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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조직을 혁신하기 위

한 전략으로 무던히도 많은 제도를 도입해 왔다.

그간 고도성장의 힘으로 관리체계의 내실화보다는

성장지향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바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기업이 국가 간 혹은 기업 간 경쟁의 파

고를 넘어 견고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핵심지식이

나 기술 없이 지속적인 경영은 불가능한 시점에 와

있다.

국가나 조직 또는 한 개인이 발전하기 위한 새,

제 저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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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은 이들 주체가 어떻게 지식을 생성할 수 있

는가에 달려 있다 또한 생성된 지식을 조직성과에.

기여하도록 하는 적절한 관리체계를 정립하는 것

이 지속가능경영성패를 좌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출현한 것이 지식경영이다.

지식경영에 관한 개념이 도입되면서 대기업은

경영현장에 적용시키려고 앞 다투어 전략을 수립

한다 그리고 다른 유행을 탐색한다 교육과 학습. .

에 익숙한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수월하다 일반적으로 비교해서.

전자는 대기업이고 후자는 중소기업이다 화려한.

기획을 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 제조 기업은 인력구성에서 취약하기 때문이

눈높이와 후속관리로 성공한 지식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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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what strategy BACHE, a bathtub manufacturing company,

chooses to implement knowledge management. Generally speaking, the success factors of this case company

is follow-up management. The first factor is to use linguistic metaphors for employees to understand

difficult knowledge management terms easily. The second one is that CEO tries to set and lead

pro-knowledge management corporate culture. The third one is based on the CKO's competence to read

business circumstances and apply the theory of knowledge management to the workplace. The fourth one

has something to do with a way of knowledge creation, for example, a suggestion system and QC circle.

The fifth one depends upon CKO's mission to share knowledge invented from his own company's with the

rivals and large companies which order bathtubs so that overall bathtub industry can upgrade knowledg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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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극히 열악한 생산현장에서 경쟁력 있는 조직.

으로 변혁하기 위한 시도는 시작부터 어려운 난관

을 겪어야 한다 이 곤란을 극복하는 과정을 관찰.

하면서 하나의 이야기로 꾸미고자 선택한 기업이

사례기업 바체 이다(BACHE inc.) .

본 연구에서는 주식회사 바체가 지식경영을 선

택하게 된 까닭은 무엇이고 도입 이후 최고경영자,

들이 종업원에게 그들이 이해하도록 그들의 눈높

이에 맞게 학술용어를 쉽게 비유한 절묘한 은유

메타포 를 음미하고 지식경영추진과정에서 무늬( ) ,

만 화려하지 않게 후속관리의 철저함으로 승부를

건 바체의 성실경영을 소개하기로 한다.

지식경영의 도입배경.Ⅱ

주식회사 바체 는 년의 업력을(BACHE inc.) 25

가지고 있으며 욕조와 세면기 및 기타 위생기기

등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중소 제조 기업이다 그간.

업계의 선두적인 위치를 점하며 꾸준한 성장을 하

던 바체도 년 말부터 시작된 금융위기1997 , IMF

로 인한 여파를 피할 수는 없었다 산업의 속성상.

건설업체가 주문하면 제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아

파트나 주택현장에 시공하는 바체기업에게는 2-3

년 뒤부터 불경기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년 당시 창립 년 된 바체는 경쟁사를 멀찌2000 20

감치 따돌리며 승승장구 성장하였으나 건설수요가

급감하여 매출액이 떨어지는 위기를 맞는다 그러.

면서 가격은 하향조정을 감행해야 했으며 이것은

수익률저하로 이어졌다 건설업체의 주문생산에만.

의존하던 주문생산방식은 호경기의 단물이 빠지면

서 새로운 시험대 위에 서게 된다 부록 참고. < 1 >

건설업체에서는 금융환란 이후 미분양이 속출하

자 분양성공전략을 화장실 제품고급화로 만회하고

자 했다 따라서 욕조생산업체 바체에 제품을 고.

급화하고 신개념의 제품을 선보일 것을 요구해 왔

다 협력업체인 바체의 당시 여건으로는 감당키 어.

려운 요구였다 최고경영자는 위기에서 기회가 온.

다는 신념을 가졌다 기업경영에서 모험은 필연적.

이다 피할 수 없으면 오히려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정한다 그 때 종전과 같이 발주업체가 주문한.

제품을 생산만 하던 체제로는 경쟁력이 없음을 인

식하고 자신의 브랜드로 독립적인 시장을 개척해

야 할 시기라고 가닥을 잡게 된다 이 사안은 상.

당한 에너지와 자원을 어떤 한 군데에 집중해야

하는 전략적 결정이다 최고경영진은 숙의 끝에 신.

제품을 개발하고 독자적 브랜드로 마케팅하자고

결론 내린다.

더구나 장기간의 조직성장과 개인생활의 안정감

에 안주하던 조직구성원에게 년 당시 지배적2000

인 나른한 분위기는 외부환경을 적응하기에는 이

미 물든 해이함과 매너리즘이 커다란 걸림돌이 된

다 어떤 형태로든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였기에 임원은 고민하기에 이른다 이.

때 공장에서 작업자들과 고락을 함께 하며 아이디

어를 모으고 공장의 품질과 생산에만 골몰하던 공

장장 황 이사는 기업전체 차원의 새로운 경영전략

을 짜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학부에서.

건축을 전공한 공장장 황 이사는 외부대학에서 다

시 경영학을 공부하여 경영학사를 취득하고 졸업

후 경영대학원에서 인적자원관리 전공 석사학위

과정을 공부하면서 접한 지식경영이라는 개념에

흥미와 관심을 집중하여 사로잡히게 된다 몇 날을.

고민하고 틀을 짜던 황 이사는 드디어 최고경영자

강 사장에게 자신의 기획내용을 제안하게 된다 이.

것이 바체가 지식경영을 도입하는 단초가 되었던

것이다 당시 대기업과 첨단기업을 중심으로 전개.

