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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agement innovation as a strategic alternative to create competitive advantages in the global 

market, is being actively progressed by conglomerates such as Samsung, LG and Toyoda as they 

cut a brilliant figure in the 21 century by using various innovation methods. However, the 

domestic railway sectors, in particular urban railway depots have neglected management innovation 

as they undertake Operation and Management in non-competitive settings of a corporate 

enterprise. 

This paper analyzes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that have switched the most obsolete depots to 

a benchmark model for domestic railway depots based on the remodeling businesses undertaken in 

Gunja rolling stock maintenance office, Korea's first urban railway depot, along with 5S 6sigma 

program.

1. 서론

서울메트로 군자차량사업소는 1974년 지하철 개통과 동시에 개소되어 1호선과 2호선을 운행하는 

530량의 전동차 정비를 담당하는 전통과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도시철도차량기지의 효시라 할 수 있

다. 하지만 2003년 기준 약30년 장기운용에 따른 기지건물 및 설비의 노후화와 유지보수인력이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을 자랑함에 따라 자칫 기술력에만 의존하는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면 또한 존재하게 

되어 주공장의 리모델링사업과 직원들의 Mind 변화를 위하여 TPM(5S)와 6시그마를 통해 현장 혁신활

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경영혁신이란 조직 또는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새로운 생각이나 방법으로 기존 업무를 다시 계

획하고 조직화하여 지휘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즉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새로운 생산공정기술, 새로

운 구조나 관리시스템, 종업원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기

업의 중요한 부분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경영혁신은 시장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으로 대기업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삼성, LG, 도요타 등과 같은 회사들은 여러 가지 혁신기

법을 추진 21세기 시장에서 큰 두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철도분야 특히 도시철도차량기지의 경우 공

기업이라는 비 경쟁구도로 운영유지보수를 수행함에 따라 경영혁신에 다소 소홀했던 실정이었다. 또한 

혁신 프로그램이 실제 직원들의 업무향상과 직원들의 역량향상측정이 미흡한 수준이었다. 

본 고는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철도차량기지인 군자차량사업소에서 시행된 리모델링사업과 병행 시행

된 혁신프로그램인 TPM(5S)와 6시그마를 중심으로, 가장 낙후된 기지에서 전국 차량기지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혁신에 성공한 요인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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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혁신 기법

  경영혁신기법은 경영의 장을 변화시키는 기법과 경영프로세서를 변화시키는 기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경영의 장을 변화시키는 기법으로 벤치마킹(BM), 기업 아이덴티티(CI), 학습조직(LO), 지식경영

(KM), 리스터럭처링(RS), 비전 만들기(VM) 등이 있고, 경영 프로세스를 변화시키는 기법으로 경쟁전략

(CS), 다운사이징(DS), 장기전략계획(LSP), 신인사제도(NP), 리엔지니어링(RE), 전략평가시스템(SES), 

시간기준경쟁(TBS), 전사적 품질경영(TQM), 영점기준계획(ZB) 등이 있다.

2.1 TPM기법과 5S기법

 가) TPM기법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이란 “전사적 생산보전 활동” 및 “자주적 설비보전 활동” 을 

말하며, 자주보전(自主保全) 및 자주관리(自主管理)로 부른다. TPM은 밝은 직장문화 조성을 통한 기업

의 체질개선을 이루어 업적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진다. TPM활동은 제조과정의 전반에 걸친 설비의 

일생주기 중 사용단계의 최고의 효율을 달성하기위하여 최초 설비의 도입당시의 본래 모습을 찾아 사용

하기 쉽고 다루기 쉬운 설비로 만들고 오퍼레이터가 준수하여야할 것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체질

화 하는 현장중심의 활동이다. 자주보전 7STEP활동으로 구체화된다. 

 자주보전 7STEP활동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제1STEP은 준비 및 3S활동 단계로 결함의 발견, 발생원

인 파악(오염, 재해, 불량, 고장), 곤란개소 파악(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작업), 정리정돈 불합리 

부분을 파악하는 단계이다. 제2STEP은 발생원 곤란개소 대책에 대한 개선활동 단계로 청소를 통한 설

비의 더러움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정돈하여 유지관리토록 함으로써 불합리를 눈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한다. 1~2STEP 완료시 현장의 3D(Difficulty, Dirty, Dangerous)가  사라지게 된다.

