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신저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철도시스템학과 석사과정

E-mail : hsh1960@hanmail.net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철도경영정책학과 교수

철도건설사업의 6시그마의 효율적 적용방안
Efficient Application Way of Six Sigma at Railway Construction Project

홍성희† 정성봉*
Sung-Heui Hong Sung-Bong Jung

ABSTRACT
K-company, being in charge of domestic railway construction and facilities management, got a 

success rate of 41% with the implement of a improvement scheme by prosecuting of 6 Sigma 

and the achievement of CTQ (Success criteria : more than 0.5 in achievement of CTQ). It is 

clear that the factors having an effect on achievement of CTQ are the level of project when 

pushing forward the project(Big Y and small y according to the scope of the work), the degree 

of interest of an officer in charge like sponsors, and the continuous feedback toward the 

implement of a improvement scheme. For improvement CTQ achievement, firstly redefine about 

a type of project. Secondly, derive small y by Big Y and derives a unit work by small y. Then 

grouping the unit works and achieve Big Y by performing of every unit work  as an executive 

subject. Thirdly organize a committee of subject selection which is supervised by the general 

manager. Therefore exhibit staff's leadership, for example motivation, by strong incentives. 

Lastly, provide ongoing learning and enhance system monitoring about a result management of 

an betterment execution department.

국문요약
건설업계에서는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지난 2000년도부터 6시그마 방법론을 도입하여 적용하였으나 건

설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6시그마 적용이 사례가 많지 않다. 특히 철도건설사업은 일반적인 건설사업의 

특성 외에도 다양한 공종의 집합체로 이루어진 복합공종의 건설사업이라는 특수성을 띄고 있어 적용사

례는 더욱 드물다. 국내 철도건설 및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는 K-공단은 2004년부터 6시그마를 도입하

여 경영전반에 적용하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6시그마를 추진한 결과 개선안에 대한 CTQ 목표 달성도

가 낮아 원인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개선안 실행에 대한 CTQ 목표 달성에 성공한 프로젝트는 약 41%라고 분석되었다(성공기준:CTQ달성도 

0.5이상).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수행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개선안 실행에 따른 

CTQ달성도를 분석하고 실행한 담당자에 대한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해 실패한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

다. 분석결과 CTQ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1)과제추진 시의 과제수준(업무범위에 따라 BIg Y, 

Small y), 2)마스터 스폰서 및 스폰서가 과제 및 과제 담당자에 대한 강한 리더십 3)개선안 실행에 대

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등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과제 종류에 대

한 재 정의의 필요성의 제시하였다. 챔피언 과제, BB과제, QW과제로 분류되는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2)CTQ Tree를 이용하여 Big Y로부터 small y를,  small y로부터 단위과제를 도출하여 실행과제

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3) 마스터 스폰서, 스폰서의 리더십을 위해 성과관리에서 강한 incentive 제공 

등 동기부여를 하도록 하였다. 4)스폰서 및 담당직원의 모니터링을 위해 해당 시스템에 모니터링 기능

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제공을 합리적 적용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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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1990년대 말 경영혁신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된 6시그마는 삼성, LG 등 국내 대

기업에서 생산현장에 적용하여 많은 성과를 얻어 냈으며, 이후 생산현장 뿐 아니라 경영전반에 적용되

어 경영혁신의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철도청 및 우정사업본부 등 공공기관에서도 업무에 

적용하여 업무수준 향상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기존 혁신방법론과 6시그마를 비교해 보면 첫째, 적용대상영역이 확대되었다. 기존 방법들이 제조분야

에 한정되어 적용된 반면 6시그마는 사무간접분야, 서비스분야 및 신제품개발 분야에까지 그 영역이 확

대되었다. 둘째, 방법론의 정교화를 들 수 있다. 기존의 도구중심, 기법중심에서 다양한 기법과 함께 체

계화된 로드맵을 가지고 정교하게 진행된다. 셋째, 추진주체가 소수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지던 것이 현장

종업원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내부 전문가가 이끌어가는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넷째, 추진

방식의 체계화 되었다. 기존의 품질관리는 Bottom-Up 방식으로 추진된데 비해 6시그마는 경영진의 강

력한 의지를 가지는 Top-Down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런 특성을 통해 6시그마는 산업전분야에 강력한 

적용성을 가지고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건설산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2000년도부터 6시그마 방법론의 적용을 모색하였지만 건

설사업의 특수성, 즉 주문 생산적 특성, 옥외적․분산적이라는 특성, 개별성, 생산의 장기간 소요 등의 이

유로 그 사례가 많지 않다. 특히 철도건설사업은 일반적인 건설사업의 특성 외에도 다양한 공종의 집합

체로 이루어진 복합공종의 건설사업이라는 특수성을 띄고 있어 적용사례는 더욱 드물다. 