되던 지식경영이란 무게를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지만 비록 시작은 서툴지

만 기획만 요란한 꽃무늬였던 경영혁신이 실패로

끝난 주변기업을 보며 바체의 경영진에게 있어서는

도입단계는 소박하더라도 과정을 중하게 여기고 철

저하게 후속 관리해서 성공시켜보자는 확고한 믿음

을 갖고 추진하게 된다 지식경영을 통해 기업이. “

다시 태어나기 를 시도한 것이다(Born Ag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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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영의 이름으로 전략 짜기.Ⅲ

우선 지식경영 개념을 조직 활성화 전략의 기조

로 삼고 추진하기 위해 구성원에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설정하고 추진조직을 세팅하기에 이

른다 이론적으로 볼 때 지식경영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조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김만.(

기 즉 지식기반관점 자원기반관점 이장환, 2003) , , ( ,

김영걸 및 제도화 이론, 1999), (Selznick,1949;

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Meyer& Rowan, 1977)

보면 바체는 조직을 해당 조직에서 다년간 기능을

숙련하면서 체화된 지식을 소유한 인적자원들의

지식결합체로 보는 지식기반이면서 동시에 자원기

반관점을 취한다.

주식회사 바체의 생산품인 욕조나 세면기 등

위생기기는 주문이 있고 나서 생산에 들어간다.

이 생산품은 아파트가 건설되고 마지막 단계에서

시공하게 된다 생산시설은 자동화점유율이 비교.

적 적고 제품품질은 과업특성상 작업자의 손끝기

술에 상당히 의존적이다 따라서 업무특징에 비추.

어 지식의 특성을 구분하여 볼 때 김인수( , 1999;

형식지와 암묵지가 있는Nonaka& Takeuchi,1995)

데 주식회사 바체의 작업자에게 존재하는 암묵지,

를 형식지화 하는 것이 지식경영초기의 커다란 난

관이었다.

바체에서 일하는 대개의 작업자들은 인력의 구

성에서 보듯이 부록 교육과 학습의 기회가 비< 2>

교적 적고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다 연령대를 보면.

대가 가장 많은 수를 점하고 있다 교육수준별40 .

로 볼 때 고등학교를 졸업 한 직원이 가장 많다.

이들 종업원 중 다수가 지식경영의 개념조차 몰랐

고 막연한 저항으로 경직되었다 매너리즘에 빠진.

조직에 활력을 넣기 위한 혁신의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조직구성원의 참여와 수용 없이는 효과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을 지식경영과 친숙하.

게 할 것이며 종국에 가서 지식 친화적 조직으로

만들 것인가를 경영진은 고심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지식경영에 관한 다양한 비유를 개발하

고 조직변화가 왜 필요한 지를 설득하기로 마음먹

었다.

우선 바체의 최고경영자는 조직구성원들에게 변

화를 촉구하는 선언적 슬로건을 선포한다 회사의. “

성장이 곧 개인의 성장을 돕는다 회사의 성장은.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은 늘 깨어 있어.

서 세상의 흐름을 깨닫고 배워야 한다 이것은 회.”

사가 더 이상 안정이라는 달콤한 온상에만 있을

수 없으니 이 기회에 모두 적당한 긴장을 갖도록

조직을 인위적으로 각성시키고자 하였다.

도대체 지식경영을 무엇이라 말할까 지식경영?

이란 말은 년 가 스위스에서 열린1986 Wigg ILO

주최 컨퍼런스에서 최초로 사용되었고 영문으로는,

Knowle 라고 한다 그 의미가 구dge Management .

체화된 것은 의 지식경영Nonaka&Takeuchi(1995)

순환 사이클의 개발에서 유래한다 이들은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이것을 조직에 확산시켜서 다시

상품과 서비스 및 시스템 등 부호화하거나 형상화

하여 경영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지식경영을

정의한다.

우선 지식경영의 활동과정별로 볼 때 김인수

에 따르면 지식흐름의 핵심활동과 부수활동(1999)

으로 나눈다 핵심활동이라 함은 지식을 외부로부.

터 획득하고 내부에서 창출하며 확산 및 공유시키

고 저장하여 직무수행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에 대하여 지식이나 자산을 측정하거나 평가하고,

지식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설계하는 것 등

은 부수적 활동이라 한다 어떤 연구자는 지식의.

창조 변화 확산 및 응용을 다른 이, , (Wigg, 1993),

는 지식의 규명 수집 적용 조직화 공유 및 창, , , ,

조를 지식경영활동으로 본다. (O'Dell,1996)

주식회사 바체가 지식경영을 도입하려는 것은

실질적 재무제표상의 경영지표에서 성장세가 둔해

지는 것 이외에도 앞으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실질적 구심점으로서 어떤 주제가 필요했고 그것

이 지식경영이었던 것이다 조직구성원의 잠 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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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위한 지식경영도입이 직원들에게 현실감도

없고 추상적인 교양과목정도로 여기는 것 같아 회

사의 전략은 한 동안 공허하게 겉돌고 있었다 이.

에 방향키를 잡고 지식경영자 추진 역을 맡은 공

장장 황 이사는 이른바 CKO (Chief Knowledge

로서 지식경영을 친숙하고 쉽게 말로 풀Officer)

어내는 것이 필요함을 간파하였다 바체직원 교육. (

자료, 1997- 2004)

그리하여 지식경영 선포의 언어 또한 심리적으

로 편안하게 받아들여지면서도 생동감 있게 들리

는 비유법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구성원의 눈높이.

에 맞추어 언어를 정돈하는 것이 전략을 짜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지식.

경영이 우리 회사에 왜 필요한 것인지 선포의 이

유를 다시 천명하고 지식이란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님을 알리기 위해 지식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다른 말로 쉽게 풀어쓰고 지식경영의 각,

활동 과정별로 눈높이에 맞는 비유법을 개발하기

로 하였다 이러한 지식경영 활동과정 각각에서 조.

직구성원 참여를 이끌어내는 은유와 비유법을 통

해 최고경영층에서 말단의 작업자에 이르기까지

지식경영에 가까워지는 발판이 되었다 표. < 1>

지식경영을 위한 관리적 실천.Ⅳ

어느 정도 구성원으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지식경영을 위한 구체적

인 관리실천에 들어가기로 한다 지식경영을 위한.

기업문화를 다시 정립하고 조직을 정비하고 지식, ,

경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트라넷 등 시

스템을 설치하고 관리기능별로 지식경영을 실천하

기로 하였다.

쉬운 말로 풀어내기 비유적 표현 실천도구

변화전략 도입선언

환경변화에 적응하자“ ”

지식을 늘리자“ ”

다시 도약하자“ ”

기업을 일구기는 어렵지만 쓰러지“

는 것은 일순간이다.”

