 8월 현재 영업 중인 매장의 평균 영업기간은
8.8년이며 전체 매장의 56.4%는 5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수치는 베이커리 전문점이 일단 창업 이후 3-5년간의 영업활동을 통해
매장의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면 그 이후 장기간의 안정적 영
업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베이커리 전문점 중에서 프랜차이즈 형태를 띠
는 매장 수는 2018년 기준 9,057개로, 전체 매장 수 대비 47%를, 전체 매
출액 대비 6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전
문점은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로, 두 브랜드가 전체 가맹점의 56%, 매출
액의 77.1%를 차지하고 있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라는 브랜드는 다양
한 제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종합 베이커리점이라면, 반면에 도넛, 프
레즐, 샌드위치, 식빵 등 특정 품목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점 형태의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점도 운영되고 있다(반충진․최영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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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연도별 베이커리 전문점 창업/폐업 추이와 영업 기간별 매장 수 비중

자료 : 김태환(2020), ｢국내베이커리 시장 동향과 소비트랜드 변화｣, KB금융지주 경영
연구소

셋째, 제빵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살펴보면 다른
간이음식점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종사자의 수가 많고 영업시간이 길며
인당 연간급여가 적다는 특징을 보여준다(통계청, 2019). 베이커리 전문
점에서는 12시간 이상의 영업을 하는 업체가 전체의 43%를 차지하여 다
른 간이음식점 업체보다 제빵업종 근로자들은 장시간의 노동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베이커리 전문점의 종사자 수도 업체당 약 3.95명을 고용
[그림 5-3] 2019년 간이음식점별 영업시간 비중과 종사자 수

자료 : 통계청(2019), ｢서비스업 조사｣

제5장 서비스업 중소기업의 일터혁신 사례 139

하고 있어 다른 간이음식점 업체보다 약 2배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타 간이음식점(피자점, 햄버거점, 치킨점 등)과는 달리 베이
커리 전문점에서는 소비자에게 신선한 빵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하여 하
루 전부터 반죽, 발효해야 하고 이를 오픈에 굽는 제빵기사가 필요하며
나아가 만들어진 빵을 매장에서 판매하는 영업사원도 필요하여 인력 수
요가 많고 영업시간도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19년 현재 제과점업체에서의 종사자 1인당 연간급여를 보면 상
용직 종사자는 1,713만 원을, 임시직 종사자는 664만 원을 받고 있었다
(통계청, 2019). 2019년 서비스업 전체의 상용직 종사자가 3,092만 원, 임
시직 종사자가 994만 원을, 그리고 숙박음식점 전체의 상용직 종사자가
1,928만 원, 임시직 종사자가 880만 원을 받고 있음을 볼 때 제과점업체
에서의 상용직/임시직 종사자들은 장기간의 노동을 하는 반면 상대적으
로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4] 간이음식점별 상용직과 임시직 종사자의 인당 연간급여

자료 : 통계청(2019), ｢서비스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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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지역 특화된 비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전문점의 대표 브랜드와 주요 특징

업체

대표 브랜드

대구 삼송빵집

통옥수수빵

경주 황남 빵집

황남빵

대전 S제빵

튀김 소보루

주요 특징
빵의 기능적 속성보다는 소비자의 차별적 기호에
따른 선택 구매
빵 브랜드에 지역의 역사/지역성 등 문화적 요소
강조
특정 지역에 국한하여 영업

넷째, 최근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전문점(파리바게뜨와 뚜레쥬
르)의 독과점 상황에서 지역에 특화된 비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전문점이
다시금 소비자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김신일․박태원, 2019; 문승렬,
2020). 지역 특화된 비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전문점(예 : 대전 S제빵, 대구
삼송빵집, 경주 황남빵집)에서는 신선하고 이색적인 재료로 독특한 맛을
내는 새로운 빵의 개발을 통해 지역 소비자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영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들 지역 특화된 베이커리 전
문점들은 대규모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전문점의 시장 지배력에 대응하여
차별화 경쟁전략의 일종인 지역화(localization)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지
역화 전략이란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 고유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특정 이미지를 빵에 브랜드화하여 지역 자체를
하나의 독특한 브랜드로 인식시키려는 전략이다(공민선, 2014). 현재 대
표적인 로컬 푸드로 각인된 유명한 지역 빵 브랜드는 빵 본연의 기능적
측면보다는 특정 지역의 역사/문화적 측면을 더욱 부각해 기호 소비재로
의 지위를 굳건히 하고 있다. 지역에 특화된 비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전문
점들은 천연발효 빵, 유기농 밀가루 등 재료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 차별화된 대표 제품을 매장에서 직접 반죽하고 발효하여 빵을 구워
냄으로써 제품의 높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대
규모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전문점의 경우 멀리 떨어진 공장으로부터 대
량생산된 냉동 생지를 보급받은 이후 매장에서는 빵만 굽게 되는데 상대
적으로 긴 생산/유통과정에서 빵의 신선도가 다소 떨어지는 단점이 존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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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제빵시장의 변화와 S제빵의 성장 과정

앞에서는 제빵업종의 주요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다음에서는 한
국 제빵시장의 변화라는 맥락 속에서 적응하고 발전해왔던 S제빵의 성장
과정에 대해 분석해 보겠다. 흔히 현재 시점에서 보이는 특정 기업의 경
영방식 제도화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주로 기업을 둘러싼
맥락적 요인과 이에 적응하려는 경영진의 이념/전략/실천이라는 주체적
요인이 상호 작용하여 구성되곤 한다(안상훈, 2005). 특히 중소기업의 경
우 이러한 두 가지 요인 중에서 경영진의 이념/전략/실천이라는 주체적
요인이 그 기업의 독특한 경영방식 제도화를 결정짓는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김태훈, 2016; 대한제과협회, 1995; 문승렬, 2020; 배을규 외,
2011). 제빵시장이라는 환경의 변화는 사실상 모든 베이커리 전문점에 동
일한 영향을 주지만 각 업체별로 경영방식이 서로 다르고 역사 특수성과
경로 의존성을 띠게 되는 주요 이유는 경영진이 보여주는 독특한 경영이
념과 실천이라는 주체적 요인 때문이다. 현재 S제빵에서 보여지는 인본
주의적 경영의 독특한 제도화는 1세대 창업주의 ‘나눔’에 기반한 경영이
념과 자생적 실천에 기인하는데, 이는 2세대 경영자의 경영방식에도 뿌
리깊게 전이되어 제빵시장의 환경요인과 상호작용하면서 현재의 경영방
식 제도화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다음에서는 S제빵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경영진의 주체적 요인과 제빵시장이라는 환경 변화가 시기별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현재의 경영방식을 제도화했는지에 대해 좀 더 자
세히 살펴보겠다.

1. 창업의 시기(1950년대～1960년대)
한국사회의 1950년대～1960년대는 제빵시장의 태동기로서, 당시 빵은
제빵장인들에 의해 수공업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소비자들은 이를 주식이
아닌, 서양에서 유래된 고급 기호식품으로 인식했었다. 1950년대～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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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는 미국의 원조경제에 의해 밀가루가 대량 보급되면서 라면과 국수
와 같이 밀가루를 주원료로 하는 다양한 분식들이 등장하여 국민들의 허
기를 채워주었다. 동시에 호텔에 있는 고급 제과점(예 : 뉴욕제과, 신라 명
가, 크라운제과)에서는 일본식 또는 서구식 고품질의 빵을 제작하여 소득
수준이 높은 소비자들에게 공급하였다(윤태원, 2008).
이러한 시장의 맥락 속에서 대전의 S제빵 창업주는 1956년 지금의 상
호로 대전역 앞 노점에서 찐빵 사업을 시작했다. 1958년에는 그간 찐빵
사업이 번창하여 가게를 얻으면서 기존 찐빵과 만두에서 다양한 빵과 다
과 그리고 케이크를 파는 제과점 영업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 후 1967
년에는 제과점의 위치를 1세대 창업주의 소속 성당에 가까운 은행동으로
이전하게 된다. 미국의 원조경제에 의해 싼 밀가루 보급, 정부의 혼/분식
장려정책, 많지 않은 제과점의 고급상점 이미지라는 환경적 맥락에서 S
제빵은 지속해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S제빵의 운영상 주된 특징은 창업주의 기독교 인본주의 이념
에 근거한 ‘나눔’ 경영의 시작과 제빵장인 주도의 수공업 생산체계를 들
수 있다. 창업 초기부터 운영은 창업주가 아닌, 부인이 주로 담당하였고,
창업주는 영업 이후 남은 빵과 다과를 지역사회의 가난한 주민들에게 기
부하는 ‘나눔’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전념하였다(김태훈, 2016). 창업주
의 ‘나눔’에 의한 인본주의적 경영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제과점 내 제
빵장인과 도제 기사들에게도 적용되어 종업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인적자
원개발 투자와 타 제과점 대비 양호한 근로조건으로 나타났다. 당시 창업
주는 시골에서 갓 상경한 나이 어린 제빵 도제 기사들을 마치 친자식과
같이 대하고 숙식을 제공하며 이들에게 보편교육(중학교, 고등학교의 입
학 지원)에 대한 권유와 투자를 실천하였다. 초기 창업주의 경영이념과
실천은 이후 2000년대 2세대 경영진에 의해 기독교 ‘포콜레라’라는 경제
공동체 운동의 동참과 나눔 경영방식을 제도화한 ‘무지개 프로젝트’로 발
전된다. 또한, 창업 초기 찐빵과 만두만을 팔았던 시기에는 창업주의 부
인이 직접 제품을 만들었지만 1958년 제과점으로 영업을 확장한 이후에
는 제빵장인을 고용하여 이들의 주도에 의해 수공업적인 제빵 과정이 나
타나게 된다. 즉 당시의 기업운영과 영업은 창업주의 부인이 담당하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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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서의 제빵 과정은 제빵장인에 의해 주도되는 일종의 ‘형식적 경영과
수공업적 생산 간의 결합’이었다.

2. 성장의 시기(1970년대～1980년대)
1970년대～1980년대에는 한국의 제빵시장이 성장기로 들어서게 된다.
1970년대에는 대규모 양산빵 업체들이 등장하여 제빵업종의 대규모화와
합리화를 주도했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프랜차이즈 베이커리가 등
장하여 빵의 공급-소비 간의 시간적 간극을 좁히고 빵의 신선도를 높이
는 획기적인 기술과 경영의 혁신이 나타났다. 1970년대의 경우 대규모 양
산빵 업체들(예 : 삼립식품, 샤니 등)이 창업하게 되는데, 이 업체들은 공
장에서 긴 유통기간이 가능한 값싼 빵을 대량생산하여 전국적인 유통 체
인(구멍가게 또는 슈퍼)을 통해 공급하였다(윤태원, 2008). 대규모 양산빵
업체들은 빵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를 국산화하였고 선진 제빵기술과 대
규모 설비를 도입하여 빵의 대량생산/대량소비 체계를 정착하게 된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들 양산빵 업체들은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전문
점으로의 변신을 모색하게 된다. 당시 소비자의 빵에 대한 기호는 과거
허기를 면하는 것에서 점차 맛있고 신선한 빵을 원하는 것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의 양산빵 업체인 삼립식품과 크
라운제과를 필두로 하여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업체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들 업체에서 빵을 생산/유통하는 방식은 흔히 베이크 오프(bake off)시
스템이라 하여 우선 대기업 가맹 본사에서 냉동 생지를 대량생산, 배달하
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는 매장에 있는 오븐을 통해 신선한 빵을 직접
구워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고민지, 2012; 반충진․최영진,
2012). 우선 크라운제과가 크라운베이커리라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를 창
업했으며 그 후 SPC그룹(전신 : 삼립식품)은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가맹점
(예 : 파리바게뜨, 파리그라상 등)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S제빵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74년
초 S제빵에서는 공장장을 비롯한 제빵장인들이 통보도 없이 매장을 이탈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김태훈, 2016). 당시 장인들의 제빵에 대한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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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은 일제 강점기 일본의 양과자점으로부터 유래되며 공식적인 교육기
관이 없어서 제빵기사들은 주방 내 장인-도제 간의 작업 관계에서 장기
간 현장학습을 통해 제빵 과정에 대한 암묵적 지식을 전수받았다. 따라서
당시 제빵 과정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장인들은 제과점 영업주와
의 고용관계에서 기술에 기반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으며 타 영업주의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면 언제든지 기존의 고용관계를 해지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S제빵의 2세대 경영자에 의해 극복된다. 2세
대 경영자는 형식적 경영방식을 유지했던 1세대 창업주와는 달리 제빵
과정에 대한 폭넓은 학습과 실천으로 주방에서의 제빵 과정에 대한 실질
적 영향력을 확보하였고 이후 신제품 개발과정을 주도하게 된다. 2세대
경영자는 1980년에는 단팥빵과 소보루 그리고 도넛을 하나로 결합한 합
체품인 튀김 소보루라는 신제품을 개발했고 1983년 전국 최초로 포장 빙
수라는 신제품을, 1985년에는 전국 두 번째로 생크림 케이크라는 신제품
을 개발하여 막대한 매출의 증가를 촉진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86년에는
S제빵 매장을 대규모로 확장하게 된다(김신일․박태원, 2019).
이 시기 S제빵의 운영상 주된 특징은 제빵 과정의 직접관리에 기반을
둔 실질적 경영체제로의 전환, 신제품 개발을 통한 차별화 경영과 적극적
인 마케팅 전략의 결합을 들 수 있다. 2세대 경영자의 제빵장인화는 과거
주방을 장악한 제빵장인에 대한 기술적 의존성을 축소하고 경영진이 주
방의 제빵 과정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2
세대 경영자는 생산, 재무, 인사, 영업이라는 전 영역에 걸친 실질적 경영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질적 경영체계하에 2세대 경영자의
제빵 과정 관련 지식습득에 대한 열의와 연구개발 실천은 새로 채용된
공장장인 제빵장인의 도움을 받아 현재의 주력 상품인 튀김 소보루를 탄
생시키게 된다. 이에 더하여 2세대 경영자의 부인에 의해 사은품 이벤트,
발렌타인 이벤트, 어린이날 이벤트, 학력고사 이벤트라는 적극적인 마케
팅 전략도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매장의 관리에 있어 주방을 매장으로 전
진 배치하여 신선한 튀김 소보루와 생크림 케이크가 양호한 위생 상태
하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소비자가 직접 보도록 하는 획기적인 마케팅
실험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영진 주도의 신선하고 건강한 빵 개발과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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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인 마케팅 전략은 1980년대 소비자의 빵에 대한 기호 변화, 즉 허기
를 면하는 것에서 신선하고 건강한 빵으로의 변화 방향과 맞물리면서 양
산빵에 대한 수요보다는 베이커리 전문점인 S제빵의 획기적인 매출 증대
로 결과하게 된다.

3. 경영위기의 시기(1990년대～2000년대 중반)
1990년대～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제빵시장은 성숙기로 접어들었
으며 이 시기의 주된 특징은 재벌의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업으로의 진출
과 이로 인한 제빵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CJ그룹
에 의해 뚜레쥬르가 창업되어 가맹점의 공격적인 전국적 확장을 시도했
으며 이로 인해 1980년대부터 창업한 파리바게뜨, 파리그라상, 크라운베
이커리와의 시장경쟁이 격화되었다(김건표, 2002; 고민지, 2012). 이 시기
초에는 제빵시장이 양산빵 업체와 베이커리 전문업체로 양분되었는데,
빵이 제조/판매되는 방식에 따라 공장에서 완제품인 빵을 생산하여 소매
업을 통해 유통하는 양산빵 업체와 소매점인 빵 전문점에서 직접 만들거
나 본사로부터 받은 냉동 생지 등을 구워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베이
커리 전문업체로 구분되었다. 결국 1990년대 이후부터는 소비자들이 건강
에 좋은 신선한 빵을 원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요구를 적재적소에서 만족
시킨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업체의 승리로 귀결된다. 또한 1990년대부터 소
비자의 빵에 대한 욕구도 서구화되기 시작하여 기존의 주력상품이었던 단
팥빵, 크림빵, 소보루빵, 도넛과 같은 간식용 빵에서 바게트, 크루아상, 페
이스트리, 치와바타와 같은 정통 유럽 빵으로 변하게 된다(윤태원, 2008).
이 시기 S제빵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을 보면 1992년 현재 본점이 있는
은행동 영업점으로 매장을 이전하여 1층은 베이커리 전문점으로, 2층은
돈가스를 주력 상품으로 한 레스토랑으로 확대하여 전국 최초로 베이커
리와 레스토랑을 결합한 관련 다각화를 시도하였다(대한제과협회, 1995).
한편 이 시기는 S제빵에도 경영의 위기가 점차 다가오는 시기이기도 했
다. 외적 위기 요인은 1990년대 대전의 주요 상권이 대전역 앞 은행동에
서 정부청사가 있는 둔산 지역으로 이전되었다는 점과 대기업에 의해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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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차이즈 베이커리가 전국적으로 창업되어 베이커리 전문점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점으로부터 발생하였다. 또한 내적 위기요인은 2세대 경영
진의 분화로부터 발생한다. 1996년 들어 2세대 경영자의 동생이 독자적
으로 S제빵의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전문점을 창업하게 된다. 이로 인해
형제 간의 업체에 있어 서로 관련은 없지만 대전지역 소비자에게는 두
개의 S제빵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되었다. 그리고 이때 S제빵의 상당수
제빵장인이 동생의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전문점으로 이직하게 된다. 이
러한 내외적 위기에 직면하여 S제빵의 2세대 경영자는 1997년 제3의 도
약기를 선포하였고 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팀제로 조직개편(기획조정실,
관리부, 마케팅관리부, 영업부, 생산부, 외식부 1실 5개부 체제)을 하였고
주방에 반죽 및 성형 신기계를 도입하여 기계화를 구축하게 된다(대한제
과협회, 2000). 그리고 2001년 S제빵은 개인사업자에서 ㈜로쏘로 법인 전
환을 하게 되었고 동시에 합리적인 인사관리체계(직급체계의 공식화, 연
봉제/집단 인센티브제로 임금 합리화, 근무시간의 명확화/휴무의 제도화/
다양한 사내복지제도 도입)를 구축하게 된다(대한제과협회, 2001). 한편
무리하게 확장을 시도했던 동생의 S제빵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는 2003년
들어 당시의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점 간의 치열한 경쟁과 무리한 확장경
영으로 인해 부도와 폐업에 직면하게 된다. S제빵은 비록 1997년 경영합
리화를 시도했지만 1998년 IMF 경제위기와 2000년대 대전 상권의 둔산
지역으로의 이동,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점 간의 경쟁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와중에 2005년 옆 건물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여 S제빵까지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하지만 2세대 경
영자는 현장 근로자의 협력과 노력에 기반하여 경영혁신운동을 전개하였
고 이를 기반으로 S제빵은 재생의 발판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에는 ‘아임 베이커’(I’m Baker)라는 제빵기사의 사내 경진대회를 시작하
였고 2007년에는 현재 S제빵의 대표적인 경영이념인 ‘무지개 프로젝트’
가 실천되었고 2008년 사내 신문인 ‘한 가족 신문’을 발행하여 경영진과
조직구성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하였다
이 시기 S제빵의 운영상 주된 특징은 다양한 내외적 위기가 오히려 S
제빵의 재도약을 촉진시켰다는 점이다. 외적 위기로는 1998년 IMF 경제

제5장 서비스업 중소기업의 일터혁신 사례 147

위기, 소비자의 빵에 대한 욕구의 서구화, 대전 핵심 상권의 둔산 지역으
로의 이동, 1990년대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점 간의 치열한 경쟁을 들 수
있으며 조직내부에서 발생된 위기로는 1996년 동생의 프랜차이즈 베이커
리점 창업으로 인한 S제빵의 정체성 혼란, 2005년 화재로 인한 S제빵의
전소라는 사건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내외적 위기는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S제빵의 정상적 운영과 성장을 방해하였다. 그러나 우
연히도 2005년 공장과 매장의 전소라는 사건은 S제빵의 경영자로 하여금
당시 제빵시장을 지배했던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의 경영방식과는 차별적
인 출발을 촉진하게끔 하였다(김태훈, 2016).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와는
다른 차별적인 경영방식은 경영자-조직구성원 간의 신뢰에 기반을 둔 노
사상생경영과 지역주민과의 ‘나눔’을 추구하는 지역화 경영전략으로 나타
났다. 화재 사건으로 인해 S제빵 경영진과 조직구성원들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에 있어 노사 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
다. 사실상 S제빵 제빵기사들의 경영진에 대한 신뢰는 1세대 창업주의
‘나눔’에 의한 가족주의적 경영이념과 실천에 기인한다. 1960년대부터 1
세대 창업주는 S제빵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나눔’
이라는 경영이념에 기반을 두어 가족주의적 경영을 실천하였다, 이러한 1
세대 창업주의 경영이념과 실천은 2세대 경영자가 S제빵의 경영목적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경영원칙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05년 화재 이후 신속한 재건과정을 보면 조직구성원의 재
건 의지와 열정이 화재로 좌절했던 2세대 경영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노사협력과 상생에 의한 재건과정으로
S제빵은 화재 이후 6일 만에 단팥빵을 다시 팔기 시작했고 전소된 매장
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2세대 경영자의 부인에 의해 ‘나눔’정신에 기
반을 둔, 대전지역에 차별화된 지역화 브랜드 전략이 탄생된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에 의해 매장은 당시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점의 화려한 외관
과는 달리, ‘나눔’과 ‘따뜻함’이라는 복고풍 인테리어 콘셉트에 의해 새롭
게 단장되었고 빵의 크기 또한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점의 작은 빵과는 달
리 크게 제작되었고 시식․시연도 풍부하게 하여 소비자가 ‘나눔’이라는
경영이념의 실천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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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도약의 시기(2000년대 후반～현재)
200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제빵시장의 주된 특징은 파리바게트, 뚜
레쥬르가 한국 제빵시장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상
황에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지역 특화된 베이커리 전문점이 등장했다는
점이다(김태환, 2020). 2018년 현재 베이커리 전문점 전체 매출액을 기준
으로, 파리바게트는 연간 매출액 22,456억 원, 시장점유율 61.1%를, 뚜레
쥬르는 연간 매출액 6,099억 원, 시장점유율 1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두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제빵시장의 77.7%에 달하여 독과점 상황이라 판
단된다. 한편 지역에 특화된 종합 베이커리 전문점들이 독특한 복고풍 신
제품(예 : 대전 S제빵의 튀김 소보루, 대구 삼송빵집의 통옥수수빵)을 기
반으로 하여 지역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 시기 S제빵의 주요 사건을 보면 2006년 ‘아임 베이커’(I’m Baker)
사내 경진대회의 개최를 통해 제빵기사들의 자기 주도적인 현장학습을
촉진했고 2007년에는 ‘무지개 프로젝트’를 발표하였고 2008년에는 경영진
과 조직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한 가족 신문’을 발행하
기 시작했다. 2010년에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의 방영으로 S제빵은 전국
적 주목을 받게 되고 2011년에는 미슐랭 가이드 그린에 S제빵이 소개되
었으며 그해 국세청으로부터 제1회 아름다운 납세자상 대상을 수상하였
고 2014년에는 한국을 방문한 프란체스코 교황에게 성찬을 제공하였다.
2011년 S제빵은 대전 롯데백화점 입점을 시작으로 하여 2012년에는 대전
역 입점으로 이어졌으며 이 시기부터 S제빵은 재도약과 성장의 탄력을
얻게 되었다. 2019년에는 대통령이 대전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S제빵을
방문하여 2세대 경영자와 환담을 나누고 생일케이크를 받았다.
이 시기 S제빵의 운영상 주된 특징은 ‘무지개 프로젝트’를 통해 노사
상생 경영을 제도화했다는 점과 지역화 브랜드 전략의 효과가 대전지역
을 넘어 전국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2007년 2세대 경영자
와 부인은 우선 사훈으로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
오’라는 성경의 구절을 사훈으로 삼았다. 그리고 기독교의 나눔 경제론
(Economy of Communion)에 기반을 두어 ‘무지개 프로젝트’라는 경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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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과 운영원칙의 선언을 통해 화재 이후 재건과정에서 발견된 노사 상생
의 경험과 교훈을 명문화했다(김진희․김병수, 2017; 문승렬, 2020). ‘무지
개 프로젝트’란 1세대 창업자로부터 유래된 ‘나눔’이라는 핵심적 경영이
념을 빨주노초파남보라는 색깔로 하위 범주화한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빨강’은 사랑과 나눔을 중심으로 한 경영이념의 대내외적 선언을, ‘주황’
은 이러한 경영이념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자랑스러운 내재화를, ‘노랑’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업의 사회공헌 책임을, ‘초록’은 자연 친화적인 기
업의 운영방식을, ‘파랑’은 소비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
려와 존중을, ‘남색’은 조직구성원의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한 적극적 투
자를, ‘보라’는 조직구성원 간의 소통을 통한 진정한 통합을 의미한다. 한
편 2010년 들어 S제빵의 지역화 브랜드 전략의 효과는 대전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여기서 지역화 브랜드 전략이란 빵 브랜드에 지
역의 역사/지역성 등 문화적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있어 빵의 기능적 속성보다는 문화적 속성을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공민선, 2014). 이러한 지역화 브랜드 전략을 촉발시킨 사건은 2010년에
인기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의 방영이었다. 이 드라마 주인공의 실제 인
물이 S제빵의 2세대 경영자였다는 소문과 함께 S제빵은 언론과 미디어
에서의 전국적 주목을 받게 되었다(김태훈, 2016). 이에 더하여 2011년 미
슐랭 가이드에서의 소개되면서 지역화 브랜드 전략은 전국적으로 알려지
기 시작했고 S제빵은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영업의 범위를 전국적
으로 확장하였다. 2011년 대전 롯데백화점의 입점은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는데, 이 위치는 원래 대규모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가맹점이 입점했다
가 망해서 나간 자리였다. 반면 대전 롯데백화점의 S제빵 지점은 입점
초기부터 놀라운 매출실적을 기록하면서 대전 서구지역 소비자가 애용하
는 빵집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게 된다. 2012년 들어 대전광역시 시장은
대전역에 대표적인 향토기업의 입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정책
적 추천 때문에 S제빵은 대전역 지점 설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
했다. 입점 이후 대전역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대전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튀김 소보루를 사기 위해 긴 대기 줄을 마다하지 않았고 여기서 팔려 나
간 튀김 소보루는 기차를 타고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 S제빵의 전국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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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표 5-2> 제빵시장의 환경 변화와 S제빵의 성장 과정

S제빵 주요 사건/경영방식의 특징

제빵시장의 변화

① 주요 사건
- 미국의 원조경제에
의한 대량의 밀가
- 1956년 찐빵 사업 시작
루 공급
- 1958년 제과점으로 제품 확대
- 1967년 은행동으로 제과점 이전
- 밀가루를 이용한
창업의
② 경영방식의 특징
다양한 분식(라면,
시기
-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나눔 경영 시작
국수)의 등장
(1950년대- 제빵 과정은 제빵장인의 주도되는 ‘형식적 경 - 빵은 서양 고급기
60년대)
영체계와 수공업적 작업조직’
호 식품으로 인식.
- 1세대 창업주에 의한, 영업 이후 남은 빵과 호텔의 제과점을
다과를 지역사회 가난한 주민에게 기부하는 통한 고품질 빵/케
이크 제작, 공급
나눔의 사회공헌활동
① 주요 사건
- 1974년 제빵장인들 이탈. 직할 경영체제 전
환.
- 1980년 튀김 소보루 신제품 개발
- 1981년 2세대 경영체계 시작
- 1983년 포장 빙수 신제품 개발
- 1985년 생크림 케이크 신제품 개발
- 80년대부터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시행
성장의 ② 경영방식의 특징
시기
- 신제품을 통한 차별화 경영 시작
(1970년대- - 2세대 경영자의 제빵 장인화와 제빵 과정의
80년대)
‘직접관리에 의한 실질적 경영체제’로의 전환
- 현재 주력 상품인 튀김 소보루 개발
- 2세대 경영자의 부인에 의해 이벤트라는 적
극적인 마케팅 전략도 나타남
- 주방을 매장으로 전진 배치. 양호한 위생 상
태하에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보
도록 하는 획기적인 영업 실험
- 신선하고 건강한 빵 개발과 획기적인 영업
전략은 획기적인 매출 증대로 결과
① 주요 사건
- 1992년 베이커리+레스토랑 기획
- 1996년 동생의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창업
- 2001년 주식회사로 법인 전환

- 70년대 양산빵 업
체의 등장과 빵의
대량생산/소비
- 80년대부터 소비자
의 기호가 허기를
면하는 것이 아닌,
맛있고 신선한 빵
으로 변화
- 양산빵 업체의 프
랜차이즈 베이커리
로의 변신
- 본사 공장에서 만
든 냉동 생지 배달.
프랜차이즈 가맹점
에서는 빵 굽기를
통해 완제품을 제
공하는 생산/유통
방식 변화

제5장 서비스업 중소기업의 일터혁신 사례 151

<표 5-2>의 계속

S제빵 주요 사건/경영방식의 특징

제빵시장의 변화

- 2003년 S제빵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의 부도와
폐업
- 2005년 화재 발생. 프로젝트 페스오버로 재생
② 경영방식의 특징
- 베이커리와 레스토랑 등 관련 다각화 경영
경영위기의
시작
시기
- 전후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의 경쟁으로 인한
(1990년대위기 경영의 시작
2000년대
- 2005년 공장과 매장의 전소라는 사건은 프랜
중반)
차이즈 베이커리의 경영방식과는 차별적인
출발을 하게끔 촉진
- 차별적인 경영방식의 핵심은 경영자-조직구
성원 간의 신뢰에 기반을 둔 노사 상생 경영
과 지역주민과의 ‘나눔’을 추구하는 지역화
경영전략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의 전
국적 확산
1997년 재벌인 CJ그
룹의 뚜레쥬르 창업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업체 간의 경
쟁 격화

