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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은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이후 린 생산의 변종인 GMS를 전 사업장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GMS를 통해서는 공장에 린 생산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도입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 그 때문에 여기에서는 린 생산의 정도를 파
악하기 위해 차일드와 패트리지가 개발한 ‘현장감독자 의사결정 척도’를 이
용하였다. 이 척도를 통해 측정해 본 결과 린생산의 도입 정도는 98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후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국지엠에서 GMS를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GMS 지수들을 관리하고 평가한지 십 수 년이 지났다. 그러나 린
생산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무대인 생산점(point of production)에서 노사 간
의 경쟁의 지형(contested terrain)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린 생산의 요소들
은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유연적 표준화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노사관계의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지엠의
린 생산 도입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린 생산, 통합적 생산방식, 현장감독자

Ⅰ. 머리말
한국의 자동차 공장들이 전통적인 테일러-포드주의적 생산방식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
면 린 생산의 요소들을 도입했는가, 도입했다면 어느 정도 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1990년대를 뜨겁게 달구었던 한국자동차산업 생산방식 성격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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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은 이제 거의 끝난 것처럼 보인다. 2000년대 이후 잠깐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
면 이제는 어느 연구자도 이 주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
그 대신 현대자동차의 생산방식을 기민한 생산방식으로 개념화하고 이 생산방식이 전통
적인 테일러-포드주의나 린 생산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생산방식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조형제 교수의 주장이 이미 수년 전부터 논쟁의 무대 위에 부상해 있다. 조형제
교수의 주장에 따른다면, 현대차는 린 생산과는 다른 한국적 생산방식을 구축해 또 하나의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를 지향한다. 현대자동차는 경영진의 신속한 의사결정, 기민
한 제품개발, 유연자동화와 숙련절약, 모듈형 부품업체 관계, 수요지향적 생산관리, 그리
고 생산방식의 성공적인 해외이전 등을 통해서 린 생산에 버금가는 경영효율성을 구축하
였기 때문에 린 생산 요소의 도입 정도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조형제, 2016).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학문적 논의의 장에서 거의 퇴장한 것처럼 보이는, 한국 완성차업
체에서 린 생산의 도입 정도라는 주제를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뒤 도요타 생산방식
의 변종인 GMS(Global Manufacturing System)를 전 공장에서 도입해 왔던 사실을 배경으
로 하여 다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대우자동차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이른바 NAC 운동을 통해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도
요타 생산방식의 요소들을 도입해 왔다. 회사에서는 1992년부터 JIT(Just In Time) 시스템
을 도입하였으며 그해 5월에는 사내 전 공장에서 QC활동과 제안제도를 실시하였다. 작업
자의 기능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순환이 이루어졌으며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 및 자주검사도 추진되었다. 그리고 1993년 3월부터 표준작업편성표를 만들
어 불필요한 동작 없이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했으며 표준작업인증제도를 실시하였다. 그
러나 린 생산의 요소들을 급진적으로 도입하고자 했던 이러한 시도는 노동자들과 작업장
조직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으며 몇몇 요소들을 제외하고는 정착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
았다(정승국, 1999).
이처럼 린 생산의 요소들이 어느 정도 정착된 토대 위에서 GM은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이후 GM의 글로벌 생산 시스템인 GMS를 전 사업장에 적용하였다. GMS는 도요타 생산
방식을 전 세계 GM의 공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시킨 것으로서 도요타 생산방식의
체계적인 도입을 목표로 한다. GMS의 확산은 한국지엠 생산방식의 성격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노동자의 공장생활에도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그러나 GMS를 통해서는 공장에 린 생산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도입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 GM에서는 한국지엠 각 공장별 GMS의 구성요소 점수와 총점을 산출하지 않으며
오직 특정 공장의 레벨 단계만 확인할 뿐이다. 더욱이 GMS를 통해서는 일상적인 린 생산
도입 정도를 파악할 수 없다. 특정 공장이 GMS 측정을 통보받으면 그때부터 점수를 잘
받기 위한 몇 개월 동안의 준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흔히 GMS 점수는 과장된다. 그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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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여기에서는 린 생산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차일드와 패트리지가 개발한 ‘현장감독자
의사결정 척도’를 이용하기로 한다. 이 척도는 Lowell이 영국 공장의 린 지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한 바 있거니와 정승국(1999)에서도 대우자동차를 대상으로 적용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린 생산의 도입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현장감독자의 권한과
영향력 지수를 측정하여 20년 전 NAC 운동할 때 측정했던 지수와 비교하여 GMS가 도입
된 이후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전 세계 자동차공장에서 유행처럼 확산된
통합적 생산방식 구축 운동을 소개하고 이 운동의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GMS의 구성요소
들을 정리한다. 제Ⅲ장에서는 한국지엠에 도입된 GMS의 구성요소들 중에서 어떤 요소들
이 잘 정착되었고, 어떤 요소들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평가한다. 제Ⅳ장에서는 차일드와
패트리지가 만든 현장감독자 의사결정 척도를 통해서 1998년도와 2017년 린 생산의 도입
정도를 비교평가한다. 제Ⅴ장에서는 현장감독자의 지원 부서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기능
을 수행하는지를 도요타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마지막 제Ⅵ장에서 이 글의 결론을 내린다.

Ⅱ. 통합적 생산방식의 확산과 린형 감독자
1. 통합적 생산방식의 확산
전 세계의 주요 자동차기업들은 도요타 생산방식을 모델로 하여 통합적 생산방식

(ganzheitliche Produktionssystem)을 도입하고 있다. 여기에서 생산방식은 그것을 구성하
는 개별 요소들이 고도로 통합되어 있다는 뜻이다. 통합적 생산방식을 도입한 목적은 이전
에 마치 섬처럼 개별적으로, 그리고 조정되지 않은 채로 기능하던 도요타 생산방식의 요소
들을 통합시켜 전체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모든 생산 공정에서 낭비를 제거하여 생산비용
을 절감하고 품질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전에는 도요타 생산방식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을 도입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이들 요소들의 일관성과 체계성･보완성을 강조
하고 있다(정승국, 2011).

Neuhaus(2007)의 주장에 따른다면, 생산방식을 구성하는 개별적 요소들이 도요타에서
개발되다가 최종적으로 도요타에서 생산방식이 탄생한 것은 1950년대였다. 이후 눈으로
보는 관리, 표준화, 낭비 제거 등의 요소들이 도요타 생산방식의 발전과정에서 덧붙여졌다.
도요타와 GM의 합작기업인 누미의 실험을 거쳐 유럽에 최초의 도요타 생산방식이 출현
한 것은 1990년 오펠-아이제나흐 생산방식이다. 그 이전에는 유럽 특유의 포드주의적 생
산방식에 도요타 생산방식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몇 가지 요소들을 도입한 것에 불과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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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1995년부터 유럽의 여러 자동차업체에 도요타 생산방식이 도입되고 부품업체에
까지 확산되었다. 통합적 생산방식은 처음에 구동독 지역의 그린 필드 지역에 위치한 공장
에 도입되었다가 그다음으로 구서독 지역의 전통적인 공장에도 도입되었다(Pfeiffer, 2008:

146). 이렇게 하여 벤츠는 MPS(Mercedes-Benz Productionssystem)를 갖게 되었으며, 오펠
은 QNPS(Quality Network Production System)를, 폭스바겐은 APO(Arbeits- und

Prozessorganisation)를, 아우디는 APS(Audi Production System)를 갖게 되었다(그림 1 참
조).
북미업체들인 포드, GM, 크라이슬러도 각사의 독특한 생산방식들인 FPS(Ford

Production System), GMS(Global Manufacturing System), COS(Chrysler Operating
System)를 각각 설계했다. 1990년대 중반에 디자인된 포드 생산방식은 다섯 개의 원리를
갖고 있다. 첫째는 효과적인 작업그룹(effective work groups), 둘째는 낭비 제로(zero

waste and zero defects), 셋째는 생산 캐파(capacity)와 시장수요의 연계(allign capasity
with market demand), 넷째는 코스트를 동력으로 할 것(use total costs as a drivers), 다섯
째는 생산 가동(throughput)의 최적화(optimize production throughput)이다. 포드 생산방식
은 공장가동시스템을 별도로 갖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생산의 평준화, 저스트-인-타임, 기
계의 신뢰성, 공정통제, 인간 등 여섯 개의 범주와 22개의 계획된 활동을 가지고 있다

