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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ㄴ

In the previous KM (Knowledge Management) studies, it has been repeatedly pointed that CoP (Com-

munity of Practice) should be used as a platform for boosting up corporate innovative activities. Despite this, 

it is very rare to find relevant literature in which real-world cases are introduced showing critical success 

factors, implemented strategies, and objective analysis of results. In this sense,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s 

very timely- to introduce a real-world CoP case in which POSCO, world-leading steel company, sorted out 

creative CoP strategies to nurture knowledge-sharing activities to solve various kinds of problems at hand, 

and maintain appropriate level of knowledge circulation throughout all the working units of company. In a 

nutshell, POSCO has been successful in any measure in utilizing the creative CoP activities as strategic 

means to change the paradigm of innovation and extract fruitful outcomes from integrating three important 

individual activities such as work, learning, and innovation.

Keywords： Knowledge Management, Community of Practice(CoP), Learning, Innovation, POSCO

Ⅰ. 서  론1)

“꿈이 이루어졌어, 꿈이 이루어져” 

2007년 9월 포스코의 이구택 회장은 자사의 지식

경영이 이루어낸 성과를 이렇게 평가하였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지식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하여 

기업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지식경영(Knowledge 

†교신저자
논문접수일：2008년 06월 04일; 게재확정일：2008년 06월 25일

Management)은 세계적인 경영환경의 변화에 힘입어 

1990년대 말부터 우리기업에도 급격히 확산되었다. 특

히, 정보기술의 발전이 지식경영의 확산에 촉매제 역

할을 하여 많은 기업들이 이른 바 지식경영시스템(Kno-

wledge Management System：KMS) 기반의 지식경

영의 도입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많은 기업에 있어

서 기업의 문화와 종업원의 활동에 체화되지 못한 

KMS는 경영진의 관심에서 소외되고 결국은 고가의 

IT인프라와 시스템만 남겨놓게 되었다(최인명 등, 2007; 

Malhorta, 1998; Mcdermott, 1999). 이러한 지식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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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패사례는 KMS라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지식의 

축적과 공유를 강조한 나머지 실질적인 지식의 공유 

및 확산은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이처럼 국내의 많은 기업이 지식

경영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성과를 얻지 못하였지

만 지식경영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는 여전히 유

효하다. 특히, 최근과 같이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심

화된 환경에서는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하

고,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만이 우리 기업이 생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화와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결국, 조직이 이러한 변화를 얼

마나 수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의 학습능력에 달려 

있다. 지식경영은 결국 조직의 학습능력을 배가시켜 

기업의 적응력을 향상시켜 업무 효율화와 변화에의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여전히 지식경영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이 회

의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보

유한 지식자산을 균형 있게 공유하고 창출하기 위해 

대안적으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실행

공동체 혹은 학습동아리(Community of Practice：

CoP)이다(전수환, 김정수, 2005; Swan and Robert-

son, 2000). 최초 CoP는 자발적이고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나(Brown and Duguid, 

1991; Wenger and Snyder, 2000), 실제로는 CoP의 

전략적 활용의 가능성을 이용하여 공식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최인명 등, 2007; Stock 

and Hill, 2000; Kodama, 2005). 특히, Liedtka(1999)

는 CoP를 학습조직, 참여적 리더십, 전사적 품질경영

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조직구조로 설명하고, 

조직이 핵심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CoP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CoP에 대한 효용이 인정되고 활용범위

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CoP를 현업에 도입하여 지식경영을 이루어야 하는지

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oP인 학습동아리를 기반으로 하여 

지식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창조적 

혁신단계까지를 아우르고 있는 포스코의 사례를 살펴

보도록 한다. 지식기반 시대의 기업활동에 걸맞는 지

식근로자 양성이라는 인재개발을 지향하는 포스코는 

2003년부터 지식경영을 도입한 이래 눈에 띌만한 성

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학습동아리는 ‘포스코 

지식경영의 꽃’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사례는 포스

코의 지식경영의 성공적인 구축 사례 중에서도 특히, 

이 학습동아리를 중심으로 하여 포스코가 어떠한 방

식으로 성공적인 지식경영 체계를 구축해 왔는지 소

개하여 향후 CoP기반의 지식경영을 하는 기업에 도

움이 되고자 한다. 

Ⅱ. 포스코의 과거와 재

포스코는 2008년 현재 15개국 24개 해외법인, 6개 

해외사무소, 국내 23개 법인 법인을 둔 글로벌 철강

회사로 주요 제품인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후판, 선재, 스테인리스 강판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해외에 원료를 채광, 생산하는 회사와 고객사를 위한 

지역별 강재가공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는 2000년 포스코의 민영화에 발맞춰 전사

적 정보 자원의 관리를 위한 ERP의 도입과 비정형

정보의 통합 관리를 위한 KMS 및 EDMS의 구축을 

2002년도에 완료함으로써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형, 

비정형 정보에 대한 통합관리 인프라를 모두 갖춘 디

지털기업으로 변신하였으며, 2004년도에 추가로 도입

된 학습동아리의 활성화를 통하여 전사적으로 학습조

직화가 이뤄진 세계 최초의 철강업체가 되었으며, 혁

신활동과 지식경영 활동이 자연스럽게 결합하여 2007

년도에는 ‘일과 학습과 혁신’이 일체화를 이루는 높

은 수준의 지식경영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포스코의 주요 사업 영역인 철강업계는 