 제3STEP은 작업자 스스로 준수할 기준서를 자체작성 발전 보완하는 단계로 청소, 점검, 급유 등 운전

하는 설비를 올바르게 운전하기 위해 행동기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효과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기준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제4STEP은 총점검단계로 자주보전 각 항목에 대하여 실무기능을 습

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담당설비의 결함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설비결함을 복원 개선해 

마감으로써 설비에 강한 작업자를 육성해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제5STEP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주적 

점검으로 My Machine정착 단계로 유지보수의 신뢰성향상과 장치의 안전성향상을 위행 프로세서에 강

한 오퍼레이터를 육성한다.

 제6STEP은 표준화를 통한 자주보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로 활동의 대상을 설비부터 설비와 그 주

변의 공정전체로 확대하여 불량제로를 목표로 하는 활동으로 공정과 설비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제7STEP은 자주보전관리의 철저 및 생활화, 습관화 단계로 현장작업자가 설비의 기본적 유

기관리활동은 물론 복원 및 향상활동이 항상 실시하고 있으며 고장제로, 불량제로, 재해제로의 수준을 

유지하는 활동이다.

                      그림1. TPM 활동                                           그림2. 5S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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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5S기법

  5S는 5행 또는 “깨끗한 회사 만들기 운동” 이라고도 하며 일본의 한 중소제조업체에서 시작된 것으

로 정리(Seiri), 정돈(Seidon), 청소(Seosoh), 청결(Seiketsu), 습관화(Shitsuke)의 다섯 가지요소를 실천

하는 운동이다. 모든 혁신활동의 근간이 되는 기본활동으로 직장내의 각 부문에 있어 이상(異常)과 정상

(定常)의 한계를 정량화하여 식별하고 표시나 표식으로 색채 관리하여 누구라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며, 또한 누구나 낭비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직장환경을 만들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품질

을 향상하기위한 실천운동이라 할 수 있다.

 정리(Seiri)는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여 불필요한 것은 버리는 것, 정돈(Seidon)은 언제든

지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누구나 찾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청소(Seosoh)는 필요한 것을 먼지와 

오염원이 없는 상태로  털고, 쓸고, 닦아서 깨끗이 하는 것이며, 청결(Seiketsu)은 위생 공해 면에서 오

염 발생원을 근원적으로 개선하여 언제 누가 사용해도 불쾌감을 주지 않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습

관화(Shitsuke)는 앞의 활동을 통해 회사의 규율이나 규칙 작업방법 등을 정해진 대로 준수하는 것이 

몸에 배어 무의식 상태에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2 6시그마기법

  6시그마란 모든 공정 및 업무에서 과학적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결함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찾아 분석, 

개선하는 활동으로 불량 감소, 수율 향상, 업무 사이클 타임단축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실현함으로써 경

영성과에 기여하는 경영혁신 기법이다. 시스마란 측정값들이 평균으로부터 대략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나타내는 통계적인 측정단위로 “표준편차”라고 한다. 따라서 6시스마란 품질 특성치에 대해 관리가 잘 

되어있어서 결점이 100만개 중에서 많아야 3.4개 이하인 상태로 99.99966%의 완전성을 의미한다. 6시

그마에서 결함은 프로세스나 서비스를 방해하는 모든 요인을 포함 하며, 회사 내 어떤 부문에서든 경영

이나 고객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을 결함으로 정의하고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근본적

으로 제거하는 방법론이다.

                  그림3. 6시그마개념                              그림4. 6시그마 프로젝트 수행절차

 6시그마에서 프로세스 개선은 원치 않는 Y(결함)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X(원인)를 찾아내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정의(Define), 측정(Measure), 분석(Analyze), 개선(Improve), 관리(Control)의 다섯 단계

로 나누는 DMAIC방법론이 사용된다. 이를 통하여 고객 지향적 사고에 근거한 사업전략을 수립하여 업

무프로세스를 측정하고 현 수준을 파악하며 타킷을 설정하고 개선활동을 전개하여 효과에 대한 성과측

정 및 보상을 실시한다. 

 문제해결도구로 개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전 과정에 걸쳐 적용할 수 있도록 통계수법을 일련의 프

로세스로 조합하여 문제해결(Tool)로써 실행문제, 통계문제, 문제해결, 실행의 순으로 해결한다. 생활 철

학으로는 내가하는 일에서 실수, 에러를 줄여 낭비를 없애자는 노력으로 모든 프로세스의 처음부터 올

바르게라는 철학적 의미로 조직문화 변혁을 창출하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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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자차량사무소 경영혁신추진사례

  군자차량사업소의 경영혁신활동은 주공장 리모델링 사업에 의해 개선된 환경을 토대로 전 직원 참여

에 의한 체계적인 근무환경 개선 및 현장혁신활동추진으로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동종업종 최고의 사업

장으로 발전시켜, 전동차 정비품질 향상을 통한 대 시민서비스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시작

되었다. 리모델링으로 개선된 근무환경 및 설비의 지속적 관리와 정비의 질향상을 통한 품질경영 추구

를 위하여 5S활동과 TPM활동이 동시에 추진 시행 되었으며 더불어 본사차원에서 시행된 6시그마 활동

이 추진 시행 되었다.

