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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國家競爭力 强化를 위한 人的資源開發戰略 -「新人力」政策의 背景과
課題-魚秀鳳 (韓國勞動硏究院 硏究委員)

Ⅰ. 국가경쟁력과 「新人力」: 요약
-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수이며 복합적이다.1)
․우선 제품생산의 직접비용이 저렴해야 하며, 에너지․통신․도로․항만등 사회간접자본과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이 높아야 한다. 또한 기술개발능력이 앞서야 하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기업조직 및 시장조직의 효율성이 높아야 하며 시장의 폭이 넓어야 한다.
더불어 기능․기술인력이 풍부해야 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사․정의 협력 등도 중요한
국가경쟁력 결정 원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요구되는 여러
정책들의 투자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 정책의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진 대내외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고는 우리 경제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이고 시급한 정책과제가 인적자원 개발전략을
중심으로 한「新人力」정책이라고 주장한다.
-「新人力」정책은「新人力」을 양성․개발하는 정책이다. 즉 인력정책의 목표(target)를
「新人力」에 두는 정책이 다. 이런 의미에서 「新」인력정책과 구분하고자 한다.
․「新人力」이란 산업현장에서 생산에 직접 참여하면서 생산공정의 혁신(process innovation)을
담당하는 주체이며 과학․기술자의 설계(design)와 기능공의 생산(production)을 연결하는
중간기술자(technologist 및 technician)이며 동시에 고도로 숙련된 다능공(multi-functioning skilled
worker)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新人力」정책은 「新人力」을 양성․개발하는 주체를 기업에 두는 정책이다.
․「新人力」정책은 과거 공공부문 중심의 숙련단능공 양성에 기업이 중심이 되어 중간기술자 및
숙련다능공을 양성․개발하는 체제로의 전환이다. 즉 인력양성․개발의 주체를 정부주도에서
기업주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인력정책의 기본전략의 전환이다.

-「新人力」정책은 기업이 근로자의「평생배움의 터」가 되도록 기업의 학습능력(learning
capacity)을 제고하는 정책이다. 이는 능력에 기초한 경쟁적 내부노동시장의 구축을 촉진하는
것이며 기업내 노동시장을 중심 축으로 하여 전체 노동시장구조를 재구축(restructuring)하는
노동시장정책이다.
․「新人力」정책은 유연노동시장정책이다. 정부는 기업의 기능적 유연성(functional flexibility)을
축으로 하는 핵심노동시장(core labor market)의 형성을 촉진․지원하고, 수량적 유연성(numerical
flexibility)에 기초한 주변노동시장(periphery labor market)에 위치한 근로자의 보호,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에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노동시장정책이다. 즉「新人力」정책은 인적자원의
양성, 능력개발 및 관리에 관한 국가와 시장의 기능의 조화를 이룩하는 정책이다.

-「新人力」정책은 양성․개발되는 「新人力」을 우리 사회의 중산층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지원하는 사회구조 조정정책(social adjustment policy)이다.

․「新人力」정책은 고생산성-고임금구조에 기초한 고용안정의 확보 및 협조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조를 건설하는 사회정책이다.
주석 1) 국가경쟁력이란 개념은 미국 경영학자인 Micheal Porter(1990)교수의 저서「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에 기초하고 있다. Porter 교수는 국제무역이론인 상품의
비교우위론(comparative advantage)개념을 확대하여 국가단위의 경쟁력 우위(competitive
advantage)의 원천과 그 변화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Ⅱ. 「新人力」정책의 배경: 변화의 물결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전략적 선택을 위해서는 우선 우리 경제사회가
1)
직면한 대내외 경제환경요인과 인적자원 측면을 살펴보아야 한다.
1. 기술혁신주도의 국가경쟁력우위 시대 도래
- 기술변화, ME화, 지식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기술혁신 중심으로 국제경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과거 국가경쟁력 우위에 섰던 나라가 기술혁신에 뒤쳐저 생산성이 정체되고 노동비용은
증가하여 실업률이 상승 하는 경우(영국, 스웨덴 등)도 있으며 기술혁신에 성공하여 세계정상의
국가경쟁력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일본, 독일, 이태리 등)도 있다(〔그림 1〕 참조).
․ 우리 경제는 과거 풍부한 노동력과 저임금에 기초한 요소비용우위(factor-driven advantage)에서
최근 투자주도의 국가경쟁력(investment-driven advantage)으로의 전환에 성공하고 있다고
평가되나 기술혁신주도의 국가경쟁력(innovation-driven advantage)을 구축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Porter, 1991, pp. 685∼90),2) (Park and Kwon, 1993)3)

〔그림 1〕

․말레이지아, 중국, 태국 등 신흥경쟁국이 요소비용우위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뒤쫓아 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술혁신 중심의 국가경쟁력 제고가 선택가능한 최선의 전략이라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즉 〈표 1〉이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는 지난 6년간 단위노동비용의 증가 속도가 빨라
요소비용우위는 사라지고 있으며 기술혁신주도의 국가경쟁력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진국이 70년대 중반이후에 경험했고 고실업경제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스웨덴은 지난 5년간의 높은 단위노동비용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산업공동화 현상이
초래되어 실업률이 급증하는 좋은 예가 되고 있다.