국내 철도건설 및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는 K-공단은 2004년부터 6시그마를 도입하여 경영전반에 적

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철도건설사업의 예산 절감은 물론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등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6시그마를 추진한 결과 약 420개의 BB과제를 수행하고 

약 4,600억 원의 재무효과를 달성하였다. 본 연구의 배경은 지금까지 K-공단에서 추진된 6시그마의 과

제의 개선안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50%이하의 CTQ 달성율을 보이고 있는데, 개선안의 실행

에 따른 CTQ달성도가 낮은 원인을 분석하여 CTQ 달성도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6시그마를 통한 성과

는 비약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 철도건설사업의 6시그마 추진내용과, 개선안 실행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6시그마 적용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1.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2004년~2009년까지 추진된 6시그마 프로젝트를 대상으

로 하였으며, 주요 연구내용은 과제추진에서 얻어진 개선안의 실행내용과 함께 그 과제에서 제시한 성

과에 얼마나 달성했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개선안 실행에 따른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고, 그 원인이 무엇

인지 추적 분석함으로써 과제개선안 실행 성공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자료는 K-공단의 

6시그마 프로젝트에 개선안에 대한 실행모니터링 자료와 선행 연구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으며, 각 프로

젝트의 개선에 대한 CTQ 달성도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개선안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직원을 대

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K-공단의 6시그마 전문가 그룹인 MBB, 6시그마 연구회원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6시그마의 적용사례 및 방법론

2.1  6시그마의 개념 

2.1.1 6시그마의 개념 및 발생배경

시그마는 데이터의 산포의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용어로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라는 용어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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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데 이를 그리스 문자 σ(시그마, sigma)로 나타낸다. 6시그마는 어떤 품질이 정규분포의 중심선으

로부터 6시그마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6시그마의 발생 배경을 보면 모토롤라에서 정부납품용 전자기기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던 Mikle J. 

Harry는 일본에 비해 뒤떨어진 품질을 향상시키기기 위해 고민하던 중 통계지식을 활용하기로 착안하

였다. 한편 회사 내 A/S 데이터를 분석하던 Bill Smith라는 엔지니어는 고객이 사용하던 제품 중 고장

이 나는 사례는 제조 시에 재작업이나 수리를 거쳐 만들어진 제품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고객이 사용 중 고장을 일으키는 제품은 제조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과 큰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로서 ‘사후검사를 통한 개선보다는 공정자체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6시그마의 주요 개념인 Hidden Factory와 누적수율(Rolled Through-put Yield)

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고서로 제출하였다. 모토롤라는 Smith의 이러한 보고서와 Mikle J. Harry의 통계

기법을 활용하여 1987년 6시그마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창안하게 된 것이다.  

2.1.2 6시그마의 확산 및 적용범위 확대

1995년 젝 웰치 회장이 GE의 전 경영프로세스에 적용하여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둠으로서 신 경영혁

신 방법론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GE는 모토롤라에서 개발된 기존의 방법론을 정교화하고 적용영역

을 제품생산 분야에서 경영의 전분야로 6시그마의 적용범위를 확대 적용하였다. 

1) 제조/공정부문 영역 (Manufacturing/Process Six Sigma)

2) 사무/영업부문 관련 영역(Transaction/Business Process Six Sigma)

3) 연구/개발부문 관련 영역 (R&D Six Sigma)

4) 서비스 부문(Service Six sigma)

특히 제품개발 및 설계를 위한 방법론으로 DFSS(Design for Six Sigma)라는 방법론이 개발되었다.  