2006년 이후 더욱 그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표

적인 예가 세계적인 철강사인 Arcelor-Mittal의 합병

으로 인한 초대형 철강사가 등장한 것이다. 이 기업



창의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한 차세  지식경  구 사례：포스코

2008. 6. 149

의 등장으로 1989년 NSC의 조강생산량이 28.4백만

톤으로 1위였던 것이 2006년 현재 Arcelor-Mittal이 

118.0백만톤으로 1위를 하였으며 포스코는 31.2백만 

톤으로 세계 4위에 랭크되었다. 이러한 초대형 철강

사의 등장은 향후 5～10년 사이에 세계철강산업의 

화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러한 초대형 

철강사인 이른바 Mega-Steel이 등장하게 된 이유에

는 첫째, 제 2의 철강붐(중국 조강생산량 급증)으로 

철강 산업이 지난 30년 간의 정체기에서 성장산업으

로 재탄생했다는 점 둘째, 철강사들의 수익증대로 기

업의 통합이 촉진되었으며 셋째, 자동차 업계의 글로

벌화 등 수요산업의 글로벌화에 대응하고 넷째, 세계 

3대 주요공급처와의 원료공급시장에 대한 대응력 강

화를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철강업계의 Mega-Steel화 되는 세

계적인 추세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내수 둔화로 성장

둔화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조업

이 견인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특성상 제조업의 성장

이 절실하지만 국내에서는 제조업의 구조적 문제 등

의 원인으로 철강산업 역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쟁환경 속에서 

포스코가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 원료구매 경쟁력 확보, 철강 가치사

슬(Value Chain) 기반의 그룹 사업재구축을 통한 글

로벌 사업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에 적

응하기 위한 조직 내 변화관리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Ⅲ. 포스코 지식경  추진과정

1. 포스코 지식경  추진배경  모델

포스코 지식경영은 회사의 지식자산을 확보ㆍ공유ㆍ

활용하여 직원들의 역량과 성과를 향상시켜 회사의 

인적자산을 극대화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여 지속성

장하는 글로벌기업의 위상을 찾는 데 목적을 두고 수

행하였다. 특히, 포스코가 지식경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크게 3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첫째, 사내

의 기존 지식의 재활용 및 우수사례활용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이 필요하였고 둘째, 회사 내의 업무란 

끝없는 문제해결의 연속이며 이에 지식전문가의 노하

우와 회사 조직지식을 통한 문제해결력의 증대를 위

하여 추진하였으며 셋째,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

하여 핵심지식확보/종합화 및 활용으로 경영성과 제

고를 위하여 추진하였다.

[그림 1] 포스코 지식경  모델

이러한 포스코의 지식경영 모델은 “사내외 지식 및 

회사의 필수핵심지식을 창출ㆍ공유ㆍ활용하여 6시그

마 등 회사의 경영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

로서 미래 경쟁력을 준비하는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문서 등으로 구성된 모든 사내

의 비정형화된 지식을 KMS로 통합하고, 외부지식은 

정보자료실을 통하며, 기존의 우수지식으로 완성된 

특허 등의 지식은 직원들의 임무수행을 위해 제공되

고 있다. 이러한 지식의 공유, 활용을 통하여 업무효

율성을 향상시키고 문제해결력 증대, 경영성과 제고 

등을 통해 6시그마 등 주요 경영혁신활동도 지원하

고 있다.

2. 포스코 지식경 의 추진단계

포스코의 지식경영은 크게 [그림 2]와 같이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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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특징

’03 ’05 ’06

학습조직화학습조직화학습조직화 성과창출성과창출성과창출KM 활성화KM KM 활성화활성화

’04 ’07

KM 시스템 가동(’03.5)

지식마켓(지식구매) 운영

골든벨 지식사냥대회(’04)

모델 학습동아리(CoP)

운영(’04.7)

우수작업표준 선정,포상

우수(1등급)종합지식 창출(’05)

직무학습,정보교류동아리 운영

사외 Network CoP 운영(’05)

명품노하우 월드컵 이벤트

혁신활동(QSS) CoP 운영(’06)

CoP 활동 Infra 통합

/ 평가체계 개선(’07.5)

‘학습동아리 Day’ 개최

PSSM Infra 통합/연계
(~’08.E)

대형과제,조직외부와의

CoP 활동 확대(~’08)

’08

[그림 2] 포스코 지식경  추진단계

• 스스로 참여

• 인간존중

• 상호신뢰

• 일하는 즐거움

/ 보람 추구

• 스스로 참여

• 인간존중

• 상호신뢰

• 일하는 즐거움

/ 보람 추구

+

학습동아리자주관리(분임조) 6시그마(QSS) 직무,KM동아리(CoP)

+특징

(1973~2002) (2002~현재) (2004~2006)

(2006~현재)