회사의 지식경영 선포의

공감대 형성

지식의 규명
일하다가 깨달은 새로“

운 것”

지식이란 거창한 게 아니고 회사에“

서 일하면서 터득한 모든 경험과 새

로운 방법이다.”

지식획득
외부에서 교육을 받아“

배워오기”

세상 밖의 흐름을 배우지 않으면 우“

물 안 개구리가 되고 퇴보한다.”
사외 교육 받기

지식창출 지식 만들기“ ”
자신이 하는 일 중 더 잘하는 방법“

을 연구하자”
주 회 화 품질관리*1 1 ( )

회의

주 회 수 금 분*1 2 ( , )30

분임토의

전사적 품질관리 경진*

대회

제안활동 활성화*

인트라넷 구* on-line :

축 인터넷 카페, ,

블로그

품질관리실*off-line : ,

게시판 매뉴얼, ,

지식저장
지식 창고“ ”

일하다가 깨달은 기발한 방법을 다“

른 사람이 배우도록 꺼내 놓은 장소”

일하다가 더 좋은 방법을 찾을 때“

찾아가는 곳”

지식 공유와 확산
지식 나누어 주고받기“ ”

지식은 나눌수록 더 큰 지식으로 커“

진다 자신이 가진 직무지식을 나누.

지 않는 것은 공금을 횡령하는 것과

같다.”

표 지식경영을 이끌기 위한 비유적 선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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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영을 위한 기업문화 정립1.

지식경영을 도입하여 실천하려면 구성원의 동기

를 유발하는 문화가 조직에 퍼져 있어야 하므로

외부기업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통하여 바체

기업의 조직문화를 정립하게 된다 바체의 최고경.

영자는 회사를 떠나 워크샵을 개최하는 일이 중요

하다고 인식하였다 워크샵이 끝난 후에도 캠프.

화이어를 하고 노래하면서 최고경영자에서 작업자

에 이르기까지 혼합된 일체감을 형성하기에 이른

다 과거에는 이러한 것에 관심도 없었고 중요하.

다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어려운 시점에서.

를 인수한 세계적인 경영자 잭 웰치가 조직의GE

벽을 허물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다 최고경영자 웰.

치가 그간 에 만연하던 권위주의적 기업문화를GE

청산하기 위해 회사를 떠나 한적한 크로톤빌 연수

원에서 자주 워크샵을 열도록 독려한 것에서 시사

점을 얻은 것이다 잭 웰치는 아무리 바빠도 주. 1

일에 한 번은 연수원에 가서 직원들을 만나고 특

강을 하면서 종업원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데

주력하였다.

당시 벤치마킹한 기업에 대한 내용에서 교훈을

얻었다 첫째 이들 지식경영에 성공한 기업은 지. ,

식을 가치창출의 원동력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GE

와 은 새로운 지식의 생성이 제품의 품질경쟁3M

력향상 신제품 개발능력 확보 등 기업성장의 관건,

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선마이크로 시스템은 구성.,

원들의 인적 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에버랜드,

는 지식의 공유와 생성을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이

라는 주제를 통해 지식을 교류하고 재활용하는 일

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황규일. ( , 2002)

둘째 이들 기업들은 모두 사람을 지식경영의,

관리에서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었다.

셋째 상하 의사소통이 매우 빨랐으며 유연성, ,

창의력 도전성 등을 장려하는 기업문화를 정립하,

고 있다.

넷째 정보기술 에 대한 대단위의 투자가 이, (IT)

루어지고 있었다 와 같은 회사는 지식경영시. GE

스템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시그마의 전6

개를 위해 대규모의 정보기술투자가 선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구성원 간 정보 교류가 원활하게 행해

지고 있었다.

지식경영에 실패한 기업사례도 분석하였다 실패.

기업의 대다수는 지식경영을 도입할 때 외부 컨설

팅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최고경영자는 방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둘째 실패기업은 지식경영시스템만을 지식경영,

의 핵심으로 파악하여 시스템의 완성에만 노력을

집중하였다.

셋째 이들 기업은 지식경영을 기업문화로 정립,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구성원들의 참여를 충

분히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이 성공과 실패사례를 분석한 후 깨달

은 교훈은 지식경영을 성실하게 후속 관리하는 것

에 철저를 기하자고 작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철저.

함도 종업원의 수용과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아울러 숙지하

게 된다.

지식경영 추진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2.

정비

지식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내에서

주요부서별로 지식경영팀을 차출하여 조직화 하였

다 지식경영 추진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맡아 지식.

경영 비전을 수립하고 공장장이며 동시에 상무이,

사는 지식경영최고경영자(CKO: Chief Knowledge

로서Officer) 지식경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총

괄적으로 진두지휘하게 하였다 관리부서 생산부. ,

서 연구개발팀에서 차출된 부서장 명을 지식 매, 5

니저팀이라 칭하고 지식획득과 획득된 지식을 형

식지화하는 일을 전담케 하였다 품질관리실 명은. 2

지식경영을 위한 교육을 관리하고 지식의 공유와

확산을 책임 맡았다 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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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식경영 조직표< 2>

추 진 위 원 직책 직위/
인원

수
주 요 내 용

추진위원장 대표이사 1
지식경영 의지

표명

추진최고책임자 상무이사 1
총괄지휘

전략수립 및 개발

지식매니저팀 부서장 5

지식획득

획득지식

형식지화

지식경영추진팀
품질관리실

과장 외1
2

지식의 교육 및

공유

형식지의 내면화

바체는 본사와 공장이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

고 제 의 물리적 장소인 각 건설현장에 시공인력3

이 파견되어 있다 따라서 서로 정보교환이 유기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식경영이 성공하려면 정.

보기술 이 지식경영에서 핵심도구라는 것을 인(IT)

식하고 지식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최만기와 권정.(

미 집단적인 학습이 효율, 2001; Ruggles,1997)

적이려면 무형적인 자산 중에서도 정보기술이 중

요하다고 강조되는 바였다 이렇게 지식기반사회의.

제조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컴퓨터의 보급과

활용이 업무 생산성의 관건이 된다고 는 판CKO

단하고 각 담당자별로 개인 를 우선적으로 지PC

급하였다 아울러 각 부서별 회계재무 영업 생산. ( , , ,

디자인 설계 등 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였, )

다 이것을 인터넷망으로 연결하여 서로 실시간 정.