2.1.3 6시그마를 추진한 기업과 추진성과

1) 해외기업의 도입사례

2000년을 전후하여 6시그마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2005년 세계적인 기업의 약 40%가 6시그마 경영을 추진하

고 있으며, 같은 해 『포춘』誌  선정 500개 기업 중 200개 이상의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국의 

경우 제너럴 일렉트리닉(GE)는 ‘03~04년에 걸쳐 27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했으며(04년 Annual Report) BOA(Bank of 

America)는 ’04년도에 2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Times Leaders, '05. 7.5)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유럽은 알스톰(Alstom), 보다폰(Vodafone), 슈나이더(Schneider), 에릭슨, 지멘스 등 회사들이 기존 혁신활동을 6시

그마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2001년 렌상(聯想)그룹이 6시그마 추진 1년 만에 2,000만 위안을 절감함으

로써 중국 내에서 6시그마가 알려지게 되었다. 

2) 해외 공공기관의 도입사례

공공기관의 도입사례를 보면 미 해군은 2001년부터 샌디에이고 기지에서 6시그마를 도입하여 3~5%의 비용을 절감

과 함께 프로세스 효율화를 달성하고 있으며, 인디애나 주의 포트웨인 시에서는 6시그마 추진을 통하여 절도발생의 

19% 감소, 환경개선, 행정시간 단축 등을 통하여 300만 달러의 재무성과를 달성했다고 보고되고 있다. 1) 

3) 국내 도입사례

6시그마의 국내도입은 1996년 삼성 SDI와 LG에서 최초로 도입하였다. 2004년에는 포스코, KT는 

2003년에 도입하였다. 도입초기 삼성, 엘지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추진에서 6시그마는 대기업들의 실질

적인 효과를 거두자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있으며.2) 보험, 증권, 카드와 같은 금

1) 6시그마의 현황과 미래, 배영일 외 1명 2005.8 삼성경제연구소 

2) 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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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국내기업의 6시그마 추진현황

구분 그룹 금융 공공기관 및 공기업 제조 통신 등

참여기업 및 

공공기관

LG그룹,삼성그룹, SK그

룹, 포스코, 현대차 그룹, 

동부그룹

LG카드, 우리투자증권, LIG

손해보험. 삼성생명, 삼성카

드, 신한은행, BC카드

철도청, 우정사업본부, 환경부, 특

허청, 관세청, 서울도시철도공사, 

금융결재원, 철도시설공단

기아자동차, 동양제철, 

대한항공, KT

융관계기관과 연구개발기관에서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공기관으로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공

사(전 철도청),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지하철공사, 대구지하철공사 등 공기업과 우정사업본부, 관세청, 

특허청, 환경부 등 정부부처에서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2.1.4 6시그마의 방법론

2.1.4.1. DMAIC 방법론

  6시그마는 모토롤라에서 개발한 Define-Measure-Analyze-Improve-Control (이하 DMAIC)의 표준

적인 절차에 따른다. 

1) Define(정의 단계)

정의단계는 6시그마 활동의 첫 단계로서 고객을 정의 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핵심품질인 CTQ(Critical 

To quality)를 파악하여, 경영의 비즈니스 기회와 연계시켜 사업의 효과성, 고객의 만족도 향상도, 개선 

시급성, 달성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단계이다. 프로젝트 성과가 극대화하기 위해서

는 정의단계에서 올바른 프로젝트의 테마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3). 

2) Measure(측정단계)  

측정단계는 실제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6

시그마의 공통적인 척도인 “시그마 수준”으로 계산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특히 CTQ에 대한 측정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측정지표에 대한 타당성

과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 계수치 데이터의 경우 결함의 정도를 단위당 결함 수 DPU4)나 백만 단위당

의 결함 수 DPMO5)를 시그마 수준과 연계하여 나타낼 수 있다. 

3) Analyze(분석단계)

분석단계의 핵심은 무엇이 CTQ(Y)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프로세스 내에서 5M1E(Man, Machine, Material, Method, Measure, Environment)관점으로 찾아낸다. 

이렇게 도출된 원인은 여러 가지그래프와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반드시 개선해야 할  핵심원인

(Vital Few)를 찾아내는 단계이다. 

4) Improve(개선단계) 

개선단계는 분석단계에서 얻어진 핵심적인 원인(Vital few)을 제거할 수 있는 대한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 하는 것이다. 즉 CTQ(Y)에 영향을 미치는 최적조건을 설정하기 위하여 어떻게 공정과 프로세스

를 바꿀 것인가를 모색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여러 사람의 지혜와 창의적

인 아이디어를 얻고, 가능한 모든 방안을 찾아서 그 해결 방법 중에 최적의 방안을 실험계획법 등 을 

이용하여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3) 한국철도시설 공단 6시그마 BB교재, 2006

4) DPU : Defect per Unit의 첫 문자로 어떤 제품 또는 부품의 Unit에 결함이 발생하는 정도를 나타냄. 예를 들어 어떤 유니트에 10개의 

부품을 부착하는 공정에서 10개 부품 중 결함이 발생하는 정도.  