시기

• 과학적 문제해결

• 전사적 최적화

• 낭비발굴/제거

• 끊임없는 개선

• 과학적 문제해결

• 전사적 최적화

• 낭비발굴/제거

• 끊임없는 개선

• 대화/토론 활성화

• 시공간초월 활동

• 핵심역량 개발

• 필요지식 습득,
공유,창출

• 대화/토론 활성화

• 시공간초월 활동

• 핵심역량 개발

• 필요지식 습득,
공유,창출

• 24시간 깨어있는 학습

및 혁신활동
- 시공간초월 Idea 공유

• 신뢰회복,유대강화
- 활발한 대화와 토론

• 직무역량 향상
- On/Off line 학습

• 활동성과의 조직지식화

• 24시간 깨어있는 학습

및 혁신활동
- 시공간초월 Idea 공유

• 신뢰회복,유대강화
- 활발한 대화와 토론

• 직무역량 향상
- On/Off line 학습

• 활동성과의 조직지식화

[그림 3] 신/학습활동의 인 라인 포스코의 학습동아리

로 추진되고 있다. 초기에는 지식경영활성화 단계였

으나 이후 2005년～2006년에는 혁신과 개선활동의 

도구로써의 역할강화를 통해 학습조직화를 달성하였

으며, 현재는 내실화와 성과 중심의 활동을 추진 중

에 있다.

[그림 2]에서 각 단계를 ‘세대’로 정의하면 1세대

는 형식지 기반의 KMS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식경

영 세대로 정의할 수 있다. 2세대는 학습동아리의 활

성화를 통해서 암묵지를 활성화하고 사람중심으로 운

영되는 지식경영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끝으로 3

세대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실시간 지식 및 전문가

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도출해 내는 지식

경영으로 간주할 수 있다.

Ⅳ. 포스코 지식경 의 꽃：학습동아리

포스코 지식경영의 가장 큰 특징은 ‘일-혁신-학

습’의 중심에 학습동아리 단위의 혁신활동이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포스코의 전통적

인 자주관리 활동의 인간존중/참여정신에 6시그마의 

과학적 방법론과 IT인프라를 일체화시켜, 끊임없이 

개선활동을 추진하는 포스코 고융의 현재적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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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된 자주관리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포스코 지식경영의 꽃이라고 할 수 있

는 학습동아리를 중심으로 학습동아리 추진배경 및 추

진시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포스코 학습동아리 추진배경

포스코의 지식경영추진 마스터플랜에도 들어있지 

않았던 ‘학습동아리’ 활동은 2003년부터 시작된 지식

경영 활성화 및 생활화의 조기 정착으로 인하여 ‘학

습조직화’ 단계로 발전을 시켜야 할 필요 때문에 도

입이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에

는 4가지의 배경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대표적인 지

식기업 또는 학습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SK와 LG

전자 그리고 ㈜유한킴벌리를 벤치마킹한 결과 학습

동아리활동은 ‘일과 학습’이 통합 학습활동으로 발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SK의 경우 860

개(5개/인)의 학습동아리를 활용하여 직무능력 향상 

및 신지식 창출을 하는 학습조직으로 발전하는 있는 

모습이었다. 두 번째로는 포스코 내의 최근 2년간 재

해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95%가 작업표준의 미

준수 또는 작업표준에 반영되지 않은 비정형 작업이

고 설비 결함으로 인한 재해의 원인은 5%밖에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전 현장 작원의 ‘작업표준 

숙지, 이행 및 개선 등 표준작업의 생활화’를 유도하

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세 번째는 

2004년도 3월에 광양제철소 2고로의 개수 공사 이후 

재가동 시 상당기간 동안 ‘고로 냉입 사고’로 회사의 

경영에 큰 위기를 맞이한 일이다. 이 당시 고로가 배

탈이 나서 쇳물을 제대로 생산할 수 없게 된 상태인 

‘냉입 사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복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은 KMS에 370여 건이나 있었고 관련 

사내 전문들도 있었으나, 저장된 지식 간의 결론의 

차이로 인하여 판단이 명쾌하게 내려지지 않는 정합

성이 부족 문제, 과거 동일한 사고에 대한 경험을 가

진 사내 및 퇴직한 직원들의 연락과 접촉의 어려움으

로 인한 노하우의 수집의 시공간적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특히, 해외 철강사의 유사 사례에 대한 ‘질 

높은’ 지식의 부족 등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발견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직접 활용 가능한 조직의 핵심지식의 창

출’을 위해 새로운 지식활동이 필요하다는 경영층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또한, 아직까지는 회사 내의 지

식활동 문화가 KMS를 통한 지식공유는 활발하지만 

개인중심의 지식활동으로 인하여 경험지식 공유 및 

전사적 학습분위기 조성에는 미흡한 수준이라는 진단

에 따라 현업 주도의 자발적 학습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에서는 

지식경영 추진 단계에 따라 필연적으로 그 필요가 나

타나게 된 전환적 요구에 따라 ‘자발적이고 지속적 

학습을 위한 학습동아리 활동의 도입기’ 추진의 전략 

방향을 잡게 되었다. 2002년부터 회사에서 전략적으

로 추진 중인 6시그마를 통한 혁신활동은 2004년도 

상반기에는 5차 Wave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전략적 

문제해결 과제 수행’을 위주로 함에 따라 6시그마와 

SSC(Six Sigma Club) 활동 참여 경험을 가진 직원

이 40%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학습동아리에 

6시그마 과제 수행 경험이 전혀 없던 60%를 포함하

여 과제 미수행 직원 등 80～90% 직원의 상시 학습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써, 짧은 시간에 전 

직원을 지식근로자로 양성한다는 차별적 활동을 ‘흥

미유발→ 자발참여→ 보상’의 선순환을 기본 방향으

로 하여 추진을 하였다.