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시스템을 설.

치한 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후속적으로 관리

하는 것이 시스템 구축보다 더 중요하므로 후속관

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유지 보수 관리부터 작업자

컴퓨터 활용능력을 높이는 교육에 이르기까지 신

경을 썼다.

지식경영의 단계별 추진3.

바체 기업의 지식경영을 시기별로 요약하면

표 과 같다< 3> .

지식획득과 창출3.1.

조직지식이 창출되려면 다음의 단계가 필요하3

부 문
도입초반(1999-2000)

지식경영 인식단계“ ”

공감대 확산(2001-2004)

관리실천 단계“ ”

향후 추진(2005- )

학습조직 지향“ ”

생산현장관련

핵심품질요소 선정-

품질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

신제품 루비스타 개발-

신제품 큐리오 개발-

마크 수상- GD

바코드화-

신제품 플로라 베타큐리오- ,

개발

신제품 마빈스 개발-

신 디자인 워시머신 세면기-

개발

마크 수상- GD

법 제정- PL

- 신제품 마빈스 제품 생

산라인 신규 구축

제 공장 신축공사- 2

시스템구축 인트라넷 구축- 인트라넷 정착-

지식창출 습득/ 제안제도 활성화- 생산시스템 개선 향상-

지식공유
사내 품질분임조 재결성-

제안제도 활성화-

핵심품질요소 교육-

표준매뉴얼 지식창고 화-

지식경영 사례 업계공유-

인터넷포탈사이트( )

카페․
블로그․

표 지식경영의 단계별 추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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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양춘희 형성단계에서 자체적인 노력.( , 2000) (1)

을 하거나 내 외부로부터의 획득을 통해 잠재지식,

을 형성해야 한다 제안단계에서는 공식적 절. (2)

차를 거쳐 잠재지식을 조직지식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제안양식을 정형화할 것인가를 정.

한다 제안방식은 그룹웨어나 인트라넷과 같은 전.

자적 매체에 의한 방식이 있다 비전자적 방식으로.

는 정기회의 도중 아이디어 제안을 하거나 기존의

제안함 상설제도와 같은 방식이 잇다 그 밖에도

지식제안 경진대회 지식박람회 모법사례 경진대, ,

회 사내기술 올림픽대회 정기적인 연구포럼 개최, , ,

신상품개발팀 구성 연구모임 등의 각종 이벤트를,

들 수 있다 검증단계에서는 제안단계를 통해. (3)

등록된 지식들이 조직차원에서 조직지식으로의 타

당성과 수준을 평가하여 지식의 등급을 결정한다.

지식생성의 시작은 일단 지식에 대한 흡수를 해

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 내에서는 한계가.

있고 외부 전문가나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세상의

흐름과 관리기법을 배워 와야 잠재지식이 싹을 틔

울 수 있다 바체는 매년 말에 자신이 원하는 과.

정을 지정하도록 하고 연중 사외교육을 필수적으

로 받게 하였다.

지식을 창조함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필요조건

이 있다 정보시스템이나 조직의 구조설계와 같은.

하드웨어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사회적 지

원과 같은 측면도 중요하다 어떤 의미에서 후자는.

전자에 비해 저비용으로 또한 지속성을 갖고 지식

창조를 구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고 본다 양춘희.( ,

이 점을 강조한 연구로는 배려 의2000) “ (care)"

수준이 지식창조에 영향을 준다는 논거를 제시한

의 연구가 흥미를 끈다von Krogh(1998) .

배려수준이 높은 조직에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타인과 주고받는다 지식형성과정의 시행착.

오나 오류에 의한 정보까지도 공유하게 하면 그와

동일한 상황에 직면하여 대처하기 쉽게 해준다 그.

러나 배려수준이 낮은 조직문화에서는 지식창조가

개인적이어서 암묵지의 형태로 획득하여 자신의

지식헤게모니를 구축하고 지키려 한다.

이러한 이론적인 맥락에서 기업현장에서 지식창

출을 위해 정기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했다 그간 바.

체는 품질로 승부를 건다는 막연한 구호만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품질의 핵심요인을 어떻게 규.

정할 것인가 탐구하기로 한 결정도 이 시기에 했

다 또한 제조활동에서도 표준화가 되지 않아 품질.

관리의 완결성을 가로막았다 이러한 어려움을 모.

두 꺼내 놓도록 유도하기 위해 년부터 해오던1994

분임조 활동을 년에 다시 정비하고 강화하기2001

로 하였다 지식경영 측면으로 설명하면 작업자 머.

릿속에만 있던 암묵지를 형식지로 변환하기 위한

활동이다.

먼저 분임조는 개로 결성하고 백두산 에머랄5 ,

드 옹달샘 개미 태평양 등으로 이름을 붙였다, , , .

각 분임조마다 분임조장과 서기를 두게 한다.

는 이들 분임조를 데리고 외부 콘도미니엄에CKO

서 발대식을 가지며 모든 사원이 보는 가운데 임

명장을 수여하면서 의식 을 통해 책임감을(ritual)

부여했다 분임조 활동은 주일에 회 점심시간에. 1 2

분씩 활동하며 현재의 생산 활동에서 경쟁의 핵30

심요인을 찾아 나갔다 여기에 활용된 주요기법으.

로는 매트릭스도 파레토도 그래프 관리도 등이, , ,

다 약 개월에 걸쳐 진행하면서 제조 과정에서의. 6

핵심품질요소를 도출시키는데 주력하였고 결국

개 요소를 찾아 낼 수 있었다 그것은 온도 점4 . ,

도 선 면 이었다 이 가지 핵심요소가 제품의, , . 4

품질과 직결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

적인 활동이 외부적으로는 주문기업인 건설업체에

게 신뢰를 주고 소비자에게도 마찬가지 효과가 있

었다.

분임토의와 전사적 품질경영 지원을 통해 얻어

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품질경영팀에서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모티브를 갖게 되었다 그것은 제.

품의 품목을 바꾼다기 보다 제품의 색상과 질감을

변화시키고 디자인에서는 세련미를 갖도록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개발된 제품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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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분양을 성공으로 이끈 결정적인 요소라는 평

가를 얻었다.

바체는 제품개발을 위해 업계 최초로 년에1998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였다 기술연구소는 디자인. ,

설계 금형제작 생산에 이르는 프로세스를 새롭게, ,

정립하는 일을 맡았다 바체는 많은 종류의 디자인.