(Kowalski, 1996).
크라이슬러는 2000년에 크라이슬러 생산방식을 디자인했다. 그 구성요소는 인적인 인
프라(Human Infrastructure), 작업계획의 평준화와 균형(Leveled and Balanced Schedules),
부가가치 활동(Value-Added Activities), 견실하고 효율적인 공정 통제(Robust, Capable,

and In-Control Processes)이다. 인적인 인프라는 채용과 훈련, 숙련향상을 포함한다. 작업
계획의 평준화와 균형은 작업장의 교란을 최소화하여 평준화와 균형을 잡는 것을 의미한
다. 표준작업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s), 수요의 증감에 따른 공정의 재조
직 등이 이 요소에 포함된다. 부가가치 활동은 낭비의 배제와 지속적 개선을 의미한다. 마
지막으로 견실하고 효율적인 공정 통제에 포함되는 요소들은 TQM 등을 통해서 적시에
정확한 품질을 생산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로써 세계의 거의 모든 주요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변용시
킨 도요타 생산방식의 변종을 갖게 되었다. 북미가 되든, 유럽이 되든 통합적 생산방식은
원리와 방법의 측면에서,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도요타 생산방
식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은 공통적이다. 결국 도요타 생산방식의 원리와 방법을 개별
기업의 주어진 조건에 맞게 적응시킨 것이다.
도요타 생산방식을 모델로 하는 통합적 생산방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지배적인 합리화
전략으로 떠오른 것은 유연적 표준화이다. 유연적 표준화란 생산 공정에서 지속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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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동차산업 생산방식의 계보

출처: Jürgens(2006).

기되는 유연성의 요구를 표준 설정의 지속적인 재조정을 통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 번 설정된 표준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는 또 다시 수정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표
준을 계속해서 유연화한다는 의미에서 ‘성찰적 표준화’라고 할 수 있다(Pfeiffer, 2008:

147). 또한, 스프링거는 경직적 표준화와 유연적 표준화를 구분했다. 전자는 제품이 다양
하지 않을 때 IE(Industrial Engineering: 산업공학) 전문가가 주체가 되어 산발적으로 표준
화를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후자는 제품이 다양할 때 전문가와 일반 작업자가 주체가 되
어 한 번 설정된 표준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표준화이다(Springer, 2005).
이처럼 세계 각국의 자동차기업들은 통합적 생산방식을 도입하였지만 각 공장에 도입된
생산방식은 동일하지 않다. Jürgens(2006: 20~21)는 각 생산방식의 차이들을 아래 세 가지
로 정리했다.
첫째는 생산방식의 구속성의 정도이다. 예컨대 벤츠는 정기적인 오디트와 성과 판단을
통해서 각 공장별로 MPS를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GM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폴크스
바겐 등에서는 오디트와 성과 판단을 하지 않는다. 생산방식의 구속성이 벤츠와 GM에 비
해 훨씬 적은 것이다.
둘째는 생산방식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결합 정도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어떤 생산
방식은 요소들의 결합 정도를 강조하며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요소들을 용납하
지 않는다. 다른 생산방식은 요소들의 결합 정도를 강조하지 않으며 느슨한 결합을 용인한
다. 이때 생산방식은 방법들의 메뉴로서의 의의를 가질 뿐이다.
셋째는 표준화의 의의를 강조하는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 어떤 기업들은 표준화를
중심에 위치시키며, 기준(Vorgaben)과 개선의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려고 하지만, 아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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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른 기업들은 표준화에 비중을 두지 않는다.
위의 세 가지 차이 이외 작업조직, 노동력 투입, 인적자원의 이용은 생산방식을 도입한
기업들에서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대표적인 항목이며, 산업과 기업, 이익대표의 관점에
따라 아주 다르게 조직되어 있다(Pfeiffer, 2008: 144; Heil et al., 2014).

2. GM의 글로벌 생산시스템(GMS)
세계 최대의 자동차기업인 GM이 2002년 기존의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이후에는 어떠한
변화가 형성되고 있을까? GM은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이후 GM의 글로벌 생산 시스템인

GMS를 전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GMS는 도요타 생산방식을 전 세계 GM의 공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시킨 것으로서 도요타 생산방식의 체계적인 도입을 목표로 한다.

GMS는 주로 도요타 생산방식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전적으
로 도요타 생산방식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며 절차 중시, 문서화와 규칙이라는 GM 특유
의 방식도 혼합되어 있다. 사업계획 전개와 부품공급 방식의 글로벌화 등은 전형적으로

GM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품질관리 방식에도 GM 특유의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GMS는 전원 참여, 표준화, 제조공정 품질, 단기리드타임, 지속적 개선이라는 5대 원리
를 가지고 있다. 전원 참여(PI)는 임직원 전원의 참여로 모든 일을 하나가 되어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표준화(STD)는 개선으로부터 얻어지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모
든 것을 표준화한다는 것을 뜻하며, 제조공정품질(BIQ)은 확실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맡은 공정에서 결함 있는 부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키며, 단기리드타임(SLT)
은 최종 소비자의 주문으로부터 생산과 공급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것을 말한다. 마
지막으로 지속적 개선(CI)은 변화를 촉진하고, 개선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GMS는 5개 원칙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항을 29가지의 요소로 구분하고 있다. 애
초에는 33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후 29개 요소로 축소되었다. 임직원 참여, 열린
<표 1> GMS의 원리와 요소들
전원 참여

표준화

제조공정품질

단기리드타임

지속적 개선

목표-가치

표준 실행

품질 표준

simple process flow

BPD

적격자

택트타임 관리

공정 및 제품 타당화

풀 시스템

문제해결

팀 개념

표준작업

공정관리와 검증

lean containerization

린 설계

참여

피드백/Feedforward

LVL SCH/FIX PERI

안돈

커뮤니케이션

품질경영시스템

Schd ship & REC

TPM

일시적 자재저장

CIP

현장관리

Supp Chan M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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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전달 프로세스, 단순한 공정 흐름, 팀 개념, 품질시스템 경영, TPM, 제조성을 고려한
설계, 문제해결, 지속적 개선절차, 표준작업, 눈으로 보는 관리, 안돈 개념, 시설, 장비, 툴

(Tool) 가공 및 레이아웃의 린 설계, 평준화된 차량 주문과 일정 계획, 사내 풀(Pull) 보급,
소 로트(lot) 포장, 건강과 안전의 최우선, 작업장 정리, 택트타임에 의한 관리 등의 요소들
은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 29개의 요소들에는 각 요소의 핵심 요건이 있으며 이 핵심 요건을 달성하기 위한
툴이 존재하고 있다. GM 네트워크에서는 이 같은 GMS의 원칙과 그 핵심 요건들이 목표
에 부합하는 정도를 GM내 여러 공장 평가원들이 모여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GM의
아시아 태평양 본부에서 1년에 한 번씩 GMS의 요건이 각 공장에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있다. 체크 항목은 처음에 3백 개를 넘었으나, 지금은 2백 몇 십 개로 축소되었
다. 이처럼 체크 항목이 축소된 것은 점수가 좋아진 항목 두세 개를 통합했기 때문이다.
앞서 생산방식 간의 차이를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한 유르겐스의 주장을 통해서 GMS
를 평가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구속성의 정도이다. 위에서 정리한 것처럼, GM에서는
정기적인 오디트와 성과 판단을 통해 GM의 전 공장에 걸쳐서 GMS를 어느 정도 실현하
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따라서 생산방식의 구속성이 크다.
둘째, 생산방식의 구성요소들의 결합 정도를 본다면, GMS는 방법들의 메뉴 정도를 넘
어서서 요소들의 결합 정도를 강조한다. 셋째, GMS도 표준화를 강조하며 중심에 위치시
키고 있다. 표준과 개선의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려고 하고 있다.

