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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llenge for companies is to bring to the market a stream of new and improved,

added-value, products and services that enable the business to achieve higher margins

and thus profits to re-invest in the business. Especially in these days, railway industry

has met the competitive challenges of new transportation technologies or the demands of

new passenger transportation needs with a spirit of innovation and change that has

reshaped the business several times over the course of the century. Like other railway

organization, KR-network business is committed to optimising long term performance for

its clients in terms of safety, reliability and profitability.

------------------------------------------------------------------------

서론1.

오늘날 기업은 변화의 시대에 있다 외부환경은 급변하는데 반해 내부의 변화속도는 이를 따라가.

지 못한다 변화하고자 하는 니즈는 있으나 이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산발적인. ,

혁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조직은 쉽게 피로해 지고 혁신의 추진동력은 상실하여 결국 기업은 도,

태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년 월 철도산업발전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제정됨에 따2003 7

라 년 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철도청의 건설 시설부문이 통합되어 출범하였다2004 1 , . 2004

년 월부터는2 공단의 비전과 경영목표를 공유하고 공단의 전략과제와 실행과제를 도출하는 등 조직

통합작업을 시행하였고 공단의 핵심역량는 철도건설에 대한 통합과 프로제트관리임을 간파하고,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전문사업관리역량을 양성하고 년 월부터는 시그마를 통한 공단PM , 2004 7 6

혁신을 선포하게 되었다 이후 체계구축 를 통한 체계구축 등을 시행하였으나 산발. BSC , ISP ERP ,

적으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각종 경영혁신활동들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영혁

신 마스터플랜을 개발함으로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조직원의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었

다 이러한 혁신니즈를 통합하고 체계화하여 효과적인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경영혁신.

마스터플랜을 개발하는 방법론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례를 통하여 연구함으로서 보다 효과적인

경영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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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 영역 및 주제의 도출1.

체계적인 경영혁신추진을 위한 경영혁신마스터플랜은 경영상의 이슈도출 경영시스템 진단 및 분,

석 경영혁신과제도출 경영혁신계획 수립 등 개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 4 .

경영상의 이슈 도출 및1.1 FGI (Focus Group Interview)

공단의 사업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주요경영이슈는 주요경영자료의 검토 최고경영자의 혁신의,

지 인터뷰 및 핵심관계자와 함께 경영상의 이슈를 도출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업개발분야

의 철도건설사업 구상 및 중장기 사업전략수립 및 역세권 개발 및 유휴지 활용을 통한 부대사업‘ ’ ‘

창출 등 개 총 개분야 개의 이슈를 도출하였다’ 2 6 10 .

도출된 각각의 경영상의 이슈에 대하여 이슈별 핵심이해관계자를 선정하여 를 시행하였고 회FGI ,

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개별 이슈에 대한 핵심 이해관계자는 명 내외로 구성하여 선정된10

경영 이슈를 두고 토의하였다.

결과 경영 현황 및 시사점 도출1.2 FGI -

각각의 경영상의 이슈를 가지고 진행한 에서 확인된 경영현황을 경영시스템 대 관점FGI 5 경영전략( ,

업무프로세스 조직 문화 정보 으로 분석하여 경영상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 ) .

사업개발분야 철도건설사업 구상 및 중장기 사업전략【 】

현황

사업발의부서가 본사 및 개 사업 본부3◦

로 분산배치

해외사업 남북사업 추진역량 부(TRS, )◦

족과 관계기관 협조부족

사업추진예산확보의 어려움◦

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21◦

시사점
전략기획부문• ․
사업기획과 경영전략의 연계-

- 해외사업에 대한 체계적 전략적 접근･
프로젝트 파이낸싱민자유치능력- ( )

조직• ･인력부문
사업기획역량집중을 위한 조직구성-
사업기획 전문인력 육성-
해외사업기획 전문능력 배양-

문화• ･제도부문
철도엔지니어링 전문가 비전공유-

결과분석 및 혁신니즈의 도출1.3 FGI

에서 확인된 경영현황 및 이슈를 경영시스템 대 관점FGI 5 경영전략 업무프로세스 조직 문화 정( , , , ,

보 별로 분석하고 도출된 경영상의 시사점을 관점별로 재정렬하여 전략부문 업무프로세스부문 조) , ,

직인력부문 문화제도부문 정보화부문의 혁신니즈를 도출하였다, , .