을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경쟁력이라 판단하였다 그러나 제품개발을 종전처.

럼 수작업방식으로 하면 미려한 면과 선을 기대할

수 없어 완성도 높은 작품이 나오지 않았다 따라.

서 과감히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기로 결정하여 기

술연구소는 명실 공히 본격적인 제품개발메카로

거듭나게 된다 인력은 디자이너 명 설계 및. 3 ,

팀 명 금형제작팀 명 등 명과 이를 통CNC 3 , 4 10

합하여 진두지휘하는 소장 명으로 구성되었다 기1 .

술연구소가 조직을 보강하여 가동되면서 과거에

새로운 디자인의 신제품이 개발되기까지 개월 이3

상 걸리던 것을 주일로 단축하는 스피드의 개가2

를 올렸다.

이 연구소의 설립이후 개발된 신제품은 년2000

에 산업자원부에서 제품에 선GD(Good Design)

정되었고 새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다, .

그림은 과거의 컨셉과 발상을 전환한 제품이다.

그림 기존 카운터 형 세면기< 1>

그림 세면기< 2> New-Design

또한 때를 맞추어 소비자에게 품질에 관한 보증

을 법으로 담보하는 제조물 책임법(PL;Product

이Liability) 년 월에 발효하기로 예정되어 있2002 7

어서 제조기업체로서는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하

였다 그러나 바체는 이런 기회에 오히려 주눅 들.

지 말고 차제에 품질관리 발전의 계기로 삼자고 생

각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을 세우게 된다PL .

바체에서는 년 월부터 월까지 약 개월2001 8 12 5

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경영컨설팅을 의뢰하여 PL

법 대비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이 컨설팅을 통해서.

제품설계부터 제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기업,

활동 전 과정을 표준화하면서 시행규칙도 마련하

게 되었다.

그 당시 대기업에서도 시스템을 갖추기 이전PL

이어서 바체의 시스템도입에 대한 사례가 중소기

업청에서 비디오로 제작되었다 그 후 이 사례 비.

디오는 제조물책임법 잘 알고 대비합시다 라는“ ”

홍보용 비디오로 다시 각색되어 매일경제 와 나TV

라 디지컴에서 제조물책임법에 관해 방영하는 모

델로 삼기도 했다 총 편으로 구성된 교육비디오. 3

는 편은 이렇게 바뀝니다 제조물책임법이란1 “ . - ,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면책과 책임 편은, PL ”, 2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선진국의 사례분석“ . - PL ,

중소기업의 대책 사례 제조물 책임예방 전략PL , ,

편은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제조물 책임방3 ” . -

어 대책 소송방, 어의 포인트 분쟁대응전략 단, , PL

체보험의 활용이다 이것은 또한 전국 기업에 배포.

되었다.

따라서 바체는 국내 중소기업으로는 시스템PL

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기업이 되어 환경변화에 신

속하게 대처하는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법 발효이PL 전에는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부분 생산자가 유리한 입

장이었다 그러나 법이 발효되고 대비시스템. PL

을 도입하면서 바체의 전 사원에게는 소비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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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출활동에서 깨달은 또 하나의 성과가 있

다 그동안 품질관리에서 상품출하로부터 년 정도. 2

뒤에 삼품의 질을 피드백 받는 프로세스로 인해

품질불량문제가 발생하면 원인 분석에 애로가 되

었던 문제를 해결하기에 이른다 즉 바코드를 개. ,

발하여 붙이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년 바체는. 2002

바체 내에서 통용되는 품질관리추적시스템 바코‘

드를 개발하였다 상품에 부착한 바코드와 형태는’ .

동일하지만 그 내면에는 다른 정보가 내재되어 있

다 상품수량이 바코드를 개발할 수량은 아니지만.

업계최초로 지식경영 도입 후에 이러한 것을 시도

하였다 제품을 생산하려면 많은 원료와 사람 그리.

고 환경조건이 필요하고 그 상태에 따라 품질에

영향을 준다 만일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면 년. 2

후 혹은 더 나중에나 그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품을 생산하고 아파트 현장에 설치한

후 사용자가 입주를 해서 약 년 정도 사용한1-2

후에 제품의 를 신청하기 때문이다 이 때 과A/S .

거 제조과정의 정보가 수록된 사항을 보고 원인을

분석하여 정확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잇기 때문이다.

바코드에 담기는 정보는 제조일자 원료의 반입,

회사 원료명 반입일자 번호 생산투입일자, , , LOT , ,

날씨조건 온도 습도 첨가제 투입량 각 공정별( , ), ,

생산책임자 및 생산자 이름 등 생산에 관련한 20

여 가지의 내용이다 제품불량이 발생하면 역으로.

추적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원 및 관리자는 자기

업무를 책임감을 잦고 수행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

기가 된다 또한 건설업체로부터는 품질관리의 사.

명감과 정밀함에 대하여 전폭적으로 신뢰를 확보

하였다.

지식 공유와 저장 활동3.2

바체의 는 지식공유가 중요한 것을 이와CKO

같이 비유하며 설파했다 자신이 일하다가 얻은. “

새로운 지식이나 경험을 다른 사원과 공유하지 않

는 것은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는 것과 똑같다.”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지식으로 발전한다.”

개인지식이 조직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 집-

단 조직으로 상향화과정을 거쳐야 한다- .(Nonaka,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지도1994) (cogni-

를 공유하는 것이 조직지식화의 핵심이tive map)

다 이것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나름대로의 머.

릿속의 경로가 공유되어 누구라도 그 지도대로 따

라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

유된 인지지도의 정립이다.

인지지도가 공유되려면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의

하여 가능하다 처음 두 사람이 만나고 더 나아가.

집단이 만나고 조직적 차원에서 만남이 있어야 한

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효과적이려면 가지 전제조. 3

건을 필요로 한다. (Duncan and Weiss, 1979) (1)

개인의 지식이 의사소통되어야 한다. (communi-

구성원 간에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cation) (2) .

따라서조직구성원의평가가이루어져야한다.(evalua-

tion) 지식은 조율된 행동을 산출할 수 있어야(3)

한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지식과 체계적으로 통합.