Ⅲ. 한국지엠의 GMS 도입 정도 평가
1.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한국지엠은 국내의 대표적인 완성차업체 중의 하나이다. 한국지엠의 GMS와 현장감독
자 연구를 위해 다양한 조사방법이 사용되었다. 한국지엠에 관해 이전에 조사된 자료와
논문을 참고로 하였으며 2017년 5월 GMS 팀장 및 한국지엠 전 공장의 직장과 공장 및
관련 부서장을 대상으로 면접조사가 실시되었다. 2017년 8월 24일에서 8월 31일까지 한국
지엠 생산현장의 직장과 공장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 조사가 실시되었다. 직장 891명이
응답했으며(응답률 83%), 공장은 190명(응답률 96%)이 응답하였다. 그리고 해당 기업의
문서 등도 조사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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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MS의 도입과 그 평가
한국지엠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된 2002년부터 현재까지 그 평가 결과가 꾸준히 상승곡
선을 그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현장의 관리자들은, GM 본사 차원에서 전 세
계 GM 공장 전체에 대해 통일적으로 GMS의 추진 정도를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GMS의 요건들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되고 정
착되는 정도는 GMS 각 요건들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린 생산의 국제적
확산에 관한 문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듯이, 린 생산의 기술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
에 따라서 한국지엠 각 공장에 수용되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Elger & Smith,

1994). 여기에서 기술적 요소란, 린 생산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가운데 린 생산이 탄생
한 원래의 제도적 맥락과 사회경제적 조건으로부터 분리하기 쉬운 요소를 가리키며 사회
적 요소란 분리하기 힘든 요소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들 조건들은 문화적 유산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정치적 행동의 결과 형성된 것이다.
회사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GMS의 각 요건들 가운데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은 사업계
획 전개, 단기리드타임, 제조성을 고려한 설계, 레이아웃의 린 설계, 전원 참여와 임직원참
여 등이며,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것은 안돈, 다기능 교육, 안전, 표준작업의 업데이트, 문제
해결, 택트타임에 의한 관리 등이다.
안돈의 점수가 낮게 나오는 이유는 작업현장에서 안돈의 실행률이 낮기 때문이다. 안돈
은 군살을 빼고 타이트하게 조직된 작업조직의 상징과도 같으며, 작업자들이 안돈을 당기
지 않는 이유는 그 작업조직에 작업 여유가 아직 많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기능 교육은 이전에는 꾸준히 추진되었지만, 지금은 잘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분야(principle)로서는 전원 참여(People Involvement)에 속하며, 항목(Element)으로는
적격자(Qualified People)에 속하는 다기능 교육은 우선 다기능의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것
에서부터 시작한다. 다기능의 평가기준은 네 단계로 설정되어 있다. 첫 단계는 작업의 단
계 및 검사항목을 아는 수준, 둘째 단계는 품질에 이상이 없고 안전하게 검사 또는 작업을
수행하지만 택트타임을 초과하는 수준, 셋째 단계는 택트타임 내에 품질에 이상이 없고
안전하게 검사 또는 작업을 수행하는 수준, 넷째 단계는 교육을 통해 가르칠 수 있는 수준
을 말한다. 각 직구성원별로 현재 다기능 능력이 %별로 표시되며 해당 연도의 다기능 목
표가 제시된다. 예컨대 현 시점에서 10개 공정 가운데 작업자가 3단계 이상 수행할 수 있
는 공정이 8개일 경우에는 80%로 매겨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해당 연도의 다기능 목표에
따라 월별 다기능 능력 향상계획이 짜여진다. 이 계획표에 따라 실행해야 하지만 직장들은
작업자들의 근속연수가 오래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점수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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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순환도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작업장에는 흔히 고정된 직무를 수행하는
작업자가 있기 마련이며, 중고령자들은 직무순환을 안 시키는 경우가 많다. 난이도가 있는
작업은 젊은 작업자들이 전담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조립작업장에서는 두 시간에 한
번 직무순환을 시키는데, 두 개 공정은 고정으로 두고 여덟 개 공정은 순환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정개선은 GMS 도입 초기에는 비교적 잘 수행되던 항목이었지만 지금은 잘 안 되고
있다. 대우자동차 시절에는 주로 작업시간을 줄이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담이
작업자에게 돌아가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GM이 대우를 인수한 이후 공정개선은 생
존조건 중의 하나가 되면서 필수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 되었다. 노동강도만 올리면
작업자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작업장에서 공정개선의 초점은 사이클 타임을 줄일 수 있도
록 작업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측면에 집중되었다. 예컨대 작업자의 보행거리를
줄여둔다든가, 장비를 통해 작업을 수월하게 해준다든가, 부품을 시퀀스로 공급한다든가,
주 작업시간은 동일한데 부수작업을 최대한으로 줄이게 한다든가 하는 식이었다. 현장감
독자와 사무직이 같이 진행하며 아이디어를 같이 냈으며 투자가 수반되는 사항은 투자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사 제안제도가 없어지는 등 공정개선은 많이 약화되었다.
안전의 점수가 낮게 나오는 이유는 GM이 안전 문제에 대해 대단히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지엠은 국내의 다른 공장에 비해서는 산재사고가 낮은 편이지만, GM
전체 공장과 비교한다면 산재율이 높은 편이다. 회사의 관계자에 따르면 소음을 방지하는
귀마개, 보안경 착용은 잘 되지만, 안전보호구를 쓰는 문제는 잘 안 되는 편이다.
팀 개념의 점수는 GMS 도입 초기에 낮게 나왔던 대표적인 항목이었다. 그 이유는 팀의
크기가 GM에서 설정한 것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다. GM에서는 북미 누미 공장의 예를
따라서 팀의 크기를 4~6명으로 정하고 있고, 한국지엠의 직조직은 평균적으로 11명 정도
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처음에 팀 크기를 축소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그러
나 팀 크기를 축소했을 때 현재의 직제인 공장-직장에서 섹션장-그룹장-팀장으로 새롭게
개편해야 하는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되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직장이 그룹장이 될
수도 있고, 기존의 직장들이 팀장이 될 수도 있고, 조장이 올라가 팀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현장 조직의 질서가 크게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 때문에 팀 크기
를 줄이는 것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지금은 GM 본사에서 한국지엠 공장의 전통과
고유성을 인정하여 팀 크기 그 자체에 대해 낮은 점수를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팀의
크기 이외에 팀 개념과 관련하여 핵심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팀장의 능력, 팀 구성원의
선발, 팀 미팅, 품질과 검사 등 간접직무를 팀이 담당하고 있느냐의 여부 등이다.
문제해결은 일부 감독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구성원들이 전원 참여해서 문제를 해
결하라는 것이 GMS의 취지이지만, 부평1공장처럼 풀로 공장이 가동되기 때문에 일반 작

60

産業關係硏究 제28권 제2호

업자들은 모여서 해결할 시간이 없다.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는 5 Why에 의해 단계별로
현장을 파악하여 근본 원인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으며 PSR(practical solving report)을 작
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GM이 공장을 인수한 초기에는 새로 만들어진 IE 부서에서 간접인원과 사무직원
까지 시간관리 속에 포함시키는 등 체계적으로 인원관리를 하여 작업장과 사무실에서도
인원은 계속 꾸준히 줄었지만, 부평1공장을 제외하고 생산물량 자체가 줄어든 지금은 잘
안 되고 있다.
각 공장에는 GMS의 도입 정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게시판을 운영하
고 있다. 이 게시판은 회사에서 기대하는 만큼 잘 운영되고 있지는 않으며 “정리하고 관리
해야 할 양식이 지나치게 많다”는 현장감독자의 불평의 대상이 되고 있다.
린 생산을 구성하는 29개 요소들 가운데 사회적 요소들의 도입 정도가 지연되고 있는
주요 요인은 보상체계의 결핍과 노사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회사에서 GMS를 평가할
때 평가위원들이 제대로 도입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로서 오래 전부터 가위표로 표시하는
것도 바로 보상이다.
이상으로 한국지엠에서 실행되는 GMS 각 요소들의 실행정도를 개관해 보았지만, GM
의 아시아태평양 본부에서 수행하는 GMS의 평가 점수는 신뢰도가 높지 않다. 통보가 오
면 그때부터 준비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상적인 실행의 정도를 정직하게 반영하지 못
한다. 평가의 목적도 정확하게 특정 공장의 GMS 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레벨
단계만 파악한다. GMS 지수를 통해서는 한국지엠의 린 지수를 파악할 수 없다. 그 때문에
한국지엠의 린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Child & Patridge(1982)가 구성한 ‘현장감독
자 의사결정 척도’를 이용하기로 한다. 현장감독자는 린 생산의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GMS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현장감독자가 직접 관계하는 요소들은 현장관
리, 안전, 참여, 트레이닝, 적임자, JIT, 제조품질과 품질 피드백, 산입 산출, 풀 시스템,

BPD, 문제해결, 지속적인 개선 등이다.