5) DPMO : defect per million Opportunity의 첫 문자로 100만 번의 작업기회 중 발생할 결함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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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린 6시그마의 개념

그림 3. 공단의 6시그마 도입배경

5) Control(관리단계)

관리단계는 DMAIC 방법론의 가장 마지막 단계이며,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관리단계가 

미흡할 경우 개선활동은 지속되지 못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원상 복귀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

리 단계는 개선된 핵심인자(X)에 대한 최적 관리와 CTQ(Y)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하고 표

준화함으로써 장기적인 개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4.2. DMADVS 방법론

6시그마의 기본적인 방법론은 DMAIC이다. 이는 개선을 위한 주요 방법론으로 프로세스의 결과가 과

제의 상태와 객관적으로 비교가 가능할 때 사용하게 된다.  DMADV는 주로 사무분야나 연구개발 등 간

접 부문의 문제해결에 적합한 방법론으로 국내에서는 삼성과 LG에서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DMADV

는 Define, Measure, Analyze, Design Verify의 5단계로 이루어지며, Design과 Verify 사이에 최적화

(Optimize) 단계를 포함하여 DMADOV형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2.1.4.3. Lean Six Sigma

Lean은 도요다 생산방식(TPS)에서 이용하던 JIT (Just 

in Time)의 개념을 적용한 방법론으로 6시그마의 

DMAIC 단계 중 I와 C단계에서 린의 방법론을 이용하는 

것이다. 린의 가장 큰 특징은 다음과 같다.

▪ Value(가치) : 고객관점에서의 가치규명

▪ Value Stream : 가치흐름의 파악

▪ Flow : 흐름방식의 구축  

▪ Pull : 고객으로부터의 Pull 방식 확립

▪ Perfection : 완벽한 수준 추구6)

린 6시그마의 개념은 우측 그림과 같다.7)

3. K-공단의 6시그마 도입 현황 분석

3.1 K-공단의 6시그마 활동현황

3.1.1 6시그마 도입배경

 K-공단 설립 당시 공단의 경영․사업적인 환경 측면에서 보면 당시 국내 철도 현황은 철도인프라의 

한계성과 함께 엔지니어링의 상품화, 철도기술력

의 제고, 사업구조의 전략적 지향, 국내철도관련 

기술표준화, 규격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고객

측면에서 보면 윤리경영을 통한 투명성 확보, 고

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민원처리의 개선, 조직 

및 인력관리 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이 요구되었

다. 공단은 이러한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혁신로

드맵을 구축하고, 조직, 인력의 효율적 관리, 사업 

및 품질관리 역량강화, 업무프로세스 표준화를 위

하여 2004년 7월부터 6시그마를 전사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6) 시스마 콘서트, 이주형, 가산북스, 2006, 274 쪽  

7) 시스마 콘서트, 이주형, 가산북스, 2006, 28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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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 공단의 6시그마 로젝트 수행실   재무성과

지표명 ‘04 ‘05 ‘06 ‘07 ‘08 ‘09 ‘10 누계

수행완료(건)

(총1314건)

BB 36 91 117 68 64 45 40 461

QW 42 225 357 229 - - - 853

재무성과(억 원) - 120 252 1,172 709 2,077 536 4,866

도표 3. 2010년 성과모니터링 목표9) 

지표명 단위 ‘05 ‘06 ‘07 ‘08 ‘09 ‘10 목표설정근거

개선과제 
업무효율 σ 0.94 1.22 1.67 1.99 2.31 3.32 국내

선두기업

창의혁신 
예산절감 억원 120 252 1,179 709 2,077 536 성과모니터링 

계획

도표 4. CTQ목표달성여부 기 표 도표 5.  CTQ목표달성여부 요약(2005~2007년 과제)

구분 CTQ 목표 달성률

CTQ 목표달성률 0%～50% 51%～100%

CTQ 목표달성여부 1.1.1. 실패(미달성) 성공(달성)

CTQ목표달성여부 실패 성공

과제수(총269개) 171개 98개

과제 비율 63.6% 36.4%

3.1.2 6시그마 도입 현황

공단은 2004년 7월 6시그마를 기반으로 하는 경영혁신 로드맵을 구축한 후 2006년 12월까지 5차 

WAVE에 걸쳐 외부컨설팅의 지원을 통한 6시그마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 주로 DMAIC

에 의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시에 일부 DFSS방법론에 의한 과제도 수행하였으며, QW8)에 의한 과

제도 추진하였다. 2005년 하반기부터 MBB(Master Black Belt)를 양성하기 시작하여 2009년부터는 외

부 컨설팅의 도움 없이 공단 독자적으로 6시그마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다. 