되어야 한다. (integration)

지식의 전이를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 지식. (1)

이 지식으로 인식되지 못함 인간의 유전자 알. (2)

고리즘에는 지식을 남에게 전수하면 손해라는 위

기위식이 존재하는데 이를 압도할 만한 보상체계

가 확립되지 못한 경우 지식공유의 장이 마련(3)

되지 못한 경우 지식의 전이가 심리적으로 즐(4)

거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조직이 그런.

즐거움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 지식전이를 막는

다 양춘희.(Davenport, 1998; ,2000)

바체 기업의 제안제도는 년 처음 만들어졌다1994 .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산 활동 중에서 발

생되는 더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도록 하려는 취지

였다 제안제도는 년 중 수시로 접수할 수 있고 접.

수 시에는 천원 상당의 상품 전화기받침대 공중전3 ( ,

화카드 문구용품 등 을 지급하여 많은 사람이 제안, )

하도록 동기를 준다 접수된 제안은 매월 말 마감하.

고 이것을 각 부서별 팀장급으로 이루어진 제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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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등록된 제안내용은 평가.

기준서에 의거하여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긴다 점수.

등급에 따라 만원에서 만원까지 현금으로 제안자2 10

에게 지급한다 경영에 반영하여 시행하기로 결정된.

제안은 각 부서에서 실제로 그 방법대로 실시해서

성과를 측정한다 조직에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기여.

하는가를 성과로 측정한다 연말에는 연중 진행되어.

왔던 제안사항들을 모아 성과를 달성한 정도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매년 초 창립기념일에 상장과 함께.

금일봉으로 제안자에게 보상한다.

제안대상 에게는 만원을 지급한다(Grand Prix) 30 .

수상자 선정기준은 성과의 정도가 높은 사원에게

가장 높은 상이 주어지고 그 다음의 주요기준은

제안횟수이다 이것은 사원들 모두가 제안할 수 있.

다는 것을 권유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두 번째로.

특별상은 만원이며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20

안접수 건수가 많은 사원에게 주어진다 우수상은.

만원이며 제안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아깝게10

등을 한 사원에게 지급된다 그림2 . < 3>

제안제도 순서

아이디어

제안접수 - QM부서

월별제안심사

제안적용

년간제안성과도측정

년간 제안심사

등급별시상 (상패및포상)

시상(포상)

동기부여

제안제도 순서

아이디어

제안접수 - QM부서

월별제안심사

제안적용

년간제안성과도측정

년간 제안심사

등급별시상 (상패및포상)

시상(포상)

동기부여

그림 제안제도 흐름도< 3>

바체 기업은 지식경영 창출을 위한 분임조 활동

에서 각자가 터득한 새로운 작업방법을 다른 작업

자와 공유한다 얻어낸 귀중한 지식인 핵심 대. 4

품질요인인 온도 점 면 선을 사내 표준 매뉴얼로, , ,

제작하여 사내의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품질경영실

에 항상 보관하기로 하였다 필요하면 누구든지 언.

제든지 꺼내어 볼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었다.

이러한 핵심품질요소를 바체 기업의 는 학CKO

회 한국품질경영학회 한국시스템경영학회 한국생( , ,

산관리학회 등 를 통해 외부에 발표함은 물론 경)

영대학원 졸업논문을 중소제조기업의 품질경영“

성공요인 실증연구 이란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

년부터는 포탈 사이트 다음 에 바2004 (DAUM)

체 카페 바체 직원들의 방 의 자료실에 자료를“ ”

올려 놓고 직원들이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장

소를 가리지 않고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부.

사람도 카페에서 인증만 받으면 볼 수 있다 최근.

는 다음 과 네이버 블로CKO (DAUM) (NAVER)

그에 마블 욕조세면기 를 만들어 궁금한 사람 누“ ”․
구에게라도 지식을 알려주는 등 지식공유를 실천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제조품질 핵심요소에 대한 지식을

경쟁기업에 숨길 것이 아니라 동종업계에도 널리

알리길 원했고 더불어 업계전체가 동반 성장하는,

것을 소망했다 욕조제조기업 전체에 개발된 지식.

을 공유하기로 한다는 것은 어렵게 얻어낸 기업노

하우를 경쟁사에게 무임승차하도록 하는 것과 같

다 그러나 그들 바체 사람들은 이것이 업계 전체.

의 본이 되고 다른 동종 경쟁사도 이런 식으로,

지식을 창출하여 공유하라는 권고를 담은 것이다.

또한 주문을 하는 아파트 건설업체들 예를 들

면 현대산업개발 성우종합건설 한라건설 등은, , ,

욕조나 세면기 제조시의 품질요인을 제조기업 만

큼 정확히 모를 터이므로 이들에게도 역으로 교육

을 해주기로 작정하였다 이들 대기업 회사의 건.

설현장 직원 명씩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준20

다 주문받아 생. 산하는 중소기업이 주문을 하는

대기업의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셈이다.

욕조생산기업을 납품기업으로 선정할 때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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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 일테면 코오롱 건설 현대산업개발 고려산업, ,

개발 현대건설 등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지침자료,

를 제공하여 주었다 부록. < 3>

바체 기업이 동종업계에 자신들이 창출한 지식

을 공유하는 것은 다음의 이유가 있다.

첫째 바체 기업 측의 이유로서 이 업계의 선도,

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선두에서 리드하며 그러한

위상에 부응하기로 한다 또한 자신의 기업에게도.

끝없는 책임감을 갖도록 배수진을 치는 것이다.

둘째 경쟁사에도 이러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동종업종이 같이 상승하여 발전하기를 바란다 만.

약 우리 기업이 아니더라도 일부 기업에서 품질요

소관리를 잘못하여 불량이 심대하면 그것은 전체

업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 때문이다.

지식경영 성과와 성공요인.Ⅴ

지식은 쉽게 창출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창출.

된 지식이 공유되는 것 역시 처음부터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 안정감에 성장만 하던 기업.

에서 갑자기 긴장감을 갖게 하는 것이 회사에 대

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원들.

은 점차 지식이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 내 직무 안에 있다고 인식하게 되는 지점

에 이르는 작은 성공을 보게 된다 이들에게 더.

배워야 발전한다는 학습의지에 뇌관을 건드린 것

이 이후 전개되는 일련의 과정에서의 성공에 주효

했다.

이러한 무형적인 문화와 태도의 향상이 선행되

어야만 바로 유형의 양적인 지표로 나타난다고 예

상하였던 것이 적중하였다.