① 주요 사건
- 2006년 아임 베이커 사내 경진대회 시작
- 2007년 무지개 프로젝트 실시
- 2008년 ‘한 가족 신문’ 발행
- 2010년 제빵왕 김탁구 방영으로 대중의 주목
- 파리바게뜨, 뚜레
- 2011년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 국세청 납세자
쥬르의 제빵시장
상 대상 수상. 아임셰프 사내 경진대회 시작
독과점
- 2011년-13년 대전/서울/부산 롯데백화점, 대
- 베이커리 전문점
전역 입점
재도약의
전체 매출액에서
시기
- 2014년 프란체스코 교황의 성찬 제공
파리바게뜨(61.1%),
(2000년대 - 2016년 60주년 비전 선포식
뚜레쥬르(16.6%)가
후반- 2019년 대통령 방문
77.7% 차지
② 경영방식의 특징
현재)
- S제빵, 대구 삼송
- 대전 특화된 브랜드를 통한 지역화 브랜드
빵집 등이 지역화
경영의 시작
전략으로 지역 틈
- 무지개 프로젝트를 통해 노사 상생경영을 제
새시장 공략
도화
- ‘제빵왕 김탁구’의 방영으로 지역화 브랜드
전략의 효과가 대전지역을 넘어 전국에서 나
타남
-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업의 전국적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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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S제빵의 일터혁신 분석

1. 회사 개요
현재 대전지역에 있는 S제빵은 2020년 말 기준으로 매출액 48,837백만
원, 영업이익 6,189백만 원, 전체 근로자수 총 668명(정규 : 493명, 비정규
: 175명)의 중견 서비스기업이다. S제빵의 주력 제품은 튀김 소보루빵과
판타롱 부추빵이며 반죽장비, 도우컨디셔너(발효장비), 오븐 등 제빵/제
과를 위한 최신설비를 갖추어 제품 전량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대전지역에만 국한하여 4개의 본사와 지점을 통해 400여 종의 빵과 케이
크 그리고 과자를 공급하고 있다.
S제빵의 전체적인 조직체계를 보면 사장을 정점으로 하여 고객 접점
에는 빵과 케이크 그리고 과자를 생산하는 제과사업부와 다양한 음식을
공급하는 외식사업부가 있다. 제과사업부에는 대전지역에 4개의 지점(롯
데점, 대전역점, 본점, DCC점)이 있어 S제빵의 가장 많은 매출액을 차지
하는 빵과 케이크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외식사업부에는 돈가스, 파스
타, 우동 등을 파는 6개의 영업점(테라스키친, 플라잉펜, 삐아또, 우동야,
오븐스토리, CK)들이 있다. 이들 지점들은 사실상 지역별 사업본부체계
로서 신제품 개발, 생산방식과 일정, 인력 운영, 신입사원의 최종적 선발
등 다양한 자율적 권한을 사장으로부터 위양받아 조직 전체적으로는 분
권적인 조직체계를 이루고 있었다.
S제빵의 본사에는 경영혁신본부, 구매자재본부, 식품안전관리본부, 모
바일브랜딩사업부가 있어 고객 접점에 있는 제과사업부와 외식사업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경영혁신본부에서는 조직 전체의 재무/회
계, 인사, 전산, 시설관리기능을 수행하는데, 인사팀의 경우 신입직원을
선발하여 지점에 배치하되 3개월의 인턴과정이 지난 후에는 필요한 인력
을 지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정식 직원으로 임용한다. 전산팀의 경우
전사적 자원관리(ERP)프로그램을 토대로 다양한 상품의 시간대별/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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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S제빵의 조직체계

계절별 매출 추이를 파악하여 지점의 구체적인 제빵/제과의 생산일정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구매자재본부에서는 인근 지역 농촌과 연
계하여 질 좋은 우리 밀을 비롯한 다양한 원료를 대량 구매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각 지점에 원료를 실시간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식품안전
관리본부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제빵 과정의 철저한 위생 상
태를 중앙 집중적으로 통제하고 빵의 품질을 관리한다. 모바일브랜딩사
업부는 최근 소비자들이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구매를 선호함에 따라 주
문 중계형 플랫폼의 개발을 통해 대전지역 소비자들이 원격으로 원하는
빵을 주문/배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시도하고 있다.

2. 일터혁신에 대한 질적 분석
가. 작업조직

선행연구에 의하면 고성과작업체계는 참여적 작업조직과 호혜적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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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통해 근로자 개개인의 능력(abilities), 동기부여(motivations), 참
여기회(opportunities)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노조 및 근로자 대표
체에 대한 노사 파트너십을 통해 집단적 수준의 신뢰(trust)에 영향을 미
친다고 한다(Boxall & Macky,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근거하
여 S제빵 일터혁신의 하위 범주를 참여와 자율의 노동이 발현되는 ‘작업
조직’ 범주, 근로자의 지식축적에 관한 ‘인적자원개발’ 범주, 동기부여를
촉진하는 보상과 평가 등에 관한 ‘인적자원관리’ 범주, 그리고 노사 간 협
력에 관한 ‘노사관계’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겠다.
우선 S제빵의 제빵 과정과 작업조직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빵의
생산-유통과정은 공산품과는 달리 그 기간이 매우 짧다. 물론 양산빵 업
체는 빵에 식품 보존제를 첨가하여 신선도를 희생시키더라도 빵의 유통/
소비과정을 장기간으로 연장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1980년대 이후 소비자들은 바로 구워낸 신선하고 건강한 빵을 원하기 시
작했다. 1980년대 초까지 양산빵 업체가 시장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
고 있었음에도 각 지역에서 자영 베이커리들은 바로 구워낸 선선한 빵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으며 지금도 이러한
자영 베이커리들은 빵의 신신도 유지를 위해 하루 이내의 제빵 과정과
소비과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S제빵에서는 의도적으로 대전지역에 국한하여 지
점을 설치하고 있었으며 대전지역 소비자가 원하는 신선하고 맛있는 빵
을 바로 공급하기 위해 반죽-성형-발효-빵 굽기-판매에 걸리는 제빵 및
소비과정을 1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었다.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의 경
우 대공장에서 냉동 생지를 중앙 집중적으로 만들고 이를 전국에 있는
각 가맹점으로 배달하여 오픈으로 빵을 굽기까지는 약 1일 이상이 경과
하게 된다. 반면에 S제빵의 지점에서는 제빵장인의 지휘하에 본사의 구
매자재본부에서 원재료를 받아 반죽파트에서 밀가루를 섬세하게 반죽하
고 1차 발효를 거친 후에 반죽을 분할하게 된다. 그 후 분할된 반죽을 다
시 15분 정도 플로우(floor)에서 약식 발효시킨 이후 성형파트에서 빵의
모양을 만들고 다시 발효실에 있는 대형 도우컨디셔너(Dough conditioner)에 옮겨 본격적인 2차 발효를 하게 된다. 흔히 공기 중에서의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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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는 영상 5도에서 효모균이 활성화되기 시작되어 반죽이 부풀기 시작
한다. 따라서 반죽을 최상의 조건에서 발효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계의 도
움이 필요하다. S제빵의 경우 발효실에 최신식 대형 도우컨디셔너를 설
치하여 발효에 필요한 최적의 온도와 시간을 설정하고 대량으로 다양한
빵을 발효하게 된다. 이렇게 완벽하게 발효된 생지는 제품 특성에 따라
튀김파트에서는 기름에 튀기기도 하고 오븐파트에서는 굽기도 하여 매장
으로 나가게 된다. 매장에서 영업직 근로자들은 주방에서 만들어진 빵들
을 진열하고 정해진 시간에 소비자들을 위한 시식행사를 진행하며 빵의
판매를 촉진한다. 또한 영업직 근로자들은 매장의 빵에 대한 재고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주방에 전달하며 빵의 하자에 대한 소비자의 클레
임을 접수하여 이를 품질관리팀에 전달하게 된다.
S제빵은 1년 365일 오전 8시에 오픈하여 오후 10시에 마감하기까지 하
루 14시간 운영하며 흔히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가장 많은 소비
자가 매장을 찾고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주당
최대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였고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
들에는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최대 법정 근로시간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였다. S제빵은 ｢근로기준법｣의 법적 틀 거리 내에서 정상적인 영
업활동을 하기 위해 교대제와 휴무를 활용하고 있다. 우선 지점에서 빵이
생산되고 판매되는 운영상황을 보면 교대조 운영을 통해 빵의 적시 생산
이 이루어지고 있다. S제빵의 제품은 튀김 소보루를 비롯하여 400여 종
의 빵이 있으며 이들 빵은 판매되는 시간에 맞추어 반죽-성형-발효를 거
쳐 오븐 앞에 줄을 서게 된다.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의하면 하루 빵
판매량의 추이는 오후 4시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오후 8시에 피크를 이
루고 감소하기 시작한다. S제빵의 제빵 과정은 반나절이 걸린다. 반죽파
트 야간조 제빵기사들은 전날 밤 오후 9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에 판
매할 빵을 밤새 반죽하고 숙성시킨다. 각 지점은 오전 8시에 일괄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주간조 제빵기사들은 오전 7시에 출근하여 야간에 반죽,
숙성된 원료로 빵을 굽고 장식을 하게 된다. 제빵기사들은 반죽파트, 성
형파트, 오븐파트 등에 소속되어 파트장의 지휘와 조율하에 업무를 협력
적으로 수행한다. 매장의 영업직 근로자들은 4개 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156 한국형 일터혁신 모델 탐색

[그림 5-6] 지점의 조직도표 및 제빵 과정

오픈조는 오전 7시, 아침 출근조는 8시, 9시 그리고 마감조는 오후 1시에
출근하여 매장의 오픈을 준비하고 각종 빵들을 진열한다. S제빵의 모든
근로자들은 주 최대 52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일하고 있으며 휴무일은 각
파트별로 운영되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S제빵에서의 원활한 제빵 및 판매과정을 위해서는
생산직과 영업직 그리고 관리직 근로자 간의 협업이 매우 필요하다. 하지
만 베이커리 전문점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신선하고
맛있는 빵을 적재적소에 만들 수 있는 제빵기사의 노동과 지식 그리고
열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음에서는 제빵기
사를 중심으로 하여 이들의 노동과정과 작업조직의 주요 특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S제빵의 제빵 과정은 숙련된 제빵기사에 의한 장인적 생산방식
을 고수하고 있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에서는 반죽/성형과정
과 오븐 과정이 시공간적으로 분리된 베이크 오프(bake-off) 방식을 사용
하고 있는 반면에 S제빵에서는 장인적 제빵방식을 통해 각 지점에서 소
비자가 원하는 빵을 적시에 반죽, 성형하고 이를 오븐에 바로 구워 신선
한 빵을 공급하고 있다. 물론 장기간 보관이 쉬운 과자류의 경우, 유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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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 맞게 미리 만들어 판매하지만, S제빵의 주력 상품인 빵과 케이크는
당일 생산-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판매되지 못한 제품은 그
날 밤에 폐기되거나 지역사회공헌 기부품으로 배달된다. 400여 종의 수
많은 제품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제빵 과정을 거치며 반죽-발
효-오픈/튀김 과정에서의 온도와 시간 차이에 따라 빵의 품질이 좌우되
기 때문에 제빵기사들은 각 제품에 대한 노하우를 정확히 숙지하여 생산
과정에 집중하고 있었다. 즉 S제빵의 빵 맛은 표준화된 대규모 기계과
작업 메뉴얼보다는 제빵기사의 숙련과 노력에 의해 좌우되며 각 과정마
다 제빵장인의 경험에 기반한 암묵적 지식과 기술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맛있는 빵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반죽 단계에요. 처음
에 반죽이 잘 돼야 마지막으로 맛있는 빵이 나오죠. S제빵의 경우 대규모
반죽 기계가 있지만 결국 반죽 기계를 다루는 사람은 제빵기사이며 이들
의 숙련도에 따라 빵의 맛과 품질이 좌우되죠. 반죽할 때, 각 제품에 따라
적합한 온도와 시간이 있으며 이는 S제빵의 제빵장인에 의해 작업현장에
서 파악되어 메뉴얼화되어 있죠. 제빵기사들은 입사 이후 1년이 지나야만
반죽 분야에 투여되는데, 신입 제빵기사들은 선배인 제빵장인의 이러한
노하우와 매뉴얼을 작업현장에서 전수받아 반죽을 하는 과정에서 S제빵
조직 전체에서 일정한 빵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 제빵장인과의 면담 -

둘째, S제빵에서 보이는 조직체계의 특징은 지점별로 분권화된 지역별
사업본부체계를 골간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위의 장인적 생산방식
에 기반을 두어 지역 소비자의 차별화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
점별로 분권화된 지역별 사업본부체계가 필요하다. S제빵의 경우 2013년
이후 지점이 만들어질 때마다 사장은 신중하게 지점장 역할에 적합한 제
빵장인을 물색하여 이들에게 지점의 전권을 부여하였다. 이로 인해 지점
별로 대부분의 경영 의사결정 사항(신제품 개발, 판매해야 할 주력 상품
의 결정, 생산일정 등등)이 분권화되어 있으며 지점장을 중심으로 제빵기
사가 해당 지역 소비자의 욕구를 독자적으로 파악하여 신제품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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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생산일정도 지점의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계획되고 있다.
다만 본사의 경우 지점에서 필요한 제빵 원료를 통합 구매하여 공급함으
로써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각 지점의 분권 경영에 필요한 각종 경영지원
시스템(ERP에 의한 생산정보 지원, 신입직원 선발 지원, 임금 지급과 사내
복지, 지점 간 의사소통 등등)을 제공하는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S제빵의 지점 내에 있는 파트들은 자율적 작업팀으로서의 특징
을 보였다. S제빵은 제빵기사에 대한 인재상으로, 반죽-성형-발효-오븐
별 협소한 기능 전문가가 아니라 제빵 과정 전체에 능통한 제빵장인을
상정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제빵기사들은 1년에 한 번씩 파트 간에 직무
순환하여 제빵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자연스럽게 체득
하고 있었다. 이러한 수평적인 직무 확대는 파트 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에 의해 수직적인 직무 확대와 결합되어 집단적 수준에서 직무 충실화되
고 있었다. 파트 내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사실상 생산일정은 본사의 전
사적 자원관리(ERP) 프로그램에 의해 제품별 일일 생산량이 이미 확정
되지만 파트 내에서의 일일 생산일정에 대한 인력배치 및 작업방법은 파
트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파트장은 작업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매
뉴얼을 강제하지 않았고 의사소통과 지원을 통해 파트 구성원들의 제빵
과정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해주고 있었으며 이들의 자율성과 창조적 문
제해결을 촉진하고 있다. 현재 S제빵의 근로자 중에서 다기능(multiskills) 훈련을 받은 근로자의 비중은 약 50% 정도이며 다기능 근로자의
활용 정도는 꽤 높은 편이라고 한다.
넷째, S제빵의 제빵기사에 대한 통제방식은 실천공동체의 규범에 기반
을 둔 관리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흔히 제빵기사들은 직종별 실천공동체
(CoP : Community of Practice)를 형성하고 있다. 상황 인지 이론에 의하
면 실천공동체란 “학습은 사회적인 것이고 직무상에서 발생한다”라는 원
칙 아래에 공통의 목표달성을 위해 공통 관심사, 경험, 정보를 공유, 교환
하는 일단의 사람들로서 구성된 비공식적 모임으로 정의할 수 있다(Lave
& Wenger, 1991). 결국, 실천공동체란 구성원 간의 사회적 자본을 기반
으로 상호공동체 의식을 획득하고 공유하는 하나의 지식조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제빵기사의 양성과정을 보면 일제 강점기 시기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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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제빵장인에 의해 제빵에 대한 암묵적 기술과 지식이 국내로 도입되
었고 이러한 기술과 지식은 제과점의 생산현장에서 장인-도제 관계를 통
해 비공식적으로 전수되었다. 이러한 장인-도제 관계를 통한 제빵기사의
양성과정은 한국사회에서 제빵교육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1970년대까지
지속되었고 현재에도 대부분 제과점에서는 제빵기사들 사이에 직종별 실
천공동체가 비공식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저희 S제빵에서는 다른 직군에 비해 제빵기사의 자부심이 매우 높아
요. 실제로 제빵장인이 사장 다음의 상무이사를 하고 있죠. 대전지역에서
S제빵은 제빵기사의 사관학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들 해요. S제빵에서
5-6년 근무하면 다양한 제빵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그 후 나가서 자신의
빵집을 차릴 수 있어요. 이렇게 나간 제빵기사는 대전의 각 지역으로 퍼
져 자신의 빵집을 개점하고 S제빵에서의 근무경력을 소비자들에게 자랑
스럽게 선전해요.”
- 인사담당자와의 면담 -

실천공동체 내에서 제빵기사들이 상사의 리더십을 받아들이는 가장 중
요한 요소는 그 지도자의 제빵에 대한 숙련도와 기술 수준이다. 숙련도가
높은 지도자와 낮은 부하 사이에는 일종의 장인-도제 관계가 형성되어
생산현장에서 제빵에 대한 노하우가 비공식적으로 전달되고 동시에 제빵
과정에서의 지시-협력 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학습 과정에
서 제빵기사들 사이에는 실천공동체로서의 규범과 역할이 형성되어 집단
적인 결속력을 강화하게 된다. S제빵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에
서 보이는 전문기계에 의한 기술적 통제, 세밀한 업무규정에 의해 관료적
통제, 상사의 직접적 감시에 의한 대면적 통제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
고 있다. 하지만 S제빵에서 신입 제빵기사가 파트 내에서 자신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는 주된 이유는 실천공동체에서 도제로서의 규범과 역할
을 잘 수행하여야만이 장인인 상사의 제빵 관련 노하우를 제대로 습득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자신도 도제에서 장인으로 승격할 수 있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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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적자원개발

최근 기업들은 소비자의 고차원적 욕구를 적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다
품종 소량생산 패러다임하에 유연한 조직과 고숙련 인력을 결합하여 차
별화라는 경쟁우위를 시도하기 시작하였고 나아가 이에 적합한 인력을
확보/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적자원개발 방법들을 시도하기 시작하였
다(Appelbaum & Batt, 1994)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인
적자원개발 방식 중에서 ‘일터가 곧 학습의 장’이라는 일터학습
(workplace learning)이라는 개념에 주목하고자 한다. 흔히 일터학습이란
작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스스로의 업무경험과 상사/동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지된 암묵적 지식과 이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형식적, 무형식적으로 습득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Marsick & Watkins, 1990). 여기서 형식학습(Formal learning)이란 강
의실에서, 높게 구조화된 교육내용을 주입식으로 하는 제도화된 학습을
말하며 무형식학습(Informal learning)은 제도적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일상생활(특히 일터)에서 발생되며 학습내용이 비구조화되어 있고 주로
학습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칭한다.
일터학습론에 기반을 두어 현재 S제빵의 인적자원개발 현황을 살펴보
면 사장의 학습 지향적 리더십하에 본사 인사팀에서는 다양한 형식학습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S제빵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대비 교육훈련 실시 연인원 비중은 74%이며 1인당 연간 교
육훈련시간과 비용은 103시간과 6.4만원이며 전체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
비 비중은 0.2%이었다. 본사의 인사팀에는 교육훈련 전담파트가 있어 매
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며 자체적인 제빵 과정과 판매과정에 대한 교
육훈련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었다. 실천되고 있는 공식적인 교육훈련프로
그램을 보면 온라인 교육훈련, 계층별/직무별 교육훈련, 자기개발 지원
프로그램 등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제빵기사 및 영업직 근로자
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직무 만족도를 증대시키고 있었다. 우선 영업
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주로 온라인 교육을 통해
매장관리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시키고 있었다. 2020년에 실

제5장 서비스업 중소기업의 일터혁신 사례 161

<표 5-3> 2019년도 생산직 세미나의 내용

교육 시기

초청된 제빵장인

교육내용

1.8-1.9(2일)

쿠와바라 세이지(일본)

무스 케이크, 크리스마스 케이크 등 제과이론

3.25-3.27(3일)

시오타니(일본)

무스 케이크, 구움과자 등 제과이론

4.4-4.5(2일)

노가미(일본)

식빵류, 바케트류 등 제과이론

5.13(1일)

이다(일본)

초콜릿, 디저트류 실습 및 이론

5.28-5.30(3일)

야지마(일본)

양과자, 구음과자 등 제과이론

7.31-8.2(3일)

필립(프랑스)

무스 조각 케이크, 타타르 등 제과이론

9.23-9.25(3일)

시오타니(일본)

무스 케이크, 구움과자 등 제과이론

시된 온라인 교육내용을 보면 ‘A부터 Z까지 매장관리의 모든 것’과 ‘핵심
만 콕! 바로 쓰는 e커머스 마케팅 관리’라는 2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영업
직 근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한편 제빵기사를 대상
으로 한 대표적인 직무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생산직 세미나라는 주제
아래에 매년 국내외 제빵/제과 분야의 저명한 장인을 초청하여 신제품
(빵, 케이크, 디저트) 개발을 촉진하고 품질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
되고 있다. 2019년에 시행된 세미나의 내용을 보면 프랑스의 제빵장인을
초청하여 3일간 유럽식 케이크류에 대한 제과이론을 교육했으며 그 외에
도 일본의 제빵장인을 초대하여 양과자, 초콜릿, 식빵, 디저트 등의 제과
이론을 학습시켰다.
한편 S제빵의 생산현장에 이루어지는 무형식학습 현황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신입 제빵기사들은 보통 학원,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교 제과
학과 졸업생이 대부분으로, 이미 제도화된 교육기관에서 제빵/제과와 관
련된 형식학습을 받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코드화된 공식적 지식
을 획득한 상태로 입사한다. 그러나 신입 제빵기사들이 다양한 고품질의
빵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현장에서의 업무경험, 상
사/동료와의 상호작용, 성찰이라는 무형식학습의 실천이 필요하다. S제
빵에서는 앞서 살펴본 생산현장의 실천공동체(CoP)를 기반으로 하여 상
사(제빵장인)-부하(도제) 간의 협력, 지원관계를 통해 비공식적이며 일상
적인 무형식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전문가 발달단계론에 의하면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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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전문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10년이 걸리며 그 발전단계는 초보자
(novice) → 고급입문자(advanced beginner) → 능숙자(competent) → 숙련
자(proficient) → 전문가(expert)로 진화한다(Dreyfus & Deyfus, 1986). S
제빵의 경우 처음 입사한 신입 제빵기사는 초보자 단계에 해당하며 이들
이 생산현장의 실천공동체(CoP)에서 2년 정도 근무하면서 업무경험과
작업장 내 의사소통을 통해 무형식학습(현장실습과 멘토링/코칭)을 하여
초보적인 제빵기사(고급 입문자 단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후 제빵기사는 근속연수가 5-6년이 지나게 되면 능숙자 단계로 발전하여
S제빵 제빵 과정에서의 중간 허리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근속연수가 10
년에 이르게 되면 숙련자 단계인 초보적인 제빵장인으로서 대우를 받게
된다. 전문가 단계인 가장 높은 수준의 제빵장인은 입사 이후 20년이 지
난 다음에야 다다르게 되며 S제빵의 경우 이러한 제빵장인이 3-4명 존재
하고 있었다. 물론 신입 제빵기사뿐만 아니라 능숙자, 숙련자, 전문가 단
계의 제빵 숙련공들도 끊임없는 업무경험과 타인과의 의사소통 그리고
자기성찰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무형식학습을 수행하고 있었다.
“저희 S제빵의 경우 보통 신입 제빵기사는 입사하여 2년이 경과해야만
빵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초급 제빵기사로서의 수준에 다다르게 되죠. 그
후 5-6년 정도 근무해야 중급 제빵기사로, 10년 정도가 경과하면 그때서
야 고급 제빵기사로 인정받아요. 최종적으로 제빵장인의 단계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근속연수 20년 정도는 되어야 해요. S제빵에는 제빵장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3-4명 있는데, 이들 사이에서는 “이제서야 빵을 조금 이
해하겠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며 이전보다 새로운 빵에 대한 탐구와 개발
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진다고들 해요.”
- 제빵장인과의 면담 -

S제빵에서 제빵기사들의 구체적인 학습 과정은 사실상 현장의 실천공
동체에서 발생하는 무형식학습만으로는 한계에 봉착될 수 있다. 이러한
무형식학습의 문제점은 회사에 의해 주도되는 형식학습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제빵기사의 비약적인 숙련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Billett(2002)
의 연구에 의하면 일터 교육의 단계는 1단계(업무수행으로의 참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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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업무수행 시 상사/동료들 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지원학습) → 3단계
(학습 전이를 위한 공식적인 지원학습)로 구분되며 1, 2단계에서의 근로
자의 업무 경험 및 타인 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비공식적인 학습지원(무
형식학습)은 기업 특수적 지식이라는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3단계에서의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공식적 교육지원(형식학습)을 통해 일
반화된 지식으로 확장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S제빵의 경우 신입 제빵기
사들은 제도화된 교육기관에서 이미 배운 제빵에 대한 공식적 지식을 지
니고 입사하여 업무 경험과 선배/동료로부터의 의사소통을 통한 비공식
적 학습지원을 통해 입사 2년 이후 고급입문자 단계로 발전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산현장의 무형식학습만으로는 제빵장인의 단계에 올라갈 수 없
다. 제빵기사의 능숙자 단계와 숙련자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생산직 세미나를 통해 국내외 제빵 명인의 코드화된 공식적 지식을 형식
학습을 통해 전수받아야 한다. 생산직 세미나를 통해 학습된 공식적 지식
은 다시 제빵기사들의 신제품 개발이나 품질향상 노력이라는 업무수행을
통해 학습 전이되어 다시금 내재화된, 더 높은 제빵지식으로 나선형적으
로 발전되고 있다.
특히 S제빵에서는 2006년 이후 매년 개최되는 ‘아임 베이커’ 사내 경진
대회의 개최를 통해 암묵적 지식과 공식적 지식 그리고 무형식학습과 형
식학습 간의 상호작용을 제도화하고 있다. 조직학습론의 대가인 Nonaka
에 의하면 근로자의 업무 경험과 타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암묵적 지
식이 외재화(externalization) 과정을 거쳐서 코드화된 공식적 지식으로,
그리고 개별적인 형식적 지식들이 서로 결합되어 더욱 집단적이고 정교
한 공식적 지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 후 이러한 형식적 지식은 모든 조
직 내 근로자들에게 내재화(internalization)되어 더욱 풍부한 암묵적 지
식으로 변환되며 이러한 지식 간의 형태변환 과정을 통해 기업에서의 조
직학습은 나선형적으로 발전한다고 보았다(Nonaka, 1994).
S제빵의 ‘아임 베이커’ 사내 경진대회는 이러한 Nonaka의 지식발전과
정에 대한 논의를 생산현장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대회의 목적은
대전의 정서와 S제빵의 정체성을 담은 독창성 있는 제품의 개발이었다.
대회는 2일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사전에 뜻이 맞는 제빵기사 3명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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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으로 팀을 결성하여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20년 이상 경력의
제빵장인이 심사위원으로 배치되며 제출된 제빵/제과의 신제품(안)에 대
해 위생, 맛&조화, 상품성, 창의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였다. 제빵기사
들은 이 대회에 참가하기 전에 이미 업무수행 및 의사소통을 통해 신제
품 또는 품질개선에 대한 암묵적 지식을 획득하고 있었다. 하지만 제빵기
사 개개인들의 표현되지 못한 암묵적 지식은 ‘아임 베이커’ 사내 경진대
회의 준비와 참여를 통해 촉발되어 신제품 개발이라는 공식적 지식으로
변환되는 것이었다. 제빵기사들은 참가팀 내에서의 준비과정에서 우선
자신의 암묵적 지식을 개별적인 공식적 지식으로 외재화하였고 서로 간
의 의사소통을 통해 이들 지식을 결합하여 더 높은 수준의 공식적 제빵
지식, 즉 최종적인 신제품 개발(안)로 발전시켰고 결국 심사위원회에 제
출되어 제빵장인에 의해 심사를 받게 된다. 본 대회의 심사와 시상과정은
위생, 맛&조화, 상품성, 창의성이라는 기준을 통해 제빵기사들에 의해 제
출된 다양한 신제품(안)을 선별하여 그 공식적 지식에 대해 조직 전체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었다. 동시에 본 대회의 진행 과정은 S제빵의
새로운 주력 상품을 선정하는 연구개발 과정이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경
연장이라는 축제를 매개로 제빵기사 간 실천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아임 베이커’ 사내 경진대회에서 좀 더 주의 깊게 보
아야 할 부분은 제빵기사의 업무 경험과 타인 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자
기성찰이라는 무형식학습이 사내 경진대회를 매개하여 일본의 동경제과
학교라는 고급의 형식학습 프로그램과 상호 연계된다는 점이었다.
“‘아임 베이커’ 사내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일본의 동경제과학교에 단기
연수를 갔는데, 일본에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빵과 과자
들이 있었어요. 일본은 빵과 케익 그리고 과자 모두 전문점으로 분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를 하나의 베이커리점에서 모두 만들고 파는데, 일
본은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각각의 제품에 대해 전문화가 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일본 동경제과학교에서의 연수는 큰 충격으로 다
가왔어요.”
- 숙련자 단계의 제빵기사와의 면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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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2015년 ‘아임 베이커’ 사내 경진대회

