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 주관 행사에 외주사 직원들에게 행사 시작 시간을 앞당겨

알려주고 포스코 직원보다 미리 착석하도록 통보

협력사向 갑질사례

사례 소개

디음주행사
다들늦지
않도록해~

소장님주관이래,
늦지않도록미리
가있자고~

그거빠지면
안되죠?
요즘바쁜데…

제철소ㅇㅇ다짐대회를다음과
같이안내드립니다.

○일시: ‘1X.X.XX 14시~15시50분
○장소: oo아트홀
○주관: oo제철소장
○참석대상: 포스코상주및교대직원

및협력사직원

많은참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얼마전, 제철소장주관의행사가있었습니다. 포스코직원뿐만아니라협력사 직원까지

참여하는제법규모가큰행사였지요.

 협력사 직원들에게 안내된 행사 시작 시간은 오후 2시. 아무래도 제철소장 주관 행사이니

만큼 행사장에 늦지 않게 도착하는 것은 협력사 직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지요.



사례 소개

아니이제곧행사시작
인데사람들이왜
이거밖에안왔지?

행사가오후 2시에
시작한다고하지
않았어요?

포스코직원들은
아직안왔는데요?
협력사사람들밖에
안보여요…

 그런데행사당일, 행사시작시간인오후 2시보다조금일찍도착했던협려사직원들은

당황할수밖에없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곧행사가시작될텐데행사장에는빈자리가

너무많았기때문이지요. 그나마자리를채우고있는사람들도모두협력사직원이었습니다.

 포스코직원들이모습을보이기시작한시간은오후 2시. 그리고행사는마치당연하듯이

오후 2시 30분부터시작되었죠. 

그렇습니다. 행사의원래시작시간은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도대체왜협력사직원들에게는

행사가오후 2시부터시작된다고안내되었던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왜오후 2시에행사가
시작된다고
안내되었을까요?

너희협력사들은
먼저미리와앉아서
포스코를기다리라는
뜻이지…

이거의전인가요?
이건갑질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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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봅시다.

▪회식 자리에 후배 직원들이 선배 직원들보다 먼저

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회사 행사에도

협력사 직원들이 포스코 직원들보다 당연히 먼저

도착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공식적 의전이 아님에도 협력사에게 행사에 먼저

도착하여 착석토록 하는 문화는 보이지 않는

‘갑질’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협력사에게

갑질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봅시다.

제철소부장님들주관으로교육을할때나업무협의회의를
할때도모두마찬가지에요.

협력사임원들만시작시간전에앉아있고포스코직원들은
한참후에오는경우가종종있어요.

지난번에는회의가오후 1시에시작한다고해서점심을
재빨리먹고회의실에가니까포스코직원들은아무도
없었어요.

우린기다렸고회의는 1시반이되어서야시작되었죠… 

<협력사임원 K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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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철소설비정비업무를담당하는협력사 A는현재진행중인설비정비업무를계획대로

모레까지완료하기위해준비중에있었습니다. 그러던중담당인포스코H 과장에게서

한통의전화가걸려오는데…

안녕하세요? 부장님.
저희지금진행하고있는설비
정비건있잖아요.

그거내일아침까지끝낼수있죠?

네? 그거모레까지완료하면
문제없다고하셨잖아요.
정비스케줄도그렇게잡았는데… 아~ 사실제가내일휴가를가게

되가지고…. 휴가가기전에
정비를다끝내야할것같아서요.

힘들겠지만오늘밤에끝내버리죠.

저도같이할테니이따가만나요.
감사합니다. 

아…네… (오늘집에가긴글렀네)

포스코 H 과장 협력사 A 부장

포스코 직원의 휴가 사용을 위해 계획에 없던 심야 작업을 하게 된

협력사 사례

협력사向 갑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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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철야 설비 정비 작업을 하게 된 협력사 A…

밤샘근무하니까졸리네요,
짜증내고싶어요.

갑작스런철야작업이니까
더피곤한거같아요.

빨리빨리끝내고집에가자고,

나도답답하긴마찬가지야…

 포스코 직원이 별다른생각없이 사용한 개인 휴가 떄문에 일어나게 된 갑작스런 철야
작업.     이것은 협려사에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담당설비의정비업무는당연히우리협사사가
해야할일이지만이렇게힘든철야작업을
대할때면 ‘ 왜우리만이렇게고생하는걸까?’
라는생각을지울수없어요.

또우리협력사사장들입장에서는경영상
어려움이발생해요. 철야근무를한직원들에게
심야수당을지급해야하니까요.

급하지도, 반드시필요하지도않은철야작업
때문에인건비가추가로발생했는데
어떤사장이이걸좋아하겠습니까?

협력사 A 사장
L 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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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봅시다.

▪어렵고도 힘든 제철소내 현장 업무. 하지만 협력사 직원들이 감내하는 어려움에 대해

서는 너무 남일처럼 생각하신 적은 없나요? 

더군다나 자신의 편의를 위해 협력사에게 불편한 상황을 전가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 ‘현장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협력사 직원들이 고생하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그릇된 생각을 한 적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