재미를 느끼고 스스로 보람을 찾아 참여하는 도입

기의 학습동아리 활동은 6시그마 혁신이 새로운 도

약을 하는 계기인 ‘혁신활동 체질화를 위한 전원 참

여의 업무-혁신-학습 연계활동 인프라 필요’에 잘 

부합하는 모습이었다. 또한, 회사의 경영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회사의 핵심지식 창출 및 자산화에도 필

수적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06년도 

이후 대량으로 퇴직이 예정된 직원과 많은 신입사원, 

경력 사원 간의 선후배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함

으로써 노하우, 경험 지식 공유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현업 직원의 직무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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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의 실용적 우위를 갖게 되

었으며, 2007년도부터는 회사의 전략적 활동-전 직

원의 학습동아리 활동 참여 및 학습동아리 활동성과

의 회사 KPI(Key Performance Index)로서 평가-으

로 발전하게 되었다. 

학습동아리 활동이 혁신의 인프라로서 광양제철소

에서 시범적으로 적용된 2006년 9월에 포스코의 CEO

가 ‘희망이 보인다’고 하고 사외이사 한 분이 ‘물고

기처럼 펄떡이는 모습을 보았다’는 평가를 한 것에서 

오늘의 지식기업으로의 발전을 한 포스코의 잠재 능

력을 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습동아리를 기반으

로 한 혁신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게 된 2007년도 

하반기에 CEO가 학습동아리를 두고 ‘꿈이 이루어졌

다’라고 평가할 수 있었던 것은 포스코의 혁신이 학

습동아리를 통해 인간적인 혁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라고 할 수 있겠다.

2. 학습동아리 추진시의 문제 과 극복

포스코의 학습동아리 활동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말에는 ‘일과 학습과 혁신이 일체화’된 학습조직으로 

발전되어 활동이 이뤄진다는 것과 ‘24시간 깨어있는 

개선 활동’이 수행되는 학습동아리가 조직 전체적으

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이 

완숙한 모습이 나타나기까지에는 2004년 초부터 시

작한 이후 4년이 흐른 2008년 초 무렵이므로 그 4년 

동안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현업의 몰이해, 조직

의 변천 등이 있었다. 

먼저 학습동아리를 도입한다는 것과 이를 회사 내

에서 ‘학습동아리’란 이름으로 정립되기 까지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2002년도 4월에 최고경영층 

및 임원 대 토론회에 보고한 최초의 ‘포스코 KM추

진 Master Plan’에서는 KMS구축을 중심으로 한 내

용으로 한 내용만 들어있었고 회사의 지식경영도입 

전략의 중요한 요소인 학습동아리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 그 이후 상세 추진 전략 수립 단계에

서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회사의 6시

그마 추진 혁신활동에 집중토록 하기 위하여 6시그

마 지원과 연관성이 적거나 혁신 활동과 유사한 활동

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3

년도의 KMS Open에 따라 이뤄진 지식경영활성화 

단계의 성공으로 회사 내에 지식경영에 대한 새로운 

도약 활동이 필요한 2년 후인 2004년이 되어서야 비

로소 초기적 검토가 이뤄졌다. 이 초기의 검토는 마

침 광양제철소 2고로의 냉입사고로 인한 경영위기의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신속히 지원하

는 체제’를 갖추는 모델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게 되

었다. 이 때 학습동아리의 명칭은 ‘문제의 해결을 위

하여 행해지는 협업’을 지원하는 체제로서의 ‘협업지

원시스템’으로 명명되었으며, 그 이전에 선진 기업에

서 회자되었던 지식경영이 활성화의 성숙단계에 이르

면 달성되는 ‘학습조직’이라는 개념에 따라 학습동아

리는 바로 학습을 하는 조직(‘학습조직’)으로 개명을 

하고 학습동아리활동의 확산에 들어갔다. 

회사 내에서 학습동아리의 확산을 위해서는 학습

동아리 활동에 열정을 가진 ‘학습동아리리더’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이 리더를 위한 교육을 연간 4차례

나 실시하였고, ㈜SK의 울산콤플렉스의 지식경영팀

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포항과 광양 지역의 

학습동아리리더를 회사 버스로 울산의 ㈜SK의 공장

을 견학하게 하고, ㈜SK의 우수학습동아리리더의 강

의와 전국 제안왕으로서 명성이 자자한 CoP리더의 

CoP운영 사례에 대한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

받도록 함으로써 CoP리더로서 어떤 활동이 올바른 

활동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CoP리더의 열정인지를 

현장에서 느끼토록 하여 [그림 4]와 같이 초기의 7개

(회원 200명)의 CoP가 407개(회원 7,000명)로 활성

화시킴으로써 비로소 ‘학습동아리’란 이름을 갖기 시

작하였다. 