3.1.3 공단의 6시그마 추진현황 및 성과

공단은 2004년~2009년까지 6시그마를 수행한 결과 BB과제 461건, QW과제 853건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재무효과10)는 4,866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6시그마를 통한 성과는 개선과제를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측의 도표 3과 같이 6

시그마를 도입한 직후인 2005년도 0.94σ수준에 머물

고 있던 공단의 업무 효율이 2009년 2.31σ로 향상되

었다. 2010년 업무효율 목표는 우리나라 선두기업 수

준인 3.32로 하였다. 또한 공단은 2004년 6시그마 도

입부터 전사적 적용을 위하여 대대적인 인력양성목표

를 세우고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한 결과 2011년 

현재 6시그마 전문가는 MBB 51명, BB 77명, GB 241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활동의 성과로 정

부주관 공공기관 평가에서 경영평가 3년 연속 1위, 혁신평가 2년 연속 최고수준 달성 및 혁신분야 대통

령상을 수상하였으며, 민간부분에서는 한국의 경영대상 경영혁신분야에서 5년 연속(2006년～2009년) 대상을 

수상하였다.

3.1.4 공단의 6시그마 추진과정의 문제점

K-공단의 6시그마 경영은 재무성과 실현, 업무수준향상, 경영혁신 요원 양성 등 많은 성과에도 불구

하고, 실행력에 있어서 부진한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K-공단의 6시그마에 대하여 선행 연구한 안성석

의 연구에 따르면 공단의 CTQ 목표 달성율 2005~2007년 추진한 과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6.4%

의 성공율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안성석은 아래 산식으로 CTQ 목표 달성률을 제시하고, 공단의  

CTQ 달성율을 측정하였다.11)  

목표달성율 
시그마과제승인시설정된프로젝트목표

개선안실행년후 관리계획에의해측정된수준
×   

4. 6시그마 성과 분석

4. 1. 자료의 분석

8) QW :  Quick Win, 6시그의 방법론의 하나로 우리말로는 현장 즉 실천과제라고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작은 문제를 6시그마 툴을 이

용하여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론을 말한다. 

9) 201년 창의혁신 개선과제 수행 및 성과 모니터링 완료보고, 한국철도시설공단, 2011.01.

10) 과제수행시 제시된 예상성과가 아닌 실제 개선안 실행을 통하여 발생한 재무효과 임.

11) 안성석, “6시그마 단계별 과제수행 품질과 프로젝트성과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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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6. BPMS별 과제실행 성공률 분석표

BPMS별 
총과제수

(비율) 

성공

과제수

성공율

(성공과제수/총과제수)

설계 103 44 0.43 

시공 78 30 0.38 

유지 39 26 0.67 

계 220 100 0.45 

도표 7. 전사전력별 시스마 수준 도표 8. 전사전략13)별 과제 실행 분석표

전략별 
총과제수 /

성공과제수
성공율

A 194 / 83 0.43 

B 21 / 7 0.33 

C 121 / 51 0.42 

D 83 / 31 0.37 

계 424 / 172 0.41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인 CTQ의 달성도를 조사하기 위해 공단에서 매년 발표하는 6시그마 추진 모니터

링 자료를 이용하여 2004년 수행 과제부터 2009년 수행 과제까지 개선안 실행여부 및 CTQ 달성여부

를 조사․분석하였다. 