Ⅳ. 현장감독자와 린 지수 평가
1. 린형 감독자
자동차산업의 생산방식이 대량생산에서 유연적 생산으로 바뀐지 이미 수십 년이 경과하
였다. 도요타 자동차가 발전시킨 린 생산은 유연적 생산의 핵심 모델을 제공해 주었으며,
각국의 자동차기업들은 린 생산의 요소를 도입하기 위해 지금껏 애쓰고 있다. 이처럼 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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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에서 린 생산으로 생산방식의 성격이 바뀜에 따라 작업장에서 린 생산을 주도하고 실
천하는 현장감독자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바로 <표 2>는 대량생산과 린 생산하의 현장
감독자 모델을 비교한 것이다. 대량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장에서의 현장감독자의 전
형적인 역할 특성은 회사와 노동자 사이에 낀 중간적 존재이다. 현장감독자의 권위와 영향
력은 낮으며 품질관리, 보전, 생산기술, 노사협력 등 지원 부서와의 관계에서도 수동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현장감독자가 수행하는 직무들에서 우선순위는 작업장의 규율 유지, 고
충처리, 작업속도 유지, 작업일보 입력, 작업인원 배치 등 주로 단기적인 직무들이다. 그들
의 숙련 수준은 비교적 낮은 편이며, 승진기회도 폐쇄되어 있다. 임금 차이도 일반 작업자
와 비교하여 크지 않다. 이에 비해서 린 생산에서의 현장감독자 역할 특성은 현장관리자이
다. 노동자로서의 정체성보다 관리자로서의 정체성을 더 많이 갖는다. 현장관리자의 권위
와 영향력도 크며, 지원부서와 관계된 일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작업의 우선순위도 품질
관리, 원가절감, 개선작업, OJT 지도 등 장기적인 직무들에 있다. 현장감독자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경험을 축적하고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숙련 수준은 높
다. 상위의 직위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는 비교적 열려 있다. 일반작업자와 비교하여 임금
차이는 크다. 회사 지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정승국, 1999).
이처럼 생산방식과 현장감독자의 성격이 변동함에 따라 현장감독자의 지위와 기능, 역
할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1990년대 이후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서구의 자동차 기업들
에서 활발하게 일어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의 자동차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었
고 린 생산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했던 영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더 많은 권한과 책
임이 현장으로 이전되고 현장감독자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이 진행되었다. 현장감독자의
직무등급을 화이트칼라의 임금구조에 위치시키는 기업의 수가 늘어났고 현장감독자를 외
부에서 채용하기보다 내부에서 승진시키는 관행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난 바 있는데, 독일의 제조업에서 확산된
<표 2> 대량생산과 린 생산에서의 현장감독자 모델
대량 생 산

린

생

역할 특성

중간적 존재

현장관리자

권위와 영향력

낮다

높다

지원부서와의 관계

결정의 수동적 실행

결정에 영향력 행사

작업의 우선순위

단기적

장기적

숙련 수준

낮다

높다

승진 기회

폐쇄

개방

임금 차이

낮다/불만

높다/만족

지위

낮다

높다

지향

노조?

회사

Lowe(1995)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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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floor-Manager는 바로 린 생산하의 현장관리자를 모델로 한 것이다(Behrens et al.,
1997; 정승국, 1999). 이탈리아 피아트 및 프랑스 자동차공장에서도 린 생산을 도입하면서
린형 현장감독자 문제가 논의된 바 있다(Bonazzi, 1998; Camuffo & Micelli, 1997).

2. 권한과 영향력
직장이 보유하고 있는 공식적인 권한(authority)과 실제 영향력(influnce)의 정도를 측정
하기 위해 Child & Patridge(1982)가 구성한 현장감독자 의사결정 척도를 사용해 보았다.2)
이 의사결정 척도는 세 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시스템관리는 생산방식의 계획
과 조직, 규칙에 관한 해석이며 둘째, 기술관리는 현장감독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지식
과 경험을 의미한다. 셋째, 노무관리는 인사고과, 직장(職場) 규율의 유지 등 직장(職場)
구성원에 대한 통솔과 관련된 측면을 가리킨다.
원래 Child & Patridge의 의사결정 척도는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12개 문항은 제외하고 1개 문항을 보충하였다. 권한과 관련된 문항은 5점 척도
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향력과 관련된 문항은 11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점수가 낮을수록
권한과 영향력이 없음).
<표 3> 설문항목과 내용
항목
업무
스케쥴링
작업방법
시스템관리
기계선택
인원배치
작업재분배
장비구매
장비선택
기술관리 자재품질평가
작업자작업판단
장비수리판단
보충인원결정
특근할당
노무관리 승급 여부
근무질서유지방식
고충처리 여부

내 용
1) 직장내에서 전에 하고 있던 일 외에 새로운 업무를 찾아서 할 수 있는지
2) 자신의 업무에 대해 스스로 일정을 세우고 일을 진행시킬 수 있는지
3)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작업방법을 정하고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4) 특정한 작업을 위한 기계, 장비의 선택
5) 직장내에서 공정을 분류하고 인원을 배치(TD 작성 권한)할 수 있는지
6) 직장내에서 어떤 변동요인에 따라 작업을 재분배할 수 있는지
7) 직장내에서 필요한 장비나 툴을 구매할 수 있는지
8) 직장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툴이나 장비를 선택할 수 있는지
9) 각종 자재, 부품의 적합성 검토를 통해 품질을 평가하고 반송할 수 있는지
10) 직장내 작업자의 작업이 적절한지 판단 여부
11) 툴과 장비에 대해 어떠한 수리가 필요한지를 결정할 수 있는지
12) 직장내 결원시 그 보충인원에 대해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13) 직장내 특정 구성원에게 특근(OT)를 할당할 수 있는지
14) 직장내 구성원에 대한 승급 또는 승격 여부
15) 직단위 근무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에 대한 결정 여부
16) 직장내 구성원에 대한 고충처리 여부

2) 설문지에서는 공식적인 영향력과 실질적인 영향력을 구분하기 위해 “공식적인 권한과 실질적인 영향
력을 분명히 구분해 주십시오. 귀하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작업장의 노사관계, 대의원의 영향력, 회사
의 관행, 상급관리자의 개입 등 때문에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권한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언급
을 덧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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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생산의 모델에서 현장감독자의 주된 관심은 노무관리이며, 린 생산에서 현장감독자
의 관심은 노무관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관리와 기술관리로까지 확장된다. 따
라서 위의 의사결정 척도에서 시스템관리와 기술관리의 지수 그리고 노무관리 지수의 정
도를 파악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현장감독자 역할과 관련하여 일본화의 지수를 측정하
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동일한 척도를 가지고 1998년도 대우자동차기업의 분석결과와 2017년도 한국지엠의 분
석결과를 서로 비교해 본 것이 <표 3>이다. 이 표를 통해 이전에 비해서 최근 현장감독자
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시스템 관리의 경우 1998년도 측정 시에
는 권한과 영향력이 3.68, 6.48이었지만, 2017년의 측정 시에는 3.23, 5.47로 나타났다. 기
술관리는 1998년도 측정 시에는 권한과 영향력이 3.26, 5.57이었지만, 2017년의 측정 시에
는 3.17, 5.21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무관리의 경우 1998년도에는 조사항목이 아니었
던 고충처리를 제외했을 때, 현장감독자의 권한과 영향력은 1998년도 측정 시에는 3.53과