당시 대학사회에서는 서클의 우리말인 ‘동아리’이

라는 말이 일반화되어가고 있었는데, 이 단어를 떠올

릴 수 있어서 규격화된 포스코 같은 회사조직에서는 

잘 맞을 것 같지 않은 ‘학습동아리’란 용어는 초기에

는 포스코에서 상당히 이질적인 명칭이었으나 지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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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포스코 CoP 추이

전 직원 참여 조직단위 학습동아리 구성 일-혁신-학습 일체화 표준맵 구성

임원,부장/그룹리더의 학습동아리 관심,격려

동아리 구성원의 열정 유발

업무조직과 CoP가 공존하는
지식조직으로 발전

CoP 업무조직: 팀/반학 습

• 문제해결
• 지식활용

• 지식공유
• 표준화

< 학습동아리 표준맵 >

혁신

학습

일

업무공유

< 학습동아리 표준맵 >

혁신

학습

일

업무공유

[그림 5] 포스코의 일-학습- 신의 일체화

영이 재미있게 이루어져야 하고 부담없는 모습으로 

직원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필요를 공감한 경영층과 

실무진의 뜻이 일치하여 채택이 되었다. 그러나, 3년

이 지난 후인 2007년 초에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이 회사를 방문 시 ‘학습동아리’를 통하여 혁신 활동

을 더욱 잘하고 있다는 설명에 ‘동아리는 너희들이 

대학에서 데모할 때 모이는 모임을 말하는데 회사에

서 ‘자주관리 분임조 활동’이라는 훌륭한 활동이 있

는데 왜 이런 이름을 붙이고 활동을 하나’하고 질책

을 하는 모습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시 많은 포스코 

직원들에게도 상당히 파격적인 명칭이었던 것만은 사

실이었던 것 같다.

두 번째는 학습동아리 활동이 여러 지식, 경험, 노

하우, 아이디어 공유 및 학습활동의 인프라 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교류나 지식창출을 위한 활동으로 한정

하여 KM팀에서 관리하고 ‘직무학습’을 하는 ‘직무학

습동아리’는 평생학습 주관부서에서 맡아서 관리하는 

등 학습동아리 활동이 목적별로 주관부서가 정해져서 

회사 전체의 전략에 따른 일관된 지식경영활동이 되

지 못한 것이다. 즉 학습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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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동아리 Audit 실시

챔피언 주관 Audit 실시

학습동아리 B/P 발굴,포상

학습동아리 발표대회(외주+직영)

주기 : 매월 / 분기 각 1회

공장 선발 각1개 동아리+ 외주사

내용 :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격려

챔피언 심야 호프 간담회

Individual Care

대상 : 교대직원 (14회 실시) , 23:30 ~
일정 : 지속실시

혁신,학습동아리 활동 의견 청취, 격려

매주 수요일 1개동아리 실시

학습동아리 실태 점검, VOC 청취

학습동아리 활동 직원 격려

[그림 6] 부서 동아리 활동에 한 ‘직책보임자’의 심과 지원 사례

2005년말에는 전사적으로 2,700여 개의 학습동아리와 

52,500여 명의 회원이 활동(인당 3.9개 학습동아리 활동 

참가)하는 회사 내의 가장 큰 자발적 학습 모임이 되

자 이를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에 따라 KM팀과 평생학습운영팀에서 각각의 지원제

도를 수립하는 등의 이원화된 관리 정책을 가지게 됨

으로써 현업 직원들의 혼란과 방향성의 분리로 인한 

학습동아리 발전 역량의 잠식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일과 학습’ 나아가 ‘학습과 

혁신’이 별개가 아니라는 일체화되어야 한다는 논의

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로 2006년도 말에는 광양체철소에서는 

학습동아리 기반의 혁신 활동으로 ‘24시간 깨어있는 

혁신’, ‘일과 혁신과 학습이 일체화된 학습동아리 활

동’의 모델 모습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었고 드디어 

2007년도 4월부터는 포스코의 혁신은 ‘학습동아리 기

반’에서 ‘일과 학습과 혁신이 일체화’된 모습으로 진

화가 이루어 졌다. 포스코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

합 및 회사의 공식 조직단위와 자발적으로 학습동아

리 활동을 하는 비공식 모임을 통합하여 일과 혁신과 

학습이 동시에 이뤄지는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세 번째는 학습동아리 활동이 전사적으로 확산이 

이루어져서 직원들의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일이었다. 2004년도의 초기 CoP활동 시에는 7

개의 모델 CoP(역량강화, 종합지식 창출, 정보교류)

를 통하여 학습동아리 활동의 바람직한 모습을 도출

하였는데 나중에 학습동아리를 멘토링하고, 교육/지

도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정비/운영하는 데 많은 도

움이 되었고, 실패하지 않는 학습동아리 운영 체계를 

갖출 수 있었다. 또한 직원들에게 학습동아리 활동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학습동아리 활동 유형’을 제시

하여 학습동아리 리더가 회원들과 목표를 수월하게 

공유하도록 하였으며, On-line에서는 임원 및 직책보

임자들의 학습동아리 방문 및 댓글 등록을 통하여 관

심을 보이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Off-Line에서는 강

의, 세미나, 워크아웃 미팅 등의 활동에 대한 실비 

경비의 지원, 식음료, 호프점 등에서의 모임 지원 등

으로 재미와 보람을 느끼는 활동이 되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공식 조직인 업무조직과 자발조직인 학습조직