4.1.1 분석을 위한 기준

분석대상은 공단이 2004년 수행한 과제부터 2010년에 실행결과가 도출된 2009년도까지의 과제를 분

석하였다. 또한 분석을 위한 실행 기간은 6시그마 사무국에서 2010년 모니터 보고서에서 제시한 

2007~2010년도 CTQ 값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CTQ 달성도 산출식은 안성석이 제시한 산식 대신 

목표달성율 
목표수준개선전수준
개선후수준개선전수준

×으로 변경 하였다. 그 이유로는 안성석의 산출

식은 목표수준 대비 현 수준이 갖는 상태를 나타낼 수는 있으나 개선 전의 수준으로부터 달성된 현 수

준을 나타내기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새로운 산식으로 변경하였다. (현재 K-공단에서도 이 산식을 

이용하고 있음) 

4.1.2 BPMS12) 관점에서의 분석

K-공단은 철도건설사업이 주요 업무인 관계로 이에 

대한 업무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업무별 분석결과 대부

분의 과제가 설계, 시공, 유지관리 집중되어 있어 이 

들에 대한 과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전체의 52%). 

도표 6은 각 분석대상의 업무분야별 과제 개선안의 

CTQ 달성에 대한 성공률을 나타내고 있다. 

4.1.3 전사전략별 분석

공단은 미래 비전을 위하여 4개의 큰 분류의 전사전략을 세우고, 전사전략 별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

의 시스마 수준을 관리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2010년 2월에 측정한 전사전략별 시그마 수준을 나타낸 

표이다. 6시그마 도입 전 종합 시그마 수준은 0.97σ에서 2010년 목표를 3.41σ수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2009년 말 현재 

2.31σ수준을 보이고 

있어 2010년 목표대

비 2009년 약 55%

의 달성도를 보이고 

있다. 도표 8은 6시

그마 프로젝트를 전

사전략별로 나누어 

분석한 표이다. 전사

전략의 시그마 수준 달성율과 과제 성공률을 비교해 보면 전사전략이 시그마 수준 달성도는 55%이고, 

과제의 실행 성공율은 약 41%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과제의 실행 성공률은 업무의 시그마 수준과 밀

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과제 개선안 실행율 향상을 통해서 업무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

다.

12) BPMS(Business Process Management Systems) : 기업 내 각 업무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시스템, 특히 웹시스템을 말하지만 여

기서는 업무 프로세스를 분류하여 관리하는 공단 6시그마 PMS 상에서 구분된 업무 프로세스를 말한다.  

13) 공단의 전사전략은 경영목표에 따라 4개 부문으로 되어 있으며, 편의상 A,B,C,D로 코드화 하여 사용하고 있음. A:녹색철도망 

구축으로 지속성장 추구, B:철도미래가치 증대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 C:신성장 사업수행역량강화, D:고객 및 사회가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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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9. PMS에서의 개선안 실행분석

도표 10. CTQ 달성도

과제규모
37%

리더십
20%

추진시스템
13%

조직시스템
10%

환경변화
10%

교육
10%

과제규모 

리더십

추진시스템

조직시스템

환경변화

교육

3교육

3환경변화

3조직시스

4추진시스

6리더십

11과제규모

그림 4. 실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표

4.2 현상 분석

4.2.1 과제의 실행상태 및 CTQ 달성도 분석

우선 과제의 실행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과제관리시스템인 PMS의 개선안 실행상태와 PMS의 CTQ

달성도를 살펴보았다. 

1) 개선안 실행상태

개선안 실행이란 과제수행을 통해 도출된 개선안을 업무규정이나 기준, 프로세스에  반영하거나 적용

한 상태를 말한다. 새로운 설계기준을 정립하거나 변경하는 

것. 업무의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문서화 하는 것을 

말한다. 표의 분석결과를 보면 개선안의 실행율은 81%로 앞에

서 보았던 실행 성공률 41%의 두 배에 달한다. 완료 이외의 

과제 중에서도 정상실행 중에 있는 과제를 포함하면 84%의 

실행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개선안 시행율이 곧 CTQ달성율은 아니라는 것이다. 

2) CTQ 달성도

 CTQ 달성도는 개선안을 실행함에 따라 실제 업무 수준이 앞서 제시한 CTQ 달성도 산식에 의하여 

목표대비 얼마나 향상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CTQ 달성도에서 완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30%로 개선안 

실행율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완료’는 개선안 실행에 따라 업무수준이 목표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이는 개선안이 업무에 내재화 되

어 별도의 관리 없이도 개선안에 맞게 업무가 수행되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3 개선안 실행의 성공․실패 요인 도출 및 분석

4.3.1 요인 도출 

실행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개선과제 실행담당자(모니터)에 대한 설문을 사내 인트라넷 

설문시스템을 도출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인트라넷 설문시

스템은 시스템이 단순하여 구조화된 설문을 하기 어려웠으며 

참여율이 저조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에 부족하였다. 좀 더 

명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30

여개의 실패 과제를 선정하여 과제실행을 관리하는 모니터요원

을 직접 방문하여 1:1 면담과 소수의 MBB와의 토론을 통하여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과제규모에 대한 의견이 

37%, 리더십 20%, 추진시스템 13% 기타의견으로 환경변화, 

조직시스템 실행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한 의견이 도출되었다.