로쏘(주) S제빵 제10회 I’m baker 2015 대회가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1. 목적 : 대전의 정서와 S제빵의 정체성을 담은 독창성 있는 제품 개발
2. 일시 : 2015년 6월 21일(화)～22일(수)
3. 장소 : S제빵 본점 4F VERDE홀(직원식당)
4. 참가 부분 : 제빵, 제과
5. 참가신청 : 3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참가 신청서 제출
6. 서류 제출기한
가. 참가 신청서 : 2015년 6월 3일
나. 제조공정표 : 2015년 6월 15일 (서류심사 : 06.15～06.17)
※ 제출처 : 경영관리실 총무팀, 서류심사 진행으로 기한초과 제출분 미접수
7. 심사기준 및 항목
가. 서류심사 : 5점
나. 제품설명 : 5점
다. 위생부분 : 5점
라. 맛&조화 : 30점
마. 상품성 : 30점
바. 창의성 : 15점
8. 시상내용
구분

선정 수

포상내용

비고

대상

1팀

일본 연수

비용 100% 지원, 30만 원 상품권

최우수상

2팀

일본 연수

비용 100% 지원

금상

3팀

일본 연수기회 제공

비용 80% 지원

은상

3팀

일본 연수기회 제공

비용 60% 지원

동상

3팀

일본 연수기회 제공

비용 40% 지원

장려상

3팀

자사 상품권

20만 원

노력상

3팀

자사 상품권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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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적자원관리

고성과작업체계론에 의하면 앞서 살펴본 참여적 작업조직과 고숙련 인
적자원개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높은 질의 고용관계와 관련된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이정현․김동배, 2007;
이호창, 2007; Appelbaum et al., 2000; Boxall & Macky, 2009 : Huselid,
1995; MacDuffie, 1995). 고몰입 인적자원관리는 고용안정, 엄격한 선발,
공정하고 합리적 인사고과와 승진, 높은 임금 수준과 성과에 연계된 집단
인센티브, 다양한 사내 복지 등의 제도적 묶음(bundles)으로 구성되어 있
다(Pfeffer, 1998). 다음에서는 S제빵에서 나타나는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의 제도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우선 고용안정에 대해 살펴보면 S제빵에서는 경제적 이유에 의한 집
단적 고용조정은 시행된 적이 없었으며 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다만 S제빵의 경우 최근 제빵기사
들의 자발적 이직률이 약 15% 내외인데, 그 이유는 타 직종보다 제빵기
사들의 업무가 강한 육체적 노력을 요구하며 14시간이 걸리는 긴 제빵
과정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빵기사의 경우 5-10년 정도의 경
력을 지니게 되면 독자적인 베이커리점 운영에 대한 강한 열망을 지니게
되는데 이러한 제빵기사의 직종상 특징이 자발적 이직률을 높이는 이유
이기도 하다. 또한, S제빵의 고용안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시간선택제 근
로자의 채용과 정규직화 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보았듯이 S제빵은 재도약기인 2011년 이후 지점의 확장과 급격한
매출 신장으로 인해 고객의 수요가 늘고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었다. 경영
진은 이러한 생산량 증가에 맞추어 인력을 제때 충원하더라도 불가피하
게 장기간의 근로와 노동강도의 강화라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정
규직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률이 높아지는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 S제빵은 고용노동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2014년에 직무분석 이후 신규인력이 투입될
수 있는 적정 직무를 선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근
로자 40여 명을 채용하였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한 1년 뒤에 S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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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은 근로자들과의 개별 상담을 통해 9명을 전일제로 전환하였고 나머지
30여 명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 시간선택제를 유지하였으며 이들에게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수당, 복리후생비, 경조사비, 자기계발지원
금 등에 대해 전일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
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실천하였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주부도 마음 놓고 일터로 나와 일을 할 수 있다
는 점이 좋아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일이 쉽지 않고 … 하지만 사실 초
등학교 이상 된 아이를 둔 경우 남는 시간이 많죠. 등교 시간과 저녁 시간
만 보살피면 나머지 시간은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마땅한 일자리
가 없어 능력을 썩히고 있어요. S제빵의 경우 제과, 제빵 관련 일이기 때
문에 배울 점도 많아요. 또한, 정규직으로 고용이 안정됐다는 점도 안심이
됩니다. 임금은 근무시간에 맞춰 받지만, 나머지 복리후생과 인센티브 등
은 차별 없이 지급되어 만족스럽습니다.”
- 시간선택제 영업직 근로자와의 면담(시간선택제 컨설팅
우수사례집에서 재인용) -

둘째, 엄격한 선발과정에 대해 살펴보겠다. S제빵에서는 서류전형 → 1
차 면접 → 2차 면접 → 최종결정이라는 4단계의 과정을 통해 전 직종의
근로자를 선발하고 있었다. 제빵기사의 경우 서류전형에서는 학력과 상
관없이 제빵/제과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이 통과되며 1, 2차 면접
에서는 본사 경영진뿐만 아니라 지점장 등 현장관리자들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S제빵에 적합한 제빵기사의 능력과 품성 등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 2차 면접에 통과한 지원자들은 3개월의 인턴과정 동안 생산현장에
배치되어 제빵 과정에 투여되며 이 과정에서 현장관리자는 지원자의 제
빵에 대한 능력과 열의를 좀 더 깊게 파악하여 입사자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S제빵은 이렇게 최종결정된 입사자를 적성과 능력 그리고 배치 희
망 사항을 고려하여 생산현장에 배치하고 있다. 또한, 영업직 근로자가
생산직종인 제빵기사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제빵/제과 기능사 자격
증의 취득을 전제로 하여 직종전환의 기회를 열어놓고 있다.
셋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고과와 승진에 대해 살펴보겠다. S제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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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인사고과는 실적평가보다는 역량평가를 중심으로 하여 미래의 잠
재력(지식이나 기술, 태도 등)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제빵 과정을 보면
반죽-성형-발효-빵 굽기라는 흐름 생산에서 제빵 노동이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이 과정은 제빵기사 간의 집단적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생
산과정의 특성상 실적이란 제빵기사 개개인의 추가적 노력과 월등한 능
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지점의 위치와 영업 전략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S제빵에서의 인사고과는 근로자
의 역량평가로 집중하였고 업적의 경우 이후에서 설명할 지점별 집단 인
센티브를 통해 보상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S제빵의 인사고과의 기준은
인재상을 중심으로 하여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인사팀에 의해 이루
어지는 인사고과의 절차 및 과정은 대체로 투명하였으며 인사고과 결과
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또한 존재하였다. 이러한 인사고과의 결과는 추후
승진/승급, 교육훈련, 임금(기본연봉)에 긴밀히 연계되고 있다. S제빵 현
장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상무이사를 비롯한 상위관리직(부장급 이상)까
지 승진하고 있었으며 승진 결정 시에는 직원들의 능력과 성과를 정확히
반영하여 학연, 지연, 혈연 등의 비합리적 요소들을 배제하고 있다.
넷째, 높은 임금 수준, 성과에 연계된 집단 인센티브에 대해 살펴보겠
다. S제빵의 근로자들은 동종업종 근로자들에 비해 높은 임금 수준을 유
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분기별로 영업이익의 15%를 지점별 집단 인센티
브로 지급받고 있다. S제빵에 입사하는 신입직원의 경우 초봉으로 약 3.2
천만 원 정도를 받으며 근속연수 5-6년 생산직 근로자의 연봉은 약 5천
만 원 정도이다. 동종업종의 임금 수준 실태를 보면 통계청의 ‘2019년 서
비스업 조사’에서 제과점업체 상용종사자 1인당 연간급여가 약 1,713만
원이었으며 워크넷 직업정보에 의하면 2019년 7월 기준 제과사의 연봉
중위값이 2,985만 원(하위 25% : 2,549만 원, 상위 25% : 3,890만 원)라고
할 때 S제빵 제빵기사의 연간 급여는 동종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S제빵의 임금체계는 연봉제로서, 기본연봉은
인사고과에 의해 매년 협상되며 근무시간이 길다 보니 연장수당이 전체
총임금의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인센티브 제도로서 S제빵은 1년
에 두 번 분기별로 영업이익의 15%를 근로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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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전체 인센티브 총액에 대해 우선 지점별 업적을 평가하여 지점에 차
별적으로 분배하고 다시 지점에서는 근로자의 인사고과에 근거하여 개개
인의 인센티브 지급액이 결정된다고 한다.
다섯째, 다양한 사내 복지에 대해 살펴보면 S제빵은 동종업종에 비해
높은 수준의 사내 복지 시설과 제도를 갖추고 있다. S제빵은 중견기업으
로 상대적으로 큰 공간에 매장과 주방을 배치하고 다양한 사내 복지 시
설(전용 식당을 통한 세 끼 식사와 간식 제공, 휴게실에 직원 개인의 사
물함 비치, 탈의실과 간단한 샤워시설, 전신 안마기와 발안마기 구비)을
구비하여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S제빵에서는 직원들의
안식휴가제도, 경조사비 지원제도, 교통보조비/출퇴근차량 지원제도 등을
실행하고 있다.
라. 노사관계

앞서 살펴본 고성과작업체계는 개인적 수준에서 조직구성원의 노력을
기업성과로 연계시키는 관리체계라면 노사 파트너십은 조직적 수준에서
조직구성원-성과 간의 영향 관계를 보완해주는 지배구조(governance)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터혁신과 노사 파트너십은 상호 보완적 개념이
라 할 수 있다(Boxall & Macky, 2009). 흔히 일터혁신은 근로자에게 노
력, 지식, 창의성 등 보다 많은 투입(input)을 요구하게 되며 이를 위해서
는 근로자의 추가적인 노력이 고용보장이나 능력개발, 승진 등에 의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조직수준에서의 호혜적(reciprocal) 고용관계가 성립
되어야 한다(Pfeffer, 1998). 이러한 의미에서 노사 간의 교섭체계 및 노
사협의체는 일터혁신 과정의 지배구조(governance)로 기능하여 혁신과
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 및 다양한 문제를 교정해주며 고성과작업체계
의 구축과정을 보완하게 된다.
S제빵에서 나타나는 노사파트너십의 현황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실상 S제빵에서 노사 간의 협력이 기업경영의 중요한 요인으로
가시화된 계기는 2005년 공장과 매장의 전소라는 사건이었다. 당시 화재
로 인한 시설의 전소라는 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조직구성원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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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이고 집단적인 재건 노력은 매우 중요했다. 이러한 조직구성원의 재
건 의지와 열정은 S제빵 2세대 경영진으로 하여금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에 있어 노사 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화재 소식을 들은 대전 제과업계 대부분은 이제 S제빵은 끝났다고 생
각했다.… 그러나 일반상식을 벗어난 그 무엇이 S제빵의 복구현장에서 꿈
틀거리고 있었다. 바로 회사를 다시 살려내고 말겠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 된 마음이었다.… 어렵게 구한 중고 기계를 들여놓으며 임시공장이
가동되었다.… 드디어 오븐에 들어간 단팥빵이 노릇노릇 구워져 나왔다.
불이 나고 불과 6일 만에 이루어 낸 기적이었다.… 다시 구워낸 빵을 들고
경영진과 직원들은 한참 동안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때 모
두 깨달았다. S제빵 임직원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직원은 회사가 필
요했고 회사는 직원이 필요했다. 그렇게 그들은 한가족이 되었다.”
- 김태훈(2016), 우리가 사랑한 빵집 S제빵에서 재인용 -

이러한 노사 협력에 의한 재건과정에서 경영진은 ‘나눔’ 정신에 기반을
둔 인본주의적 경영방식을 제도화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제도
로는 노사협의회의 실질적 가동, 고충 처리의 합리적 운영, 한마음 신문
의 창간, 직원단합대회 개최 등이 있다. 현재 S제빵에는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다만 노사협의회 제도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경영
관련 사항을 집단적 의사소통하고 해결점을 모색하고 있다. 2020년 1년
동안 4-5회의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었으며 이 협의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
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경영, 조직변화(조직개편, 인사 노무제도 개선, 고
용안정, 산업 안전, 사내 복지, 생산성 향상 등등)에 대한 정보공유가 이
루어지고 있었다. 노사협의회 이외에도 노사 간에는 공식⋅비공식의 의
사소통 통로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필요시 노사 대표 간 핫라인이
작동되고 있다. 둘째, 고충 처리의 합리적 운영을 살펴보면 S제빵의 경우
근로자의 고충을 전달할 공식적인 통로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으며 고충
제기 후 처리 과정에서 노사 간 의사소통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
사팀에서 고충 처리 절차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 또한 고충
처리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피드백되어 회사의 고충 처리에 대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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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셋째, 한마음 신문의 운영현황을 보면 이
매체는 일종의 노사 간 그리고 사용자와 개별근로자 간의 공식적인 의사
소통 체계라고 판단된다. 2005년 전소 사건을 계기로 하여 2007년에는 경
영진의 비전과 경영전략인 ‘무지개 프로젝트’가 발표되었고 ‘나눔’이라는
비전의 구체적인 의사소통 실천으로서 2008년에 사내 신문인 ‘한마음 신
문’을 발행하여 매주 1회 경영진의 조직구성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촉진
하게 된다. ‘한마음 신문’의 내용을 보면 일단 사용자 측의 다양한 경영정
보가 개별근로자에게 직접 전달되며 동시에 근로자의 근황과 경영개선에
대한 제안이 지점별로 취합되어 게재되고 있다. 넷째, S제빵에서 직원단
합대회는 1년에 한 번 개최되고 있다. S제빵은 365일 영업을 하고 근로
자들은 다양한 직종에 소속되어 공간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지점에 근
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S제빵에는 경영진과 근로자 간의, 그리고 근
로자와 근로자 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운영적, 물리적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S제빵에서는 직원단합대회
시 일제히 모든 지점의 문을 닫고 전체 조직구성원과 함께 1박 2일 동안
직종 간/지점 간 근로자들의 단합과 여가 그리고 경영진과 근로자 간의
대면적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예 : 제주도)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림 5-8] 2017년 로쏘(주) S제빵 하계 워크숍

1. 개요
가. 행사명 : 2017 한 가족캠프 함께, 우리함께
나. 일 시 : 2017년 6월 12일～13일
다. 장 소 :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라. 숙 소 : 휘닉스 제주(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마. 참여인원 : 340명
2. 주요 행사내용
가. 제주도 현지 주요 관광지 관광
나. 개인, 조별 장기자랑, 만찬 등 자체 프로그램 진행(휘닉스 제주)
다. 조별 선택관광
라. 해변 명랑운동회(함덕 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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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터혁신에 대한 양적 분석
가. 통계분석의 표본과 주요변수의 측정방법

다음의 통계분석에서는 S제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일터혁신에 대
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일터혁신 근로자용 설문과 데이터를 활용
하였다. 설문지는 S제빵에 소속된 전체 근로자 668명을 대상으로 하여
2021년 10월 4일부터 29일까지 25일간 배포 및 수거되었고 최종적으로
취합된 98명 근로자의 응답치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
용한 S제빵 근로자의 직급별, 근속연수별, 직군별, 고용형태별, 교대제 여
부, 성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5-4> 표본 근로자의 구성
(단위 : 명, %)

직급

근속연수

직군
고용형태
교대제 여부
성별

사원
주임
계장
대리
과장
차장
부장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생산직
영업직
정규직
비정규직
교대제
비교대제
남
여

인원
57
17
10
8
5
1
0
17
30
29
21
1
56
42
94
4
31
67
32
66
98

비율
58.2
17.3
10.2
8.2
5.1
1.0
0
17.3
30.6
29.6
21.4
1
57.1
42.9
95.9
4.1
31.6
68.4
32.7
67.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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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 첫째, 독립변수는 참여적 작업
조직, 고숙련 인적자원개발,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협력적 노사관계라는
일터혁신의 하위범주 변수 4개 그리고 이들 하위범주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한 일터혁신의 묶음(bundles)이라는 변수 1개이다. 선행연구
에 의하면 일터혁신의 4가지 하위범주는 각각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만 동시에 상호 작용하여 일터혁신 관행들의 묶음(bundles)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Boxall & Macky, 2009; MacDuffie, 1995). 참여적 작업조
직은 팀 내 참여기회, 혁신활동 참여, 제안에 대한 피드백, 산업 안전 중
시, 휴가의 자율적 사용 5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고숙련 인적자원개발
은 교육 기회, 교육 다양성, 교육참여 여건, 교육의 직무 연관성, 교육-인
적자원관리 연계 5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산술평균하였다. 고몰입
인적자원관리는 엄격한 선발, 직무분석, 인사평가의 공정성, 임금 결정의
합리성, 업적/능력에 근거한 승진 5항목을 5점 척도로, 협력적 노사관계
는 노사 간 합의 중시, 노사 간의 공동목표, 노사화합 활동, 정보공개, 고
충 처리 5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산술평균하였다. 그리고 일터혁신
의 묶음이라는 변수는 가산법을 활용하여 참여적 작업조직, 고숙련 인적
자원개발,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협력적 노사관계의 산술평균으로 측정하
였다.
둘째, 종속변수는 직무 만족과 조직몰입으로 설정하였다. 직무 만족은
임금 수준, 복지 수준, 승진기회, 인사평가, 업무강도와 근로시간, 업무의
재량권, 고용안정, 경영진 리더십, 상사 관계, 동료 관계 등 전반적인 직
무 만족의 수준 10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산술평균하였고 조직몰입
은 근로자가 조직에 계속해서 머무르려는 의지 1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 그 외에 통제변수로는 종속변수인 직무 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인구 통계적 변수인 직급, 근속연수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요변수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다음 <표 5-5>와 같다.
나. 통계분석의 결과

우선 기초 통계치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일터혁신의 묶음은 3.25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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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주요변수의 측정방법

측정방법
참여적
작업조직

팀 내 참여기회, 혁신 활동 참여, 제안에 대한 피드백, 산업
안전 중시, 휴가의 자율적 사용 등 참여적 작업조직의 평균
(5항목 5점 척도)

교육 기회, 교육 다양성, 교육참여 여건, 교육의 직무 연관성,
고숙련
교육-인적자원관리 연계 등 고숙련 인적자원개발의 평균(5
인적자원개발
항목, 5점 척도)

독립
엄격한 선발, 직무분석, 인사평가의 공정성, 임금결정의 합리
변수 고몰입
성, 업적/능력에 근거한 승진 등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의 평
인적자원관리
균(5항목, 5점 척도)

종속
변수

협력적
노사관계

노사간 합의 중시, 노사간의 공통목표, 노사화합 활동, 정보
공개, 고충처리 등 협력적 노사관계의 평균(5항목, 5점 척도)

일터혁신의
묶음

참여적 작업조직, 고숙련 인적자원개발, 고몰입 인적자원관
리, 협력적 노사관계의 산술평균

직무만족

임금수준, 복지수준, 승진기회, 인사평가, 업무강도와 근로시
간, 업무의 재량권, 고용안정, 경영진 리더십, 상사관계, 동료
관계 등 직무만족의 수준(10항목, 5점 척도)

조직몰입

근로자의 자신의 조직에 계속해서 머무르려는 의지의 정도(1
항목, 5점 척도)

통제 직급
변수 근속연수

근로자의 직급수준(1항목, 7점 척도)
근로자의 근속연수(1항목, 5점 척도)

었으며 일터혁신의 4가지 하위범주의 경우 협력적 노사관계가 3.31점으
로 가장 높았으며 참여적 작업조직과 고숙련 인적자원개발이 3.23점, 그
리고 고몰입 인적자원관리가 3.22점으로 가장 낮았다. 종속변수를 살펴보
면 직무 만족이 3.17점 그리고 조직몰입이 3.21점으로 나타났다. 변수 간
의 상관관계를 보면 독립변수인 일터혁신의 4가지 하위범주와 함께 일터
혁신의 묶음(bundles) 모두 종속변수인 직무 만족과 조직몰입에 강한 정
(+)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서 살펴볼 통계치는 S제빵 생산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직군인
생산직(제빵기사) 근로자와 영업직 근로자가 인식하는 주요변수에 대한
차이, 즉 집단 간 차이 분석이다. 우선 독립변수를 보면 생산직 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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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주요변수의 기초통계와 상관관계

평균

표준
편차

1. 일터혁신의 묶음

3.25

0.62

2. 참여적 작업조직

3.23

0.62

0.85***

3. 고숙련 인적자원개발 3.23

0.71

0.91*** 0.72***

4.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3.22

0.75

0.89*** 0.67*** 0.74***

5. 협력적 노사관계

3.31

0.70

0.88*** 0.65*** 0.75*** 0.72***

6. 직무만족

3.17

0.67

0.82*** 0.71*** 0.72*** 0.76*** 0.71***

7. 조직몰입

3.21

0.94

0.53*** 0.54*** 0.44*** 0.46*** 0.45*** 0.49***

1

2

3

4

5

6

은 일터혁신의 묶음 그리고 그 하위범주인 참여적 작업조직, 고숙련 인적
자원개발,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협력적 노사관계에 대해 영업직 근로자
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에 종속변수를 보면 직무 만족은 생
산직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조직몰입은 두 직군 간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S제빵 근로자들이 과연 자신의 직장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에서는 직무 만족의 세부항목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생산직 근로자들은 임금 수준, 복지 수준, 승진기회, 인사평가의 공
정성, 고용안정, 사장의 리더십,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에 있어 어
느 정도 만족하고 있었으며 반면에 노동강도/근로시간의 길이, 업무의 재
량권에 대해서는 불만족하고 있었다. 영업직 근로자의 경우 승진기회, 고
용안정, 사장의 리더십,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만족
하고 있었고 임금 수준, 복지 수준, 인사평가의 공정성, 노동강도/근로시
간의 길이, 업무의 재량권에 대해서는 불만족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보
면 생산직 근로자들이 영업직 근로자에 비해 직장 및 직무에 대해 더 큰
만족감을 보이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독립변수인 일터혁신이 종속변수인 직무 만족/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참여적 작업조직, 고숙련
인적자원개발,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협력적 노사관계의 산술평균치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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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주요변수의 직군별 집단 간 차이 분석

일터혁신의 묶음
참여적 작업조직
독립
고숙련 인적자원개발
변수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협력적 노사관계

종속
변수

직무 만족
조직몰입
임금수준
복지 수준
승진기회
인사평가
공정성

직무 노동강도/
만족 근로 시간 길이
세부 업무의 재량권
항목
고용안정
사장의 리더십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군집
생산직
영업직
생산직
영업직
생산직
영업직
생산직
영업직
생산직
영업직
생산직
영업직
생산직
영업직
생산직
영업직
생산직
영업직
생산직
영업직
생산직
영업직
생산직
영업직
생산직
영업직
생산직
영업직
생산직
영업직
생산직
영업직
생산직
영업직

N
56
42
56
42
56
42
56
42
56
42
56
42
56
42
56
42
56
42
56
42
56
42
56
42
56
42
56
42
56
42
56
42
56
42

평균
3.41
3.04
3.41
3.00
3.39
3.03
3.38
3.00
3.46
3.11
3.28
3.01
3.29
3.12
3.25
2.76
3.27
2.74
3.18
3.00
3.16
2.79
2.63
2.43
2.98
2.81
3.64
3.33
3.43
3.38
3.45
3.24
3.80
3.67

표준편차
F값
0.62
9.518***
0.55
0.56
11.368***
0.63
0.72
6.158**
0.66
0.78
6.676**
0.67
0.73
6.113**
0.61
0.67
3.888*
0.64
0.99
0.746
0.89
0.90
6.525**
0.98
0.90
7.598***
0.99
0.92
1.017
0.80
0.99
3.498*
0.98
1.04
0.894
0.99
0.82
1.049
0.83
0.86
3.549*
0.72
0.93
0.062
0.94
0.93
1.198
0.93
0.77
0.673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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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혁신의 묶음이라는 독립변수를 회귀식에 투여하였고 그 후 각각의 일
터혁신 4가지 하위범주가 종속변수인 직무 만족/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을 보기 위해 차례로 회귀식에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일터혁신의 묶음(bundles)은 직무 만족과 조직몰입에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모형 1, 모형 3). 한편 일터혁신의 4가지
하위범주인 참여적 작업조직, 고숙련 인적자원개발, 고몰입 인적자원관
리, 협력적 노사관계를 각각 회귀식에 투여한 경우, 직무 만족에 대해서
는 참여적 작업조직, 고몰입 인적자원관리가, 조직몰입에 대해서는 참여
적 작업조직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 2, 모형 4).
독립변수의 표준화된 베타계수를 비교해 보면 회귀모형 2에서 종속변수
가 직무 만족인 경우 참여적 작업조직의 베타계수가 0.255이고 고몰입 인
적자원관리의 베타계수가 0.347로 나타나서 고몰입 인적자원관리가 참여
적 작업조직보다 직무 만족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표 5-8> 일터혁신이 직무 만족/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관계

구분
통제
변수

직급
근속연수
일터혁신의 묶음

독립
변수

직무 만족

조직몰입

모형1

모형2

0.074

0.055

0.169

-0.158

0.033

-0.166 *
0.791

***

모형3

0.570

모형4
0.134
0.037

***

참여적 작업조직

0.255 ***

0.345 **

고숙련 인적자원개발

0.136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0.347 ***

0.138

협력적 노사관계

0.159

0.174

-0.005

R2

0.688

0.695

0.319

0.338

Adj.R2

0.678

0.675

0.297

0.294

F-value

68.958 **

34.521 **

14.658 ***

98

98

N

98

7.740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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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표 5-9>에서는 직군별 일터혁신과 직무 만족/조직몰입 간 인과
관계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제빵 생산현장의 대표적인 직
군을 영업직군과 생산직군으로 나누어 우선 직군별로 일터혁신의 묶음과
직무 만족/조직몰입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고 그 후 각각의 일터혁신
4가지 하위범주와 직무 만족/조직몰입 간의 인과관계도 직군별로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영업직군 근로자들은 생산직군 근로자들보다 자신에게 적
용되는 일터혁신의 묶음(bundles)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직무 만족과
조직몰입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직군에서 일터혁신의 묶
음과 직무 만족감 관계의 베타계수가 0.793인 반면 생산직군에서는 0.782
로 낮게 나타났으며(모형 1, 모형 3) 일터혁신의 묶음과 조직몰입 간 관
계의 베타계수도 영업직군에서는 0.707인 반면 생산직군에서는 0.528로
낮게 나타났다(모형 5, 모형 7). 한편 직군별로 일터혁신의 4가지 하위범
주와 직무 만족감의 인과관계를 보면 영업직군의 경우 참여적 작업조직,
고숙련 인적자원개발이 직무 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생산직군
의 경우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와 협력적 노사관계가 정(+)적 영향을 미치
<표 5-9> 직군별 일터혁신과 직무 만족/조직몰입 간의 인과관계 비교

직무 만족
영업직
생산직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0.222 * -0.191 -0.133 -0.088
통제 직급
변수 근속연수
0.200 0.176 0.010 0.000
일터혁신의 묶음
0.793 ***
0.782 ***
**
참여적 작업조직
0.326
0.133
독립
고숙련 인적자원개발
0.329 *
0.064
변수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0.180
0.412 ***
협력적 노사관계
0.088
0.288 *
R2
0.672 0.688 0.690 0.709
Adj.R2
0.646 0.634 0.673 0.674
F-value
25.899 *** 12.862 *** 38.670 *** 19.915 ***
N
42
42
56
56

조직몰입
영업직
생산직
모형5 모형6 모형7 모형8
-0.206 -0.160 0.219 0.233
0.333 ** 0.283 * 0.067 0.044
0.707 ***
0.528 ***
***
0.413
0.200
0.135
0.026
-0.087
0.302
0.408 **
0.073
0.526 0.593 0.262 0.277
0.488 0.523 0.219 0.189
14.036 *** 8.484 *** 6.139 *** 3.136 ***
42
42
56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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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 2, 모형 4). 나아가 일터혁신의 4가지 하위범주
와 조직몰입 간의 인과관계를 보면 영업직군의 경우 참여적 작업조직, 협
력적 노사관계가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생산직군의 경우 일터혁신의
4가지 하위범주 모두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6, 모형 8).
통계분석 결과, 대부분의 일터혁신 관련 주요변수들이 5점 척도의 중
간 값인 3점을 약간 상회하고 있음을 볼 때, S제빵의 일터혁신 수준은 그
다지 높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2000년대 후반 이후 S제빵은 재도약 시기
에 들어가면서 급격히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표준화된 대량생
산 방식을 선별적으로 도입하였다(특히 튀김 소보루 제품을 중심으로).
그 결과 현재의 작업장은 그간 참여와 자율성을 중시했던 장인적 생산방
식과 표준화를 시도하는 테일러주의적 생산방식이 혼재된 상태라고 생각
된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근로시간이 길어지면
서 S제빵에서의 일터혁신 수준이 다소 낮아지고 이로 인해 노동강도, 근
로시간, 작업의 자율권에 대한 근로자의 전반적인 직무 만족과 조직몰입
도 저하된 것이라 판단된다.
S제빵의 조직 확장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직종별로 불균등하게 발
생하고 있었는데, 이는 집단 간 차이 분석에서 더욱 명확히 나타났다. S
제빵에서 생산직 근로자보다는 영업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영업직 근로자들은 모든 일터혁신의 4
가지 범주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인식하였으며 특히 참여적
작업조직에서 두 집단 간의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고 있었다. 또한, 종
속변수에서도 영업직 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 비해 직무 만족에 있어 상
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생산직 근로자인 제빵기사들은 고객 접점
이 아닌, 주방에 위치하여 자율적인 작업 재량권을 가지고 집단적 협업을
통해 빵을 생산하고 있었고 또한 이들 간에는 실천공동체로서의 집합적
정체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반면에 매장의 고객 접점에서 근무하는 영업
직 근로자의 경우 표준화된 고객 응대의 방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근무하
게 되며 직종의 집합적인 정체성은 다소 희박했다. 이러한 직종별 노동과
정과 정체성의 특징들이 두 집단 간의 주요변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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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S제빵의 근로자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일터혁신 제도화의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직무에 만족하고 조직에
더욱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 결과는 S제빵에서 참여와
자율성을 중시하는 일터혁신의 제도화 수준을 더욱 높이고 일터혁신의 4
가지 범주 간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직
군별 회귀분석의 결과는 S제빵 경영진이 추후 서비스 노동이 이루어지는
매장에서 일터혁신의 수준을 높여 영업직 근로자의 만족과 몰입을 더욱
향상시켜야 하고 이를 통해 S제빵의 지속적인 경쟁우위가 균형 있게 확
보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5절 S제빵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A사 간의
일터혁신 비교분석

앞에서는 현재 S제빵에서 나타나는 일터혁신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에서는 비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전문점인 S제빵과 대기업 프랜차이
즈 베이커리 전문점인 A사에 대하여 일터혁신의 4개 범주인 작업조직,
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관리,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도록 하겠
다. 연구방법에 있어 S제빵의 분석은 앞의 일터혁신 현황을 요약정리하
는 방식으로 갈음하고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전문점인 A사의 분
석은 문헌고찰을 기본으로 하되, 노동조합 A사 지회가 운영하는 ‘빵팟’
이라는 인터뷰 자료를 참조하여 연구되었다.