3.1 TPM(5S) 추진사례

 가) 현장진단 

  군자차량사업소 현장에 적합한 TPM(5S)추진방향과 바람직한 설비관리 방안 현장직원의 Mind의식 배

양을 위하여 전문컨설턴트 기관인 한국능률협회에 의해 사업소 소장 및 검수․정비팀장 인터뷰, 현장직원

인터뷰, 검수현장 및 정비현장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졌다.

그림5. 진단결과 분석

 진단결과 강점으로는 혁신활동에 대한 경영자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Leadership을 바탕으로 새로운 조

직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바탕으로 일류기업으로 거듭 변화할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과, 하부

조직의 변화를 위한 관리자의 솔선수범 활동으로 작업환경의 개선 및 작업방법을 변화시키기 위한 관리 

자의 마인드가 높다는 것 이였다. 하지만 약점으로 직원들의 혁신활동에 대한 Mind가 전반적으로 부족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성장 가능한 종업원의 잠재 능력 및 외부적인 혁신활동을 전개한 경험이 상대적

으로 부족 하여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는 것과 혁신활동에 대한 관리부서가 체계화 되어 있지 않다

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표1. TPM(5S)전개의 SWOT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5S․TPM활동의 생존적차원의 전개 기반요소 확보

∙공사의 자주적인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체질에 맞는 5

S․TPM활동 전개시기 적절함

∙5S․TPM활동이 도입으로 직원의 혁신 Mind의 구축 및 

실질적인 개선활동의 체계화 구축

∙공사의 안일한 조직구조로 혁신적인 기법의 도입 및 실

질적인 개선활동이 미흡함

∙개선활동성과에 대한 경영성과로의 연계를 위한 분석능

력 미흡 및 지표관리가 부족함

∙현장작업이 체계적이지 못함

기회요소(Opportunity) 위험요소(Threat)

∙5S․TPM도입을 통한 과학적 보전경영체제 기반의 확

보로 경쟁체질강화

∙군자차량사업소 만의 독특한 TPM(5S)활동구현가능

∙5S․TPM 자주보존, 개별개선, 일상보전활동을 통한 품

질개선, 업무개선기대

∙공사특유의 경쟁력상실과 형식적인 활동우려 및 마인드

형성 어려움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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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TPM(5S)추진

  현장진단에 따라 현장직원의 Mind향상과 혁신활동에 대한 관리부서의 체계화를 위해 전문컨설턴트 

기관인 한국능률협회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5S와 TPM을 함께추진하는 군자차량사무소 만의 독특한 

TPM(5S)조직을 구축하고 중장기 Master Plan을 작성 추진하였다. TPM(5S)현장 혁신활동 명칭은 

SMC(Seoul Metro Cleaning)활동이라 하고 세부 분임조직 명칭 또한 000 Family로 정하여 조직 이질

감 및 거부감을 줄였다. 기존 업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위원장, 위원회, 사무국, 추진실9개, 패밀리30

개로 구성하였다. 단위별 임무로 추진본부에서는 혁신활동 목표설정, TOP진단을 추진위원회에서는 계

획심의, 분야별 활동 점검 평가활동을, 전담부서인 사무국에서는 혁신활동 제반업무 계획수립, 패밀리 

활동지원, 실적관리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추진실에서는 현장부문별 활동업무 지원, 자체진단 임무를, 패

밀리에서는 혁신황동실행 업무를 담당하여 활동하였다.