지식경영의 성과1.

변화를 위해 바체의 전략적 선택 아젠다인 지식

경영을 도입한 후 어떤 성과가 있었나 가시적 혹?

은 양적으로 표현되는 조직지표로는 매출액 수익,

률 등의 재무제표적 성과이다 바체는 신제품을 개.

발하여 매출액을 끌어올릴 수 있었고 대리점을 통

해 판매되는 자사브랜드 제품도 전체 매출액 중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났다 부록참조. ( )

그리고 바체기업의 임직원들은 지식이란 관리해

야 할 자원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관리해서 얻어낸

소중한 결실은 지적소유권의 등록으로 가시화되었

다 표 참조. < 4 >

표 지적 소유권 현황< 4 >

연 도 특 허
실용

신안
의 장 상 표 계

2001 0 3 13 0 16

2002 0 2 9 0 11

2003 0 3 12 8 23

2004 2 1 12 0 15

2005 1 0 7 0 8

합 계 3 9 53 8 73

년 현재까지 총 건이 출원되었고 이 중2005 95 , 73※
건이 등록되었음

그리고 바체가 지식경영을 회사혁신의 전략기조

로 삼은 후에 디자인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났다.

바체는 기술연구소의 설립과 함께 디자이너 설,

계 머시닝센터 금형제작 생산 등에 이르는, CNC , ,

전 과정을 프로세스화하여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디

자인 개발로 인하여 매년 산업자원부에서 GD(Good

마크를 획득하고 있다Design) .

특히 디자인은 자체적으로 디자이너 명을 이용3

해 진행하지만 산학협력 남서울대 고려대 경기대( , , ,

서울산업대 유한대 인덕대 등 을 통해 다양하고, , )

참신한 제품디자인을 개발하고 있다 다양한 노력.

으로 인해 얻은 결실이 마크 수상 로 나타났GD ㅇ
다 표.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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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마크 획득 수상 내역< 5> GD

연 도 욕 조 세면기 기 타 계

2001 0 2 0 2

2002 0 3 0 3

2003 0 0 0 0

2004 0 3 1 4

2005 1 2 1 4

합 계 1 10 2 13

이렇게 디자인 분야에서 많은 수상을 할 수 있

었던 것은 최고경영자가 지식에 대한 투자를 아끼

지 않았던 지원의 덕이라고 이 회사 는 술회CKO

한다 표.< 6>

바체는 지식경영 추진 후에 외부의 다양한 기관

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주 대동주택 현대산업개발. ( ) ,

로부터 감사패와 우수상을 받고 기업(2005, 2004)

은행으로부터 견실한 재무상태에 관한 상을 받았

으며 년 경기도 모범 납세직장이라는(2005), 2004

표창을 경기도지사로부터 받았고 매경안전환경연,

구원으로부터 안전경영 라는 칭호를 받기도Master

했다.(2002)

특히 안전환경에 관한 분야에서는 각별한 인정

을 받게 된다 직원의 안전보건경영에 관심을 기울.

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초일류기업 으로 선“ ”

정되기도 한다 경기도에서는 삼성전자 다음.(2000)

으로 바체가 이 상을 두 번째 수상한 업체이고 중

소기업으로는 최초로 수상한 업체가 된다 또한.

사 매경안전환경연구원에서 안전보건경영초일류( ) “

기업(MKSHMS 2002); The Best Company

in Safety & Health Management)'인증을 받

았다. (2003)

바체의 지식경영 성공요인2.

중소 제조 기업으로써 작업여건이 열악한 소위

기업에서 멀게만 느껴지던 지식경영을 회사3D "

다시 태어나기 를 하려하자 주(BORN AGAIN)"

변에서는 무리라고 만류했다고 핝한다 그러나 회.

사를 다시 일으켜 보겠다는 의지 하나로 지식경영

디자인개발실적

년도 주요품목 주요품명총건수 참여인력

‘01 세면기및욕조 세면기및욕조19 26
‘02 세면기및욕조 세면기및욕조20 28
‘03 세면기및욕조 세면기및욕조12 12

디자인개발현황

년도 자체개발 외부위탁총개발건수 위탁비율

‘01 17 -19 -
‘02 20 -28 -
‘03 20 -24 -

디자인개발투자현황

년도 디자인개발 디자인장비구입R&D총투자비 매출액대비투자비율(%) 
‘01 264,000,000 228,000,000492,000,000 4.39
‘02 481,000,000 9,000,000490,000,000 3.94
‘03 550,000,000 31,000,000581,000,000 4.37

표 디자인 개발 현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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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모지에서 향후 년이 된 지금 자신감을 가질 수6

있었던 것은 관리의 철저함과 사원의 마음을 보듬

어 주는 회사의 인적자원관리전략의 승리라고 본

다 무엇보다 기업문화를 지식 친화적으로 바꾸기.

위해 다소 권위주의적 문화를 없애려는 최고경영

자의 용기가 있었기에 조직구성원의 참여와 수용

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바체의 지식경영은 자원을 과감하게 투자하는

와 끝까지 완성을 보겠다는 의지로 추진한CEO

가 앞에서 끌었다면 지식경영 매니저들도 배CKO

워야 한다는 인식으로 다시 진학하여 공부를 계속

하는 등 뒤에서 밀어서 일구어 낸 작품이다.

사원들은 현실을 인식하고 교육과 훈련에 자발

적으로 참여하고 학습에 익숙하게 되면서 점차 바

체 기업은 학습조직으로 변모하는 반열에 들어선

것이라 보인다.

결 론.Ⅵ

이 연구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새로운 전략이 성공할 수 있는가를 검증해

주고 싶었다 또한 시작부터 무늬만 현란한 유행.

같은 경영혁신에 식상하던 필자에게는 대학생들에

게 중소기업을 멋있게 일구는 경영자가 존재한다

는 걸 알리고자 소망하였다 변화전략의 추진과정.

에서 왜 사원을 중시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또한,

그들의 심리상태를 잘 읽어내야 하는 이유와

(Reading Skill) 경영자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

인지 음미하도록 하고자 이 사례를 개발하였다.

바체라는 작은 기업에서 지식경영이라는 다소

거창한 목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의 몇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 최고경영자 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CEO)

먼저 변하려고 한 용기와 과감한 투자의 결단이

있었다.