1. 작업조직
가. S제빵

S제빵의 노동과정을 살펴보면 경영진은 의도적으로 대전지역에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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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배치하여 반죽-성형-발효-빵 굽기-판매에 걸리는 제빵/판매과정을
1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장인적 제빵방식을 통해 각 지점에서 소
비자가 원하는 빵을 적시에 반죽, 성형하고 이를 오븐에 바로 구워 신선
한 빵을 공급하고 있었다. S제빵의 빵맛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에서 나타나는 표준화된 대규모 기계과 작업 메뉴얼보다는 오히려 제빵
기사의 비공식적 숙련과 재량적 노력으로 좌우되며 각 과정마다 제빵장
인의 경험에 기반을 둔 암묵적 지식과 기술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S제빵의 조직구조는 지점별로 분권화된 지역별 사업본부체계를 골간
으로 하고 있었다. 2013년 이후 지점이 급속도로 확장되었는데, 그때마다
사장은 제빵장인을 물색하여 지점의 전권을 부여하였다. 현재 경영상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은 본사보다는 지점으로 이양되어 있어 소비자의 욕
구에 기반을 두어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었으며 생산일정도 지점의 특성
에 맞게 계획, 실행되고 있다. 다만 본사에서는 지점에 필요한 원료를 대
량으로 구매하여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있으며 ERP에 의한 생산정보 지
원, 신입직원 선발 지원, 임금 지급과 사내 복지, 지점 간 의사소통 등등
분권 경영에 필요한 각종 경영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S제빵
의 지점 내에 있는 파트들은 자율적 작업팀으로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
는데, 제빵기사들은 1년을 주기로 하여 파트 간에 직무순환을 하면서 제
빵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체득하고 있다. 파트 내 의사
결정 과정을 보면 일일 생산일정에 대한 인력배치 및 작업방법은 파트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파트장은 의사소통과 지원을 통해
파트 구성원들의 제빵 과정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이들의
자율성과 창조적 문제해결을 촉진하고 있다.
S제빵의 제빵기사에 대한 통제방식은 실천공동체의 규범에 기반을 둔
관리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실천공동체 내에서 숙련도가 높은 리더와 숙
련도가 낮은 부하 사이에는 일종의 장인-도제 관계가 형성되어 생산현장
에서 제빵에 대한 노하우가 비공식적으로 전달되고 동시에 제빵 과정에
서의 지시-협력 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학습 과정에서 제
빵기사들은 실천공동체로서의 규범과 역할을 학습하게 되어 집단적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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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력을 강화하게 된다. S제빵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에서 보이
는 전문 기계에 의한 기술적 통제, 세밀한 업무규정에 의한 관료적 통제,
상사의 직접적 감시에 의한 대면적 통제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뚜렷한 통제 기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S제빵 제빵기사가 자신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는 주된 이유는 실천공동체에서 도제로서의 규
범과 역할을 잘 수행하여야만이 장인인 상사의 제빵 관련 노하우를 습득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자신도 도제에서 장인으로 승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A사

흔히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업체의 생산체계는 베이크 오프
(bake-off) 생산방식과 이를 지원하는 경영정보 관리체계로 구성되어 있
다. 베이크 오프(bake-off) 생산방식이란 공장에서 반죽-성형-냉동과정
을 통해 냉동 생지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영업점에서는 배달된 냉동 생지
들을 매장에서 바로 구워 신선한 빵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공간적으로
분업화된 생산방식을 말한다(반충진․최영진, 2012). 여기서 냉동 생지
기술이란 밀가루와 기타 부재료를 배합, 반죽한 것을 급속으로 냉동시켜
발효를 늦추고 장기간 보관할 수 있게 하는 제빵과 관련된 신기술이다.
이러한 생산방식에서는 반죽-성형-빵 굽기-장식이라는 빵의 전통적인
생산과정을 시공간적으로 분리하여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의 공장과 가맹
점 간의 공간적 분업을 가능케 했다.
한편 공간적으로 분업화된 베이크 오프(bake-off) 생산방식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생산-유통-소비에 걸친 네트워크 참여자 간의 정보
적 결합이 중요한데, 이는 가맹 본사에 구축된 전사적 자원관리(ERP)라
는 경영정보 관리체계에 의해 통합되고 있다. 가맹점으로부터 가맹 본사
로는 빵에 대한 수요와 재고에 대한 영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가맹 본사로부터 가맹점으로는 필요한 만큼의 냉동 생지가 적재적소로
배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맹 본사를 중심으로 한 중앙 집중적인 경영
정보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영정보 관리체계의 지원에 의해 각
가맹점에서는 POS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빵의 생산, 판매, 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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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관련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하게 되고 가맹 본사에서는 가맹점의
실시간 정보를 중앙 집중적으로 집계, 분석하게 된다. 가맹 본사는 이러
한 정보에 근거하여 냉동 생지에 대한 전국적인 생산 및 유통계획을 수
립하고 각 지역의 공장과 물류센터에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내리게 된다.
공장에서 생산된 냉동 생지는 냉동 탑차에 실려서 각 가맹점으로 배급되
는데, 주문된 냉동 생지와 각종 부자재가 가맹점으로 배달되는 시간은 주
문 이후 보통 1-2일 정도 소요된다. 각 가맹점에는 냉동설비와 오븐설비
를 통해 배달된 냉동 생지를 보관, 발효하고 ‘당일생산-당일판매’의 원칙
에 따라 제빵기사는 필요한 만큼의 신선한 빵을 구워 소비자에게 공급하
게 된다.
베이크 오프(bake-off) 생산방식은 연속적인 빵 생산공정을 공간적으
로 분리하게 하였는데,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가맹 본사는 어떻게 공간적
으로 멀리 떨어진 가맹점으로 하여금 일정한 품질의 빵들을 신속하고 다
양하게 공급하도록 할 수 있을까? 가맹 본사가 전국적으로 빵의 품질 수
준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점주와 제빵기사의 재량권을
최소화할 수 있는 표준화에 기반을 둔 관리방식들이 필요했다. 가맹점 내
작업조직의 구성은 가맹점주를 정점으로 하여 주방에는 빵, 과자, 케이크
을 제작하는 제빵기사 1인, 커피, 음료, 샌드위치 등을 제작하는 카페기사
1인 그리고 매장의 진열, 고객 응대, 계산을 담당하는 다수의 영업직 인
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빵기사와 카페기사는 제조기사라고 하여 인력
공급업체에 소속되어 가맹점에 파견되어 일하였고 영업직 인력은 가맹점
주와의 시간제 고용계약하에 아르바이트 임시직으로 일한다. 제조기사에
대한 인력관리는 가맹점주가 아니라, 가맹 본사와 인력공급업체의 경영
전략과 이를 제도화한 다양한 관리방식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에서는 가맹점의 핵심인력인 제빵기사에 집중하여 대기업 프
랜차이즈 베이커리 A사의 다양한 관리방식들이 어떻게 가맹점의 제빵
과정을 통제하였는지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다. 우선 원료와 설비의 표준
화는 기술에 기반을 둔 통제방식을 가능케 하였다. 1990년대 말 프랜차이
즈 베이커리에 의해 도입된 냉동 생지 기술은 가맹점에 있는 제빵기사의
주된 작업을 굽기 → 장식으로만 국한시켜 이들 노동을 단순화, 표준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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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맺을 시 가맹 본사는 가
맹점의 실내장식을 비롯하여 주방의 냉장고, 오픈 등의 표준화된 설비 일
체를 설치해주었다. 제빵기사가 표준화된 설비를 다루는 방법 또한 사전
에 매뉴얼화되어 정해진 방식대로 빵을 찍어내게 된다. 표준화된 원료와
설비가 없을 경우, 제빵기사는 빵을 굽고 장식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자신
의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 원료와 설비의 표준화는 가맹점주 및 제빵기
사의 창의적 재량권 혹은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약하여 가맹 본사가 의도
하는 빵의 규격화된 품질관리를 가능케 하는 기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둘째, 작업방식의 단순화, 표준화를 통해 규정에 기반을 둔 통제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가맹 본사에서는 가맹점주와 제빵 기사에게 상세한 업무
규정과 작업표준 매뉴얼(문서를 기본으로 하여 사진이나 동영상 첨부)을
준수하도록 한다. 사실상 새로운 빵의 개발 및 기존 빵의 품질개선은 본
사 수준의 연구소와 연구개발부서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설
계하에 공장에서는 대량으로 냉동 생지를 반죽, 냉동하여 각 가맹점에 배
달하게 된다. 그 후 제빵기사는 배달된 냉동 생지를 표준화된 오픈에 표
준화된 매뉴얼대로 굽고 장식만 하게 된다. 즉 제빵기사는 본사에 의해
사전에 만들어진 매뉴얼의 작업방식대로 빵을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 것
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제빵기사의 재량권이 개입될 여지는 매우 적다. 나
아가 제빵노동의 단순화, 표준화는 기능적 유연성과 노동강도 강화를 높
일 가능성이 있었다. 흔히 가맹점에서의 하루 작업과정을 보면 제빵기사
는 7시 정도에 출근하여 혼자 아침 식사용의 빵류를 만들고 오전 9시에
서 정오까지는 그날 오후에 팔아야 할 70종류가 넘는 빵과 과자를 800～
900개를 굽고 오후에는 케이크 등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일을 유연하게
수행한다. 사실상 제빵기사의 기능적 유연성과 노동강도 강화가 가능한
것은 제빵 과정의 단순화, 표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작업결과에 대한 실시간 관리․감독을 통해 정보기술에 기반을
둔 통제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전화, SNS, 스마트워크 등 다양한 정보통
신기술을 이용하여 가맹 본사는 가맹점의 제빵기사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할 수 있다. 작업결과에 대한 실시간 관리․감독은 앞서 살펴본 원료
및 설비 그리고 작업방식의 사전적 표준화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제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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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작업시간에 대한 재량권을 관리하기 위함이었다. 주문과 동시에
요리가 시작되는 즉석음식점과는 달리 베이커리점에서는 주문과 생산 사
이에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곤 하였다. 또한, 제빵기사가 빵 굽기장식 노동에 대한 숙달과 경험이 높아지면 나름대로 여유시간이 존재할
수 있다. 정보체계에 의한 작업결과의 실시간 관리/감독은 주로 제빵기사
가 주방에 설치된 스마트워크 시스템에 생산 및 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최근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업체는 배
달 앱이라는 주문중계형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매장에 오지 않더
라도 원격으로 원하는 빵을 주문하고 배달받을 수 있게 하였다. 소비자가
배달 앱을 통해 특정 가맹점의 플랫폼에 들어가게 되면 빵의 종류와 재
고수량 그리고 가격을 볼 수 있다. 제빵기사가 주방에서 스마트워크 시스
템에 생산/재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작업은 소비자가 보게 되는 배달 앱
의 기초적 정보로 활용된다. 결국, 제빵기사의 작업시간에 대한 재량권
여부는 이와 같은 배달 앱 정보기술에 의한 실시간 관리․감독에 의해
축소되고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된다.
넷째, 제빵기사의 근태관리, 빵의 품질평가, 매장의 위생 상태에 대한
대면적 감독 등을 통하여 위계에 기반을 둔 통제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흔히 가맹점주는 제빵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어도 일정 자본만 있으면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가맹점의 창업이 가능하다. 반면에 제빵 과정은 국
가공인 자격증을 가진 제빵기사의 숙련 노동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
황에서 기술과 경험이 없는 가맹점주는 제빵기사의 작업과정에 대한 대
면적 통제를 할 수 없으며 제빵기사와 갈등이 있으면 단지 인력공급업체
와의 용역계약을 거부할 권리만 존재한다. 따라서 제빵기사에 대한 대면
적 통제는 주로 가맹 본사와 인력공급업체의 관리자에 의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제빵직군의 위계를 보면 가맹 본
사에는 정점에는 제조팀장이 있어 산하에 제조장과 제방기술 품질 관리
자를 두고 있고 인력공급업체에서는 현장관리자를 중심으로 하여 지원기
사, 교육지원기사를 밑으로 배치하여 가맹점의 제빵기사와 카페 기사를
감독하고 있다. 이러한 위계를 통해 가맹 본사와 인력공급업체에서는 정
기적으로 품질관리 관련 교육지원기사들을 가맹점에 보내어 빵의 품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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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및 매장의 위생 점검을 시행하고 이 과정에서 제빵기사에 대한 대면
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맹 본사와 인력공급업체의 가맹점에 대한
품질/위생 평가의 결과는 SNS나 카톡을 통해 개별 제빵기사들에게 공지
되고 평가점수가 낮은 제빵기사들은 퇴근 이후 가맹 본사로 모여 품질
및 위생 관련 재교육을 받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평가점수는 제빵기사의
인사평가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근태관리도 스마트워크 시스템에 의해
가맹 본사에서 직접 관리/감독되고 있다.
결국, 가맹본사와 인력공급업체들은 원료와 설비의 표준화, 매뉴얼에
의한 작업방식의 표준화, 작업결과에 대한 실시간 정보관리와 감독, 정기
적인 품질/위생 평가와 대면적 감독 등 다양한 통제방식 간의 교합을 통
해 공간적으로 분리된 가맹점 제빵기사의 작업과정을 입체적으로 관리하
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빵기사의 생산과정에 대한 자율권과 경영 참여
는 매우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인적자원개발
가. S제빵

S제빵에서의 인적자원개발 현황을 보면 우선 사장의 학습 지향적 리
더십을 토대로 하여 본사의 인사팀에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으며 생산현장에서는 상사와 부하 간의 그리고 동료 간의 무형식학
습이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형식학습의 경우 경영진은 매년 직종
별/직급별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실천하고 있다. 제빵기사를 대상으
로 한 대표적인 직무별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는 생산직 세미나 교육프
로그램이었는데, 이는 매년 국내외 제빵/제과 분야의 저명한 장인을 초청
하여 신제품 개발 계기를 촉진하고 품질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되
고 있다. 한편 무형식학습 현황을 살펴보면 생산현장의 실천공동체(CoP)
를 기반으로 하여 제빵장인-기사 간의 협력, 지원 관계를 통해 비공식적
이며 일상적인 무형식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입 제빵기사는 전문가
발전 단계에서 초보자 단계에 해당하며 생산현장의 실천공동체(Co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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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년 정도 근무하면서 업무 경험과 작업장 내 의사소통을 통해 고급입
문자 단계로 성장한다. 이후 제빵기사는 근속연수가 5-6년이 지나게 되
면 능숙자 단계로 발전하여 S제빵 제빵 과정에서의 중간 허리 역할을 담
당하게 되며, 근속연수가 10년에 이르게 되면 숙련자 단계인 초보적인 제
빵장인으로서 대우를 받게 되고 전문가 단계의 가장 높은 수준인 제빵장
인은 입사 이후 20년이 지난 다음에야 다다르게 된다고 한다.
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우선 신입 제빵기사
들은 이미 제도화된 교육기관에서 제빵에 대한 공식적 지식을 지니고 입
사하여 스스로의 업무 경험과 다른 선배/동료로부터의 의사소통과 비공
식적 지원을 통해 입사 2년 이후 고급입문자 단계로 발전한다고 한다. 하
지만 이러한 생산현장의 무형식학습만으로는 제빵장인의 단계에 올라갈
수 없다. 제빵기사에 있어 능숙자 단계와 숙련자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는 앞서 살펴본 생산직 세미나를 통해 국내외 제빵장인의 코드화된 공식
적 지식을 형식학습을 통해 전수받아야 한다. S제빵의 경우 생산직 세미
나를 통해 학습된 공식적 지식은 다시 제빵기사들의 신제품 개발이나 품
질향상 노력이라는 스스로의 업무수행을 통해 생산현장으로 전이되어 다
시금 내재화된 더 높은 제빵지식으로 발전되고 있다. 특히 S제빵에서는
2006년 이후 매년 개최되는 ‘아임 베이커’(I am Baker) 사내 경진대회의
개최를 통해 무형식학습과 형식학습 간의 상호작용을 제도화하고 있다.
‘아임 베이커’ 사내경진대회의 목적은 대전의 정서와 S제빵의 정체성을
담은 독창성 있는 신제품의 개발인데, 제빵기사들은 이 대회에 참가하기
이전부터 이미 업무수행 및 의사소통을 통해 신제품 또는 품질개선에 대
한 단서라는 암묵적 지식을 획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개인들의 표
현되지 못한 암묵적 지식은 ‘아임 베이커’ 사내경진대회의 참여를 통해
촉발되어 신제품 개발이라는 공식적 지식으로 변환되는 것이다. 본 대회
의 진행과정은 S제빵의 새로운 주력상품을 선정하는 연구개발 과정이기
도 하였으며 나아가 경연장이라는 축제를 매개로 제빵기사 간 실천공동
체의 결속력을 다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나아가 제빵기사의 업무경험
과 타인 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자기성찰이라는 무형식학습은 사내경진대
회를 매개하여 일본의 동경제과학교라는 고급의 형식학습 프로그램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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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연계되고 있다.
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A사

최근 빵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한 끼 때움’에서 건강하고 신선한 새
로운 빵으로 변화됨에 따라 베이커리 전문점의 지속적 경쟁우위를 위해
서는 고객 접점에서 제빵기사의 창의성과 숙련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한
국사회에서 제빵기사에 대한 숙련형성은 대학과 전문학원에서의 제도화
된 교육으로부터 베이커리업체에 입사 이후 다양한 사내직무교육과 현장
실습, 자기주도학습을 함으로써 새로운 제빵지식과 경험을 획득하게 된
다. 숙련된 제빵기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습내용 또한 신제품 개발 →
원료선택 → 반죽 → 성형 → 빵 굽기 → 장식에 걸친 제빵의 전 과정에 걸
친 지식을 이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력공급업체에서 실천하고 있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가맹점 제빵기사들의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제빵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과학적 지식과 제빵 신기술의 폭넓은 교육내용은 생략되고 단지 냉동 생
지에 대한 빵 굽기와 장식으로만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공식적인 교육프
로그램도 입사 이후 수습기사로 가맹점에 배치되기 전에 약 10주에 걸친
입사교육으로만 제한되어 있으며 가맹점 현장에 배치되어서는 제빵 기사
에게 지원되는 추가적인 직무교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빵기사들
은 가맹점에서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무형식학습에 있어 중요한 선배/동
료 제빵기사 간 모방과 관찰 그리고 의사소통을 통해 노하우가 전수되는
집단화된 조직학습의 기회가 없다. 물론 제빵기사는 가맹점에 배치되어
스스로의 개별적인 현장실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그마나 빵 굽기
와 장식으로 국한된 제빵 과정에 대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획득하는 반숙
련 과정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 없이 개인
의 학습노력과 비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가맹점 제빵기사의 핵심
역량은 베이크 오프(bake-off) 생산방식으로 인해 규격화된 제빵 과정의
일부분으로만 축소되었고 단지 본사의 생산계획에 맞추어 빠른 시간 내
에 다양한 냉동 생지를 굽고 장식하는 단순 역량만을 요구받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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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작업 맥락에서 가맹본부의 제빵기사에 대한 교육투자는 입사 시기
로만 국한하여 최소한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마치 제조업 조립라인에
있는 탈숙련공과 같이 개별적인 현장실습을 통해 반숙련 과정을 학습하
고 있다고 판단된다.

3. 인적자원관리
가. S제빵

S제빵에서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적 이유에 의해 집단적 고용조정은 시행된 적이 없으며 최근
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고용안정과 차별 개선을 위
해 노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모든 직종의 근로자들은 고용안정에 대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선발의 경우, 서류전형 → 1차 면접 → 2차
면접 → 최종결정이라는 4단계의 엄격한 과정을 통해 전 직종의 근로자를
선발하고 있다. 제빵기사의 경우 학력과 상관없이 제빵/제과 기능사 자격
증을 소지한 자만이 서류전형을 통과하게 되며 경영진은 1, 2차 면접에서
제빵기사의 능력과 품성 등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 면접에 통과한 지원
자들은 3개월의 인턴과정 동안 제빵 과정에 투여되며 현장관리자는 인턴
사원의 제빵에 대한 능력과 열의를 좀 더 깊게 파악하여 입사자를 최종
결정한다.
S제빵의 인사고과는 실적평가보다는 역량평가를 중심으로 하여 근로
자의 잠재적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빵 과정의 특성상 흐름
생산과 집단적 협업으로 인해 근로자 개인의 추가적 노력과 기여도를 측
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업적은 지점의 위치와 영업 전략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사고과는 근로자의 역량평가로 집
중하였고 업적의 경우는 지점별 집단 인센티브를 통해 집단적으로 보상
해주고 있다. 인사고과 기준은 제빵기사에 대한 장인적 인재상을 중심으
로 하여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인사고과의 절차 및 과정은 대체로
투명하였으며 인사고과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또한 존재한다. S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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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에서는 생산직 제빵기사들이 상무이사를 비롯한 상위관리직(부장급 이
상)까지 승진하고 있으며 승진 결정 시에는 직원들의 능력과 성과를 정
확히 반영하여 학연, 지연, 혈연 등의 비합리적 요소들을 배제하고 있다.
동종업종에 비해 S제빵의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입직원의 경우 초봉으로 약 3.2천만 원, 그리고 근속연
수 5-6년 제빵기사의 연봉은 약 5천만 원 정도인데 2019년 기준 제과점
업체 상용종사자 1인당 연간급여가 약 1.7천만 원이고 제빵기사의 평균
연봉이 2,985만원이라고 할 때 S제빵 근로자의 연간 급여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판단된다. S제빵의 경우 분기별로 영업이익의
15%를 근로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데, 전체 인센티브 총액에 대해
우선 지점별 업적에 근거하여 차별적으로 분배하고 다시 지점에서는 인
사고과에 근거하여 개개인의 인센티브 지급액이 결정된다고 한다. 사내
복지에 대해 살펴보면 S제빵은 동종업종에 비해 높은 수준의 사내 복지
시설과 제도를 갖추고 있었다. S제빵은 중견기업으로 상대적으로 큰 공
간에 매장과 주방을 배치하고 다양한 사내 복지시설(전용 식당을 통한
세 끼 식사와 간식 제공, 휴게실에 직원 개인의 사물함 비치, 탈의실과
간단한 샤워시설, 전신 안마기와 발안 마기 구비)을 갖추어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A사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A사가 가맹점의 제빵기사에 대하여 어떠
한 유형의 인적자원관리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A사에서 나타나는 4자 간의 중층적 고용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A사의 생산-유통 네트워크는 가맹 본사를 중심으
로 가맹점을 전방 통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료생산업체, 운송․물류 업
체, 인력공급업체 또한 후방통합하였으며 이러한 공급사슬에 참여하는
그룹계열 자회사들을 전사적 자원관리(ERP)를 통해 통합하고 있다. 이
공급사슬의 네트워크에서 가맹점의 제빵기사는 가맹 본사-인력공급업체
-가맹점주-제빵기사라는 4자 간의 중층적 고용관계를 맺게 된다. 제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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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도급계약은 가맹 본사의 알선에 의해 가맹점주와 인력공급업체 간
에 이루어지고 인력공급업체의 소속인 제빵기사는 각 가맹점에 파견되며
제빵 노동을 하게 된다. 흔히 프랜차이즈 방식이 전면화된 편의점의 경우
가맹 본사-가맹점주-아르바이트 임시직이라는 3자 간의 중층적 고용관
계를 형성하여 가맹점주가 직접 아르바이트 임시직을 고용하고 관리․감
독하게 된다. 하지만 베이커리업계의 경우 가맹점주가 제빵에 대한 지식
과 경험이 없고 제빵기사의 노동이 제빵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숙련노동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고용계약은 그룹계열의 자회사인
인력공급업체가 담당하고 관리의 경우 가맹 본사와 인력공급업체가 분담
하게 된다. 그렇다면 왜 가맹 본사는 제빵기사들은 직접 고용하지 않고
관리․감독만을 할까? 아마도 그 이유는 간접고용을 통해 제빵기사에 대
한 인건비를 절감하고 나아가 직접고용 시 수요 변동에 따른 비용과 위
험을 인력공급업체와 가맹점주로 전가함으로써 수량적 유연성을 확보하
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중층적 고용관계하에서 제빵기사의 인사고과는 가맹점주가 아
닌, 가맹 본사와 인력공급업체의 관리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수습기사-제
조기사-조장-반장-주임대행-주임-직장으로 이어지는 위계에 소속되어
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2017년 기준 제빵기사의 월평균 임금
수준은 240만 원 정도이었다가 노사갈등 이후 노사정 간의 사회적 합의
를 통해 새로운 인력공급업체가 창업되었고 현재에는 월평균 임금 수준
이 330만 원 정도로 인상되었다고 한다. 제빵기사의 임금 구성체계를 보
면 기본급이 있으며 생산수당, 직위수당, 성과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앞서 살펴본 월별 용역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임금항목은 생산수당이다.
전체 임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산수당의 경우 개수제 임금형태로
서 가맹점에서 가맹 본사로 주문하는 냉동 생지 및 부재료의 양에 근거
하여 몇 단계의 등급으로 나누고 이에 근거하여 가맹점주에게 월별 용역
비가 청구된다. 새로운 인력공급업체에서 제빵기사에게 제공하는 복리후
생 및 기타 처우여건을 보면 4대 사회보험 가입을 비롯하여 복지포인트
지급,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 임직원 점포 할인, 경조사비 및 장례물품 지
원, 휴가비 지급, 자녀 학자금 지원, 장기근속자 포상, 단체상해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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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가맹점이라는 생산현장에서의 사내 복지시설
을 보면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베이커리 자영업자 또는 대기업 프랜차이
즈 베이커리 가맹점은 대개 소규모의 매장으로 임대되어 있어 사내 복지
시설을 갖출 공간적, 재정적 여지가 매우 적다. 그래서 대기업 프랜차이
즈 베이커리의 제빵기사들은 탈의실, 휴게실, 전용 식당 등등 가장 기초
적인 사내 복지시설의 혜택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4. 노사관계
가. S제빵

S제빵의 경우 2005년 공장과 매장의 전소라는 사건은 노사 간의 협력이
기업의 생존 성장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요인이었다는 점을 확인시킨 계
기로 작용하였다. 당시 화재로 인한 전소라는 위기 속에서 경영진이 망연
자실하고 있을 때 S제빵을 살려낸 주된 요인은 조직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집단적인 재건 노력이었고 이는 경영진으로 하여금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
영에 있어 노사 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이러한
노사 상생의 재건과정을 경험하면서 경영진은 ‘나눔’ 정신에 기반을 둔 인
본주의적 경영방식을 노사협의회의 실질적 가동, 고충 처리의 합리적 운영,
한마음 신문의 창간, 직원단합대회 개최 등으로 제도화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S제빵에는 2020년 1년 동안 4-5회의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었으며
이 협의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경영, 조직상의 변화
에 대한 정보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S제빵의 경우 근로자의 고
충을 전달할 공식적인 통로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으며 고충 제기 후 처
리 과정에서 노사 간의 의사소통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사팀에서
고충 처리 절차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 또한 고충 처리를 신
청한 근로자에게 피드백되어 회사의 고충 처리에 대해 근로자들의 만족
도는 높은 편이다. S제빵은 한마음 신문의 발간과 배포를 통해 노사 간
그리고 개별 근로자 간의 공식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있다. 2005년 전
소 사건을 계기로 하여 인본주의적 비전과 경영전략이 ‘무지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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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되어 발표되었고 2008년에 사내 신문인 ‘한 가족 신문’을 발행하
여 매주 1회 경영진의 조직구성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촉진하고 있다. S
제빵에서 직원단합대회는 1년에 한 번 개최되는데 직원단합대회 시 일제
히 모든 지점의 문을 닫고 모든 조직구성원과 함께 1박 2일 동안 직종 간
/지점 간 근로자들의 단합과 여가 그리고 경영진과 근로자 간의 대면적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다.
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A사