이 서로 보완관계가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커뮤니

티의 일정관리에는 각 회원들의 휴가, 출장, 교육, 기

념일 등을 공유토록 함으로써 서로에게 관심과 유대

감을 느끼도록 하고, 각 회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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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활동내용/성과 심의 학습동아리 평가체계

무의 산출물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서로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 넓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업무에 대한 아

이디어를 제공하는 상부상조의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

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과제

화하고 이를 수행하는 단계에서 과제 수행 책임을 맡

은 직원의 혁신과제 수행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 지

원 등을 통하여 혁신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성

과도 얻고 재미도 있는 학습동아리 활동에 모두가 자

연스럽게 빠져들도록 하여 아침에 출근하면 학습동아

리에 가장 먼저 방문하는 직장 문화를 달성하였다.

네 번째는 학습동아리 활동으로 인한 성과를 보이

라는 경영층의 압력에 대하여 하나의 학습동아리에서 

평균적으로 혁신과제를 년간 110건 수행하는 조직적

인 활동을 들기도 하고, 2005년 부터 자발적인 CoP

활동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회사가 필요로 하는 핵심

지식을 창출하기 위한 ‘종합지식’동아리를 전체 학습동

아리 개수의 3분의 1수준(1,193개)으로 운영하여 ‘종합

지식’을 창출케 함으로써 회사의 지식자산을 확충하

는 동시에 종합지식 작성과정에 이루어지는 학습, 지

식간의 결합, 노하우의 정리 등을 통한 문제 해결도 

부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저작의 재미와 역량 향상의 

보람을 동시에 느끼는 활동이 되도록 한 효과를 들기

도 하였다.

다섯 번째는 학습동아리 활동의 효과에 고무된 회

사의 경영층이 자발적 학습조직인 CoP의 긍정적, 생

산적 역할을 혁신 활동과 연계하고자 하는 전략에 적

극적으로 이론화하고 공론화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것

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두 활동을 결합하여 전 조

직 단위의 ‘학습동아리 기반의 혁신활동’ 전략을 전

사적으로 전파하고, 기존의 공식조직과는 별도로 구

성된 학습동아리를 전사의 조직이 갖추도록 함으로써 

이원화된 학습활동의 모델이 구현되도록 하였다. 이

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지던 회사의 핵심지식 창출도 

학습동아리에서의 혁신활동의 결과를 반영한 내용이 

추가되어 더욱 종합화된 신지식 창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007년의 경우 1,700여 개의 학습동아리가 운

영되었는데 학습동아리에서 이뤄진 개선과제, 혁신과

제는 19,000여 건으로 1개의 학습동아리에서 110건

의 과제가 완료된 것인데, 이 과제 완료 산출물을 각 

동아리에서는 기존의 지식과 결합하여 신지식을 창조

하고 Best Practice화하여 KMS를 통한 전사 공유 활

동이 활발해지는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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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식’ 이란? : 현업에 축적된 주요 노하우, 경험지식, 혁신활동 성과를 종합하여 활용도 높은
조직지식으로 재창출한 것 (*예: 고로 냉입복구 기술, STS강 열간압연 제조기술 등)

• 현업노하우/경험지식• 현업 노하우/경험지식

• 혁신활동성과,성공/실패사례• 혁신활동성과,성공/실패사례

• 관련지식, 참고문헌• 관련지식, 참고문헌

• 사내외 관련전문가• 사내외 관련전문가

One
Stop
활용

One
Stop
활용

종합

지식

종합종합

지식지식

지
식
사
용
자

*신속한 문제해결, 혁신활동 지원

산재된
단편지식

• 현업노하우/경험지식• 현업 노하우/경험지식

• 혁신활동성과,성공/실패사례• 혁신활동성과,성공/실패사례

• 관련지식, 참고문헌• 관련지식, 참고문헌

• 사내외 관련전문가• 사내외 관련전문가

One
Stop
활용

One
Stop
활용

종합

지식

종합종합

지식지식

지
식
사
용
자

*신속한 문제해결, 혁신활동 지원

산재된
단편지식

[그림 8] 업을 통한 핵심지식의 조직지식화

이해관계자와 혁신마인드 공유 및 상생경영 추진

- 사외 학습동아리 수 : 230개(’07.12)

- 외주파트너사 직원의 80%(14,000명) 참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 제고

- 사외전문가와의 협업, 전문지식 공유

혁신활동 확산을 위한 사외 학습동아리(Global CoP) 운영

외주파트너사와 더불어 발전하는 동아리 활동 전개

• 파트너사 동아리 실무자 양성교육 및 IT 실무교육 지원

• 상향 평준화를 위한 파트너사-직영 합동 자랑대회 정례화

• 조업+파트너사 합동 테마개선 활동 (제선부+’무창’)

성공을 위한 파이팅! 원인분석 합동토의

< 테마 : 풍구 급배수관 연결부 개선으로 Leak "0"화 >

[그림 9] 신활동 확산을 한 Global CoP 운

여섯 번째는 학습동아리 활동이 조직 간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조직단위의 

혁신활동을 하는 ‘학습동아리’ 이외에 Cross Functi-

onal CoP를 구축하는 것을 장려하는 노력을 하였다. 