4.3.1.1 과제규모의 분류 

과제의 레벨의 분류는 업무에 대한 차원분류에 의한 BPMs 분류와 전략에 따른 분류로 나누어 보기로 

했다. 이는 과제 CTQ를  Big Y와 Small y로 분류하여 과제 수준에 따른 CTQ 달성도와의 관계성을 분

석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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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1.  설계분야 BPMS의 예 도표 12. 6시그마 과제의 BPMS 레벨분류 표

그림 5. BPMs와 과제수준의 산점도 그림 6. CTQ달성돠와 BPMs의 산점도 그림 7 CTQ달성도와 과제수준의 산점도

도표 13. 공단 전사전략 체계의 예시 도표 14. 과제수준별 성공률

1) BPMs14)에 의한 분류

BPMS에 따른 업무분류는 K-공단의 전체 업무를 기획, 총무, 설계, 시공, 유지관리, 품질안전 등 모두 

10개 분야로 나누고, 각 업무별로 4단계Level로 구분하여 전략 KPI를 정의하고 관리하고 있다. 도표 

11은 설계분야의 BPMs의 일부이다.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 6시그마 과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BPMs에 따른 관계분류는 공단 6시그마 사무국에서 분류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BPMS에 의한 과제 분류표를 보면 BPMs 구성단계 중 최하위 단계인 레벨5(L5)가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상위 레벨을 가지는 과제가 약46%를 차지하고 있다. 

2) 전사전략에 의한 분류

 공단에서는 비전달성을 위해 하위 체계로서 전사전략>전략과제>실행과제를 체계를 가지고 있다.

도표 14는 과제를 수준별로 CTQ 목표달성에 대한 분석을 표로 작성한 것이다. 

BPMs 레벨과 과제수준, 즉 BPMs의 상위레벨이 전략과제인지 실행과제인지 분석을 해 보았다. 레벨 

1~4까지와 전략과제와의 상관성, 레벨5와 실행과제와의 상관성을 두 항목에 대한 산점도와 상관성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BPMs와 과제수준과의 상관성을 약 0.406정도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PMs의 레벨과 과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BPMs레벨

14) BPMS(Business Process Management Systems) : 기업 내 각 업무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시스템, 특히 웹시스템을 말하지만 여

기서는 업무 프로세스를 분류하여 관리하는 공단 6시그마 PMS 상에서 구분된 업무 프로세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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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전사전략과 6시그마 과제의 관계

이 높다고 반드시 전략과제로 구분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BPMs 수준과 CTQ달성도, 과

제수준과 CTQ달성도를 각각 분석해본 결과 BPMs와 CTQ달성도와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전사전략에 의한 과제수준과 CTQ달성도의 상관관계는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0.445의 

상관성과 이에 대한 유의성 나타내고 있다. 

3) 분석에 대한 결론

분석결과 개선안 실행은 84%정도 이루어 졌으나 실제 업무에 적용되어 업무개선이 이루어진 성과 즉 

목표 달성율은 4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과제부터 8차 과제까지 설계, 시공, 유지관

리 분야의 약 220개 과제를 분석한 결과 과제규모는 CTQ달성도에 0.45의 상관관계성을 나타내고 있어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K-공단의 과

제도출은 전사전략을 기초로 Big Y로부터 small y로부터 이

루어졌는데 small y를 실행과제로 추진함에 따른 원인을 

cause-effect 분석을 시행하여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

출하였다. (우측그림 참조)

ⅰ) 과제에서 다루는 범위가 크다

- 개선안을 실행할 담당부서가 여러 부서로 흩어진다.

- 개선안 별로 담당자가 정해지므로 여러 명의 담당자와 

  총괄하는 직원(모니터)이 필요하다.  

- 개선안들이 동일 시점에서 시행되지 않는다.

ⅱ) 개선안 자체가 세분화 되지 못하고 크다

- 개선안이 명확하게 구체화 되지 않는다.