앞서 살펴본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A사의 제빵 노동 단순화/표
준화, 기능적 유연화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 중층적 고용관계로 인한 고
용조건의 악화는 제빵기사가 전투적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하고 적대적
노사관계가 발현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모 일간지에 의해 대기업 프랜
<표 5-10> S제빵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A사 간의 일터혁신 비교

S제빵

- 숙련된 제빵기사에 의한 장인적 생산
방식 : 제빵기사가 반죽-성형-빵굽기-장
식이라는 전 과정에 투입되어 자율성을
가지고 집단적인 팀을 구성하여 노동.
직무 충실화된 제빵 노동
- 참여적 작업조직 : 지점별로 분권화된
지역별 사업본부체계를 골간. 지점 내에
작업
있는 파트들은 자율적 작업팀으로 구성.
조직
지점에서 제빵기사들은 1년을 주기로
하여 파트 간에 직무순환. 파트 내 의사
결정 과정을 보면 일일 생산일정에 대한
인력배치 및 작업방법은 파트 내에서 자
율적으로 결정하고 제빵기사들의 제빵
과정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 실천공동체
의 규범에 기반한 관리방식 활용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A사
- 베이크 오프(bake-off) 방식에 의한
기계적 생산방식 : 냉동 생지라는 신기
술에 기반. 가맹본사-가맹점 간의 기술
적 분업과 공급사슬관리. 가맹본사의 전
사적 자원관리(ERP) : 정보수집과 생산
계획의 중앙 집중화
- 통제적 작업조직 : 노동의 성격은 제빵
노동(굽기+장식)의 표준화/탈숙련화/기
능적 유연화. 작업 매뉴얼에 근거한 제
빵 노동의 표준화. 제빵기사는 가맹점
주방에서 혼자 근무. 하루에 70종류가
넘는 빵 800개 정도를 굽고 케이크 제작
수행. 가맹점의 작업조직은 가맹점주를
중심으로 제빵기사, 카페기사, 영업 스텝
으로 구성. 통제방식은 원료와 설비의
표준화, 매뉴얼에 의한 작업방식의 표준
화, 작업결과에 대한 실시간 정보관리와
감독, 정기적인 품질/위생 평가와 대면
적 감독으로 다차원적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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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의 계속

S제빵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A사

- 학습 제약적 작업장 : 베이크 오프
- 학습 촉진적 작업장 : 사장의 학습지향
(bake-off) 라는 기계체계에 의해 제빵
적 리더십하에 제빵기사에 대한 다양한
기사의 역할이 축소. 이로 인해 제빵기사
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이 실천되고 공정
에 대한 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이 제약
한 학습기회 또한 부여
되고 학습 제도화의 수준도 낮음
- 높은 수준의 형식학습 : 생산직 세미나
- 낮은 수준의 형식학습 : 인턴사원 채용
교육 프로그램은 매년 국내외 제빵/제과
이후 10주간 실시. 입사 이후에는 제품
분야의 저명한 장인을 초청하여 S제빵
매뉴얼과 동영상에 기반하여 냉동 생지
인적
내 제빵기사의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의 빵굽기, 장식으로 국한된 온라인-단
자원
품질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
순직무교육으로 제한
개발 - 풍부한 집단적 무형식학습 : 생산현장의
- 단순한 개별적 무형식학습 : 제빵기사 1
실천공동체(CoP)를 기반으로 하여 상사
인에 의한 현장에서 업무경험이 주된 학
(제빵장인)-부하(도제)간의 협력/지원관
습형태. 작업현장에서 선배/동료 제빵기
계를 통해 비공식적이며 일상적인 무형
사간 의사소통과 현장실습(OJT)을 통해
식 학습이 이루어짐. 아임 베이커’(I am
노하우가 전수되는 집단화된 일상적인
Baker) 사내 경진대회의 개최를 통해 암
조직학습의 기회는 없음. 다만 한시적으
묵적 지식과 공식적 지식 그리고 무형식
로 교육기사가 파견되어 단기간의 현장
학습과 형식학습간의 상호작용을 제도화
실습이 이루어짐.
- 안정적인 정규직 직접고용 : 제빵기사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경제적 이유에 의
한 집단적 고용조정은 실시된 적이 없음.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여 정
규직화가 시도. 고용안정에 대한 높은 만
족도
- 엄격한 선발 : 서류전형→1차면접→2
차면접→최종결정이라는 4단계의 엄격
한 선발
인적 - 역량중심의 인사평가 : 실적평가보다는
자원
역량평가를 중심으로 하여 제빵기사의
관리
미래의 잠재력에 대해 평가
- 높은 임금 수준과 집단성과 기반 임금
체계 : 신입직원의 경우 초봉으로 약 3.2
천만 원, 그리고 근속연수 5-6년 제빵기
사의 연봉은 약 5천만 원 정도로 상대적
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 임금체계는 연봉
제. 분기별로 영업이익의 15%를 근로자
에게 성과급으로 지급.
- 다양한 사내복지 : 다양한 사내 복지 제
도와 시설을 구비하여 직원들에게 제공

- 불안정한 4자 간의 중층적 고용 : 제빵
기사는 인력공급업체의 소속으로 각 가
맹점에 파견. 업무지시/평가는 가맹 본사
와 인력공급업체가 수행
- 단순 선발 : 1차 선발 이후 가맹점에 수
습기사로 파견되어 2-3개월간 근로 이후
정식기사로 채용
- 행동 중심의 인사평가 : 가맹 본사와 인
력공급업체의 관리자에 의해 근태, 빵의
품질, 주방 위생 등을 평가
- 보통의 임금수준과 개수제 임금체계 :
2017년 기준 제빵기사의 월평균 임금 수
준은 240만원 정도였다가 노사갈등 이후
현재 330만원으로 상승. 임금은 기본급생산수당-직위수당-성과수당으로 구성.
생산수당의 경우 주문된 냉동 생지 및
부재료의 양에 근거한 개수제 임금체계
- 기초적 사내복지 : 법적인 사내 복지(예:
4대 보험 가입)는 있으나 기본적인 사내
복지시설(식당, 탈의실, 휴게실)은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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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의 계속

S제빵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A사

- 적대적 노사관계 : 제빵노동의 단순
- 협력적 노사관계 : 2005년 공장과
화, 기능적 유연화 인한 노동강도,
매장의 전소라는 사건을 계기로 노
고용조건의 악화로 인해 전투적인
사 간의 협력이 실질적으로 촉발
제빵기사노조 등장
노사
- 노사 파트너십 주요 제도 : 노사협
- 노사 분쟁의 주요 이슈 : 2017년 A
관계
의회의 실질적 가동, 고충처리의 합
사의 제빵기사 불법파견, 임금체불.
리적 운영, 한마음 신문의 창간, 직
2021년 제빵기사의 복수노조간 갈
원단합대회 개최
등과 인력파견 B사의 부당노동행위.

차이즈 베이커리 A사의 제빵기사 불법파견과 연장수당 미지급이 공론화,
이슈화되었고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시작되었다. 같은 해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A사의 제빵기사 700여 명이 산별노조인 민
주노총 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해 8월 17일 A사 지회를 설립하였
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A사
의 제빵기사에 대한 불법파견을 확인하였고 인력공급업체 5,378명을 직
접고용하고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110억 원을 제빵기사에게 지급하라
고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2018년 1월에 들어서면서 정당, 한국노총, 민
주노총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근거해 대기업 프랜차
이즈 베이커리 A사와 가맹점주들은 합작하여 인력공급 자회사인 B사를
설립하여 제빵기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게 되었다. 한편 현재 대기
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A사의 제빵기사들을 조직대상으로 한 노조는
민주노총 지회뿐만 아니라 한국노총 지회도 있어 조합원 조직화를 두고
경쟁하게 되는 복수노조의 상태이다.

제6절 소 결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규모의 서비스기업에서 일터혁신이 어떻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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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지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고성과작업체계의 지향성을 갖는 일터혁신
모델이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빵업종의 중견기업인 S제빵을 대상으로 하여 단수 사례 심
층분석과 설문조사 통계분석을 시도하였고 나아가 S제빵과 대기업 프랜
차이즈 베이커리 전문점인 A사의 일터혁신 수준에 대해 비교․분석하였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제빵시장의 현황을 보면 2개의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가 시
장을 과점하여 상호 간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한편 지역이라는
틈새시장에서는 지역화 전략에 근거한 종합 베이커리 전문점이 약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쟁환경에서 S제빵은 지역화 전략과 일터혁신
전략을 결합하여 인본주의적 경영방식을 정착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00년 후반 이후 조직 규모를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다. S제빵의 일터혁
신 현황을 보면 장인적 생산방식에 근거한 참여적 작업조직을 정착시키
고 있으며 기존부터 존재해 왔던 제빵기사들의 실천공동체와의 연계를
통해 규범에 근거한 관리방식과 다양한 형식/무형식학습을 시도하고 있
다. 경영진은 상호 호혜성의 원칙으로 제빵기사들의 실천공동체에 대해
고용안정/고임금과 집단적 인센티브/공정한 인사평가와 승진/다양한 복
지라는 몰입형 인적자원관리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 수준에
서 근로자의 직무 만족과 조직몰입 그리고 집단수준에서 노사 간의 협력
을 이끌어내고 있다. S제빵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A사의 일터
혁신 유형을 비교해보면 S제빵은 인간관계론에 기반을 둔 고성과작업체
계의 유형을 발전시키고 있는 반면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A사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기반을 둔 통제형 작업체계의 유형을 정착시
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가 중소규모 서비스기업의 일터혁신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최근 소비자의 욕구가 고급화․다양화되고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반응 속도
가 다소 느린 대기업에 비해 유리해지고 있는 시장경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제빵시장에서도 이제는 소비자들이 신선하고 건강하며 맛있는 빵
을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전문점은 베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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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bake-off) 생산방식이라는 신기술을 통해 적응하고 있지만 그 생산/
유통기간 및 관리방식의 한계점으로 인해 즉석에서 반죽하여 빵을 굽고
있는 중소 베이커리 전문점의 ‘빵맛’을 따라오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판
단된다. 둘째, 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에서 일터혁신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는, 경영진은 과거부터 생산현장에 존재해 왔던 서비스 근로자들의 직종
별 실천공동체의 장점과 발전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공
인 자격증을 가진 서비스업 근로자들(의료, 법률, 교육 등등) 사이에는 집
단적 형태의 실천공동체들이 비공식적으로 다수 형성되어 있다. 서비스
업종의 노동과정에서는 근로자와 소비자가 상호 작용하면서 생산-소비
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서비스의 고품질화를 위해서
는 근로자들의 역량과 몰입이 매우 중요하다. S제빵에서도 과거부터 제
빵기사라는 직종별 실천공동체가 존재했으며 이에 대해 1대 창업주와 2
대 경영진은 인본주의적 경영방식을 통해 고용안정/높은 보수/다양한 인
적자원개발이라는 ‘선물’을 주었고 이에 대해 제빵기사들의 실천공동체는
자발적 노력과 몰입으로 보답했던 과정이 지금의 S제빵을 있게 한 것으
로 판단된다. 셋째, 대기업 프랜차이즈 네트워크에서도 현재의 통제적 관
리방식에서 벗어나 가맹점 수준에서의 일터혁신을 시도할 필요성이 있
다. 현재 서비스 시장의 생산과 유통과정 대부분은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중소기업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으로 형태가 변환되고 있는 것이 추세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수준에서 보면 가맹점은 여전히 소유주가 존재하는 중소기업이며
최근의 시장 변화에 맞게 고객 접점에 있는 가맹점 수준의 일터혁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제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생존 성장하기 위해서
는 본사는 현재의 통제적 관리방식이 아닌, 가맹점의 일터혁신을 제대로
지원하는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로 변화되어야 한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A사 사례를 보면 베이크 오프(bake-off) 생산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은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
이다. 왜냐하면 재료와 설비가 한계가 있더라도 조리하는 자의 역량과 몰
입에 의해 음식의 ‘맛’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은 S제빵이라는 단일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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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연구결과를 중소규모 서비스기업 전체의 일터혁신 방식으로 일반화
시킬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는 질적 연구방법에 내재한 고유한 문제점으
로서, 특정 사례에는 사실상 다양한 이질적 속성들이 서로 엇물려 현실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 전략상 유형화하는 과정에서 흔히 연구자들
은 사례에서 보이는 하나의 속성을 부각하고 이로 인해 다른 속성은 연
구의 시야에서 다소 멀어지게 된다. 실제로 S제빵에서도 최근 급속한 조
직 규모의 확장과정에서 고성과작업체계의 속성뿐만 아니라 과학적 관리
법에 기반을 둔 통제형 작업체계의 속성 또한 부분적으로 발현되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의 일반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
규모 서비스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양적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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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 론

Pot & Dhondt(2015)은 일터혁신(workplace innovation)이란 작업조직,
인적자원관리, 노사관계, 지원 기술들에 있어서 새롭고 통합된 개입을 설
계하는 것으로 제시하면서, 일터에서 조직이 종업원을 관리하고 업무를
조직하고,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을 학습하고 향상시키는 일터 관행들의
참여적이고 유인적인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터혁신은 미국, 캐
나다, 호주 등에서는 고성과일터나 고성과작업시스템 혹은 관계적 협력
같은 개념으로 연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터혁신은 주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는데, 공공
부문의 일터혁신은 주로 공공부문 혁신 혹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연구
되어 왔으며 민간부문의 일터혁신과는 달리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유럽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의 일터혁신 모형들이 제시되고 있는 연구 초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들과는 다른 공공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부문만의 일
터혁신 모형이 제시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연구되기 시작한 일터혁신은 YK
사 모형을 중심으로 주로 민간 제조업에 대하여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타 업종에 대해서는 확대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었다. 최근 들어서야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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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업 등 비제조업의 일터혁신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오계택 외,
2020; 조성재 외, 2017). 그러나 공공부문의 일터혁신에 대해서는 전혀 연
구되지 않았다. 즉 공공부문의 일터혁신은 민간부문의 일터혁신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공공부문의 일터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
지, 공공부문의 일터혁신 프로세스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공공부
문 일터혁신 결과물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등의 이슈들에 대한 연구가 전
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공공부문은 정부혁신에 따른 다양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진행해왔고, 우수한 공공기관들은 다양한 일터혁신
관련 시상 및 인증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 왔다. 따라서 일터혁신을 일하
는 방식의 변화로 단순하게 정의해본다면,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 다양
한 일터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형
일터혁신 모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최근 들어 비중이 높아진 공공부문
의 일터혁신 모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부문과 차이점을 나
타낼 것으로 판단되는 공공부문 일터혁신의 특성을 도출하여 한국형 일
터혁신 모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필요성에 근거를 두고 공공부문 일터혁신의 개
념 및 모형을 도출하고, 이러한 모형을 인적자원관리와 관련한 여러 시상
및 인증에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낸 H공단에 적용하여 살펴봄으로써 한국
의 공공부문 일터혁신 모델을 도출하는 데 의미있는 기여를 하고자 한다.

제2절 공공부문 일터혁신의 분석틀

1. 공공부문 일터혁신의 배경
가. 신공공경영론의 대두

전통적으로 행정조직과 공공조직은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료제

제6장 공공부문의 일터혁신 사례 201

구조를 활용해 왔다. 막스 베버는 관료제 구조를 조직화를 위한 가장 효
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제시했는데, 관료제는 합리적인 통제를 통하여 주
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과거와는 다르게 체계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방
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베버는 관료제 구조를 구성하는 차원들로
규칙과 절차, 전문화 및 분업화, 권한계층, 기술적 요건을 갖춘 인재, 사
람과 직위의 분리, 문서화된 의사소통과 기록 등을 제시하였다(Daft,
2017). 이런 관료제 구조는 특히 대규모의 조직구조와 안정적인 환경을
갖고 있는 조직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따라서 급속도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대규모 조직이 생겨나던 시기에 적합한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가장 효율적인 조직 형태라고 칭송받던 관료제는 빠른 환경 변
화가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비효율성을 만들어내는 원인으
로 작동되는 것이 확인되었고(Daft, 2017), 특히 장기적인 경제위기와 재
정적자 누적의 원인으로 관료제의 폐해를 원인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게 되었다(심용보, 2008). 이런 비효율성의 온상이 된 관료제의 부
정적인 모습과는 대비되어 경제성, 효율성, 유연성을 추구하는 민간기업
의 경영방식과 시장경쟁 기제가 오히려 칭송받게 되었고 1980년대부터
OECD 회원국은 공공부문에 시장경쟁 기제와 민간기업 경영방식을 도입
함으로써 정부와 공공부문의 혁신을 달성하고자 하였다(심용보, 2008). 이
에 따라서 나타나게 된 것이 신공공경영론(New Public Management)이다.
심용보(2008)에 따르면 신공공경영론의 기본 관점은 다음과 같다. 조직
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설정과 더불어 그 목표 실현을 위해 자
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그 결과를 시간과 돈으로 측정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장경쟁을 통한 관리와 기업가적 지도력의 확립이
중요하다. 즉, 과거 독점상태에서 관료제에 근거하여 운영된 공공부문에
시장 경쟁 논리의 도입을 통해서 효율성 향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
으며, 시장경쟁 상태에서 개별 공공기관은 경영자에 의해 지도되고 통제될
때 효율성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다. 이런 신공공경영론 논리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용보, 2008).
◾ 경영권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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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단위별 분산화
◾ 시장경쟁 도입
◾ 업무표준의 명확화와 성과측정
◾ 결과에 근거한 보상
◾ 창업자적 민간부문 경영방식 도입
무엇보다도 신공공경영론의 가장 큰 효과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관료
제 형태의 공공조직을 효율화하고 유연화하였다는 점으로 파악된다. 권
기헌(2007)에 따르면 한국정부 역시 1990년대 중반부터 재정적자 및
1990년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세계화의 흐름에 동참해야 했고,
그 수단으로부터 효율성 중심의 신공공경영론 패러다임을 급속하게 도입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과 공공부문 조직에 성과평가제도가 도입되
어 경쟁시스템에 따른 차등적인 성과급제도가 활용되게 되었고, 공공기
관의 경우에는 민간기업과 유사하게 기관장들에게 경영권을 부여하여 책
임경영을 하도록 요구받게 되었다. 즉 이를 통해 좀 더 공공조직들을 효
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나. 신공공경영론에 대한 비판 확산

그런데 1990년대 중반부터 신공공경영론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 제시되
기 시작했는데, 비판 관점의 학자들은 신공공경영론의 효율성 중심의 시
장경쟁 기제와 민간기업 경영방식, 기존 규칙을 파괴하는 기업가적 리더
십 등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기본 기능인 민주성, 책임성, 형평성
과 충돌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심용보, 2008). 특히, 관료주의적 운영방
식과 신공공경영론 모두가 공공부문 종사자의 자발성에 근거하기보다는
위로부터의 통제에 초점을 두는 기계적 조직모형이며 시민들의 늘어나는
참여욕구와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
음을 지적하면서(심용보, 2008), 공공부문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모형을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즉, 공공부문이 지닌 특성
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경제성, 효율성으로 경도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제6장 공공부문의 일터혁신 사례 203

서는 다른 중요한 목적인 공공성, 민주성을 부각시켜 균형 잡힌 공공부문
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심용보, 2008).
우리나라에서도 신공공경영론 관리방식의 도입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갈등이 심화되었고, 참여정부에 이르러서는 공기업 민영화 등 신공공경
영론에 따른 방식을 보류하고 행정개혁 로드맵을 통해 공무원을 개혁대
상이 아닌 개혁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여 ‘밑으로부터의 참여’를 강조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였다(권기헌, 2007).
다. 공공기관의 효율성 대 공공성 논쟁

신공공경영론을 비판하고 민간기업과는 다른 공공부문의 특성에 초점
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관점은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용어는 신공공서비스론이다(심용보, 2008). 신공공서비스론
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기업과는 다른 공공부문의 특성과 합
리성에 초점을 두는데, 특히 공공기관으로서 효율성 못지않게 중요한 공
공성을 중심에 놓고 공공서비스의 혁신에 초점을 둔다.
Mount(2002)는 신공공경영론과 다른 새로운 정부 혁신방안으로 다음
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 권한을 위임하고 유연성을 제고
◾ 성과측정, 통제, 책임성을 확보
◾ 경쟁과 선택의 권리를 확장
◾ 고객지향적인 서비스를 공급
◾ 인적자원관리를 향상
◾ 정보관리를 극대화
◾ 규제의 질을 향상
◾ 중앙정부의 ‘조타’ 기능 강화
본질적으로는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여 공공서비
스의 혁신을 도모하는 새로운 신공공서비스론이 주요한 패러다임을 형성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공공경영론의 시각도 공공기관의 혁신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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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공공성에 대한 논
쟁은 여전히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라. 우리나라의 정부혁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 IMF로
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세계화의 흐름에 동참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공공부
문도 신공공경영론에 따른 관리방식을 적극 반영하게 되었다. 이런 신공공
경영론에 따른 변화는 행정개혁이라는 개념으로 제시되었다(권기헌, 2007).
권기헌(2007)에 따르면 참여정부에 들어서 기존 정부에서 추진하던 행
정개혁을 정부혁신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는데, 행정개혁
이란 행정을 현재보다 더 바람직한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한 계획적이고
의도된 변화인 반면, 정부혁신은 좀 더 광범위하고 가치중립적인 개념이
다. 권기헌(2007)에 따르면 행정개혁이 조직개편 등 하드웨어적 개편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면, 정부혁신은 이러한 조직개편을 포함하여 조직 변
화의 아이디어, 절차, 방법, 기법 등의 도입을 통해 조직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또한 행정개혁이 탑다운 방식이라면 정부혁
신은 바텀업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해 학습이 자발적으로 축
적될 수 있는 조직여건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행정개혁이 정
부 관료제를 하나의 폐쇄형으로 보고 관료들에 대한 통제들을 통해 개혁
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면, 정부혁신은 정부 관료제를 하나의
개방형으로 보며 관료들에 대한 통제보다는 합의에 기초한 접근방식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정부혁신은 신공공경영론의 관점에서 효율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조직의 특성에 따른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여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Osborne & Plastrik(1997)은 정부혁신이란 정부 조직의 효과성, 능률
성, 적응성, 개혁성을 극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정부 조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권기헌(2007)은 Osborne & Plastrik
(1997)의 정의를 인용하여 이러한 변화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 절차, 방
법, 기법 등을 도입하는 것을 정부혁신이라고 개념화하였다. 권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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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은 정부혁신은 정부의 조직, 인사, 예산,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동시에, 법과 제도는 물론 관행과 문화까지 새롭게 바꾸는 것으로 끊임없
이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는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과 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 행정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행정의 개방성 및 투명성 강화, 시민사회와의 협치 강화 등을
주요한 기제로 제시하였다.
공공부문의 일터혁신은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관료제의 폐해
를 극복하기 위한 신공공경영론과 신공공경영론의 지나친 효율성 추구를
공공성과 균형 있게 추구하여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구하는 신공공서비스
론의 내용과 관련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정부혁신을 통하여 공공기
관의 일터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일터혁신 모형을 고
려할 때 이들의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효율성과 공공성을 토대로 공공
서비스 혁신을 고려한 모형을 살펴보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파악된다.

2. 공공부문 일터혁신의 선행연구
한편, 학계에서는 공공부문에서의 일터혁신은 민간부문만큼 관심이 아직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Newnham, 2018; 2021), 주로 정부혁신 혹은 공공부
문 혁신의 일환으로 연구되고 있다. Newham(2018)에 따르면 공공부문 조
직은 민간기업들보다 오래되었고, 성숙기에 접어든 상황이며, 정부의 정치
적 영향에 제약되기 때문에, 공공부문 조직들의 초점은 공공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일터혁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부문의 혁신 및 정부 혁신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공공부문 혁신에 대한 연구

Bloch(2011) 등은 공공부문 혁신에 대해서 “서비스와 재화, 운영절차,
고객과 소통하는 방식이나 방법에서 새롭거나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정의한 바가 있다. 또한 Bloch & Bugge(2013)는 공공부문 혁신
의 차원을 서비스 혁신, 서비스 전달 혁신, 관리 및 조직 혁신, 개념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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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혁신, 시스템 혁신으로 구분하였다. 서비스 혁신은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 혹은 기존 서비스의 개선을 의미하고, 서비스 전달 혁신은 고객들에
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새로운 방법 또는 소통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며, 관리 및 조직 혁신은 서비스의 생산 및 전달을 위한 새로운 조직 정
책을 도입하는 것이고, 개념 혁신은 기존 서비스, 절차, 조직 형태에 대한
규범에 도전하여 새로운 관점의 시각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 혁
신은 새로운 정책 개념으로 정책변화와 관련된 것이고, 시스템 혁신은 다
른 조직 및 지식 토대와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Makó et al.(2020)은 유럽위원회(2014)의 분류에 따라서 민간부문과 공
공부문의 혁신 간 차이를 제시하였는데 다음 [그림 6-1]과 같다. 민간 부
분은 제품 혁신과 마케팅 혁신이 일어나는 반면, 공공부문에서는 서비스
혁신과 커뮤니케이션 혁신이 나타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공공부문 혁신과 관련하여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로 Shani et al.(2013)은
공공 조직에서 혁신을 가져오는 경영 관리적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이에는
재량실험활동(Experimentation), 저성과 관리(Responding to low performance), 피드백 제공(Feedback), 성과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 제공(Motivation
to improve performance), 예산제약(Budget constraints)이 포함되었다.
Demircioglu & Audretsch(2017)는 Shani et al.(2013)가 제시한 혁신의 조
건들이 공공부문 혁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호주 공공부문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예산제약을 제외한 4가지 요인들은 공공
부문 혁신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1]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혁신 차이

자료 : Makó et al.(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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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혁신에 대한 연구

다음으로 정부의 혁신에 대한 연구로 대표적인 연구로는 Lowe(2015)
의 정부의 일터혁신 연구가 존재한다. Lowe(2015)는 일터혁신이란 인적
자원관리 및 작업조직 관행의 집합(bundle)으로 정의하면서, 정부에서 업
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혁신적인 방식들로 다음과 같은 관행들을 제시
하였다.
◾ 기능 유연성(직무충실화, 다기능, 직무순환, 자율작업집단 등)
◾ 유연 스케쥴
◾ 교육훈련
◾ 공식 참여 프로그램
◾ 정보 공유
Lowe(2015)는 또한 정부에서 혁신을 촉진하는 조건도 제시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 조직변화의 영향을 문서화
◾ 유연 관행에 대한 정보 공유
◾ 일터 변화에 대한 권한 분권화
◾ 혁신 장벽 제거
◾ 노조(근로자대표) - 경영진 협력 촉진
또한 Lowe(2015)는 일터에서의 과거 모형과 새로운 모형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는데, 다음 [그림 6-2]와 같다. 쇠퇴하는 과거 모형은 ‘관료적 일
터’로, 떠오르는 새로운 모형은 ‘유연한 일터’로 명명하였고, ‘관료적 일터’
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경직적이고 위계적인 조직구조, 탑다운 방식의
명령 구조, 전문화되고 좁은 직무 기술, 일상화된 관리적 업무 수행, 단순
한 교육훈련, 업무환경에 대한 미고려 등을 제시하였다. 대조적으로 ‘유
연한 일터’의 특징으로는 수평적인 조직형태, 의사결정에서 직원의 참여
및 정보공유, 확장된 팀워크, 좀 더 숙련되고 지식집약적 직무 수행, 권한
위임된 책임, 지속적인 학습, 건강하고 지원적인 업무 환경에 대한 고려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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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과거 일터 모형과 새로운 일터모형의 비교

자료 : Lowe(2015)

또한, Lowe(2015)는 정부의 일터혁신의 가상 순환 구조를 그림으로 제
시하였는데, 1단계는 유연한 직무설계, 보상, 인적자원관리 관행, 2단계는
숙련, 지식, 학습의 강화, 3단계는 향상된 근로생활의 질, 4단계는 선택의
주인 : 향상된 채용 및 유지, 5단계는 효율적/효과적 공공서비스로 이루어
진다.
[그림 6-3] 정부의 일터혁신 순환모형

자료 : Lowe(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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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공부문 일터혁신 모형

2010년대 들어서 공공부문 혹은 비영리조직에서의 일터혁신에 대해서
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Makó et al.(2020)은 일터혁신이란 작업조직
과 일터에서의 생활을 형성하고, 인간, 조직, 기술적 차원을 연결하는 사
회적 과정으로 정의하면서, 일터혁신은 궁극상태가 아니라 동태적이고
반응적인 과정으로, 내/외부 동인들에 반응하여 작업 절차 및 고용 관행
을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일터혁신의 내용, 과
정, 맥락 등 3가지 차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6-4] 일터혁신 3가지 차원

자료 : Makó et al.(2020)

Moussa(2021)는 공공조직의 독특한 특성들(예, 목표 모호성, 조직 구
조, 의사결정 과정, 인센티브 구조)와 환경적 구성요인들(예, 공공기관의
정치경제, 정부조직에 대한 성과 기준, 공공 조직에 권력과 권한을 갖는
다양한 주체들)이 공공 조직에서의 혁신의 방해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고 제시하였다. 공공부문 일터혁신과 관련하여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공
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리더십과 조직문화/조직분위기가 중요한
선행요인이라는 것이다(Moussa, 2020; Murray et al., 2013; Wipulanusat
et al., 2018). Murray et al.(2013)은 공공부문 일터혁신의 통합모형을 제
시하면서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직접적으로, 또한 조직 분위
기를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공공부문의 일터혁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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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공공부문 일터혁신 통합모형