6.0이었지만, 2017년의 측정 시에는 2.76과 4.09으로 떨어졌다. 시스템관리의 권한과 영향
력은 각각 -0.45, -1.01 줄어들었지만, 기술관리의 권한과 영향력은 각각 -0.09, -0.36 축소
되었다. 그러나 노무관리의 권한과 영향력은 -0.77, -1.91만큼 떨어졌다. 직장 내 결원 시
그 보충인원에 대해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영향력도 5.9에서 3.9로 축소되었다. 직장 내
특정 구성원에게 특근(OT)을 할당할 수 있는 직장의 실제 영향력은 1998년도 5.65에서

2017년도 4.11로 줄어들었다. 직단위 근무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에 대한 영향력도 7.5에서
4.89로 떨어졌다. 현장감독자의 영향력이 줄어든 만큼 그 영향력은 대의원에게 귀속되었다.
전체적으로 현장감독자의 노무관리능력이 크게 축소되고, 시스템관리와 기술관리의 권
한과 영향력도 근소하게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시스템관리와 기술관리 중에서도 작업자
를 대상으로 한 감독자의 능력과 관련된 항목들인 작업방법, 인원배치, 작업재분배, 작업
자 작업판단에서 직장의 실제 영향력은 크게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각각 -1.42, -1.01,

-1.34, -1.34만큼 줄어들었다.
GMS가 도입되던 초기, 노사관계가 비교적 안정화되고 작업장에서 지속적 개선의 효과
가 발휘되던 시기가 더 지속되었다면, 그리고 일반작업자 및 현장감독자의 능력을 향상시
키려는 노력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면 아마 린 생산의 요소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작업
장에 도입되고 정착되었을 것이다.3) 노무관리 점수는 더 높아지고 시스템관리와 기술관리
3) 2007년 인터뷰 결과이다. 현재의 상황과 대조적이다. “파이널 공정 리페어 담당 인원은 계속 줄고 있
다. 생산량에 비해 작업자 수도 줄었다. 사무실 인원도 많이 줄었다. 올해 더 줄 것이다. GM 그룹 내에
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차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구노력을 필요로 한다. 올해, 내년에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진행계획이 잡혀 있다. 사람을 덜 쓰고, 부가가치 있는 작업을 올려주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리페어 작업 관련 직원 등 인원은 줄었다. 한 대당 맨아워 관리
지수인 HPV 관리를 하고 있다. GM 내에서 전체적으로 50개 공장 되는데, 현재 대우가 5～10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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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직장의 권한과 영향력
2017

항목

시스템
관리

권한

영향력

1) 새로운 업무

2.82 (0.98)

4.45 (2.55)

3.4(1.5)

5.95(1.43)

3.26 (0.89)

5.78 (2.51)

4.0(1.2)

7.4(1.25)

3) 작업방법

3.53 (0.88)

6.33 (2.39)

4.2(1.1)

7.75(1.2)

4) 기계 선택

2.78 (1.08)

4.18 (2.86)

2.5(1.4)

3.35(1.65)

5) 인원 배치

3.47 (1.09)

5.94 (2.94)

3.9(1.4)

6.95(1.58)

6) 작업 재분배

3.52 (1.06)

6.16 (2.76)

4.1(1.3)

7.5(1.45)

3.23

5.47

3.68

6.48

7) 장비 구입

2.36 (1.14)

3.54 (2.92)

2.0(1.3)

2.8(1.55)

8) 장비 선택

2.57 (1.14)

4.02 (2.93)

2.4(1.4)

3.5(1.63)

9) 자재 요구

3.41 (0.99)

5.31 (2.83)

3.3(1.4)

5.65(1.63)

10) 자재품질 평가

3.37 (1.01)

5.67 (2.87)

3.5(1.5)

6.15(1.7)

11) 작업자 작업 판단

3.71 (0.79)

6.61 (2.46)

4.3(1.1)

7.95(1.28)

12) 장비 수리 판단

3.49 (0.95)

5.92 (2.81)

3.8(1.3)

6.8(1.5)

13) 기계류 수리 판단

3.29 (1.02)

5.38 (2.85)

3.5(1.4)

6.15(1.63)

평균

노무관리

권한

2) 스케쥴링

평균

기술관리

1998
영향력

3.17

5.21

3.26

5.57

14) 보충인원 결정

2.66 (1.17)

3.90 (3.07)

3.5(1.5)

5.9(1.75)

15) 특근 할당

2.76 (1.21)

4.11 (3.18)

3.5(1.6)

5.65(1.8)

16) 승급 여부

2.60 (1.06)

3.45 (2.78)

3.0(1.3)

4.95(1.6)

17) 고충처리 여부

2.77 (0.96)

4.23 (2.62)

-

-

3.01 (1.00)

4.89 (2.73)

4.1(1.3)

7.5(1.45)

2.76 *2.76

4.12 *4.09

3.53

6.0

18) 근무질서 유지 방식
평균

의 점수는 더 상향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2010년을 지난 어느 시점에서인가 작업장에서의
통제력이 대의원으로 넘어가 버리고 현장감독자의 권한과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현재와 같
은 상황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Ⅴ. 현장감독자와 지원 부서와의 관계
현장이 강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조직원리를 현장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본기업의
기업 내 계층구조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아보(安保)에 따르면, 현장감독자는 현장주의를
집약적으로 내재화하고 있는 존재이다(1994). 대량생산에서 현장감독자는 지원부서가 제
생산성이 높을 것이다. 탑은 누미다. 몇 년 노력하면 누미에 버금갈 것이다. 고효율적인 공장으로 거듭
날 것이다”(20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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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수령한다. 현장감독자는 지원부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와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린 생산에서 현장감독자는 지원부서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영향력과 권위를 행사한다. 이와 같은 조직체계에서 기술지
원 스탭의 수는 전통적인 대량생산방식 공장보다 훨씬 줄어든다. 말하자면, 테일러주의적
분업원리가 도입될 때 지원부서로 이전되었던 여러 업무들이 린 생산에서는 현장감독자의
직무 속에 복귀한다(정승국, 1999). 그러면 여기에서는 생산기술과 품질관리, 보전, 노무관
리 등 대표적인 지원부서를 선택하여 한국지엠에서 GMS를 도입한 이후 현장감독자와 지
원부서 간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1. 현장감독자와 생산기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방법이 출현한 이후 작업의 생산성은 표준시간을 기초로 해서 관
리되고 측정되어 왔다. 이러한 표준시간의 설정방법은 전통적으로 IE 분야의 일이다. 일반
적으로 서구에서는 IE 담당부서의 전문기술자가 공장 밖의 사무실에서 표준작업과 표준시
간을 분석하고 개별 작업자의 작업내용을 보여 주는 직무표를 작성하여 공장에 인도한다.
공장에서는 현장감독자가 직무표에 지시되어 있는 그대로 각각의 직무를 수행하는 작업자
를 할당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현장감독자가 표준작업과 표준시간의 분석 등 IE 업무에
협력하고 현장에서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피드백한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이후 제조부문 작업의 생산성은 표준시간을 기초로 하여 관리되
고 측정되어 왔다. 표준시간이란 한 단위의 작업을 정상적인 속도로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총시간을 가리킨다. 표준시간은 인원배치 및 작업재배치의 도구, 제품개발 단계에서 예측
의 도구, 작업관리 및 개선의 도구, 성과측정 및 평가의 도구로서 사용된다. 이처럼 시간의
경제는 기업의 계획과 조정, 통제의 영역에서 중요한 준거점을 표현한다(Lang et. al.,

