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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우리나라의 최대 철강회사인 포스코는 2005년부터 품질개선을 위해서 포스코 자체의 혁신방법론인 QSS+(Quick Six Sigma)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QSS+는 회사 전체 직원이 개선․실천․학습을 하고, 지속적인 낭비제거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

동으로 ‘일상개선 활동, 과제 활동, 솔선/격려활동, 인재양성‘ 4개의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QSS+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정

착되어 정부 기관, 기업, 그룹사, 외주파트너사, 공급사 및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혁신 활동 사례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현장에서 활동하는 포스코 QSS+ 현 수준을 정확히 판단하고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는 QSS+ 충실도 평가 기준을 개선하

기 위하여 AHP 분석 방법을 통해 평가 항목을 분석하고 현장이 반영된 ‘QSS+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QSS+(Quick Six Sigma+), 품질개선(Quality Improvement), 평가기준(Evaluation Criteria)

I. Introduction

2005년 처음 실시 된 포스코 QSS+(Quick Six Sigma, 포스코 

고유의 혁신 방법론)는 인간존중 철학에 기반한 포스코 패밀리 고유의 

일하는 방식으로 전원이 지혜를 발휘하고 개선, 실천, 학습을 통해 

재미/보람이 있는 제조현장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원 참여로 지속적인 

낭비제거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의 QSS+(Quick Six 

Sigma, 포스코 고유의 혁신 방법론)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일상개선 활동, 과제 활동, 솔선/격려활동, 인재양성‘ 4개의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1]. 

QSS+는 포스코 고유의 혁신 활동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정착되었

으며 정부 기관, 기업, 그룹사, 외주파트너사, 공급사 및 다양한 분야에

서 우수 혁신 활동 사례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다. 

2005년부터 실시 된 QSS+는 큰 수정없이 그 요소와 가중치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업 직원은 이 가중치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HP 분석 방법을 

QSS+의 역할별로 그 가중치를 도출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직무별 

가중치에서 큰 차이가 있는 요소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된 

‘QSS+ 효율적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Literature Review

1. QSS+ 

1968년 설립 된 포스코(포항제철 종합 주식회사)는 (주)포스코, 

포스코강판(주), (주)포스코피앤에스 등 총 89개사가 있으며 열연, 

냉연, 후판, 선재, 스테인리스 등 철강재를 단일 사업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생산하고 있다.[2]. 

포스코의 현장 혁신활동은 1973년 분임조 활동과 제안의 도입, 

무결점(ZD:Zero Defect)활동 추진을 시작으로 1980년 분임조 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주관리의 날”을 선포하고 30년 가까이 추진하여 

현장의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하였다. 그러나 2002년 

6시그마가 전사적으로 추진되면서 30년 가까이 추진되어 오던 자주관

리 활동이 사라지고 분임조 단위로 6시그마 기법을 활용하여 과제를 

추진하는 형태의 SSC(Six Sigma Circle)활동이 추진되었다[3]. 

QSS+는 회사 전체 직원 참여로 지속적인 낭비제거를 통해 부가가

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일상개선 활동, 과제 

활동, 솔선/격려활동, 인재양성’ 4개의 축으로 운영되고 있고 있으며 

일상개선 활동, 과제활동, 인재양성, 솔선/격려활동, 인재양성 계획이 

부서 특성에 맞게 수립되어 있어 현업 일상 업무에 적용되고 있다. 

‘일상개선 활동’은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 예방보전)

을 기반으로 5S, My Machine, My M&S 활동을 하면서 도출 된 

낭비(문제점)를 주기적으로 발굴하여 List화하고 낭비Pool에 넣어 

해결 방법을 분류하고 실행계획을 수립, 개선 후 표준화하는 과정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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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과제 활동‘은 6시그마의 문제해결방법론인 DMAIC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문제를 해결(바람직한 상태) 해 나가는 

활동이다[1].

포스코는 그 동안 전문컨설턴트가 제안한 요소와 가중치로 사내혁

신활동을 평가하고 있으나 업무별 가중치가 현장을 잘 설명하는지에 

대한 고찰은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QSS+의 

가중치와 현업 전문 종사자들이 도출한 가중치를 비교하여 더 나은 

포스코의 QSS+ 혁신 활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III. The Proposed Scheme

QSS+ 혁신 활동 주요 평가 항목은 ‘Master Plan, 낭비제로 활동, 

일상개선 활동, 인재양성, 과제 활동, 솔선리더십, 활동성과’로 총 

7개 항목, 총 126.5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Table 1].

QSS+활동 
기존 

가중치
심사원

직책

보임자
현업 FT

현장 

직원

MasterPlan 0.18 0.12 0.2 0.13 0.34

낭비제로

활동
0.17 0.3 0.29 0.13 0.13

일상개선

활동
0.38 0.17 0.18 0.17 0.12

인재양성 0.04 0.18 0.08 0.12 0.14

과제활동 0.13 0.05 0.09 0.19 0.07

솔선리더십 0.04 0.09 0.07 0.13 0.1

활동성과 0.17 0.09 0.1 0.13 0.09

Table 1. The Weight Ratio of QSS+ Criteria

QSS+ 혁신 우수 공장을 선정을 하기 위해 ‘QSS+ 혁신 활동 

평가 기준’에 맞춰 최상위 점수를 받는 공장을 최우수 공장으로 

선정한다. 위 평가 기준과 대상의 계층 구조에서 AHP의 쌍대 비교 

요소는 위의 7개의 항목이다. 7개의 항목을 이용하여 AHP를 각 

직무별로 가중치를 도출한 ‘QSS+ 혁신 활동 평가 중요도 가중치’ 

와 기존 ‘QSS+ 혁신 활동 평가 점수 구성비’는 [Table 1]와 같다. 

기존 평가에서는 일상개선활동(38%)에 대한 중요도가 제일 높은 

반면 AHP로 분석 했을 경우에는 가중치가 기존 QSS+ 혁신 활동 

평가 심사표에서는 ‘일상개선활동(38%)’로 가장 높게 나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Master Plan(19%), 낭비제로활동(19%)로 가장 

높게 나왔다. 

또한, 설문 대상별로는 심사위원과 직책보임자는 ‘낭비제로활동

(30%)’을 현업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현업 FT는 ‘과제활동(19%)’

을 그리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업 직원들은 ‘Master 

Plan(34%)’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무별로 QSS+의 주요 요소에 대한 가중치 차이가 있었다.

IV. Results

AHP 분석 결과는 심사원, 직책보임자, 현업 FT로 구성된 QSS+를 

개발하고 지도하는 그룹은 회사 수익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개선 

결과를 통해 재무성과를 확인 할 수 있는 MBO(Management By 

Objective)인 ‘낭비제로활동’ 항목에 실제 가중치를 높게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시행되고 있는 기존 가중치는 ‘일상개

선활동’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현업 직원들은 ‘master plan’을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현업 직원들에게 마스터 플랜이 체계적 

수립되고 이행되어야 우수한 품질활동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즉, 포스코 QSS+ 충실도 평가요소는 있지만 직무별

로 중요도를 다르게 평가하였다. 이는 직무별로 QSS+ 활동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 시너지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QSS+ 충실도 평가 기준과 현장 활동과의 차이를 

알 수 있었으며 향후 설문 대상자를 확대 보완하고 QSS+활동의 

역할별 인터뷰를 통해 개선된 QSS+를 제안하여 목적과 방향성이 

일치하는 QSS+ 개선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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