자료 : Murray et al.(2013)

유사하게 Wipulanusat et al.(2018)도 공공부문 일터혁신에 혁신 리더
십과 혁신을 위한 양면지향 문화가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일터혁신이 공
공부문 직원의 경력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그림 6-6] 공공부문 일터혁신 연구모형

자료 : Wipulanusat et al.(2018)

최근 들어 Newham(2018; 2021)과 Moussa(2018; 2021)는 박사학위를
공공부문 일터혁신을 주제로 연구하면서 공공부문 일터혁신에 대한 통합
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먼저 Newnham(2021)이 제시한 공공부문 일터혁신의 개념적 모형은
다음 [그림 6-7]과 같다. Newham(2021)은 일터혁신의 선행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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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공공부문 일터혁신 개념적 모형(1)

자료 : Newham(2021)

인구통계변수와 고용특성을 제시하였고, 공공부문 문화는 일터혁신과 상
호작용을 주고 받는 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일터혁신의 결과요인으로는
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수준의 변수를 제시하였다.
Moussa(2021)는 호주의 공공부문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하여 공공부
문의 일터혁신을 촉진하는 요인과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혁신
의 촉진요인과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Moussa,
2021).
◾ 혁신의 방해요인
- 노후화된 조직 모형
- 지원과 자율성의 부재
- 전문적인 개발 계획의 부재
- 예산과 펀딩
◾ 혁신의 촉진 요인 : 리더십 특성
- 지원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며, 실용적이고, 예시에 의한 리더십,
의사결정
◾ 혁신의 촉진요인 : 조직 분위기
- 공유문화
- 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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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킹
- 성과측정 도구
- 인센티브
- 다양성 촉진
- 몰입
Moussa et al.(2018)에서도 공공부문 일터혁신의 통합적인 개념 모형
을 제시하였는데, 단기예산, 문제해결 기술의 부재, 변화 저항 같은 핵심
적인 잠재적 방해물들은 공공 조직에서 혁신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자기인식, 효과적인 협력, 과감성 등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리더십
행동들은 공공 조직에서 혁신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물리적 환
경, 심리적 조건, 웰빙 제도들 같은 긍정적인 조직 분위기는 공공 조직에
서 혁신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정리해보면 공공부문의 일터혁신에 있어서 프로세스나 관행 측면에서
는 민간부문과 유사하지만, 리더와 조직 분위기/조직문화가 중요한 선행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터혁신을 방해하는 공공
부문의 특수한 특징이 존재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그림 6-8] 공공부문 일터혁신 개념적 모형(2)

자료 : Moussa et al.(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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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부문 일터혁신에 대한 현업담당자 의견
다음으로 실제로 공공부문 현장에서 일터혁신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장 대표적인 공공부문인 중앙공공기관에서
성과평가, 혁신, 인적자원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3명의 전문가를 대상
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45)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일터혁신에 대하여 파악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공공부문의 일터혁신 현황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다음
은 이를 정리한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 공공부문은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를
통하여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혁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혁신 영역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7개로 정해져 있어서 기관들이 자발적
인 혁신을 추진하기에는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46) 이러한 부분은 신공공
경영론에 기반을 둔 혁신모델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된다.
둘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혁신은 정부 주도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공부문의 목표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일터혁신은 신공공경영론뿐만 아니라 신공공서비스론이 함
께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부에서 매년 세부적으로 혁신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기관의
자율적인 혁신을 제약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 안에서만 운영되어야 혁
신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기관의 자발적인 혁신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5) 8월 중 중앙공공기관인 A공사, B공단, C재단의 경영성과팀(경영혁신팀) 팀장 혹
은 인사담당자 3명을 초빙하여 FGI를 실시하였다.
46)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2018년)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공성 강화’, ‘경제
패러다임 전환 선도’, ‘국민 신뢰 회복’ 등 3가지 기본방향에서 ① 고유업무의 공
공성 제고, ② 대국민 서비스 및 조직운영 혁신, ③ 소득주도․일자리 중심 경제
선도, ④ 혁신성장 뒷받침, ⑤ 공정경제 기반 구축, ⑥ 윤리경영 강화, ⑦ 국민의
참여․협력 확대 등 7개 주요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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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우리나라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달리 여전히 위계적인 조직문
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혁신을 주도하기
는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기관별로 문화가 다소 달라서 일부
기관에서는 좀 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장려하는 문화가 존재하
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직문
화 혹은 조직분위기는 공공부문의 일터혁신에 있어서 중요한 선행요인이
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조직문화
가 혁신적인 곳에서는 일정하게 자발적인 일터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다섯째, 기관장 등 관리자들의 리더십 및 역량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우리나라 공공부문이 위계적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기관장, 본부장, 팀장 등 관리자들의 리더십에 따라서 기관의 일터혁신
정도가 크게 달라지게 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조직문화와 더불어 리
더십이 공공부문 일터혁신의 가장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제시된 바가 있
기 때문에, 관리자들의 리더십을 공공부문 일터혁신에서 중요하게 고려
할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여섯째, 기관 내부 성과평가제도 등에 따른 차별적인 혁신 변화 가능
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경영평가와 경영평가성과급 이
외에는 공공부문에서 혁신을 체계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기제가 많지 않
지만, 기관 자체적으로 내부성과평가나 혁신경진대회, 혁신 인센티브 등
을 통하여 일터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일터혁신을 모형화할 때 이러한 기제들에 대한 고려가 반드
시 필요하다.
일곱째, 노조(근로자 대표)와의 협력을 통해 정보공유 및 소통을 원활
화하는 것이 공공부문에서 일터혁신의 중요한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터혁신을 촉진하는 여러하는 기제들을 도입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
부분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일터혁신에 대한 저항을 완화하
기 위하여 노조 및 근로자대표와의 협력은 공공부문에서도 일터혁신의
중요한 차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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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부문 일터혁신 분석 틀
앞서 선행연구와 현업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일터혁신
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번 파트에서는 공공부문 일
터혁신 분석모형을 도출하기 위하여 일터혁신의 기본 모형들을 검토한다.
가. 일터혁신 기본 모델(유럽 일터혁신 위원회)

김동배 외(2021)에 따르면 유럽 일터혁신 위원회의 일터혁신의 기본
개념도는 투입(프랙티스), 프로세스(학습, 자율, 참여, 협력과 공유), 산출
(인사조직혁신/일터혁신, 기술혁신, 근로생활의 질/QWL)로 구분할 수 있
다. 투입 측면의 프랙티스는 제도나 프로그램들로, 산출은 측정 가능한
성과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프로세스는 투입과 산출을 연결하는 과정으
로서 조직 수준에서 잘 관측되지 않을 수 있으나, 혁신을 도출하는 심층
구조로서 전 사원들의 관심사(interest), 경험, 노하우, 지식이 공유되어
조직 차원에서 새로운 지식이 누적적으로 창출되고 공유되는 조직의 지
식창출 과정(organizational learning)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프로세스에
서 누적적으로 창출되고 공유되는 조직의 지식은 일하는 방식과 관련된
조직과 인사관리의 지속적이며 성찰적인 개선과 혁신만이 아니라, 신제
품/서비스의 개발이라는 기술혁신으로 연결되는 구조이다.
[그림 6-9] 일터혁신 개념도

자료 : 김동배 외(2021)

216 한국형 일터혁신 모델 탐색

유럽 일터혁신위원회(2014)가 제시한 일터혁신 구성요인은 촉진요인으
로서의 개인 차원, 개인과업 차원, 조직 차원, 사회적 차원과 과정, 결과,
성과, 영항력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6-1>과 같다.
<표 6-1> 유럽 일터혁신위원회 일터혁신 모형

촉진
요인

European Commission 2014

∙ 건강
∙ 직무만족
개인 ∙ 직무충실
차원 ∙ 기초 직무능력(정형화된 과업)
∙ 특수 직무능력(복합적 과업)
∙ 사회적 능력(social skills)

촉진
요인

European Commission 2014

∙ 종업원의 혁신 참여에 대한 보상
- 제안 제도
조직
- 혁신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
차원
- 내부 경쟁과 포상
- 조직내 훈련과 지원
- 혁신 TFT 존재

∙ 노동과업(work task)
- 직무 통제(job control)
- 직무 재량(skill discretion)
- 의사결정 권한
∙ 직무 요구(job demands)
- 심리적 직무 요구(work fast)
- 육체적 직무요구(힘든 육체적 노력)
개인
∙ 노동시간
과업
- 유연근무제도
차원
- 재량적 시간(discretionary time)
∙ 노동 환경
- 작업 기술에 대한 적응정도
-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적응정도
- 지원 기술의 활용정도(ICT 등)
- 재택/원격근무 가능성
- 타부서의 지원정도

∙ 대화와 대변(voice) 기능
- 법적 기준 준수(노동권 등)
- 국제기준의 준수(ILO 기준 등)
- 노조와의 단체교섭
- 종업원 대표기구를 통한 대변
- 다양한 조직내 의사결정에 대한
종업원 참여
- 고충처리 제도
- 종업원 만족도 조사

∙ 경영 시스템과 방식
- 실수의 용인 정도
- 형평성과 공정성 문화
조직
-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경영방식
차원
- 서로 상의하는 경영방식
- 비공식적 의사소통과 협력 여부
- 보상과 평가 시스템

∙ 조직내 학습
- 기초 직무능력 훈련
- 특별 직무능력 훈련
- 종업원 요청에 따른 추가 훈련
- 지식 경영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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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의 계속

촉진
요인

European Commission 2014

촉진
요인

European Commission 2014
∙ 근로계약과 직무기술
(description)
- 직무(고용) 안정성
- 근로계약과 직무기술의 적용
- 혁신활동의 공식적 인정
∙ 조직 구조
- 부서와 위계상의 유연성
- 조직 환경의 유연한 경계

∙ 경제, 사회, 환경에 대한 경영전략
과 인적자원관리 관련성
사회 ∙ 도전에 대응하는 경영관행의 실행
차원 ∙ 도전에 대응한 혁신 활동 전개
∙ 글로벌 사회적 책임 기준 준수
∙ 지속가능성 보고서 등 보고서 제출

요인 범주

European Commission 2014
∙ 학습
- 이중순환(double loop) 학습
- 성찰적 문제 해결
- 개선, 실험, 발전적 학습
∙ 의사결정
∙ 팀워크
- 자율적 문제해결 팀

과정
process

∙ 내부 협력
- 부서간, 직급간 협력
- 부서간, 직급간 정보공유
∙ 대외 협력
- 외부 혁신 커뮤니티 참여
- 최신의 발전 사항 습득
- 외부 파트너들과의 협력
∙ 참여
- 전략개발 참여
- 의사 결정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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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의 계속

요인 범주

European Commission 2014
- 개선과정 참여
- 신규 조직이나 과정 참여
- 혁신 과정 참여

결과
results

∙ 새로운 방식, 과업, 역할, 과정, 관행, 조직구조의 표준화, 확산,
제도화

목표한
성과
outcomes

∙ 기능적 성과의 향상
∙ 일터혁신 관련 개인적, 개인의 과업차원, 조직적 요인들의 향상
∙ 근로생활의 질 향상
∙ 종업원 행복(well-being) 향상
∙ 생산 및 서비스의 개선과 신규 창출

목표한 영향력 ∙ 재무 성과의 향상(매출액, 이익, 시장 점유율 등)
impacts
∙ 경제, 사회, 환경 변수들에 대한 유연성과 회복탄력성의 향상
자료 : 김동배 외(2021)

나.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 모델(노사발전재단/고용노동부)

우리나라의 일터혁신 모델 중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도 함께
적용되는 모형으로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에서 주관하는 일터혁신 우
수기업 인증제도의 모델이 있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2020년부터
일터혁신의 확산을 위하여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설정하여 활용하
고 있다. 2021년 인증지표들을 개선하여 제조업종 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업종 등 비제조업 기업들과 공공기관들도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2021년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지표는 2020년 기존의 추진력(리더십)프로세스(참여, 숙련, 보상)-성과(성과) 3개 범주에서 리더십 및 실행체계
-참여-숙련-동기부여-성과 총 5개의 범주로 수정되었는데, 기존의 투입
(Input)-산출(Process)-성과(Output) 프레임워크에서 더 나아가 일터혁
신의 프로세스 관점에서 구성원들의 참여적 역할을 보다 체계적으로 포
착하기 위해 산출 과정을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차원 구분인 AMO
(Ability-Motivation-Opportunity) 프레임워크로 지표 체계를 구조화하
였다(김동배 외, 2021). 아래 <표 6-2>는 2020년 일터혁신 인증지표와
2021년 인증지표를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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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지표 비교
범주

항목

2020년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지표

범주

항목

1-1.
리더십
(100)

추진력

1-1.
리더십
1. 리더십
(150)
(150)

프로
세스

1-1-가. CEO 및 경영진의 일터혁신
인사철학/방침

1-1-나. CEO 및 경영진의 일터혁신
1.
의지와 일터혁신 관련 주도
리더십
적 활동
과 실행
체계
1-2-가. 일터혁신 전략 및 방침(계획)
1-1-가. 혁신전략 수립 여부
1-2.
(200)
수립 여부
실행체계
1-1-나. 혁신전략 실행체계 및 운영
1-1-나. 일터혁신 전략의 실행체계
(100)
실적
운영 실적

2-1-가. 노사협력 프로그램 운영계획
2-1.
수립 및 운영 실적
노사협력
체계구축
2-1-나. 고충처리 해결주체 및 방법
(70)

2-2-가. 3정5S 활동내용 정립 및 실
2. 참여 2-2.
행체계 수립과 수행
(150) 참여혁신 2-2-나. 제안활동 추진실적
활동
(80)

2-1-가. 노사협력 프로그램 운영계획
2-1.
수립 및 운영 실적
노사협력
체계
2-1-나. 고충처리 해결절차 및 활용
구축(60)
실적

2. 참여
(160) 2-2.
2-2-가. 문제해결 및 소집단 활동
참여혁신
2-2-나. 제안활동 추진실적
활동
2-2-다. 제품 및 서비스 품질개선 활
(100)
동
3-1-가. 인적자원개발 계획 수립 및
적합 방법 활용

3-1-가. 인적자원개발 계획 수립
3-1.
인적자원 3-1-나. 연간 교육훈련 실적 참여율
개발계획
및 투자 3-1-다. 교육훈련 투자비율 실적
(120)
프로
세스
3-2-가. 직무분석 여부 및 활용정도
3-2.
3. 숙련 현장훈련
(350) 및
작업조직 3-2-나. 전문인력 육성체계 및 활용
(80)
실적
3-3.
일하는
방식

2021년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지표

3-3-가. 작업표준화
3-3-나. 개선 및 작업 자동화 실적
3-3-다. 자주설비보전(TPM) 시스템
존재여부 및 실적

3. 숙련
(290)

3-1.
3-1-나. 연간 교육훈련 근로자 참여
인적자원
율
개발계획 3-1-다. 총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
및
투자비용 비중
투자
3-1-라. 1인당 교육훈련 시간
(120)
3-1-마. 인적자원개발 성과
3-2.
3-2-가. 채용
채용 및
숙련 향상
3-2-나. 직무능력 향상 숙련체계
(60)
3-3.
일하는
방식

3-3-가. 업무표준화 실적
3-3-나. 업무프로세스 개선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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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의 계속
범주

항목

2020년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지표

범주

개선활동
3-3-라. ICT 활용수준
(150)

항목

2021년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지표

개선활동
3-3-다. 스마트기술 활용도
(110)

4-1-가. 임금격차 현황

프로
세스

4-1-가. 동종업계 유사규모 대비 상
4-1.
대적 임금수준
임금 및 4-1-나. 성과배분
평가체계
4-1-다. 공정한 평가체계
(120)

4-1.
임금 및
평가체계
(130)

4. 동기
부여
4-1-다. 직무ㆍ능력 기초 보상체계
(200)
4. 보상
4-2.
4-2-가. 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 및
4-2-가. 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 및
(200) 4-2.
근로시간
근로시간
성과
성과
과 고용
과
구조
고용구조 4-2-나. 고용구조 및 고용구조 개선
4-2-나. 고용구조 및 고용구조 개선
개선
개선
실적
실적
(70)
(80)
4-1-나. 실질임금 상승률

5-1.
고용
성과
(60)

성과

5-2.
재무
성과
(30)

5. 성과
(150)
5-3.
혁신
성과
(60)

5-1.
5-1-가. 이직률 감소 추이(최근 2년)
공통성과
5-1-나. 고용률 증가 추이(최근 2년)
지표
5-1-다. 산업재해율 추이(최근 2년)
(90)

5-1-가. 이직률 현황(최근 2년)
5-1-나. 고용률 증가 추이(최근 2년)

5-2-가. 매출액영업이익률 증가 추이
(최근 2년)

5-2-가. 노동생산성 증가 추이(최근
5-2.
2년)
선택성과
지표
5-2-나. 기업특성 반영 성과지표 동
5. 성과 제 조 업
5-3-가. 노동생산성 증가 추이 (최근
종업계 유사 규모 업체 대비
(150) (60)
2년)
수준(영업이익률, 불량감소
율, 납기준수율등)
5-2-가. 고객서비스 만족도 증가 추
이 (최근 2년)
5-2.
선택성과 5-2-나. 기업특성 반영 성과지표 동
지표
종업계 유사 규모 업체 대비
비제조업
수준(판로개척도,클레임제거
(60)
율,서비스재구매율, 공공기
관 평가등급 등)

5-3-나. 산업재해율 추이 (최근 2년)

총점

자료 : 김동배 외(2021)

1000

총점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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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공부문 일터혁신 분석모형 : CIPP 모형 적용

앞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일터혁신을
살펴보기 위한 모형을 도출하였다. 유럽 일터혁신위원회(2014) 등 일터혁
신의 많은 모형들이 주로 투입(input)-과정(Process)-산출(output)의 시
스템 모형을 적용하여 일터혁신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의 경우 일터혁신 프로세스의 투입요인으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리더십
과 조직문화를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공공부문은 기관이나 직원들의 자발성을
통해서 일터혁신이 주도적으로 일어난다기보다는 앞서 현업담당자들의
인터뷰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경영평가에 의하여 자발성이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일터혁신이 일어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상
황요인으로 정부의 경영평가라는 강압적 동형화를 촉진 혹은 제약조건으
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일터혁신의 프로세스에서 민간기업과는 다르게 효율성 측면과
함께 공공부문의 고유한 특성인 공공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근로생활의 질 관점에서 직원들의 협력, 참여, 정
보공유 등에 대해서는 따로 차원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투입-과정-산출의 시스템 모형에서 보
다 확장된 과정평가에서 많이 활용되는 CIPP(Context-Input-ProcessPerformance) 모형을 적용하여 상황요인-선행요인-일터혁신-성과로 이
어지는 모형을 통해 공공부문의 일터혁신을 살펴보고자 한다.
◾ 상황요인(Context)
- 정부의 강압적 동형화(경영평가)
◾ 선행요인(Input)
- 공공부문의 문화
- 기관장 등 관리자 리더십
- 기관의 조직문화 및 혁신에 대한 직원 동기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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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터혁신(Process)
- 효율성 강화 기제 : 성과평가/보상, 유연근로제도/기능 유연화, 숙
련 향상, 작업 조직 등
- 근로생활의 질 기제 : 노조와의 협력/신뢰 형성, 근로생활의 질 향
상, 정보공유 등 소통, 참여제도/재량권 등
- 공공성 향상 기제 : 사회가치창출/사회공헌활동 시스템 등
◾ 결과/성과(Performance)
- 업무효율성 향상, 고객(국민) 만족도 증가, 경영평가 등급 등

제3절 H공단 사례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터혁신의 사례로 해양공단의 사례
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부문 일터혁신 사례로 H공단을 선택한 이유는
최근 3년간 일터혁신과 밀접한 다양한 시상 및 인증에서 좋은 성과를 거
두고 있으며, 주로 사무직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공기관들과는 다르게 12
개 지사를 중심으로 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술직 직원들이 존재하여 일
터에서 나타나는 혁신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기관 소개47)
H공단의 모태는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으로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발
전하고 항만무역 활동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국가해양보전을 책임지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어 1997년 최초의 해양환경관리 전문기관
인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설립되었다.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은 해양수
산부 산하기관으로서 선박폐유 수용시설 관리업무, 청항업무, 예선사업,
수중침 적폐기물 수거사업, 태풍 피해지역 복구사업 등을 수행해오다
47) H공단 일터혁신 사례를 작성하기 위하여 본사에 방문하여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지사 성과평가 담당자들과는 화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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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이르러 H공단으로 전환되어 기관의 위상과 역할이 확대되었다.
2021년 현재 7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본사와 12개 지사를 사업장
으로 보유하고 있다.
H공단의 비전은 ‘해양의 보전과 이용을 선도하는 해양환경 국민 플랫
폼 기관’이 되는 것이고, 미션은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로 국민 행복을 증
진하고, 해양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간다’이다.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하여 ‘깨끗한 바다’, ‘안전한 바다’, ‘풍요로운 바다’, ‘상생의 바다’라는 4
가지의 경영목표와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 ‘안전한 해양환경 수호’, ‘국
민의 해양 이용/향유 증진’, ‘사람중심 안전․혁신 경영’의 4가지 전략목
표 및 12개의 전략과제를 설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H공단은 해양환경보전, 해양오염방제, 항만예선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 간략하게 모태였던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설립부
터 최근까지 H공단의 주요 연혁을 다음 [그림 6-12]에 정리하였다.
[그림 6-10] H공단의 비전과 미션

자료 : H공단 홈페이지
[그림 6-11] H공단의 4대 경영목표

자료 : H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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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 H공단의 주요 연혁

자료 : H공단 홈페이지

H공단은 2실(감사실, 기획조정실), 4본부, 1교육원, 1연구원, 12개 지사,
13개의 사업소를 하부 조직으로 설정하고 있다. H공단의 조직도는 다음
[그림 6-13]과 같다.
[그림 6-13] H공단의 조직도

자료 : H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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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H공단의 인원구성을 살펴보면 2021년 3사분기 현재 전체 임
직원 정원은 728명이고, 이 중 정규직은 667명, 공무직은 57명이다. 비정
규직은 전일제 기간제 17명, 민간 용역 4명을 활용하고 있다.
정원 인원 구성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기관장 포함 임원 4명, 일반직 1
급～7급 305명, 기술직(선원직 포함) 357명, 별정직 5명으로 구성되어 있
다. 공무직 57명은 시설관리, 청소미화, 경비, 의전․비서,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연구보조 등의 직종으로 구분되며, 청소미화, 경비/의전․비서,
시설/영양/조리, 연구보조 등 4개 직종으로 통합하여 직무를 관리하고 있
다. 세부적인 직종별 정원과 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그림 6-14] H공단 임원 및 정규직 직종별 정원 및 현원

[그림 6-15] H공단 공무직 정원 및 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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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것처럼 H공단은 최근 들어 일터혁신과 유관한 분야의 시
상 및 인증에서 좋은 성과를 창출한 바가 있다. 2019년부터 ‘공공부문 인
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 ‘지역사회공헌 인
정제 인증’,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등의 인증
을 받았고, ‘사회가치혁신부문 경영자대상’, ‘대한민국 안전대상 국무총리
상’, ‘일하는 문화혁신 우수기업 수상’ 등 여러 상을 수상한 바가 있다. 또
한 경영평가에서 유일한 해양환경관리 기관으로서 불리한 상황에서도 B
등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H공단의 우수한 성과는 일터
혁신 추진에 근간을 두고 있다. 특히, 전임 기관장 시절에는 인적자원관
리 및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두고 적극적인 혁신을 수행하였고, 현 기관
장의 부임 이후에는 안전에 초점을 두고 일터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2. H공단의 일터혁신 추진 경과 및 실행 체계
H공단은 2010년대 중반부터 일터혁신에 관심을 갖고 인적자원관리 및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이를 위하여 내부성과평
가제도를 개편하여 지사 및 부서들의 혁신을 촉진하였고, 2017년과 2018
년에 걸쳐 노사공동으로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일터혁신 컨설팅을 수혜
받아 보다 적극적인 일터혁신을 추진하였다.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받은
컨설팅은 노사파트너십 구축, 임금체계 개선(직무급 도입 및 성과연봉제
[그림 6-16] 노사 공동 TF 활동 및 혁신 추진

자료 : 환경공단 경영평가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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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장시간 근로 개선/장년고용안정체계 구축 등과 관련된 것이었다.
컨설팅이 끝난 이후에는 노사공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조직하여 임금제
도 개편, 연차 활성화, 선원 취업규칙 개정 등을 협력적으로 진행하였다.

3. H공단의 일터혁신
이번 파트에서는 앞서 설정한 CIPP 모형을 적용하여 H공단의 일터혁
신을 살펴본다.
가. 상황요인(Context)

공공기관인 H공단의 일터혁신을 억제 혹은 촉진하는 상황요인으로 정
부의 경영평가를 통한 동형화 압력을 설정하였다. H공단 같은 중앙공공
기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매년 경영평가를 받는다. 이런 경영평가를 통
해서 정부는 공공기관들을 강압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한
다. 그러나 이런 경영평가는 한편으로는 공공기관들을 혁신하도록 만드
는 강제적인 수단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방식
으로 작동하여 자발적인 혁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앞
서 현업담당자들의 인터뷰 결과와 유사하게 H공단의 담당자도 정부의
경영평가로 인한 혁신이 일터혁신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약으로
작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기재부의 경영평가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혁신을 무조건 하게 되
는 점은 있지만 기관 내부의 자발적인 자율성을 억제하는 면도 있습니다.
정부가 정해 놓은 가이드라인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과감한 혁신
을 하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범주를 정해서 혁신의 방향성을 정해주는
것은 좋지만 너무 가이드라인이 세부적으로 제시된 점은 아쉽습니다...”