그림6. SMC(Seoul Metro Cleaning) Master Plan

 구체적 활동은 중장기 Master Plan에 의하여 도입준비기에는 기본적인 소양과 혁신 마인드형성을 위

해 7회에 걸쳐 240명에 대한 5S도입 교육이 시행되었으며, 국내 우수기업에 대한 작업장 관리실태 및 

TPM 추진내용 등에 대한 벤치마킹이 3차에 걸쳐 80명에 대해 실시되었다. 또한 컨설턴트에 의한 사무

국지도, 벤치마킹 지도, 3개 부서에 대한 현장지도가 이루어 졌다. 도입기는 5S의 정리 및 정돈, 청소, 

청결 단계와 TPM1~2STEP활동단계로 구역지정, 점점촬영(현 상태), 면책구역 지정/불용처리, 보유품목 

리스트작성, 명판부착, 청소점검, 우수기업 벤치마킹, 위탁교육, 해외견학, 진단 및 평가 등이 이루어졌

다. 실천기 활동 및 정착기활동은 5S의 습관화단계, TPM3~7STEP활동단계로 표준작업서작성, 장비/설

비의 관리표준규격서작성, 자주관리, 기기 총 점검, 자율관리 시스템정착, 외부위탁교육, 전동차 고장방

지대책 등의 활동이 진행되었다. 또한 중장기 목표의 하나로 ISO 9001인증 추진 국제화시대에 환경경

영 시스템의 구축을 모색 시행하였다. 

 다) TPM(5S)활동의 문제점과 극복

  활동 시 문제점발생 사항으로는 정리(Seiri)활동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부품 및 비품의 

내구연한 미도래 물품의 불용품의 처리문제로 면책구역을 설정 불용품은 면책구역에 모아 사무국, 위원

회에서 재용 및 불용 판정 후 일괄적으로 불용처리 하였다. 다른 문제점으로는 노조와의 공감대형성 문

제로 도입준비단계 교육시행 시 노동조합의 반대로 교육훈련지연 및 5S활동 일시 중단 사태가 발생하

였다. 노조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위원회에 노조간부 참석 및 전 직원에게 설명회개최 등을 통하여 

원활한 활동 추진 및 상생의 노사문화정착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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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6시그마 추진

  군자차량사업소의 6시그마활동은 본사차원의 전사적 혁신활동의 일환으로 운영시스템의 선진화를 위

한 최적의 업무 프로세스 구축과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인재 육성과 발굴, 임직원 마인드 및 조직의 

체질변화와 함께 지속적인 경영혁신 추진으로 건전재정 확립 및 시민고객 감동 실현을 목표로 추진시행 중

이다. 특히 2009년부터  MBB 자체양성 등 6시그마 내부역량 강화를 통한 자체추진으로 6시그마 조직문화 

화 실현에 기여 하고 있다. 서울메트로의 6시그마 추진내용 및 성과는 표2와 같다.

표2. 6시그마 추진내용 및 성과

구분 계
도입기 확산기 정착기 성숙기

~ 2005년 2006년 ~ 2007년 2008년 ~ 2009년 2010년 ~

단계 기반조성 시스템화 체질화 조직 문화화

추진

내용

6시그마교육 실시

  BB : 21명

  GB : 40명

과제수행 21건

6시그마교육 실시

  BB :   39명

  QWL : 60명

  GB :  180명

과제수행 99건

6시그마교육 실시

  MBB :   11명

  BB :     10명

  QWL :   30명

  GB :     52명

  사내AD : 69명

과제수행 78건

※ 자체수행 : 32건

‘09년부터 자체추진

기 양성 개선전문가

를 기반으로 개선전

문가 확대 재생산

  MBB :     11명

  BB :       12명

  QWL(GB) : 20명

  기타 :    418명

MBB, 신인증시스템, 
과제추진매뉴얼 등

자체추진기반 확보

과제수 198개 21개 99개 78개 과제추진중(24개)
기대

효과
145
억원

12억원 99억원 34억원

4. 결론

  군자차량기지의 혁신활동은 공기업이라는 비 경쟁구도로 운영유지보수를 수행함에 따라 직원들의 혁

신활동에 대한 Mind가 전반적으로 부족 하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는 진단에 따라 과연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내․외부의 우려 속에 시작되었으나, 전 직원이 거부감 없이 혁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 마스터플렌과 5S와 TPM을 함께 추진하는 군자차량사무소 만의 독특한 조직을 구축 

시행함에 따라 많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TPM(5S)활동의 경우 기 시행한 업체의 경우 2~3년의 

도입준비 및 도입단계 시행하였으나, 군자차량사업소의 혁신활동은 컨설팅 지도 및 중간관리자 위탁교

육을 병행 시행하여 그 과정을 1년으로 줄일 수 있었으며, ISO 9001인증 추진을 TPM 3~5STEP활동

과 함께 추진하여 국제화시대에 환경경영시스템의 구축과 경영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획득할 

수 있었다. 또한 모범적인 혁신활동 성공으로 타 차량사업소 및 전사적인 활동으로 전개하는 계기를 마

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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