1997).
표준시간의 설정방식은 통상 산업공학(IE) 분야의 일이다. 대우자동차에서 IE 기능이 본
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93년 무렵부터이다. 그 전에는 생산부서와 생산기술연구소가 각
각의 기능을 분화하지 않는 채 필요 사항에 대해 일정한 정도의 역할을 수행해 왔을 뿐이
었다. NAC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1993년 생산기획부가 T/D(Time & Distance)
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4) 이로써 생산기술연구소가 가지고 있던 IE 기능은 소
멸되었다. 이후 생산기획부가 주도하던 표준시간 인증제도가 부작용을 드러내던 1995～

96년, 생산부서에서는 생산기획부에 대항하기 위해 T/D에 대한 영역을 확장한다. 그 결과
4) T/D란 작업 프로세스에 준해서 일정한 자재를 배치하기 위해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여 인력배치와 툴
배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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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획부의 역할은 축소되지만 1998년 PTS법을 도입할 때까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
다. 이후 생산혁신 TFT(task force team)로 그 역할이 이전되고 생산혁신 TFT가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기능이 축소되었다. 그러다가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이
후 2005년도 11월에 가서야 생산기술연구소 내에 IE 팀이 생겼다. 부장이 부서장을 맡고
있고, 차장 2명, 대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도 2월에는 4명이 더 충원되었다.
일반적으로 표준시간의 설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처음에 생산기술부서에서 제조라인에
서 일하는 노동자의 작업순서를 표준화하고 표준작업을 결정한다. 표준작업이 결정되면
작업자가 그 표준작업을 수행하는 데 어느 정도의 표준시간이 걸리는가를 측정하고 그것
을 표준시간으로 한다. 이때 표준작업과 표준시간은 두 개의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는 어
떠한 표준작업이 결정될 것인가? 둘째는 표준작업이 결정된 뒤 표준시간이 어떻게 설정될
것인가?
표준시간은 생산성관리의 기초이며 현장관리의 중심인 기준이다. 과학적 관리법의 발달
과 함께 표준시간의 설정방법도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표 5>는 한국지엠에서 표준시간
연구기법의 변화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1988년 이후 대우자동차에서 사용
한 표준시간 측정방법은 스탑워치(stop watch)법이었다. 1992년부터는 PTS법의 일종인 모
답스법이 일부 라인에 적용되었으며 1995년부터는 WF(Work Factor)법을 사용하였다.

PTS법은 표준작업을 정하면 그것을 기본 동작으로 분석하고 그 기본 동작에 앞서 정해진
시간치를 기계적으로 적용한다. 회사에서 스탑워치법에서 PTS로 수정하려 한 이유는 후
자를 사용할 경우 시간치를 객관화하고 제품개발단계에서부터 표준시간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PTS법은 노동자의 강한 저항 때문에 확산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다음 해인 2003년 이후 회사에서는 WF법을 약간
변형한 RSTS법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 RSTS법은 요소작업을 하나로
<표 5> 한국지엠 TIME STUDY 기법 적용 역사
구분

사이클
작업

1988~1992

1992~1995

1995~1997

1997~2003

2003 이후

o stop watch 법 ㅇstopwatch 법 ㅇ stop watch 법 ㅇ RWF법 확산
RSTS법
- 일부
라인은 ㅇ WF법도입- 당사의 SHOP
Modaps법 적 신차( T -1 0 0 ,
별 특성에 맞는
사람
용
V-100) 표준시
표준시간 테이
작업
간 산정에 관동
블 개발 및 전
자동차 표준시간
공정 확대적용:
테이블 시험적용
노동자의 강한
저항
기계
작업

비사이클 작업

stop watch 법
work sampling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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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주체작업과 부수작업
단위작업

구
주체작업(BEC)

분
기타작업(Variable)

1. 사양확인

○

2. 부품, 공구준비

○

3. 이동

○

4. 조립(취부)

○

5. 이동(원위치)

○

6. 기타 마무리

○

* 기타작업 = 부수작업 + 준비/마무리작업
출처: 회사 자료.

묶은 것으로서 감독자들이 수월하게 사용하고 대의원들이 수용하기 쉽게 만든 것이다. 이

RSTS법은 GM의 STDS보다 더 타이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RSTS법에 따르면 이전
의 정미시간은 주체작업(BEC; Based Engineering Contents)과 부수작업(Variable)으로 대
체되었다(표 6 참조). 예컨대 하나의 작업이 사양 확인, 부품공급 준비, 이동, 조립, 이동(원
위치), 기타 마무리로 구성되어 있다면, 주체작업은 조립작업이고 나머지 단위작업은 부수
작업으로 묶여진다. 이처럼 단위작업을 주체작업과 부수작업으로 구분한 것은 주체작업과
전체 인원의 비율을 산정하는 등 작업조직의 편성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회사에서는 이전에는 직접인원만을 시간관리의 대상으로 하던 것을 이때 품질관
리와 보전 등 간접인원과 사무실 인원까지 시간관리의 대상에 포섭하였다. 이전에는 생산
직 사원을 대상으로 한 M/H관리를 하였다면, 이때 회사 내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HPV 관리를 하였다(표 7 참조).
<표 7> 인원관리 구성도
TPT(total process time)

직접

Line
작업자

팀 리더
Pool 인원
보전
자재보급
품질관리(간접)
생산지원
팀 리더
Salary

출처: 회사 자료.

Planned System Idle(휴식시간, 노조교육시간 등)
Conveyor Overspeed(장비고장시간+공장간 잡수 차이)

Repair

간접

Unassigned(편성로스)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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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이 인수한 이후에도 생산기술연구소의 IE팀은 현장감독자들에게 WF법을 약간 변형
한 RSTS법을 가르쳤다. IE와 관련하여 한국지엠의 현장감독자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보면,
우선 현장감독자는 기술사원과 함께 TD 플랜과 작업편성계획서를 작성하며 인원의 절감
가능성을 검토한다. 현장감독자들이 작성한 계획서를 부서에서 종합하여 대의원에게 협의
요청을 하는데, 현장감독자들은 협의의 결과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의원과의 협의 시에는 대의원과 직구성원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그러
나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던 IE 기능은 점차적으로 대의원의 현장권력이 강화되고 작업
장 규율이 무너지면서 그 힘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도요타와 달리 한국지엠에서 시간관리 및 작업공수의 조정은 노사갈등의 최대 쟁점이
되어 왔으며 작업장조직의 강한 저항을 받아왔다. 그 때문에 생산량에 대응하는 유연한
투입공수의 조정체계는 한국지엠에서는 불가능하다. 특히 수년 전부터 생산물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공장에서 IE 부서 및 현장감독자의 기능은 현저하게 훼손되었다. 각 공장의
노사관계의 성격에 따라 시간관리에서 현장감독자가 하는 일은 차이가 있으나 도요타처럼
현장감독자가 IE의 주체가 되는 것은 요원한 실정이다.

