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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C스틸은 1959년 창립 후 1962년 국내 

철강업계 최초로 석도강판을 생산한 이

래 2020년 창립 61주년을 맞이했다. ‘고객

과 주주로부터 신뢰받고 구성원과 가족

의 행복을 추구하며, 사회와 인류의 행복

에 기여하는 회사’라는 경영이념 아래 ‘좋

은 회사, 행복한 가정’이라는 경영철학을 

달성하기 위해 ‘5대 핵심가치-열정·혁신·

탐구·창조·실천’을 중심으로 TCC 가족 

모두가 화합하고 있다. 

TCC스틸은 ‘기술과 혁신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이라는 비전달성을 위해 창

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

한 합리적 경영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기

업을 구현하겠다는 미션 수행에 매진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조직구성원의 소

통과 화합을 통한 긍정적 시너지를 도출

하고, 행복을 실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수직적 조직문화에서 

수평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TCC스틸은 2020년 수직적 조직문화를 

탈피해 창의적이고 유연한 수평적 조직문

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중이다. 임

직원이 보다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

해 의사결정이 추진될 수 있는 문화를 정

착하고자 경영이념 역시 유연한 사고와 

논리적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유연

성’을 인재상으로부터 도출하여 조직문화

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수평적 조직문화를 구축함으로써 구

성원들의 업무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통

해 수평적 패러다임의 정착을 위해 노력

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연공서열 문화를 

타파하고자 연차휴가 사용 시 자기결재

제도를 실시하여 소위 눈치 보지 않고 휴

가를 신청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개인의 

부담감을 감소시키고자 한 노력은 실제 

자기결재제도 98% 사용률과 만족도에서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리·과장급의 주니어보드(젊은 

직원들의 경영참여 기회제공)를 통해서는 

전략회의에 참석해 본인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몰입도와 동기

부여가 향상되었고, 자율복장제도로 관

행과 보수성을 탈피하는 기회로 삼고 있

다. TCC스틸은 한걸음 더 나아가 경직된 

철강업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직급체계 

개선을 하반기에 정착하는 목표를 수립

하여 추진 중에 있다.

HR 구성원의 역량강화

TCC스틸 인사팀은 ‘인사의 기본은 원칙

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구성원 간의 동

료애에서 비롯된다는 마음’으로 실제 구

성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조직 신뢰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내외 산업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 증가와 심화된 경

쟁환경 하에서 조직의 유연성을 바탕으

로 개인의 역량발휘가 강조되고 있으며, 

조직 내 리더인 팀장 중심의 의사결정에서 

팀원들의 임파워먼트와 동기부여, 조직 

TCC스틸 인사팀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하여 

구성원들의 몰입과 만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고민과 성과에 비례하는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미션으로, 

경영진의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역할강화와 사업성과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인사팀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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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조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HR 지원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