초기에는 동종의 공정 간(제선, 제강, 압연, 냉연 등), 

동종의 부문 간(자재, 협력작업, 인사, 교육 등)의 활

동을 위주로 추진하였지만 일부의 성공 사례 이외에

는 만족하지 못하였다. 한편 회사에서는 제품위주의 

최적의 효율 및 이익 추구를 목표로 여러 조직 간의 

협업이 필요한 프로젝트인 Mega Y, Big Y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에 학습동아리 활동을 맞춤

으로써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대형 학습동

아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2006년도의 17

개의 대형학습동아리가 2008년 상반기에는 400여 개

(전체 동아리의 30% 수준)로 확대되도록 하였다.

일곱 번째는 내부적인 학습동아리는 활동을 통한 

지식공유, 아이디어 공유, 학습, 혁신의 일상화를 추

진할 뿐만 아니라 2005년도 9월부터는 해외법인, 사

외의 외주파트너사(협력사), 고객사, 공급사, 경쟁사, 

연구기관의 외부전문가들과 정보와 지식을 실시간 공

유, 활용하고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Global CoP를 구축하여 운영을 추진하였

다. 이를 통해 현업에서의 연구과제 진행학습동아리, 

공급사와의 물류 및 정보교환 학습동아리, 경쟁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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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깨어있는 개선을 한다 !
(On-line + Off-line 토론)

(출처 : 동아일보 2006. 11. 27 사회면)공장장 및 모든 직원이 온라인에서 토론

“그래, 우린
일에 미쳤다”

• 제안건수 증가

- 인당 : 5건(’05) 6건(’06) 15건(’07)

2005년 2006년 2007년

89천건

270천건

98천건

< 년도별 제안건수 현황 >

2005년 2006년 2007년

89천건

270천건

98천건

< 년도별 제안건수 현황 >

[그림 10] 고성과 제조 장으로의 변화

의 전략적 제휴 과제별 학습동아리, 외주파트너사와 

포스코 직원 간의 업무 협조 학습동아리 등을 꾸준히 

장려하여 Global CoP를 통한 인적 네트워킹을 확대

해 왔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 만큼 만족할 만한 수

준이 되지 못하여, 추가적인 활동을 계획 중에 외주파

트너사가 혁신활동을 추진하면서 인프라가 없어 어려

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포스코의 Global CoP 시

스템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포스코의 

혁신활동과 동조도 이루지고 작업표준 등에 대한 공유

로 개선 과제를 수월하게 도출할 수 있는 등의 효과

가 나타났다. 현재 250여 개의 학습동아리에서 25,000

여명의 회원이 활동함으로써 사외 지식의 효과적인 

입수, 공유 및 인적 네크워크를 확장 등을 통하여 신

지식의 창출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있다.

Ⅴ. 학습동아리 성과와 성공요인

이상과 같은 포스코 학습동아리의 안정적인 운영

은 학습동아리 활동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학습동아

리가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93%

로 나타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매우 효과적이다. 또

한, 학습동아리 활동의 효과로는 역량강화, 업무생산

성 향상, 초보자들의 학습속도 향상 그리고 일처리 

방법개선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습동아리 활

동이 업무 수행뿐 아니라 직원 간의 유대강화에도 크

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합지

식 작성에 의한 지식창출효과가 점차 증대하고 있어 

이를 통해 회사의 경영에 대한 기여도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포스코 학습동아리의 성과

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성과 제조현장으로의 변화이다. 일-혁신-

학습의 일체화로 24시간 깨어있는 개선을 하고 있으

며 공장장 및 모든 직원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토론

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안건수가 2005년 인당 5건

이던 것이 2007년 현재 인당 15건으로 증대하였으며, 

이는 전사규모로 270천건이나 된다. 혁신과제(즉실천/

테마개선/QSS：Quick Six Sigma)의 수행건수도 2007

년 현재 135,000건으로 8건/인, 110건/동아리나 된다. 

둘째, 노사화합과 신뢰의 조직문화를 구축하였다는 

점이다. CEO에서 챔피언에 이르기까지 학습동아리 

현장에 방문하여 격려하고, 직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함에 따라서 대화와 토론의 열린 조직문화가 구

축되었다. 또한, 전후 공정, 타부문 전문가의 노하우

가 제공되는 등 신뢰기반의 조직문화가 구축되었다.