전략부문 혁신 니즈1.3.1

공단의 사업 포트폴리오 상의 사업영역별 시업개발전략이 필요하고 프로젝트성 사업역(Portfolio) ,

량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프로세스 부문 혁신 니즈1.3.2

공단의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가치사슬 관점의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와 새로운 사업전략을 수행

하기 위한 직무역량모델을 기반으로 업무 재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인력부문 혁신니즈1.3.3

현재의 사업 기능 혼합형 조직구조에서 프로젝트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조직체계로 전환하여 관리･ ․
직 인력비대화 현상 및 과다한 간접업무 발생을 제거하고 공단의 비전과 사업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동태적 조직구조와 핵심인재 경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사제도는 경영전략을,

포함한 제 경영요소과 연계되는 형태로 변화되고 경영효율화 동기부여 조직 안정화의 목적에 따, ,

라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 업 ·기 능 N e t w o r k  조 직 도 ]

문화제도 부문 혁신니즈1.3.4

신설조직인 공단은 기반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한

신 기업문화 창출이 필요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 부문 혁신니즈1.3.5

프로젝트 중심 프로세스 혁신의 완성과 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사업수행 지원 지식경영 기반 구,

축 정보시스템간 시너지 극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점혁신영역 및 혁신주제의 도출1.4

대 경영시스템별로 도출된 혁신니즈를 기능적인 유사성과 프로세스적인 연관성을 고려하여 통합5

및 분류하여 프로젝트중심경영 기술역량강화 사업개발 경영효율화 기업문화창출 등 대 중점, , , , 5

혁신영역으로 분류하고 하위 개 혁신주제로 세분화하였다, 17 .

혁신

Needs

혁신

Needs

전략전략 업무 프로세스업무 프로세스 조직, 인력조직, 인력 문화, 제도문화, 제도 정보화정보화

사업개발전략 수립사업개발전략 수립

프로젝트성 사업역량
강화

프로젝트성 사업역량
강화

기술역량(경쟁력) 강
화

기술역량(경쟁력) 강
화

직무·역량 모델 설계직무·역량 모델 설계

가치창출(프로젝트
중심)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가치창출(프로젝트
중심)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자산창출 업무프로
세스 강화

자산창출 업무프로
세스 강화

업무 프로세스 개선업무 프로세스 개선

업무지침 및 기준에
대한 표준화

업무지침 및 기준에
대한 표준화

프로젝트중심 조직
화: 프로젝트팀 형태

의 동태적 조직

프로젝트중심 조직
화: 프로젝트팀 형태

의 동태적 조직

전문가 조직운영을
통한 핵심인재 경영

전문가 조직운영을
통한 핵심인재 경영

인력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통한 경영효

율화

인력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통한 경영효

율화

성과보상 및 교육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동기부여

성과보상 및 교육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동기부여

복리후생제도의 합
리성 확보를 통한 조

직 안정화

복리후생제도의 합
리성 확보를 통한 조

직 안정화

상호신뢰와 협력문
화 정착

상호신뢰와 협력문
화 정착

환경변화에 적극적
인 혁신 문화 정착

환경변화에 적극적
인 혁신 문화 정착

능률과 실적중심 문
화의 정착

능률과 실적중심 문
화의 정착

실천적(솔선수범)리
더십 구현

실천적(솔선수범)리
더십 구현

철도(KR) 이미지혁
신

철도(KR) 이미지혁
신

프로젝트 중심 프로
세스 혁신의 완성

프로젝트 중심 프로
세스 혁신의 완성

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사업수행 지원

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사업수행 지원

지식경영 기반 구축지식경영 기반 구축

정보시스템간 시너
지 극대화

정보시스템간 시너
지 극대화

프로젝트 중심 경영 영
역

기업문화 영역

기술역량 강화 영역

사업개발 영역

경영 효율화 영역



혁신과제의 도출과 차원 과제 맵2. 3

혁신과제의 도출2.1

경영혁신 세부실행과제 도출을 위해 방식의 경영전략적인 차원 혁신주제별 등Top-Down ( , ISP )

에서의 과제도출과 방식의 부서별 별 추진과제를 실행혁신과제로 도출하였다Bottom-Up KPI .

방식으로 개 혁신주제별 과제도출과 정보화전략계획 에서 개의 과제를 도Top-Down 17 (ISP) 180

출하였고 방식으로 전사 체계를 검토하고 실행력 보완전략을 수립한 후, Bottom-Up BSC , BSC

부서별 과제를 도출하여 여개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들 중 중복 및 무의미한 과제는KPI 2,800 .

제거하고 과제를 명확히 하는 과제정련작업을 거쳐 개의 과제를 도출하여 총 개의 경영혁729 909

신 실행과제를 도출하였다.

혁신과제 정의 및 등록2.2 Map

많은 혁신과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혁신과제 관리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전사 경영전.

략을 검토하여 전략별 분류체계를 수립하였고 전사 프로세스 절차서 를 검토하여 프로세스별, (ISO )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경영평가체계 구축시 개의 전사전략과제와 개의 기관평가과제를, (BSC) 16 14

공단의 전사경영전략상의 전략과제 개와 실행과제 개와 비교분석하여 경영혁신추진을 위한13 29 ․
전략분야별 개의 세부전략을 도출하여 전략 프레임을 정의하고 전략코드를 부여하여34 차원 맵으3

로 관리토록 하였다 혁신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과제별로 적합한 혁신방법론을.