나. 투입요인(Input)

공공기관 일터혁신 모형에서 투입요인으로 설정한 요인들은 기관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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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과 조직문화를 설정하였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
로 공공부문의 경우 리더십과 조직문화는 일터혁신의 중요한 선행요인이
었다.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기관장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기관의 방향과
문화가 설정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기관장 리더십은 더욱 중요성을
지닌다.
1) 리더십

H공단의 기관장은 공단의 특성상 해양 환경사업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해양수산부 국장급 공무원 출신이 부임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배경
을 가진 부처의 국장급 공무원 출신이 기관장으로 부임하더라도 어떤 기
관장이 부임하느냐에 따라 공단에서의 혁신추진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
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2010년대 중반 이전에는 일터혁신에 대한 별
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 기관장들이 부임하다 보니 공단에서 별다른 일터
혁신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2010년대 후반부터 일터혁신에 관심을 갖는
기관장이 부임하게 되면서 일터혁신이 적극적으로 실현되는 모습이 나타
났다. 예를 들어, 전임 기관장은 사회가치 및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중요
성을 강조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일터혁신에서 많은 성과를 도출하였
다. 예를 들어, 성과평가시스템 개선하여 수용도와 동기부여를 증대시켰
고, 공정하고 차별 없는 직무능력에 기반한 임금시스템을 개선하고 선도
적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공무직에게도 숙련에 따른 임금체계를 설
정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혁신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9년부터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공정
채용 우수기관 인증’,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증’,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등의 인증을 받았고, ‘사회가치혁신부문 경영
자대상’, ‘대한민국 안전대상 국무총리상’, ‘일하는 문화혁신 우수기업 수
상’ 등 여러 상을 수상한 바가 있다. 한편 현 기관장은 부임 이후 안전 등
공공부문의 기본적인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기관장뿐만 아니라 부서 및 지사의 지휘관(지사장)의 리더십도 일터혁
신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기관장은 공단 전체의 분위기와 문화를 형성하
고, 지휘관(지사장)은 지사의 분위기와 문화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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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부서 및 지사의 관리를 책임지는 지휘관에 따라서 부서 및 지사의
혁신분위기가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사 중에서 인원 규모가
적은 편인 여수지사에서 몇 년 전 자발적으로 드론을 도입하여 해안선
감시업무에 활용하는 등 선도적인 혁신을 수행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 바
가 있고, 2021년 지사 성과평가에서는 만년 하위권이었던 마산지사가 상
위권으로 향상되는 변화가 나타난 바가 있다. 이러한 부분이 나타난 원인
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지만, 성과평가 담당자는 지사의 지휘관의
리더십과 의지가 지사의 혁신분위기를 바꾼 것으로 평가하였다.
“사실 상당히 규모가 작거나 만년 성과평가에서 하위권에 있던 지사가
새로운 혁신을 선도하거나 갑자기 내부성과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
게 되는 건 이례적인 거죠. 지사의 구성원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결국
지휘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한번 해보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변화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 6-17] 기관장의 혁신 노력 및 성과

자료 : H공단 경영평가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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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부문의 문화 vs. 공단의 혁신적 조직문화 및 혁신에 대한 직원 동기부여

다음으로 조직문화도 중요한 H공단의 일터혁신에 있어서 선행요인으
로 선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은 모두 유사한 문화
를 가지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정부 조직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
에, 정부 조직처럼 관료제에 가까운 위계적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고, 다
소 수동적이고 기존 방식을 답습하는 업무방식을 나타낸다. 그리고 정부
및 부처의 국정과제와 현안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
기관의 조직문화와 조직분위기도 위계적이고 수동적이며 반복적이고 폐
쇄적인 문화를 나타낸다. 이런 조직문화와 조직분위기는 새로운 혁신을
도입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요소로 작동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경영평가라는 강압적인 기제를 활용하여 혁신을 강제적으로
촉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H공단도 기본적으로 공
공기관의 조직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소 수동적이고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다소 싫어하는 조직문화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경영
평가를 통해 정부가 강제하는 혁신은 수행하지만 다른 혁신은 잘 수행하
지 않는 문화가 일부 존재하였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이후 혁신을 지향하는 기관장들이 부임하고 경
영성과처를 중심으로 본사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 및 자문의견
을 반영하여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또한, 제안제
도, 혁신아이디어 공모, 사회적 가치 아이디어 공모 등 본사 차원에서 혁
신 촉진 기제 및 내부성과평가를 통하여 혁신 분위기를 부서단위와 지사
까지 확산시키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국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국민들
의 혁신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제도도 활용하였다. 이런 기제들
의 활용을 통하여 공공기관이지만 상대적으로 열린 문화가 형성되어 직
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혁신을 주도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지사
차원에서도 초기에는 본사에서 주도하는 혁신을 수용하는 입장이었지만
점차 자체적인 학습동아리 활동이 촉진되어 지사 차원에서 혁신이 일어
나서 본사 및 타 지사로 확산되는 등 긍정적인 환류가 나타나고 있다. 또
한 보다 수평적인 문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특유의 불필요한 보고체계를
간소화시키는 기제로 메모보고, 부서(지사) 단위별 그루핑을 통한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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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8] 일터혁신 문화조성을 위한 노력

자료 : H공단 경영평가자료집

공유체계를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H공단은 일터 혁신을 선도하기 위하여 혁신 실행체계도 잘 갖추
고 있다. 먼저 혁신 전담조직인 사회가치․혁신팀을 운영하여 적극적으
로 혁신을 추진하고 있고, 자율적인 일터혁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보
상체계를 개선하여 금전적․비금전적으로 혁신에 대하여 보상을 개인․
부서별로 지급하고 있다.
동기부여의 강화이론(reinforce theory)에 따르면 특정 노력과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적절한 시점에 주어지게 되면, 대상자는 추후에도 보
상을 받기 위하여 더욱 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Noe
et al., 2019). 공단의 혁신에 대한 적절한 금전적․비금전적 보상은 직원
들의 혁신행동을 강화하여 보다 적극적인 혁신을 주도하려는 동기를 부
여하게 된다. 특히, 혁신행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도 동기부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비금전적 보상
으로서의 인정(recognition)과 표창 등은 개인과 팀의 명예를 드높이는
부분으로서 작동하여 보다 강력한 내재적 동기부여 기제로 작동할 가능
성이 높다. 예를 들어, 앞서 제시하였던 여수지사의 경우 지사 성과평가
에서 좋은 성과를 처음 거둔 이후, 지사 지휘관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높은 혁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우수지사로 선정
되어 혁신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게 되자, 동기부여의 강화가 일어나서 리
더의 리더십 발휘와 독립적으로 적극적으로 혁신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
게 된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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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노력들로 인하여 H공단은 타 공공기관에 비하여 직원들이 자신
들의 업무방식을 혁신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
고 있고, 상대적으로 수평적이고 열린 문화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기존 공공부문의 위계적이고 타성적인 문화에서 탈피하여 제한
된 상황에서나마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혁신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 일터혁신 과정(Process)

H공단의 일터혁신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공단, 특히 지사의 주요사
업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공단의 주요사업분
야는 ‘해양환경 보전․관리․개선’, ‘해양오염방제’, ‘예선 운영 등 해양 사
업’ 등 3대 사업분야와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개발, 국제협력 분야 등으
로 이루어져 있다.
3대 사업분야 중 ‘해양환경 보전’ 분야에서는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해양침적폐기물 수거
-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 오염퇴적물 정화
- 해양생태계 복원
- 해양쓰레기대응센터 운영
-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
- 해양부유쓰레기 수거
- 해양기후변화 대응
- 선박폐유 수거․처리
- 해양환경정보포털 운영
- 해양환경 모니터링
- 친환경 골재재취단지 관리․운영
다음으로 ‘해양오염 방제’ 분야는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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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24시간 방제 대응태세 구축
- 해양오염사고 대응역량 강화
-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
- 침몰선박 관리 강화
마지막으로 ‘해양사업’ 분야는 사고가 난 선박을 예인하는 항만 예선을
운영하고, 기타 특수목적의 선박을 운영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공단의 12
개 지사는 담당하고 있는 항만의 특성에 따라서 3개의 주요사업 모두를
담당하거나, 예선사업을 제외한 2개의 주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단 주요사업 수행과정에서의 일터혁신 과정을 앞서 제시했던
효율성 강화 기제, 공공성 강화 기제, 근로생활의 질 기제로 나누어서 살
펴보았다.
1) 효율성 강화 기제

효율성 강화 기제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숙련 향상 관행, 성과평
가 및 보상제도, 유연근로시간제도 및 기능 유연화, 기타 작업조직 등이
포함된다. 먼저 공단은 숙련 향상제도를 잘 갖추고 있는데, 매년 직원 1
인당 3건 이상의 교육 참여(’19년 22,742건, ’20년 21,481건, 2020년 기준
731명 재직)를 나타내고 있고, Zoom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 교육시
스템 11개 과정을 진행하는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
축하여 교육훈련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경력개발제도(CDP)
기반 인재육성 체계를 구축하여 직무분야, 직군별 경력경로 및 필요역량
을 정립하고 체계적으로 계발하고 있다. 이런 결과로 전반적으로 교육훈
련 만족도(’19 94.77점, ‘20 95.9점)와 교육훈련의 현업적용도(’19 91.9점,
’20 92.02점)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8종의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자
체 제작하고 수요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시로 개편하는 등 유연한 교육훈
련 체계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기본 역량 축적을 위해 독서경영제
를 지원하여 2020년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연간 약 21,000건 이상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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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 비용은 지난 2개년 평균 3.2%로 높게 나타났다.
연간 근로자 1인당 교육훈련 평균 시간은 2019년 130시간, 2020년 135시
간으로 나타났으며, 교육훈련 만족도도 꾸준히 90점 이상으로 효과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19] 숙련 향상을 위한 경력개발설계

자료 : H공단 경영평가자료집
[그림 6-20] 2019～2020년 교육훈련 참여인원

자료 : H공단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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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1] 2019～2020년 교육훈련 시간

자료 : H공단 내부자료

다음으로 공단은 성과평가제도를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다. 특히, 개인
성과평가뿐만 아니라 부서 및 지사에 대한 내부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
고, 부서 및 지사의 성과향상과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공단은 내부성과
평가제도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성과평가 및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에 의한 평가방식을 선택하고 있고, 성과평가 이후 전
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여 성과향상에 기여하는 성과평가 방식을 택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낮은 성과를 내는 부서 및 지사에 대한 동기부여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절대수준의 평가뿐만 아니라 향상도를 함께 고
려하는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8 : 2 기준). 또한 공단은 동기부여를
위하여 성과평가와 보상 간 연계를 취하고 있는데, 내부성과평가 및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여 부서 및 지사의 혁신에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단은 현장 R&D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제를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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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활용하고 있다. 첫째,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기술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을 공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공동 R&D를 통해 기존 수입장비보다 성능 및
가격 면에서 우수한 해수미량금속 수질분석 장비를 국산화했는데, 해당
지식재산권을 공개함으로써 타 민간기업들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창업지원을 위하여 공간 지원, 컨설팅 지원, 테스트 베드 제
공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창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촉진하고 있다. 또
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시상하여 직원들의 창업에 대하여 동기부여
를 하고 있다(2021년 최우수 2편, 우수 2편 시상). 이런 환경 속에서 2021
년 현재 11개의 사내벤처가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착실하게 성장
하고 있다.
둘째, 지사 차원에서 자체적인 학습조직 및 아이디어(혁신) 경진대회를
통하여 방제기술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산지사는 항공드
론 및 수중 드론을 통합적으로 활용한 3way 예방활동 모형을 만들었고,
타 지사들도 청방선 필터벨트 개선, 오일펜스 멀티커넥터 개발 등 적극적
인 현장으로부터의 R&D를 수행하고 있다.
셋째, 자체적으로 개발된 지식을 외부 유관기관으로 적극적으로 확산
하고 있다. 자금이나 시설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R&D를 수행하
고, 중소기업에 연구개발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자체, 해경,
해사 고등학교, 어촌계 등에 공단에서 개발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전수하
고 있다. 또한 지사에서 개발된 지식의 경우에는 교육원에 자체과정을 설
[그림 6-22] 창업지원 예시

자료 : H공단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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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3] GIS시스템 구축 및 구현 사례

자료 : H공단 내부자료

치하고 지식을 개발한 지사에서 직접 직원이 강사로 파견되어 교육을 담
당하는 등의 지식 확산을 실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단은 작업조직 측면에서 다양한 일하는 방식의 개선활동
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공단은 주요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표준
화하기 위하여 해양공간정보 활용 업무시스템(K-idea) 구축을 통하여 일
하는 방식을 개선하였다. 빅데이터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대국민 공
개정보와 사업수행 정보를 결합한 GIS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둘째, 공단은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는
데, 대표적으로 국민 중심 방제 전자계약 서비스 도입으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고객 편의성을 증가시켰으며, 코로나19 팬데
믹으로 중단된 해양환경교육을 비대면 교육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하
여 부산 및 대구 지역 가정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해양폐
기물 업사이클링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여 수거된 폐기물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개선활동을 수행하였다.
셋째, 공단은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방제 대응역
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방제로 전환하였다. 기존의 방식이 경험에 의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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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방제방식이었다면,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한 디지털 방제방
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보다 정확하고 선제적인 방제가 가능
해졌다.
[그림 6-24] 방제 전자계약 서비스 도입

자료 : H공단 내부자료
[그림 6-25] 해양폐기물 업사이클링 활성화 기반 조성

자료 : H공단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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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6] 해양오염 방제 디지털 방제로의 전환

자료 : H공단 내부자료
[그림 6-27]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방제로의 전환

자료 : H공단 내부자료

이상에서 살펴본 기제들을 활용하여 공단은 자체적인 업무수행의 효과
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고, 일터혁신과 기술혁신이 동시에 수행되는
형태로 혁신이 나타나고 있다.
2) 근로생활의 질(Quality of Working Life) 기제

다음으로 근로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제로는 노조와의 협력․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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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근로생활의 질 향상, 정보공유 등 소통, 참여제도․재량권 등을 제
시할 수 있다. 공단은 근로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제들도 상당히 잘
갖추고 실행하고 있다.
먼저 노사 간 협력 및 정보 공유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데, 단
체협약에 근거하여 노조의 회의 참석권을 반영하고 노사관계 전략에 따
라 성과 중심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사회
안건을 노조에 사전 공유하고 있고, 직원들이 이사회를 참관하고 평가하
는 기제도 활용하고 있다(2020년 상반기 87점, 하반기 95점).
또한, 노사 Summit 미팅, CEO 온택트 소통, 노사공동 현장소통 간담
회 등을 통한 경영진-노조 간 신뢰를 형성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노사공동으로 참여하는 노사공동협의체, 노사협의
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고충처리제도를
통해서 소외 직원의 처우개선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충처리제도를 통하여 제기된 고졸자 후진학을 지원하고 있고, 유연근
무제도의 활용률을 40% 증가시켰으며, EAP 치유상담을 확대하는 등의
이슈를 처리한 바가 있다.
다음으로 적극적인 노사협력을 수행하고 있는데, 노사 Win-Win을 위
한 ‘4대 전략 8개 실행과제‘ 노사관계 전략에 따라 노사관계 신비전을 선
포하고 공동선언문을 체결하였다. 또한,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받고, 고
용노동부의 일하는 문화 혁신 우수기업 수상을 하였으며, 노사발전재단
의 일터혁신 지수가 기존 275.4점에서 327.9점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
[그림 6-28] 직원 이사회 평가결과(상/하반기 비교)

자료 : H공단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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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노사협력을 수행한 대표적 사례로 예선사업에서 ｢근로기준법｣
과 ｢선원법｣ 동시 적용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준수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
생하였는데 노사공동협의체에서 협의하고 해결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공단은 현장직 및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
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선 인권보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행 의무화
를 명시하였고, 안전근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현장의 위험성을 자체적으
로 평가하고 위험한 부분을 제거하였으며, 목포지사의 경우 안전/보건 차
량을 제작하여 현장 근로자 사고 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공무직의 경우에도 근로환경 개선 및 동기부여를 위하여 승
급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공무직에게도 경영평가 성과급 및 복리후생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단은 적극적인 직원 참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첫째, 혁신
제안 및 활동공유를 위하여 사내 인트라넷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둘
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발굴 추진단을 다양한 팀 및 직급의 직원들의
참여로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제안 포상(2020년 17명), 예산절감 공모 성
과금 포상(2020년 3건), 혁신 BP 경진제도 포상(2020년 21건), 예산절감
아이디어 제안을 통한 예산성과급 지급(2020년 2건 1,450,000원 지급), 적
극행정 콘테스트 포상(2020년 4건) 등 다양한 포상 인정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제들을 통하여 직원들이 본인의 일상적인 업무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일터에서 혁신을 촉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표 6-3> H공단 공무직 승급표
(단위 : 원/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A

A×102%

A×104%

A×106%

A×108%

A×110%

경비/안내․비서

B=A×105%

B×102%

B×104%

B×106%

B×108%

B×110%

시설/영양/조리

C=A×110%

C×102%

C×104%

C×106%

C×108%

C×110%

연구보조

D=A×115%

D×102%

D×104%

D×106%

D×108%

D×110%

청소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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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9] 혁신제안 사내 인트라넷 운영예시

자료 : H공단 내부자료
<표 6-4>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발굴 추진단 과제

연번

유형

과제명

주요 내용

관련 사규

추진 결과

1

포괄적 방제조치
개념정의 범위 확대

방제조치 범위를 ‘기름’에서 ‘위
방제조치규정
험․유해물질’까지 확대

규정 개정
(’20.2.3.)

2

감면대상을 개인사업자(간이과세
유연한 방제비용
자) 및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경찰 방제조치규정
분류체계 감면대상 확대
청에서 요청하는 경우까지 확대

규정 개정
(’20.2.3.)

3

교육원 생활관 명백한 사유가 있을시 생활관 사 해양환경교육원
포괄적
지침 개정
사용료 환불 용료 환불 가능하도록 단서조항 시설 관리․운
(’20.4.24.)
개념정의
근거 마련
신설
영 지침

자료 : H공단 내부자료

3) 공공성 강화 기제

마지막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제로는 사회가치 창출 및 사회
공헌활동 시스템을 들 수 있는데, 공단은 공공기관답게 공공성 강화 기제
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먼저 사회가치․혁신처를 설치하여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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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행체계를 갖추고 있고, 이를 통해 민간
기업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공단은 현대자동차와
해양쓰레기 공동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다음으로 공단은 외부 시민
및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시민참여혁신단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시민
들이 공단의 혁신을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으로 국
민들을 대상으로 경영혁신과제를 공모하여 함께 추진하고 있고, 국민참
여 예산제도를 활성화하여 2020년 기준 14건의 제안을 받고 2건(노후 폐
유수용시설 현대화, 해양환경 온라인교육 사업 실행)을 채택하여 실행한
바 있다.
또한 지사들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만 예선 공동배선제를 실
행하여 공공성 및 주도성을 확보하고 있다. 공동배선제를 실행하여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민간 예선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안전 최우선 가치
를 전파하며, 예인선 안전운항 실무기술을 무상으로 전수해주는 등의 사
회적 가치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비대면 상황 속에서 비대면 해양
환경 교육 서비스 콘텐츠를 개발하여 개별 가정에 보급함으로써 공공기
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그림 6-30] 국민대상 경영혁신과제 실행 예시

자료 : H공단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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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1] 교육서비스 컨텐츠 개발 및 제공 예시

자료 : H공단 내부자료

라. 성과(Performance)

공단은 앞서 살펴본 3가지 영역에서의 일터혁신 프로세스를 수행하여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먼저, 앞에서도 제시한 것처럼 2019년부터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 ‘지역
사회공헌 인정제 인증’,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
증’ 등의 인증을 받았고, ‘사회가치혁신부문 경영자대상’, ‘대한민국 안전
대상 국무총리상’, ‘일하는 문화혁신 우수기업 수상’ 등 여러 상을 수상한
바가 있다. 또한 경영평가에서 유일한 해양환경관리 기관으로서 불리한
상황에서도 양호한 B등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일터혁신을 통하여 노동생산성이 향상된 결과를 나타냈는
데, 2019년 기준 11,600만 원에서 2020년 12,200만 원으로 약 600만 원의
노동생산성 향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고객만족도도 양호한
80점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고, 산업재해 등 안전활동 수행 등급도 양호하
고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이 직영, 하청, 발주 포함 0%로 매우 우수한 성
과를 나타내고 있다.

4. H공단의 일터혁신 평가
지금까지 CIPP 모형을 적용하여 H공단의 일터혁신을 살펴보았다. H
공단은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되는 정부의 경영평가로 인한 강제적인 혁
신활동 추진이라는 상황 속에서, 2010년대 중반 이후 의지와 리더십을 가
진 기관장들의 부임과 성과 및 혁신 지향적인 조직문화를 통한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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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행동을 동기부여하여 타 공공기관들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일터혁신
을 추진해 왔다. 특히, 효율성 향상 기제 측면에서는 내부성과평가시스템
과 차등성과급 지급을 통하여 부서와 지사들의 혁신을 촉진하고 있고 강
력한 R&D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생활의 질 측면에서는 다양한 노사협력 및 참여 기제의 활용을 통하
여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 또한 공공성 향상 기제 측면에서 사회가
치․혁신처를 설치하고 혁신을 주도하고 있고 본사 및 지사 차원에서 외
부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과 함께 혁신하고 소통하면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가치창출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절 소 결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터혁신의 모형을 도출
하기 위하여 다양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모형을 도출하고, H공단에 적
용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공공부문의 일터혁신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민간부문의 일터혁
신과는 다른 몇가지 부분이 도출되었다. 첫째, 공공부문의 일터혁신의 선
행요인으로 리더십과 조직문화의 중요성이 제시되었다. 둘째, 공공부문의
일터혁신 프로세스에 있어서 효율성 이외에 공공성의 측면을 함께 고려
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터혁신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공
공기관 현업담당자들을 FGI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경영평가로
인한 강제적인 혁신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혁신
은 상당히 제약되어 있거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의 강압
적 동형화를 상황요인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유럽 일터혁신위원회의 일터혁신 모델과 우리나라 고용노동
부 및 노사발전재단에서 공공부문까지 함께 부여하는 일터혁신 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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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지표를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하여 민간 제조업 부문과는 다소 차이
가 나는 일터혁신 기제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합하여 CIPP 모형을 적용한 공공부문 일터혁신 분석
모형을 간략하게 도출하였고, 이를 최근 일터혁신과 밀접한 분야에서 많
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H공단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H공단은 공공
기관에 일괄 적용되는 정부의 경영평가로 인한 강제적인 혁신활동 추진
이라는 상황 속에서, 2010년대 중반 이후 의지와 리더십을 가진 기관장들
의 부임과 성과 및 혁신 지향적인 조직문화를 통한 직원들의 혁신행동
동기부여를 통하여 타 공공기관들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일터혁신을 추
진해 왔다. 특히, 효율성 향상 기제 측면에서는 내부성과평가시스템과 차
등성과급 지급을 통하여 부서와 지사들의 혁신을 촉진하고 있고 강력한
R&D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생활의 질 측면에서는 다양한
노사협력 및 참여 기제의 활용을 통하여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 또
한 공공성 향상 기제 측면에서 사회가치․혁신처를 설치하고 혁신을 주
도하고 있고 본사 및 지사 차원에서 외부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과 함께
혁신하고 소통하면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가치창출을 수행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H공단에 적용한 결과, 본 연구에서 도출한 모형이 우리나라 공
공부문 일터혁신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적인 모형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좀 더 일터혁신 프로세스를 체계화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공공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CIPP 모형을 적용하여
H공단을 분석한 내용을 민간기업의 일터혁신 사례와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의 전체 분석틀인 인적자원관리, 작업조직, 노사관
계, 교육훈련제도로 재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자원관
리 측면에서 H공단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공부문의 기본적인 특성인
NCS를 반영하여 직무능력 중심의 인적자원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특성은 정부의 강압적 동형화에 의한 측면
이 강하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별도로 다루지는 않았다. 공단의 인적자원
관리에서 독특한 점은 내부성과평가제도와 다양한 참여에 대한 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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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다. 먼저 성과평가제도와 관련하여 개인성과평가뿐만 아니라 부서
및 지사에 대한 내부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고, 부서 및 지사의 성과향상
과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내부성과 평가제도에서 보다 객
관적이고 전문적인 성과평가 및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에 의한 평가방식을 선택하고 있고, 성과평가 이후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
공하여 성과향상에 기여하는 성과평가 방식을 택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
으로 낮은 성과를 내는 부서 및 지사에 대한 동기부여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절대수준의 평가뿐만 아니라 향상도를 함께 고려하는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8 : 2 기준). 이러한 향상도의 반영을 통하여 절대적인 수
준에서 성과가 낮을 수밖에 없었던 규모가 작거나 상황이 어려운 부서나
지사도 성과평가에서 향상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서 노력
과 성과 간 강화효과가 나타나서 혁신이 강화되고 확산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공단은 적극적인 직원 참여제도를 활용하고 있으
며, 직원의 참여에 대하여 적극적인 금전적․비금전적 보상을 지급하여
참여활동에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
제발굴 추진단, 혁신제안 포상, 예산절감 공모 성과금 포상, 혁신 BP 경
진제도 포상, 예산절감 아이디어 제안을 통한 예산성과급 지급, 적극행정
콘테스트 포상 등 매우 다양한 포상 인정(recognition)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제들을 통하여 직원들이 본인의 일상적인 업무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일터에서 혁신을 촉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둘째, 작업조직 측면에서 살펴보면, H공단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제
조업 기업처럼 명확한 작업조직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다만, 공단은 12
개의 지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일하는 방식의 혁신 및 개선활동을 수행하
고 있다. 먼저 공단은 주요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빅데
이터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대국민 공개정보와 사업수행 정보를 결
합한 GIS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공단은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대표적으로 국민 중심 방제 전자계
약 서비스 도입으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고객 편의
성을 제고하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된 해양환경교육을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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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부산 및 대구 지역 가정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해양폐기물 업사이클링 활성화 기반을 조성
하여 수거된 폐기물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개선활동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공단은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방제 대응역
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방제로 전환하였다. 기존의 방식이 경험에 의존한
아날로그 방제방식이었다면,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방제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보다 정확하고 선제적인 방제가 가
능해졌다. 이러한 일하는 방식의 개선활동은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인 작
업조직의 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일하는 방
식의 개선 및 혁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노사관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CIPP 모형에서는 공공부문의 특성
상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따
로 서술하지 않았지만 H공단 역시 매우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노사파트너십을 위한 목표와 4대 전략 및 8개 과제를 수립하고 노
사서밋, 분기별 경영전략회의, 노사협의회, CEO 온택트 직원 소통활동,
노사공동 현장방문 간담회, 비대면 원데이 클래스 등 다양한 노사공동협
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6-32] H공단 노사관계 계획 수립

자료 : H공단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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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3] H공단 노사협력 조직 운영

자료 : H공단 내부자료

또한, 다양한 노사공동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사협력 조직을 운
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권경영위원회, 노사공동협의체, 고용개선협
의체, 국민희망일자리추진단 사회공헌위원회, 안전경영위원회,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등이 있다. 이외에도 고충처리제도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상담창구 운영, 이사회 직원 참관 및 만족도 평가 등 다양한 소통통
로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노사관계 기제들을 통하여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되
어 있고,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 중 가장 선제적으로 비정규직의 공무직
전환을 완결하였고, 기술직 중 선원직 직원에 대하여 예선사업에서 ｢근
로기준법｣과 ｢선원법｣ 동시 적용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준수에 있어서 어
려움이 발생하였는데 노사공동협의체에서 협의하고 해결하는 성과를 달
성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공부문은 대부분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특히 공단은 노사파트너십을 통해 적극적인 일터혁신
의 기반을 쌓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식․비공식 교육훈련 제도 측면에서 공단은 숙련 향상제
도를 잘 갖추고 있는데, 매년 직원 1인당 3건 이상의 교육 참여(’19년
22,742건, ’20년 21,481건, 2020년 기준 731명 재직)를 나타내고 있고,
Zoom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 교육시스템 11개 과정을 진행하는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훈련의 효과성
을 향상하고 있다. 또한, 경력개발제도(CDP) 기반 인재육성 체계를 구축
하여 직무분야, 직군별 경력경로 및 필요역량을 정립하고 체계적으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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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공단은 4가지 일터혁신의 영역 모두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
내고 있으나, 작업조직 측면에서는 공공부문 특성상 전통적인 작업조직
보다는 다양한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일하는 방식의 개선활동이 수행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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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일터혁신의 구성요소들과 한국적 모델

1. 일터혁신 이론과 한국적 모델의 귀납적 구성
일터혁신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발전한 린 생산방식론과 미국 중심의
고성과작업시스템(HPWS) 이론, 유럽 기반의 사회기술체계론과 혁신적
노동정책론 등이 3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제조업의 작업
장 혁신을 넘어서서 전 업종에 걸쳐 일터혁신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터혁신의 정의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도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풍토와 실정에 맞는 한국형 모델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여 제한된 수의 컨설팅 수혜기업으로 일터혁신 정책의 효
과가 국한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더욱이 9가지 컨설팅 영역이 어떤 상
호관계를 갖고 있는지와 기업의 발전단계별, 업종별로 어디에 중점을 두
어야 할지도 모호한 상태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형 모델을 탐색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제1장에서 일터혁신과 관련한 이론을 재정리하였는
데, 그에 따라 일터혁신을 진화적, 동태적, 구성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
가 있으며, 따라서 한국형 모델 역시 귀납적으로 형성해나가는 것이 요구
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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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누어 각 영역에서 어떤 우수 사례가 성립하고
변형 혹은 발전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 영역의 특징과 내용에 대해
서는 요약문을 참조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 결과 얻어진 부문 간 비교
와 종합적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일터혁신의 중심인 참여적 작업조직
우선, 기존에 알려진 대로 일터혁신 우량 기업들의 경우 일터혁신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참여적 작업조직과 몰입형 인적자원관리, 고숙련 인
적자원개발, 협력적 노사관계 등이 중요하고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이 확
인되었다. 그렇지만, 본 연구의 이론 검토와 사례들에 대한 분석 결과, 역
시 일터혁신의 중심축은 참여적 작업조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
적 작업조직은 일터혁신의 출발점인 反테일러주의(Anti–Taylorism)의
근거지이며, 이를 기반으로 동기유발 인사관리 제도와 관행이 발전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일터혁신 모델로 알
려진 YK사와 L사의 경우 인력 고령화와 치열한 가격 경쟁 등에 따라 인
사제도에서 일정한 변화가 관찰된 반면, 작업조직에서는 기존의 특성들
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일터혁신이 무엇을 중심으로 전개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S제빵의 제빵기
사를 중심으로 하는 실천공동체(CoP) 활동이 제빵의 경쟁력과 명성을 유
지해주는 핵심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러 부서에 걸친 참여자들
을 모은 품질개선팀을 통하여 상향식(bottom up) 혁신을 추진하는 D보
험이나 현장 혁신의 관행들을 쌓아나가고 있는 한국H공단에서 공통적으
로 나타나는 바였다. 따라서 참여적 작업조직이 일터혁신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일부 일터혁신 사업에서는 임금체계나 평가체계 등
인사혁신에만 초점을 둔 컨설팅을 전개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작업조직
을 중심에 두고, 여타 구성요소들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여적 작업조직은 작업자들의 암묵지와 창발성을 활용하도록 함으로
써 기업들에게 생산성이나 품질 수준을 높이는 성과를 가져다줄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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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작업자들의 노동생활의 질(QWL)도 높일 수 있는 윈윈 방안이다. L
사에서 작업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제안에 대하여 회사도 적극적인 것
은 작업자들이 수월하게 일할 수 있어야 10초도 안되는 시간 내에 한 대
의 세탁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안
전 등 노동자들의 기본 요구를 충족해야 더 높은 수준의 헌신과 몰입이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같은 사정은 S제빵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A사를 비교한 제5장의 사례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자율적으로 실천공
동체를 통하여 창의성을 발휘하는 기업과 통제적 방식을 강제하는 기업
가운데, 어느 기업의 빵맛이 더 좋을 것인가는 불문가지의 사실일 것이다.