셋째, 직원들의 성과모입도가 향상되었다. 학습동

아리 활동을 통한 직원들의 직무역량 증진 노력이 직

원들의 성과몰입도 향상에 기여한 것이다. QSS 활동

을 통해 직원들은 혁신에 대한 성취감을 경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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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과 핵심가치의 방향 제시

회사 기업 윤리실천 정착

상사의 직원 의견 반영 정도

성과에 대한 상사의 피드백 제공

비전과 핵심가치의 방향 제시

회사 기업 윤리실천 정착

상사의 직원 의견 반영 정도

성과에 대한 상사의 피드백 제공

연도별 성과몰입도(%)연도별 성과몰입도(%)연도별 성과몰입도(%)연도별 성과몰입도(%)

※ 성과몰입도(조사 컨설팅사 : Hewitt) : 회사의 성과향상을 원하고 이를 위해 행동하는 직원의 비율(%)

5년간 주요 상승 항목5년간 주요 상승 항목

‘05 ‘06 ‘07‘03 ‘04Global 
Best
Employers

Korean
Top10

72

76

경영진/상사의 리더십

의사소통

성취감(내적동기)

동료와의 협업

경영진/상사의 리더십

의사소통

성취감(내적동기)

동료와의 협업

‘06년 대비 주요상승 항목‘06년 대비 주요상승 항목

[그림 11] 직원 성과몰입도 향상

일과 혁신과 학습활동의 일체화 추진

직책보임자의 관심과 지원 유도

재미있게, 보람되게, 지속 가능하게 !

발전단계에 따른 적절한 지원제도

조직단위의 전원 참여 활동으로 전개

Global Best

학습동아리

직책보임자
관심

지원제도

리더의
열정

전원참여

혁신

학습

일

일체화

재 미

•대화/토론

•칭찬/격려

보 람

•성과창출

•역량향상

지 속

•동기부여

•신뢰형성

Global Best

학습동아리

직책보임자
관심

직책보임자
관심

지원제도지원제도

리더의
열정

리더의
열정

전원참여전원참여

혁신

학습

일

일체화

재 미

•대화/토론

•칭찬/격려

보 람

•성과창출

•역량향상

지 속

•동기부여

•신뢰형성

우수한 IT 인프라 (시스템, 사람)

[그림 12] 포스코 학습동아리 성공요인

학습동아리 활동으로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그림 11]과 같이 2007년 성과몰입도가 

글로벌 최고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포스코 학습동아리의 성공요인은 [그림 12]

와 같이 6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즉, 일과 혁신

과 학습활동의 일체화를 통해 고성과를 창출하는 원

동력을 구축하였으며, 조직단위의 전원 참여 활동으

로 조직지식의 생성과 공유의 장을 충분히 구축하였

다. 또한, 직책보임자의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여 학

습동아리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데 활력소가 되도록 

하였으며, 재미있고, 보람되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점

에 주안을 두었다. 그리고, 발전단계에 따라서 적절

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우수한 IT인프라

를 적극 활용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학습동아리 

활동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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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적 공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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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CoP의 진화와 포스코 학습동아리

Ⅵ. 시사   향후 추진방안

학습동아리를 중심으로 한 포스코의 창조적 혁신

조직을 구축한 사례는 CoP가 단순히 동호회 형태에

서 벗어나 전략적 성과창출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소중한 사례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13]에

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제 CoP는 비공식적인 동

호회 수준을 벗어나 공식적이고 성과창출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CoP로서 활용이 가능함을 본 포스코 사

례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러한 추진과

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포스코의 경우

에도 2004년도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4년 이상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현재의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포스코는 포스코 고유의 혁신 인프라인 학습

동아리를 글로벌 베스트 수준으로 진화 발전시키겠다

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도 학습동아

리 내실화 수준 90점을 목표로(2007년도 81점, 2006

년도 56점, 평가는 [그림 7] 학습동아리 평가기준표에 

따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나

갈 예정이다.

첫 번째로는 제조분야의 경우 학습동아리를 기반

으로 한 혁신활동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활동 결과

의 표준화와 성과에 대한 관리 활동은 미흡한 편이므

로, 생산현장의 운전부서 직원과 정비부서 직원의 학

습동아리 활동을 통합하고 대형화 한 학습동아리의 

운영을 확대하고 활동의 내실화를 다질 계획이다. 이

를 위하여 운전부서와 정비부서 직원이 보유한 노하

우의 이전을 신속하게 하는 상호 교차 학습을 강화하

고, 대형 학습동아리의 활동 결과를 디브리핑하여 핵

심조직지식의 창출 확대 및 전문역량을 높이고자 하

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조직 외부 전문가의 보유 지식을 사내

에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으로 고질적

인 문제해결을 신속히 지원하는 체계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는 지식생태계 확장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보고  Global CoP를 통한 사외 전문가와의 인적 네

트워크 구축을 확대하는 계획과 지식전문가, PCP(사

내 전문직무전문가), 추천 전문가에게는 블로그 개설

을 지원하여 전문지식 공유 활성화하는 계획을 추진

하려고 한다.

세 번째는 사무부문 학습동아리 모델부서를 육성하

여 이를 기반으로 핵분열식 확산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008년 7월까지는 구매, 마케팅 등 4

개 분야의 모델부서를 선정한 후 집중적으로 학습동

아리 활동을 멘토링하여 Best Practice 사례를 창출하

여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한,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활용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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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과 같은 학습동아리 원리를 사무분야에 적용하여 

학습동아리 활동 모델을 만드는 계획 등을 추진 중에 

있다.

네 번째는 가치기반 혁신활동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학습동아리 발전방안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여, 

학습동아리 기반의 ‘일-혁신-학습활동' 이 선순환으로 

추진되는 포스코형 학습동아리 활동 방법론을 정립하고, 

고유 브랜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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