적용한 후 과제코드 선정동기 담당부서 업무범위 목표 및 기대효과등을 명시한 과, , , KPI(CTQ), ,

제 정의서를 작성하였다.

전 략프 로 세 스

혁 신 프 로그 램경 영 혁 신경 영 혁 신 추 진추진 방 향방 향

J 2 G 1 A 2 0 0 1

전략코드 프로세스코드 프로그램코드 일련번호

세부혁신과제의 정열2.3

개의 세부혁신과제는 동일한 혁신목표 등을 고여하여 개의 혁신방안으로 분류하였다 개909 40 . 40

의 혁신방안은 개의 혁신주제별로 정열하여 최종적으로 대 혁신영역 개 혁신주제 개 혁17 5 , 17 , 40

신방안 개 세부혁신과제로 정열하였다, 909 .

혁신주제별 우선순위 선정 및 실행 프로젝트 개발3.

개 혁신방안별 추진방안 및 로드맵 개발3.1 40

개분야 개의 이슈에 대한 에서 수렴된 의견과 내부 워크숍을 통6 10 FGI(Focus Group Interview)



하여 개 혁신주제 개 혁신방안에 대한 추진방안과 추진상의 상호 인터페이스 및 단계별 로17 , 40

드맵을 개발하였다.

개 혁신주제별 우선순위 도출3.2 17

혁신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주제별 중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하고 조직의 내부역량 및,

추진환경을 고려하여 개 혁신주제별 전략적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도출하는 방법은 본사 처17 .

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혁신주제별 설명과 함께 절차를 거쳤다Vo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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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프로젝트 개발3.3

대 중점혁신영역 및 개 혁신주제는 실행방법론과 내부조직의 담당업무가 혼재되어 있어 실제5 17

실행시는 혁신주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이를 적절히 실행할 수 있도록 혁신주제에 맞는 추진방법

론과 내부조직별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혁신주제별로 재정열하여 프로젝트중심경영 사업전략수‘ ’, ‘

립 핵심역량강화 책임경영체제구축 프로세스개선 신기업문화창출 등 대 경영혁신 실행’, ‘ ’, ‘ ’, ‘ ’, ‘ ’ 6

프로젝트를 개발하였다.

중장기 경영혁신 로드맵 개발3.4

개 혁신주제별 우선순위 개발된 혁신 프로젝트를 연차별 단계별 혁신목표와 통합하여 전사 경17 , ,

영혁신 로드맵을 개발하였다.

대 프로젝트별 추진전략 개발3.5 6

실행 프로젝트별로 개 혁신주제 개 혁신방안과 통합하고 프로젝트목표를 정의하고 담당부17 , 40 , ,

서를 지정한 후 혁신방안 추진일정 및 추진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과 프로젝트 추진전략 및 사전,

준비사항들을 정의하는 프로젝트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경영혁신 비전 체계 개발3.6

조직내부에 산재해 있는 혁신니즈들을 도출하고 이를 통합 재분류하면서 대 경영혁신 실행 프, 6

로젝트 개 혁신주제 개 혁신방안 개의 실행과제로 통합하여 추진하기 쉬운 과제체계를, 17 , 40 , 909 ,

구축하였다 이러한 체계들은 대단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 조직원들이 공단의 비전을 향해 일.

체화된 경영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이해하기 쉬운 경영혁신 비전 체계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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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방법은 공단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대 영역 대외고객 사업영역 성장규모 대내구성원 에4 ( , , , )

대한 를 방법으로 도출하였고 대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기초가Key Word Brain Storming , 6

무엇인지를 동일한 방법으로 도출하여 대 혁신 즉 기술의 혁신Brain Storming 3 , (Technology

조직원의 혁신 조직문화의 혁신 으로 도Innovation), (Employee Innovation, (Culture Innovation)

출하였다 이를 혁신이라 칭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단의 가치를 미래를 위한 변화. TEC . (Change

고객을 위한 가치 로 두고 이를 구조화하였다for Future), (Value for Customer) .

결론4.

최근 각 기업들은 다양한 혁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통합하여 조직이 한 방향으로 움,

직이도록 하는데는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금번에 개발한 조직내의 혁신 니즈를 도출하고 이.

를 전략 프로세스 혁신프로그램 등 차원으로 구조화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툴을 제공, , 3

하고 다양한 혁신 니즈들을 실행하기 용이하도록 실행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이를 구조화하여,

혁신 비전체계를 개발하여 전 조직원이 쉽게 이해하고 담당부서와 협조부서를 명확히 함으로서,

단계별로 혁신추진의 정도를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은 많.

은 기업에서 쉽게 벤치마킹하여 기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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