둘째 최고지식경영자 가 학습을 사랑하고, (CKO)

자기가 학문에서 배운 이론을 작업장에서 적용해

보려는 강렬한 동기가 있었다.

셋째 여러 가지 지식경영 관련용어를 조직구성,

원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비유를 들어 지식경영

을 가깝게 다가가도록 만들어준 메타포가 있었다.

넷째 지식경영활동을 면밀하게 후속 관리하는,

관리의 철저함이 있었다 학습은 지속적인 반복의.

실천이지 일시적인 구호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섯째 조직문화를 정립할 때 작은 것도 중시,

해야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스며들게

했다.

본 연구는 여전히 여러 한계점을 동시에 내포한

다 한 기업을 들여다보면서 가진 애정으로 인해 한.

가지에 매료되어 다른 요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

이 후대하게 평가하는 후광효과가 있을 개연성도 있

다 그러나 한 번의 연구로 완벽을 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다양한 사례를 개발하여 이러한 점을 보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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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요약손익계산서< 1 >
단위 천원( : )

구 분 년1999 년2000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매 출 액
11,754,824

(20.9%)

11,866,500

(1.0%)

11,213,107

(-5.5%)

12,424,334

(10.8%)

13,309,340

(7.1%)

14,156,320

(6.4%)

매출총이익 4,414,113 5,056,459 3,446,937 3,507,853 3,912,598 4,649,557

영 업 이 익 1,487,740 1,946,871 871,514 929,155 1,042,262 1,451,118

영업외수익 65,801 209,781 95,021 212,897 656,838 182,888

영업외비용 399,497 482,633 623,428 606,661 617,999 466,186

경 상 이 익 1,154,044 1,674,019 343,108 535,391 1,081,102 1,167,820

특 별 이 익 26,447 2,480 0 0 156,287 251,412

특 별 손 실

법 인 세 283,190 385,981 -33,332 62,466 277,860 313,680

당기순이익
897,301 1,290,518 376,440 472,925 959,529 1,105,552

(107.9%) (43.8%) (-70.8%) (-25.6%) (102.9%) (15.22%)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천원미만은 절사함*( ) /

년도 고려산업개발주 부도관련 매출액감소 및 대손금 일시상각분으로 당기순이익감소*2001 ( ) ( ) ₩586,259,304

년도 고려산업개발주 부도관련 매출액 일시상각분 두산건설 흡수 합병으로 전액회수*2003 ( ) ₩484,376,379 12/23 .

부록< 2>

연령별1.

22227878계

100명(100%)합계

112260대

1010121250대

33232340대

33323230대

559920대

%명%명

여 자남 자성별

연령

22227878계

100명(100%)합계

112260대

1010121250대

33232340대

33323230대

559920대

%명%명

여 자남 자성별

연령

학력별2.

100명 (100%)합계

2323중졸이하

4141고졸

1818전대졸

1515대졸

33대학원

%명
구분

학력

100명 (100%)합계

2323중졸이하

4141고졸

1818전대졸

1515대졸

33대학원

%명
구분

학력

근속별3.

1916 ~ 20

100명합계

2278계

1811 ~ 15

9206 ~ 10

11411 ~ 5

여자남자
구분

근속

1916 ~ 20

100명합계

2278계

1811 ~ 15

9206 ~ 10

11411 ~ 5

여자남자
구분

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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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대리석 업체 체크포인트
작성일자

작 성 자

업체명 위치

제품명 품 명 오닉스 세라믹 합 부 판정

항 목 내 용 합 부.

원자재

부분

수 지
성 분 또는 이상의 수지를 사용하는가ISO Type ?

제 조 사 애경화학 크라이밸리 고려화학 세원화성 삼화페인트, , , ,

석 분
성 분 수산화알미늄 를 사용하는가Al(OH)3 100% ?

제 조 사 스미토모 알코아 닛케이 쇼와덴코 산동알미늄 차이나알미늄, , , , ,

겔코트 성 분 오닉스 세라믹 전용 겔코트를 사용하는가?

제조

부분

온도

관리

원료보관시설
수지 석분의 일정한 온도유지 를 위한 보관 열실, (20~25 )℃

구축하고 온도유지를 하고있는가?

겔코트경화공정 자연경화 분후경화실온도 에서코팅경화를하고있는가15~20 50 ?℃

제품반응촉진공정 제품 캡 탈형후 열실에서 온도 열처리를 하고 있는가50 ~60 ?℃ ℃

제품생산후경화공정
완제품 생산후 후경화 열처리 를 에서 분 이상실시하( ) 80 60℃

고 있는가?

점도

관리 배합비율

수지와 석분의 배합비는 적절한가?

석분 수지 배합비를 관리하고 있는가( + ?)

의 적정 점도를 위하여 적정온도 를 유Compound (20~25 )℃

지하고 있는가?

도장

관리
겔코트

표준두께 준수여부 를 체크 관리하고 있는가(0.3~0.5mm) ?

스프레이 부스설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용제

관리

경화제 수지함량에 경화제를 이내로 투입 관리하고 있는가2% ?

촉진제 수지함량에 촉진제를 이내 투입 관리하고 있는가1% ?

품질관리 활동 실험실 제품개발실을 보유 및 활용하고 있는가, ?

품질시스템 인증 인증을 확보 관리하고 있는가ISO , KS ?

관리부분

종업원 관련 업무지식 축적 고용안정성 확인을 위한 직원 근무년한은, ?

주요거래처 현황 우수 거래처 확보 하고 있는가?

생산 납기관리/ 생산 및 납기 관리를 하고 있는가?

관리A/S 시스템 구축 및 자체 인원 보유하고 있는가A/S A/S ?

관리PL 법 제정 관리 및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가PL ?

시공부분

시공인력관련 시공팀 확보 및 시공 능력 여부를 관리하고 있는가?

제품 사후 관리
보양지 고무패드 경고 문구 스티커 활용하고 있는가P.P , , ?

제품 시공상태를 관리하고 있는가?

부록 바체가 개발한 지식을 건설사에게 제공욕조납품업체 선정시 사용하도록<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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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소 개
양 춘 희(Choonhee Yang)

경희대학교에서 경영학사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경, ,

영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남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취업정보센터 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 관심분야는 여성리더십 개발 지식경영 윤리적 경영 문화간 커뮤니케, , ,

이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