2. 현장감독자와 보전
한국지엠의 대부분 직장(職場)에서 TPM은 초보적인 수준이다. 자주보전의 주체는 일
반작업자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현장감독자층이다. 현장감독자들도 TPM을 자기 일로 파
악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과한 일로 생각하고 있다. 트러블 슈팅의 주체는 보전이라는
생각은 현장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관습이다. 현장에서 담당하는 것은 설비의 청소나
급유 등이다. 자동화설비가 집중된 차체2공장에서 자기 공정의 팁교환은 작업자 본인이
하지만, 로봇이 용접점을 잘못 찍을 때 그것을 교정하거나 용접건이 나갔을 때 새 건을
장착하여 미세 조정을 해주는 티칭은 모두 보전에서 담당한다.
일본의 자동차공장에서 간접부문의 일부는 흔히 직접부문에 통합된다. 툴교환, 청소, 정
비관리, 자주검사, 트러블 슈팅, 개선활동 등은 직접부문의 관할이다. 생산조건의 변화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유연적 생산 하에서 이들 직무를 노동자에게 위양할 수 있도록 생산시
스템이 설계되었다. 이렇게 설계된 생산시스템 하에서 노동자는 다양한 작업(제조, 수리,
품질관리, 프로그래밍 등)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다능성과 작업의 노하우를 육성해 간다.
그렇다면 한국지엠의 직무편성방법은 어떤 것일까? 한국지엠에서는 목적의식적으로 일
본식 분업구조를 기계가공공정에 이식시키려 애써왔음에도 불구하고 TPM은 제대로 정착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지엠 기계가공공정에서 TPM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방보
전과 사후보전의 비율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일본에서는 전문보전이 수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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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에 지나지 않는다. 고장 나서 수리하는 것은 생산에서 담당하며 생산에서 못하는
것만을 전문보전이 담당한다. 전문보전에서는 예방보전, 개선, 개량보전을 수행한다. 이
경우 라인은 점점 더 효율이 높아지고 안정화된다. 보전은 보전다운 활동을 하고 잔고장은
생산에서 커버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지엠에서는 사후보전의 비율이 예방보전보다 더
높다.
한국지엠의 XK 공장처럼 원격서비스시스템, PC 제어가공기, FLT 라인, 머시닝센터 등
최신의 공작기계가 투입되고 소프트웨어의 복잡도가 증가된 엔진공장에서는 보전부조차
급속하게 진행되는 기술혁신의 속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유럽제품이 대
부분인 PC 제어가공기의 경우 외부의 전문용역회사에 크게 의존하는 편이다. 더욱이 작업
공정이 네트워크화 되고, 장비의 복잡도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 작업자의 트러블 슈팅의
능력이 더 요구되고 있다. 트러블 슈팅은 생각을 해서 교정을 하거나 바꾸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기계가공노동자의 직무 가운데 가장 난이도가 높은 직무이다. 기계의 특성을 알아
야 하고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트러블슈팅이 가능한 것이다. 트러블슈팅을 잘하기 위
해서는 경험과 이론적 지식을 다 같이 갖추어야 한다. 공장의 복잡도가 증가할수록 작업자
의 장비관리능력은 높아져야 하며 트러블슈팅은 전문화되어 간다.
부서에서도 일반작업자들의 트러블슈팅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반작업자들에게
소수리(小修理)를 가르치는 자주보전학교를 운영해 왔다. 2005년부터 시작했지만, 활발하
게 추진된 것은 2006년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러블슈팅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경험과 이론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작업자들의
트러블슈팅의 능력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TPM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현장작업자의 트러블슈팅의 능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이며 그 주된 이유는 트러블슈팅의 능력이 현장작업자 평가의 주요 대상
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지엠에서는 일본자동차기업에 존재하는 인센티브 구조가 존재하
지 않는다. 도요타 자동차에서는 생산직과 사무직, 대졸과 고졸 이하의 노동자들에게 하나
의 통합된 직급체계가 적용되며 노동자들의 승진에는 능력주의 원칙이 광범하게 적용된
다. 그러나 한국지엠의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직위 승진의 가능성은 매우 작다. 생산직과
사무관리직 간에 별도의 직급체계가 적용되며 직위승진과 별도의 직급승진은 존재하지 않
는다. 임금체계는 연공급으로서 개인의 숙련과 능력을 임금에 반영하지 않는다.
트러블슈팅의 능력을 갖고 있는 소수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지적 숙련의 직무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론적인 추상의 능력과 방법적 숙련 등의 직무내용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보전요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벨트 교체, 단순한 부품 교체는 보전의 도움
없이 자기들이 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들어가서 유압이나 전기회로는 못한다. 우리들이
도와준다(2001. 1.).” 이들의 숙련 수준은 경험을 통한 학습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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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이들은 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투입에 따른 직능의 변화 추세인 경험적 숙련
으로부터 지식-분석적 숙련으로의 변화, 구체적인-대상적 능력으로부터 추상적 능력으로
의 전환이라는 변화의 추세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문제해결노동자로서의 자기 정체성
과 의지를 갖고 있는 노동자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론적 지식의 결핍과 사
회적 거리 때문에 생산노동자와 보전공, 엔지니어와의 커뮤니케이션 정도는 훨씬 떨어진
다고 해야 할 것이다.

3. 현장감독자와 품질관리
GM이 대우를 인수한 이후에 몇 가지 측면에서 품질관리 시스템에 변화가 생겼다. 첫째
는 라인의 중간에 차체, 도장, 의장, 샤시의 각 섹터별로 품질검사원들을 두고 있다는 점이
다. 이 VS 10의 각 포인트별로 직행률과 직행로스를 산출하여 품질지수를 내고 있다.
둘째는 현장에 문제가 생길 경우 PTR의 절차에 따라서 품질문제를 해결하도록 되어 있
다는 점이다. 제조부문에서 품질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 먼저 표준작업 대비 작업을 하였
는지, 작업을 하였다면 정사양 부품이 공급되었는지, 공급되었다면 부품 쪽에 문제가 있는
지, 부품 쪽에 문제가 없다면 설계 쪽에 문제가 있는지 하는 식으로 이상 유무를 체크해
간다. 체크 결과 이상이 있다면 개선작업을 수행한다.
셋째는 Q 코스라고 하여 품질검사원이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중요한 부위를 모니터링하
는 것을 말한다.
넷째는 Red X 기법이라고 하여 만성품질문제가 생기는 경우 결함이 발생하지 않는 다
른 차종과 비교하여 크로스 체크를 해보는 것이다. 이 Red X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을
경우 레포트를 제출하면 GM 본사에서 심사하여 마스터 교육을 받은 뒤 인증서를 준다.

GM이 인수한 이후 문서화와 룰(rule)에 의한 품질검사체제는 더욱 강화되었으나, 도요
타 생산방식의 작동에 필수적인 현장감독자의 품질개선 역량은 여전히 취약한 편이다. 현
장감독자는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 해석능력과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능
력’을 갖고 있지 않다. 품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현장감독
자의 수는 소수에 불과하다. 대체로 검사 쪽에서 분석작업을 수행하고 현장감독자는 분석
된 내용대로 수정업무를 담당할 뿐이다. 그 결과 품질개선에 관한 한 현장주의는 제대로
관철되지 않고 있으며 기술지원팀과 품질관리부에 의존하는 업무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4. 현장감독자와 노무관리
노무문제에 대한 회사 내 관할은 노사협력부와 공장관리부, 그리고 공장의 노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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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감독자 사이에 배분되어 있다. 노사협력부는 노사문제에 대한 회사수칙 방향, 집행부
와의 관계, 대의원관리, 계파관리 등을 담당하고 공장관리부가 근태, 식사시간 및 근무시
간 준수, 근무질서 등 기초 노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공장의 노무담당자는 공장
전체의 대의원 관리 및 노동동향 분석, 노사갈등 해결 등의 일을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
로 현장감독자가 자기 직장(職場) 내의 대의원 및 노조원들을 관리한다.
현장감독자가 대의원관리를 할 때 사용하는 가장 큰 도구는 근태관리이다. 근태관리는
과거에는 공장관리부에서 담당하였지만 수년 전에 현장감독자의 권한으로 위양된 대표적
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시에 출근하였는가, 휴식시간 이외 공장을 떠났는가 등을 체
크하여 지각․조퇴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근태관리는 작업장의 규율관리에 필요한 요소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월차 제도, 대의원 등 시간할애를 통해 작업장을 이탈하는
인원 과다 등으로 인하여 현장감독자의 근태관리 능력은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작업인원이 부족하거나 작업자의 화장실 가는 시간 지원 등의 이유 때문에 직장이
어쩔 수 없이 라인을 타는 일수와 시간은 이전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다. 아래 <표 8>은
직장의 라인 작업 현황을 보여주는데, 설문에 응답한 직장 673명 중에서 월 평균 라인을
타는 일수는 11일 가까이 되고, 라인 타는 시간은 23.58시간에 이르렀다.5)
그리고 작업장 내의 고충처리의 경우에도 현장감독자의 의지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기
때문에 직장의 불만이 매우 큰 상태이다.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 공장, 과책, 사무실에 건
의했을 때 직장이 건의한 일은 빨리 해결되지 않고, 문제해결이 지연되니까 대의원들이
건의하고... (그 결과) 직장들의 권위가 떨어진다” 라는 것이 현장감독자들이 갖고 있는 일
반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대의원과의 충돌 시에 부서에서 파업 등을 우려하여 자주
대의원 편을 드는 결정을 내리는 것도 현장감독자의 노무관리 재량과 효율성을 축소시키
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노조활동이나 기타 이유로 대의원의 작업시간을 공제해 주는

‘시간할애 시’에 직장을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서장 등 상급자와 이야기해서 직장에게
<표 8> 직장의 라인작업 현황
문항들

N

평균(표준편차)

월평균 라인작업 일수

673

10.83 (7.66)

월평균 라인작업 시간

669

23.58 (44.65)

출처: 회사 자료.