- 개선안을 실행하기 위해 또 다른 방침 문서가 필요하다.

5. 6시그마의 효과적 적용

5.1 과제 종류의 재 정의 

우선 과제 종류에 대한 재 정의가 필요하다. K-공단의 경우 6시그마 과제를 BB과제와 QW과제로 분

류하여 수행하는데 지금까지는 과제 규모에 따라 BB과제와 QW과제로 나누었다. 과제의 종류는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과제추진 과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추진과정이 얼마나 많은 Data 수집과 분석, 

원인분석의 방법론 요구에 따라 BB과제와 QW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같은 단위업무라 하더라고 많은 

Data와 원인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노력이 필요하다면 BB과제로, 단순환 아

이디어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면 QW과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2 과제선정 규모

 과제 규모에 따른 분류결과 small y에 대한 과제를 BB과제로, 단위업무 과제를 QW과제로 분류하여 

추진하였다. 그러나 부서전략/KPI로부터 도출된 small y는 여러개의 단위업무 집합체로 볼 수 있다. 즉, 

small y라고 하지만 여러 업무들이 집합되어 있기 때문에 small y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수의 개선

안이 제시 될 수 있으며, 처 단위 부서에는 여러 개의 하위 부서가 타 부서와 연계된 업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small y의 과제에는 여러 부서에서 개선안이 담당하게 된다.  Big Y로부터 갈라져 나온 small 

y를 실행과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Big Y를 지원하는 소규모의 전략과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과제 선정 

시 단일 업무가 과제로 선정되도록 한다. 

그림 10에서 처럼 small y의 하위 단위로 과제를 쪼개어 단위 업무에 대한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과제

의 범위를 크지 않게 않도록 해야 한다. 실행과제와 그에 따른 개선안의 조건을 제시해 보면,

  - 과제가 하나 이상의 업무를 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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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전사전략과 6시그마 과제의 개선 그림 10. 6시그마 실행과제의 개념

  - 개선안 담당자를 가능한 동일 부서에 있도록 하고, 타 부서에서 개선안을 담당하지 않도록 할 것

  - 개선안 실행 시점이 가능한 동일 시점에 처리되도록 할 것 

  - 개선안 실행과 모니터 담당을 동일인이 담당할 것

  - 개선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실행될 것 등을 들 수 있다.

5.3 리더십

6시그마 과제추진을 통하여 부서의 CTQ 향상을 위해서는 부서장(본부장)의 리더십이 충분히 발휘되

어야 한다. 최초에 추진과제의 범위를 포커싱하여 추진하기 이한 과제선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필

요가 있다. 위원회는 적절한 과제선정과 추진방법론 지정 등을 수행토록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행과정에서 Sponsor(처장)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상에서 강한 Incentive 제공 등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며, 개선안 담당자 및 성과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도 충분한 동기부여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5.4 모니터링 

마지막으로 개선안 실행부서의 성과관리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체계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모

니터링결과에 대한 피듬백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선 현재 실행성과 관리를 위한 PMS를 관리자(사무국)

관점이 아닌 사용자 관점 시스템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및 정책제언

 K-공단은 6시그마를 도입하여 철도건설업무 전 분야에 걸쳐 적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향상, 

4,550억 원의 예산절감 등 재무효과와 함께 50명이 넘는 MBB를 보유함으로써 자체적으로 6시그마를 

운용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이런 성과의 뒤편에는 과제 실행에 대한 CTQ 달성도가 부진한 

현상이 있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서 그 요인들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BPMs, 전략에 따

른 과제의 분류, 이들 과제들의 CTQ 달성도 성과 측정, 과제규모와 CTQ 달성도와 관계성 분석과 함께 

CTQ 달성도 향상을 위한 과제선정에 대한 방향설정, 리더십의 역할, 모니터링 개선에 대한 방향성 제

시는 나름대로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돌이켜 보건데 우리나라에 6시그마가 도입된 지난 15년. 그 동안 많은 연구 자료와 논문들이 발표되

었으며, 건설산업과 철도건설분야에 대한 연구논문도 다수 발표되었지만, 국내 6시그마 서적과 논문들은 

대부분 6시그마를 소개하거나 과제추진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이번 연구는 다소 미진한 감이 있

지만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선안 실행부분에 대한 연구를 했다는데 그 의미를 두고 싶고, 타 기관

과의 연구교류를 통하여 좀 더 효율적인 6시그마 적용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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