3. 기술발달과 일터혁신
그런데, 이러한 참여적 작업조직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
효할 것인가? 영상통화를 연결하는 웹 기반 서비스로 현장출동 시간과
필요성을 줄인 D보험의 사례나 GIS를 통하여 업무 효율화를 꾀하고, 아
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제방식으로 전환한 H공단의 사례는 모두 서비스업
에서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하는 신기술의 적용이 참여적 작업조직에 우
호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마찬가지로 중소제조업체인
A사와 M사의 경우도 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힘입어 ERP 혹은
MES를 도입하여, 비록 낮은 수준이지만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공장 합
리화를 전개하였으며, 이것이 일터혁신과 결합하면서 더 나은 성과로 연
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YK사와 L전자 등 제조업 대기업의 경우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신기술
이 응용되고 있었고, 또한 디지털 전환에 따라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
기 때문에 완전한 지능화를 구현하는 스마트공장은 이제 막 착수단계 혹
은 시험생산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그에 앞서 이미 자
동화 설비와 비전 검사, AGV 등을 통하여 신기술은 적지 않게 적용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신기술이 노동을 배제하거나 위축시키는 방식이 아니
라 노동과정을 편하고 원활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L전자에서 작업 편의성을 높이고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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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작업을 대체하는 수백대의 로봇이 도입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인 H공단에서도 방제기술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
하여 지사 차원에서 자체적인 학습조직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연다든
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일
터혁신 기업들에서 신기술은 노동을 대체하거나 노동의 소외를 심화시키
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의 조화를 모색하면서 노동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도입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점은 한국형 일터혁신 모델을 구상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4. 대립적 노사관계의 풍토와 적정한 경쟁형 임금체계
다음으로 참여적 작업조직을 지탱하면서 이와 상호작용하는 협력적 노
사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들의 사례에서 유노조 사업장은 YK, L전
자, H공단 세 곳이었으며, 모두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하고 있었다. 다
른 네 개 기업에는 노조가 결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모두 노사협의회를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노조이든 무노조이든 본 연
구의 사례들에서 사용자의 포용적 노무관리 방침과 노사파트너십에 대한
철학과 방침 등이 일터혁신을 위한 기반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
을 확인하였다. 노사 간의 신뢰가 없다면 어떠한 혁신적 노력도 기피되거
나 형식화할 우려가 크다. 이때 A, M, S사와 같은 중소기업에서는 특히
최고경영자의 인본주의적 인사관리 방침이 대단히 중요함을 알 수 있었
다. 대기업인 D사를 포함하여 이들 무노조 기업에서는 비록 집단적인 노
동자들의 목소리는 불거져 나오지 않지만, 선제적이고 포용적인 인사노
무관리 방침이 노동자들의 개별적 목소리를 수렴하고, 또 혁신에 대한 참
여를 이끌어내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노사관계에서 여전히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사업장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들 사업장 노조들과 상급단체들의 문제 제기와 투쟁에
의하여 협력적인 노사관계 사업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점에서 과거에 혹은 어느 한 시점에 노사관계가 협력적이라고 하
여, 노사관계를 고정적인 변수로 간주할 수는 없다. 일터혁신 기업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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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기 위하여 부단히 소통하고 새로운 협
력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L전자에서 매년 기능직 전사원 워크
숍을 실시하는 데 매우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매년 주제를 바꾸는 이유
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역으로 일터혁신을 통하여 참여적 작업조직과 역량
을 토대로 한 인적자원관리가 구축될 경우 협력적 노사관계에도 긍정적
으로 피드백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노사관계의 지형은 평등주의적이고, 분배에
대한 강한 요구와 노동강도 강화에 대한 저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
문에 일터혁신 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
다. YK나 L전자에서 노사협력은 과거에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며, 노
사파트너십을 높은 신뢰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결코 수월한 작업
이 아니다. 필자들의 2017년 YK 조사에서 알 수 있었듯이 우량 기업에서
도 일시적으로는 노사 간의 갈등이 빚어졌던 것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YK나 L전자에서 임금의 연공성이 오히려 강화되는 현
상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동기유발형 인적자원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역
량과 성과가 높은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노동
자 간 경쟁의 심화를 통한 노동강도 강화를 노동조합은 결코 원하지 않
는다. 따라서 타당하고 합리적인 차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 차별화가 이루
어져야 하는데, 적어도 우리나라의 대표적 일터혁신 기업들에서는 도요
타에서와 같은 매우 경쟁적인 임금체계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된다. 또 도요타식으로 철저하게 능력과 성과에 연동하는 임금체계가 바
람직한지의 여부는 여전히 논쟁거리이다. 도요타와 같이 어용노조를 배
경으로 한 매우 경쟁적인 임금체계가 아니면서도 고몰입을 가능하게 하
는 임금체계의 한국적 모델은 있는가? 이는 대단히 논쟁적이고 또 다른
연구주제가 될 것인데, 적어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일터혁신 기업인
YK와 L전자는 이와 관련하여 직능자격과 연동하는 동기유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즉 제조업 생산직에서 주로 T/O제로
운영되는 직책 승진이 없더라도 직무능력 향상에 따라 직능등급이 상승
하는 승진체계와 보상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YK와 L전자 모두에서 직능등급 상승에서 승진의 엄격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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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하고, 연공적인 성격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지
형에서 직능자격제도가 얼마나 운영되기 어려운지를 반증하고 있다. 오
히려 L전자에서처럼 최근에는 현장감독자와 숙련공들을 대상으로 인센
티브 임금을 설계하여 성과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
는 서비스업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사례에서도 팀 단위 포상 등의 형식으
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다시 차별화된 임금체계에 대해 노동조합과의
적정선에 대한 협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노사관계와의 관련성 속에
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S제빵 회사에서 역량 중심으로
승진체계를 구성하고, 업적의 경우 지점별 집단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있
는 것은 주목할 만한 모델이다. 사실 YK와 L전자의 경우도 일정하게는
이러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형 일터혁신 모델에서 직능
자격제도와 집단(팀단위) 성과급제도의 결합 방식은 주의 깊게 살피고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사실 이렇게 역량과 성과를 결합하면서 우수 인력의 노력을 유인하는
체계는 일터혁신에서 골간이 되는 현장감독자와 숙련공들이 대단히 중요
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한국형 일터혁신 모델의 공통적인 요소로 간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소기업인 A사와 M사에서도, 또 중소기업이기 때
문에 오히려 더욱 중요한 공통적인 항목들이었다.

5. 고숙련 인적자원개발
일터혁신의 네 가지 구성요소 중 하나인 고숙련 인적자원개발의 중요
성에 대해 살펴보자. 이때 HRD는 공식적인 교육훈련제도에 의해서만 이
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장의 OJT나 무형식학습 등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참여적 작업조직을 통한 집단적 문제해결 과
정 자체가 선배로부터 후배들이 업무를 배우고, 숙련을 형성하고 축적하
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S제빵의 실천공동체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
다. 마찬가지로 D보험에서 기능통합적(cross-functional) 팀 활동인 원팀
분임조 활동을 혁신 아카데미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있는 것도 원팀 제도
가 학습조직으로서 역량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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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YK나 L전자와 같은 초우량 일터혁신 기업에서는 오히려 최근
들어 생산직에 대한 교육훈련 시간이 줄어들거나 메뉴 선택형으로 전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생학습체계의 약화로 볼 여지가 충분
히 있다. 그러나, YK의 경우 매우 낮은 이직률과 수요의 감소 상황에서
고숙련화가 충분히 진행되어 더 이상 교육훈련을 시킬 여지가 줄어든 것
과 코로나19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마찬가지로 L전자의 경
우도 매우 빠른 속도의 흐름생산 속에서 주로 숙련공과 현장감독자를 중
심으로 개선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해 왔으며, 그러한 교육훈련체계의 골
격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고숙련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유
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고숙련 인적자원개발 전략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참여적 작
업조직과 상호작용하며, 아울러 회사의 의도적인 경진대회와 외부 인증
도전 등에 의하여 촉진된다. S제빵의 아임베이커 사내경진대회와 그를
통해 선발된 제빵사들의 일본 연수, 그리고 D사의 원팀 분임조 제도의
국가품질상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도전과 그에 대한 인사상의 우대조치,
A사의 지역 내 스마트공장 견본공장으로서의 역할 수용 등은 모두 그러
한 사례들이다. 인적자원개발은 과거와 같이 집체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
는가가 아니라, 공식․비공식 학습기회들을 마련하면서 그것을 일터혁신
의 다른 요소들인 참여적 작업조직이나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등과 어떻
게 결합시키는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제2절 부문간 일터혁신 방식의 비교와 종합

한국형 풍토와 실정에 맞는 일터혁신 모델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참여적 작업조직과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고숙련 인적자원개발, 협력
적 노사관계를 주요 구성요소로 하면서 발전해왔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전개 양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민간부문과 공공부
문 등 부문별로 다르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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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적 작업조직의 두가지 모델
제1절에서 살펴본 일터혁신의 네 가지 구성요소별 평가에 기초하여 본
다면, 우리나라의 일터혁신도 고성과작업시스템 이론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지만, HPWS 이론에서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참여적 작업조직의 유형을 보다 적극적
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일터혁신 모
델의 중심은 역시 참여적 작업조직이기 때문이다.
제1장 이론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일터혁신의 작업조직 모델은 린 방
식과 자율적 작업팀의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린 방식은 참가형 테
일러주의라는 별칭이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철저히 테일러주의에 기초
하되, 테일러주의 구상과 실행의 분리 원칙을 벗어나 아래로부터의 참여
와 혁신을 추구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세세하게 관리된 노동과정과 분업
의 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비하면 자율적 작업팀 방식은 사회기술
체계론이나 혁신적 노동정책론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 중심으로 기술체
계를 선택하며, 직간접 과업의 통합과 개별 노동자의 (반)자율적 노동과
이를 위한 역량 증진을 중시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사례에서는 L전자가 대표적인 린 방식 모델이라
고 볼 수 있으며, D보험은 린 서비스 모델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반
면 YK사와 S제빵의 제빵사들은 상당한 자율성을 획득하고, 학습과 혁신
을 통하여 스스로 작업장의 성과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자율적 작업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H공단의 경우 업무의 구
조 자체는 매우 분권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율팀 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나, 정부에 의하여 강제된 혁신 프레임워크로 인하여 그 한계를 넘어
서지는 못하는 특성을 지닌다. 중소 제조업체인 A사와 M사의 경우 특정
한 유형으로 규정하기에는 아직은 일터혁신 모델로서의 정합성이 많이
부족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린 방식의 요소들이 다수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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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업과 서비스업
일터혁신은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이후 작업장혁신이라는 용어로 제조
업을 중심으로 수입되고 발전해 왔다. 이는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요타
나 벤츠, 볼보 등 주로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사회학과 경영학계에서
제조업 혁신 모델을 정식화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앞서 논의
한 대로 린 방식과 자율적 작업팀 방식으로 구분되어 발전하기도 하였는
데, 한국형 일터혁신 모델은 여전히 그 영향권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UTO 5000이 폴크스바겐으로 흡수되는 등 혁신적 노동정책
론이 적용되는 사례가 줄어들면서 자율팀 방식의 시장 생존력이 의문시
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린 방식은 과거 구조혁신적 그룹작업의 대명사였
던 벤츠자동차도 점령하여 이제 린 방식이 수많은 제조업체들의 표준적
인 모델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더욱이 본고의 D보험 사례에서 보듯이, 그리고 해외의 린 헬스케어에
대한 논의들에서 볼 수 있듯이 서비스업에도 린 방식의 작업팀을 토대로
한 참여와 개선활동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작업 과정의 루틴에서 낭
비 요소들은 제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작업자들의 다기능화와 동기
유발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형 일터혁신 모델을 비롯하여 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
로 린 방식의 경합재는 빠른 기술변동 시대의 린 방식 자신이다. 디지털
기술의 광범한 적용과 빠른 자동화 추세 속에서 여전히 도요타자동차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신기술이 적용된 기계와 설
비, 그리고 ICT를 채택한 기업들의 경우 도요타를 능가하는 성과를 나타
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스마트공장을 전면 적용하고
본궤도에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L전자 창원 1공장의 사례는 향후 일터
혁신 모델과 관련하여 대단히 큰 중요성을 갖는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
이 창원 2공장의 다수 로봇 도입과 지능형 품질검사 시스템은 아직까지
는 린 방식을 대체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따라서 인간 노동을 중심에 둔
기술과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정보화와 지능화가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면 작업장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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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하면 정보와와 지능화는 오히려 서비스노동을 도와 역량과 참
여 중심의 작업조직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 영상통화에 기반한 현장 출
동 서비스를 선보인 D사의 사례는 향후 서비스 부문의 혁신에서 기술적
요소와 데이터의 활용이 대단히 중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과거에 직접 현장
출동을 하던 자회사나 관계사의 직접 인력이 감소하게 된 점이다. 이는
서비스업에 신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일자리의 양을 줄이는 효과와 더불
어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는 상반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노세리 외(2020)에서 서비스업의 일터혁신의 장애요소 중 하나로 사내하
도급 등 만연된 외주화를 들고 있는데, 정보통신기술이 이러한 장애를 넘
어설 가능성을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일자리의 감소라고 하는 문제를 논
외로 한다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빅데이터의 활용과 지능화 등은 작업
자의 노동과정을 보다 수준 높은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 다만, AI
의 전면 적용은 이보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을 것을 강요하겠지만, A,
M사와 같은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YK, L전자와 같은 대기업에서
조차 아직은 스마트공장의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시평(time
horizon)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가까운 장래에 기술이 인간 노동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면,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역시 린 방식을 토대로 한 일터혁신 모델을
다듬어나가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린 방식이라는 것이 3정
5S, QC, 제안제도, 다기능화, 눈으로 보는 관리, 낭비요소의 제거 등 몇
가지 기법으로 화석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反테일러주의라는 인본주의적
요소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철학과 협력적 노사관계의 여건을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
내 노사관계 지형에 맞는 일터혁신 모델을 가꿔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긴
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린 서비스의 경우 아직 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풍부한 사례들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식화해나갈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
다. 서비스노동이라는 것이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고, 소비자와 노동자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전개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현장보다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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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역량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린 서비스에 대한 고정적 모
델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자율팀 방식과의 하이브리드화 가능성 등에 대
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S제빵과 같이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우에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대기업과의 차별화에서 더욱 중
요할 수도 있다.

3. 대기업과 중소기업
우리나라의 일터혁신 모델은 흔히 YK사, 혹은 L사 등이라고 지목되어
왔지만, 이러한 대기업 모델들은 중소기업에서 따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사실 대기업의 경우도 일터혁신의 네 가지 구성요소가 고르게
발전해온 것도 아니며, 대체로 어느 한 요소가 크게 발전하면서 다른 요소
들을 견인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온 것으로 보인다. YK사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의 갈등적 노사관계를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철학과 실천에 의하
여 협력적으로 전환하고 이후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 정리해고 대신에
교대조 증편을 통하여 고용안정에 대한 믿음을 주기 시작하면서 일터혁신
이 공고화되는 과정을 겪은 바 있다(조성재, 2004). 4조 2교대제로의 전환
을 통해 남는 시간을 평생학습체계로 발전시킴으로써, YK 모델이 성립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L전자의 경우 1989년의 장기 분규 이후 노사간 신뢰를
쌓기 위한 인고의 세월 끝에 1990년대 중반이 되어 노경모델이 성립하고,
그에 토대를 두어 작업장 혁신과 직능자격제도가 발전하게 된 바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자원과 체계가 부족한 것을 있는 그대로 인
정하고 어느 한 항목이라도 제대로 실천하면서 다른 항목의 발전을 자극
하는 나선형적 발전 구조를 상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A사와
M사 모두 2021년 시점에서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일터혁신 컨설팅을
연속으로 받으면서 일터혁신의 요소들을 차근차근 갖추어나가는 모습이
희망적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그러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최고
경영자의 확고한 인본주의적 철학과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단결된 힘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미 중견기업으로 올라선 S제빵 회사의
화재 극복 사례나 나눔의 기업문화는 여타 중소기업들에 많은 시사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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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고, 신속하게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조
대기업들에서는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기 위하여 8천억 원이라는 천문학
적 자금을 투자해야 하며, 관련 경영시스템 전반을 손봐야 하는 등 오히
려 몸집이 무거워 하기 어려운 것들을 중소기업들은 최고경영자의 결단
과 명민한 중간관리자의 역량에 의하여 쉽게 실천할 가능성도 높다. A사
나 M사 모두 고용노동부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하는 기회를 재빨리
선취하여 변화를 모색하고, 또 M사의 경우 S전자라는 초우량기업의 노
하우를 흡수하는 데 열성적이었다는 점에서 대기업들과는 다른 기민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최고경영자와 구성원들의 의지에 따
라 일터혁신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활용하는 데 오히려 강점을
지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물론 추후의 과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도화를 시행하는 것이며, 우리들의 사례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4.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민간 제조업 대기업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일터혁신이 서비스업으로
도 확산된 것은 비교적 최근인 20여 년 전의 일이며, 더욱이 공공부문에
이러한 일터혁신을 적용할 수 있다는 논의도 최근에서야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6장은 이와 관련하여 공공부문에서 제기된 신공공경영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을 토대로 효율성과 공공성을 양립시킬 수 있는 일터혁신
모델을 탐구하고 그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 H공단의 사례를 소개하
고 있다.
공공부문은 이렇듯 최근에서야 일터혁신의 영향권 내로 들어왔는데,
본 연구에서 공공부문을 다루고자 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민간부문
의 일터혁신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노사관계 맥락과 밑으로부터의 참여
와 혁신이 공공성과 효율성을 양립시키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
문이다. 공공부문은 세칭 ‘주인이 없는 회사’로서 심각한 이중의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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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 대리인(agent)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노사 담합
의 가능성도 높은 집단이다. 즉, 공기업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들과 정부
는 실제로 공공기관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소상히 알기 어려우
며, 따라서 노사 담합적으로 그들만의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
이다. 따라서 국회와 기재부 등이 이러한 공공부문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
고 있으나, 이것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하
여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한다는 전제는 지나치게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불신의 나락으로 밀어넣는 것일 수도 있다.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공공서
비스에 봉사한다는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와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집합적 조직문화로 승화시킬 경우에 효율성과 공공
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제6장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국가는 공공부문에서 선한 사용자(good employer) 혹은 모델 사
용자(model employer)로서 노사관계에서 모범을 창출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정부는 위와 같은 불신 모델에 입각하여 공
공부문의 혁신조차도 제6장에서 보았듯이 내용과 범위를 7가지로 한정하
고 하향식(top down) 방식을 요구하고, 평가에 기반한 보상 차별화를 강
제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강요된 혁신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
긴 하지만, 과연 이러한 접근방법은 바람직하거나 지속가능할 것인가?
H공단에서 일터혁신이 가능했던 것은 참여형 혁신에 신념이 있었던
기관장들이 연속으로 부임하였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일터혁신에서 리
더십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수였던 것으
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일터혁신에 대한 철학이 빈곤한 최고경영자가 부
임하거나 정부의 혁신 방침이 바뀌게 되면 과연 공공부문에서 지속가능
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참여와 자율에 기반한 일터혁신 모
델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히려 정부가 펑가하고 북돋
아주어야 하는 혁신 관행은 상향식(bottom up) 방식으로 추진된 일터혁
신이며, 이를 토대로 혁신적 리더십이 작동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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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은 시장의 규율(market discipline)에 의하여 거듭된 혁신에
나설 유인이 충분하다. 공공부문은 이러한 시장의 규율이 부족한 상황에
서 어떻게 혁신을 추동해낼 것인가? 기존의 접근법은 하향식으로 혁신의
방식과 메뉴를 정해주고, 한정된 틀 내에서 평가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한
혁신 (유사) 행동이었다. 그렇지만, 서비스업의 일터혁신이 소비자와 노
동자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고품질을 가능하게 하듯이 공공부문에서도 종
사자들의 내재적 동기와 공공서비스의 종사자인 국민들과의 상호작용 속
에서 새로운 혁신 모멘텀을 찾고 모델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이는 효율
성과 공공성을 양립시켜야 하는 공공부문의 본래적 과제이며, 그것을 공
공부문 종사자들의 내재적 동기에 기반한 참여와 열의로 채워나가는 것
이 공공부문 일터혁신의 모델이 될 것이다.
그것은 민간부문에도 적지 않은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 국
가가 선한 사용자로서 노동자들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노사파트너십과
밑으로부터의 혁신 관행을 만들어나간다면 민간부문에서도 제빵부문 대
기업 프랜차이즈인 A사와는 다른 관행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이 많은 공공부문은 H공단과 마찬가지로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개별 조
직은 매우 작은 단위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S제빵과 같
이 중소기업형 혁신이 가능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여건
에 맞는 일터혁신 모델은 그러한 점에서 민간부문의 모델을 단지 수입하
는 영역이 아니라,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공공부문 경영평가에서 이러한 상향식 일터혁
신에 대한 고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3절 연구의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한국형 일터혁신 모델이라는 용어를 제기한 최초의 연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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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형 모델을 논의하기에는 연구와 토
론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탐색적 성격을 지닌다. 또한 한국형 모델을
제기했지만, 본 연구는 국제비교를 통하여 한국적 특색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문별 사례들을 종합하여 귀납적으로 모델의 요소들을 구성하
고자 하였다. 국제비교의 의미는 이론과 해외사례에서 드러나는데, 지난
3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 발달한 이론을 수입
하고 소개하는 단계를 넘어서고자 했기 때문에 해외의 최근 경험이나 이
론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둔 연구는 아니다. 오히려 외국의 이
론이 주목하지 않았던 한국적 맥락을 중시하는 연구였다.
한국적 일터혁신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노사관계 지형이었다.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수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본고의 사례
들처럼 우량하고 협력적인 기업들에서조차 전국적이고 갈등적인 노사관
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터혁신의 맥락이다. 우리나
라의 노사관계에서 연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관행이 켜켜이 쌓여 있다는
점, 즉 기계적 평등주의에 대한 선호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은 동
기유발을 위한 차등적 임금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YK와 L전자는 그러한 점에서 직능자격제도라는 일터혁신에
부합하는 인사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그 운영에서는 온정주의적 관행을
넘어서기 곤란하여 최근 그 성격이 퇴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사관계 관행하에서 고령화와 고근속화는 혁신의 모멘텀을 유지
하기 어렵게 하거나, 일터혁신의 성과를 잠식하거나, 혹은 참여와 역량
중심의 인적자원관리를 한정된 집단으로 좁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한국적 맥락과 풍토에서 직능자격제도와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혼합하면
서 노사관계에서 수용 가능한 임금체계를 설계하는 작업은 일터혁신의
발전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는 점이 재삼 확인되었다.
이렇게 노사관계 지형과 맥락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린 방식의 적
용과 관련한 노조와의 갈등 가능성 때문이다.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우
리나라에서는 일본화(Japanization) 및 그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의 가능
성에 대한 경계 심리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확산된 바 있다. 세계적으로
린 방식이 표준적인 생산방식인 것처럼 확산되어도, 또한 오래전부터 일

266 한국형 일터혁신 모델 탐색

본의 영향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린 방식이 널
리 확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론
적으로도 린 방식이 모델로 하고 있는 도요타자동차가 어용노조, 노동강
도 강화, 매우 경쟁적인 내부노동시장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면, 그 단점
을 극복하는 한국적 모델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기술과
기능과의 관계에서 일본 모델보다는 기술에 조금 더 개방적인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한국은 디지털화나 자동화 등의 측면에서 이미
일본을 넘어서는 관행들을 축적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터혁신 모델은 기술과 기능의 조화라고 하는 본
래적 준거점을 잃어서는 곤란하다. 중량물 작업을 중심으로 자동화를 추
진해온 L전자 모델은 그러한 점에서 작업 편의성과 안전도 제고가 일터
혁신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함을 잘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국
내의 대표적 린 기업인 L전자에서 자동화 기계를 대거 도입하고, 창원 1
공장에서 대단위 스마트공장의 정착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사태
의 전개이다. 다만, 고도로 지능화된 제조 공장, 그리고 AI가 지배하는 서
비스 작업장 등은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그
러한 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는 시평에 대한 고려를 좀 더 명
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이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구현되
기까지의 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일터혁신의 기반인 기술과 기능의 조
화에 주력하기 위하여 널리 인정된 린 방식의 기법들을 적용하되, 그보다
넓은 맥락에서의 일터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경영이념, 리더십, 조직문화,
노사관계 등의 한국적 지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중
소 제빵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오히려 자율적 작업팀 방식 등 혁신적
노동정책론에 입각한 작업조직이 개화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명시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지만, 노동운동의 과제
가 선명해지고 있다. 세계는 린 방식 혹은 자율적 작업팀 방식 등 일터에
서의 혁신을 둘러싸고 노사와 학계, 각국 정부 등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데, 우리나라는 아직 노동운동이 분배와 고용안정 중심의 전략과 노선에
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노동운동은 생산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염두에 두고, 생산 영역에서의 입지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산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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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건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며, 최소한의 방어적 기준을 넘어서는 노동
의 인간화, 노동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생산 영역에서 일의 보람을 느끼지 못할 경우 끊임없이 더 나은 보
상에만 매달리게 되는 갈등적 노사관계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생산 과정
에서 노동의 인간화와 더불어 생산성과 품질을 개선하여 더 많은 부가가
치를 창출하고, 이를 기업과 합리적으로 나누는 과정이 생산과 분배의 통
합적 고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노사 간 윈윈(win-win)이 가능하기 위해
서는 노동운동도 목표와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특히 대기업 노조의 경우
양극화 상황을 감안하여 비경제적 요구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 핵심은 바
로 작업현장에서의 노동의 인간화와 일의 보람을 찾는 일이 되어야 한다.

2. 정책적 시사점
정책적으로도 본 연구는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선, 기존의 일
터혁신 컨설팅 물량을 확대하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모두 다 정부가 컨설팅해준다는 것도 가능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한번 컨설팅을 받은 기업들이 혁신의 동력을 계
속 유지해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풍토와 맥락에 맞는 일터혁신 모델을 다듬어 나가고, 이를
다른 기업들이 모방할 수 있는 확산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종별, 부문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일정한 그룹화를 통해 상호학습의 기
회들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상호 벤치마킹과 우수 사례에 대한 공유, 또
외부의 시선을 의식한 베스트 모델들의 지속적 자기 혁신 등은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다. 이론적으로도 이미 제기한
바와 같이 일터혁신은 고정적인 하나의 모델(one best way)을 전제로 하
기보다는 구성적, 진화적 관점에서 정의하고 동태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베스트 프랙티스 모델을 북돋우고,
업종별, 지역별, 부문별로 상호학습의 플랫폼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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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의 일터혁신 컨설팅에서 인사혁신의 비중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제조혁신 혹은 서비스혁신(민간과 공공부문 모두)과
의 결합에 더욱 주력할 필요가 있다. 제조혁신이나 서비스혁신이 일터혁
신의 본령인 참여적 작업조직과 친화성이 더욱 높고, 혁신의 당위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때 컨설턴트나 자문역으로서 실제 기업에서 근무한 혁
신 경험자들을 동원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사실 최초의 일터혁
신 정책의 전달체계였던 뉴패러다임센터는 유한킴벌리의 숙련자들이 결
합하여 실질적인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L전자가 Factory Consultant,
Factory Innovator를 두어 중소기업이나 해외공장에 혁신 기법을 전파하
는 것, 그리고 중소기업인 M사가 S전자의 도움을 받아 일터혁신을 진행
한 것 모두 실제 혁신을 경험하고 작업조직과 노동과정을 재설계한 노하
우를 갖고 있는 인력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러준다. 따라서,
향후 집단적 혁신을 위한 장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대기업 등에
서 실제 혁신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컨설턴트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한 사용자로서 국가가 작업장 노사관계 전환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현재와 같은 하향식 강제 방식이 아니라, 상향식
일터혁신이 가능한 평가 툴을 개발해야 한다. 그를 통해 진정한 밑으로부
터의 혁신, 공공서비스가 일어나는 현장에서의 노동자들의 역량과 태도
에 기반한 혁신이 가능한 시스템이 성립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부문에
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친다면 그것이 공공서비스와 노사관계를 위한
진정한 생산적 프레임이 될 것이다.

3. 이론적 시사점 및 본고 방법론의 장점과 한계
이론적으로 본 연구는 일터혁신이 갖는 구성적, 동태적, 진화적 관점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일터혁신의 모델로 간주되어온
YK나 L전자의 사례에서 확증할 수 있는 바였다. 경제 및 경영환경의 급
변, 그리고 인구구조와 기술적 환경의 변화 속에 대기업들이라고 하더라
도 부단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혁신 방법들을 찾고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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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어째서 일터혁신 모델이 정태적이고 정식화된 모델로 성립되기 어
려운가를 보여주었다. 아울러 제조업 대기업에서 발달한 일터혁신 모델
이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 공공부문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나름의 수
정 작업들이 필요함을 본 연구는 잘 보여주었다. 그러한 수정조차도 미리
정해진 해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업종과 부문, 그리고 기업들의 조직
문화와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 역량, 동기부여와 협
력적 노사관계라는 원리적 측면을 다시 강조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를 각
부문에 어떻게 적용시키고 발전시켜 나갈지는 각 부문과 기업의 전략과
리더십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준 것은 제6장의 논의이다. 일터혁신 논의가 척
박한 공공부문에 본고의 분석틀을 수정 적용하기 위하여 CIPP 모형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1장에서 강조하지 못한 일터혁신의 방법론과 과정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의 논의를 풍성하게 해주고 있다. 아
울러 각 사례를 다룬 제2～6장 내용은 모두 일터혁신의 작업조직, HRM,
HRD, 노사관계 등 네가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사례를 질적으로 분석해
서 보여주고 있지만, 제5장에서 종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분석이 질적 분석을 보완하고 있는 것은 향후 연구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접근법이 매우 유용할 수 있음을 드러내 주었다. 그러나, 각 장의 사례
분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연구 대상 기업들의 연구자들에 대한 협조
정도에 따라 내용의 깊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질적 연구방법이 갖는 본
질적 한계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인들 간의 관계를 동태
적으로 파악하고, 특히 제2장 제조 대기업 사례들처럼 과거로부터의 추
적 조사가 가능한 부문에서는 통계분석이 갖지 못하는 장점을 보여준 것
으로 판단된다. 향후 일터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방법론이 상호 작용하면
서 한국형 모델을 정립해 나가는 데 본 연구가 하나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특히 단일한 모델이 아니라 부문별로 특색이 있는 모델의 구
성과 발전에 본 연구의 접근법이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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