5) 2006년의 자료는 현 상황과 대조를 이룬다. 2006년 3월, 사고율의 1년 평균치를 고려하여 풀인원을
산정해주는 CTTO 제도를 실시한 이후에는 라인을 타는 현장감독자의 수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
전에 감독자의 90%가 라인에서 작업을 했으나, 이제는 30%만이 일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특히 사
고율이 떨어지는 야간조의 경우에는 풀인원이 남을 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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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회사 몰입도와 노동조합 몰입도를 기준으로 한 현장감독자 유형 분류
유

형

빈도와 비율(98) 빈도와 비율(17)

제 1 유형: 회사와 노조를 다 같이 지지하는 유형

92(28.7)

54(7.3)

제 2 유형: 회사의 정책을 지지하면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무관심 혹은
반감을 지닌 유형

73(22.7)

68(9.2)

18(5.6)

31(4.2)

138(43.0)

588(79.4)

제 3 유형: 노동조합의 정책을 지지하면서 회사의 정책에 대해서는 무관심
혹은 반감을 지닌 유형
제 4 유형: 회사/노조에 모두 무관심 혹은 반감을 지닌 유형
합계

321(100.00%)

741(100.0)

출처: 회사 자료.

통보되는 것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리고 현장감독자는 작업자의 임금에 영
향을 미치는 인사고과의 권한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1987년 이후 노사관계 환
경의 변화로 인하여 일반작업자를 징계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단체협약을 통해서 크게
축소되었다. 현장감독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한은 3호봉 추천권인데 3호봉 대상자가
추천 대상자의 5%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작업자의 동기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
는 편이다. 요컨대 한국지엠의 현장감독자들은 노무관리의 영역에서 대량생산의 공장과
구별되는 지위와 권한, 재량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노사관계의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형성되었다. GM에 인수되기 전과 최근 시기
를 회사 몰입도와 노동조합 몰입도 개념을 준거로 하여 비교한 분석자료가 보여주듯이 노
사관계에 대한 현장감독자의 의식은 최근 들어 현저하게 변화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998년 조사에 비해 회사와 노조를 다 같이 지지하는 유형인 이중몰입도 유형의 비중 및
회사의 정책을 지지하면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무관심 혹은 반감을 지닌 유형은 대폭 축
소하였다. 노동조합의 정책을 지지하면서 회사의 정책에 대해서는 무관심 혹은 반감을 지
닌 유형의 비중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회사와 노조에 모두 무관심 혹은 반감을 가진
유형은 크게 증가했다.
현장감독자 의식의 이러한 변화는 최근 한국지엠 노사관계 변동의 배후에 깔려 있는 배
경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의원들이 작업장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회사가 방어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고, 최근 한국지엠의 철수설이 돌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현상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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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GM에서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이후 한국지엠은 린 생산의 도입과 생산비 절감이라는
그룹 공통의 목표를 추진하는 경쟁 과정에 돌입했다. GM은 정기적으로 GM 산하 각 공장
들의 GMS 지수들을 관리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에 따라 GM의 전체 전략 내에서 각 지역
과 공장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조정한다. 지금껏 한국지엠 각 공장들을 대상으로 하여 주
기적으로 평가해온 점수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GMS 측정은 다분히 형식화되어 있으며 계속해서 상향한 것으로 평가받은 점수
는 과장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린 생산의 도입 정도를 보여주지 못한다. 그 때문에
본 연구에서 한국지엠 린 도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Child & Partridge가
개발한 ‘현장감독자 의사결정 척도’였다. 이 척도를 통해 측정해 본 결과는 98년도에 비해
서 오히려 후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현장감독자의 노무관리 영향력이 현격하게 축
소되었다. 시스템관리와 기술관리 중에서도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감독자의 능력과 관련
된 항목들인 작업방법, 인원배치, 작업재분배, 작업자 작업판단에서 직장의 실제 영향력은
크게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몇 가지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작업장 노사관계 때문이다. 한국지
엠에서 대의원 조직은 신차개발, 판매변동 및 생산성 향상 시에 항상 필요로 하는 잡수
조정의 교섭권을 무기로 실질적으로 작업장을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작업장에서
의 대의원 지배력의 강화는 상대적으로 현장감독자의 통제력의 약화를 가져왔고, 이는 근
태관리의 어려움, 라인타기의 증가, 고충처리의 현장감독자 우회 등을 통해서 감독자에 대
한 압박을 가중시켰다. 작업장 규율이 현저하게 훼손된 이러한 상황에서 린 생산을 구성하
는 핵심적인 요소인 카이젠이나 문제해결, 안돈, 택트타임에 의한 관리 등은 거의 불가능
한 것이다. 말하자면, 생산방식의 핵심적인 합리화 전략인 표준적 유연화는 작업장의 이러
한 조건 하에서는 작동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린 생산의 해외 이전에서 그 성공을 좌우하
는 결정적인 요소는 노사관계와 같은 사회적 요인인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Elger and

Smith, 1994).
둘째 요인은 부평1공장 정도를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 한국지엠의 생산물량이 줄어든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생산물량의 변동은 회사에 대한 종업원 및 현장감독자의 헌신을 위
축시키며 노조 및 대의원에 대한 종업원들의 경사를 강화했다.
셋째 회사에서 교육훈련에 투자하지 않은 현실을 들 수 있다. 대우자동차와 달리 한국지
엠은 현장감독자로 선임된 신입감독자에 대한 교육을 제외하고 실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지원부서에 대한 현장감독자의 기능도 린 생산에서 볼 수 있는 특징들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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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 못하고 있다. 직접부문 생산직 노동자들이 품질검사와 기초적인 보전 등 간접직무
를 통합한 수준은 낮았으며, 품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현
장감독자의 수는 소수에 불과했다. 현장감독자들도 TPM을 자기 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
라 위에서 부과한 일로 생각하고 있다. 트러블슈팅의 주체는 현장이 아니라 보전이었다.
생산기술과 관련하여 현장감독자가 수행하는 기능도 도요타 등 일본 업체에 비해서 현저
하게 낮았다.
한국지엠에서 린 생산의 변종인 GMS를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GMS 지수들을 관리하고
평가한지 십 수 년이 지났다. 그러나, 린 생산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무대인 생산점(point

of production)에서 노사 간의 경쟁의 지형(contested terrain)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린
생산의 요소들은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유연적 표준화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노사관계의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지엠의 린 생산 도입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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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troduction of Lean Production and the Change of Supervisor's
Function
Sung Gug Jung
Since GM acquired Daewoo Motor, it has applied GMS, a variant of lean production,
to all of its factories. However, it is impossible to know exactly how much lean
production has been introduced into factories by only seeing GMS index. For this reason,
we used the methodology developed by Child and Partridge in order to determine the
extent of lean production. As a result of measuring by this method, the degree of
introduction of lean production showed a retreat rather than in 1998. Though decades after
the introduction of GMS at GM Korea, the level of lean production is still low in the
absence of cooperative labor-management conditions for flexible standardization.
Keywords : GPS(Global Production System), lean production, supervis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