-기술혁신에는 R&D에 기초한 생산제품의 기술혁신(product innovation)과 생산공정에서의

기술혁신(process innovation)이 있다(Jurgen and Ronning, 1990).
․생산공정의 기술혁신은 과학․기술자의 두뇌에서 나오는 혁명적 과정(revolutionary
innovation)과 달리 생산현장의 기능․기술인력의 두뇌(knowledge) 손(skill), 태도(attitude)에
기초해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혁신(continuous and incremental innovation)이다.4)
․지식․기술 등 지적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는 국제경제환경과 우리의 과학․기술수준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가 선택해야 하는 경쟁력 제고 전략은 생산공정의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이다(大野耐一, 1988; 이면우, 1993; 최종태, 1993).
〈표 1〉주요국의 1987∼1992 단위노동비용증가율(US$기준)과 실업률 추이

․생산공정의 기술혁신에 기초하고 있는 일본적 생산방식(lean production, 토요타 생산방식)의
특징은 한 근로자가 다양한 공정을 담당하는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이며, 이는 바로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를 실현하는 것이 다. 세계화․개방화시대, 기술혁신시대에 이러한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은 소품종 대량생산방식이 기초하고 있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보다
생산적인 생산방식으로 보고되고 있다(Carnevale, 1991; Womack, Jones and Roos, 1990; 최종태,
1993)
․선진국의 고급기술 및 지식에 대한 보호장벽은 높아져가고 있으며, 또한 최근의 기술은 기계에
내재되는 특성 (machine-embodied hardware)보다는 인간에 내재되는 특성(human-embodied
software; humanware)이 강조되고 있어 과거 우리 경제의 고도경제성장을 가능케 했던 선진 기술의
도입은 점차 불가능해 지고 있다.
․한편 최근의 정보․지식산업화는 조직의 수평분화와 더불어 기술(technology)과 기능(skill)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현장 생산인력의 기술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여야 생산성이
제고되며 수평분화된 조직이 요구하는 중간기술자의 수요증가 측면도 인적자원 개발 전략 선택의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5)(〔그림 2〕참조).
․또한 컴퓨터 통합생산화(CIM)로 디자인, 생산, 유통, 판매 등이 모두 컴퓨터네트워크에 의해
연결되어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확대되며 다기능화 되어야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사무․서비스직의 재교육․재훈련이 요구되며 생산현장 중간 기술인력의 관리능력제고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현 우리의 상황에서 기술혁신우위→생산공정혁신중심→현장근로자의
기능․기수향상으로 연결되는 국가경쟁력 향상 전략이 유일하고 성공 가능한 선택으로
판단된다(최종태, 1993).
․현장에서 과학․기술자의 설계를 이해하는 이론적 소양을 갖추고 생산공정 전반에 대해
기술능력을 갖추고 생산기능공을 지도하는 중간기술자(technologist 및 technician)를 본고에서는
「新人力」으로 정의한다(〈표 2〉 참조).
․생산공정 기술혁신주도의 국가경쟁력 우위전략(process innovation-driven competitive
advantage)에서는 바로 「新人力」의 양성과 개발이 핵심과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기능․기술인력구조는 숙련기능공 중심이며 반면 제조업 경쟁력이
높은 일본․독일의 경우는 중간기술자 중심의 인력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인력구조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新人力」정책의 주요 내용이 되는
것이다(〈표3〉참조).
〔그림 2〕기능․기술 인력구조 변화 전망

〈표 2〉산업기술발전에 대응하는 인력구조의 변천

<표 3> 기능․기술인력 계층구조의 비교

2. 국제화․개방화시대의 국가경쟁력
-세계는 상품교역, 외환, 자본시장의 개방화시대를 지나 소위 비교역 상품(NTC;농산물과
서비스)의 개방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한편 국제경제는 EC,NAFTA 등 지역별로 블록화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OEM 생산방식에 의한
가격경쟁력은 한계에 곧 도달할 전망이며
․지식․기술등의 고급생산요소에 대한 보호장벽은 지적재산권 보호로 오히려 높아져
기술도입이 점차 어렵게 되고 있다.

<표 4> 기술도입추이(건수)

-이는 과거 중급기술의 도입과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했던 우리 경제성장전략의 유효성(effectiveness)상실을 의미한다.
․최근의 신발․섬유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한 대표적인 예이며 호황업종인 자동차, 선박,
반도체의 경우에는 경쟁상대국인 선진제국에 비해 아직도 상대적 저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이라는
생산요소측면의 우위(factor-driven advantage)를 점하고 있을 뿐이다.

-개방된 글로발시대에 기업은 세계시장을 상대로 해야 하며 따라서 대외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능력과 조직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
․세계시장의 수요의 변화(demand shift), 취향(tastes)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생산방식(flexible manufacturing system)의 구축이 필요하다. <표 5>와 <표 6>은 유연생산방식을
채택한 일본과 대량생산방식 중심의 미국과 서구의 자동차 회사의 제품개발 능력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유연생산방식의 핵심은 유연기업(flexible firm)이며 유연기업이란 유연한 생산조직과
유연노동(flexible labor)에 기초한 기업을 의미한다(Dore et al.(1989)).
․대내외 환경변화에 기업이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조정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토지나 기계 등의 자본재는 그 규모가 크고 각종 규제장치가 얽혀있어 단기간에
조정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경기순환적 변동에 대한 기업의 생산요소의
유연화 전락은 노동의 유연화에 초점을 두게 된다.
․노동의 유연화는 기능적 유연화와 수량적 유연화로 대별될 수 있다. 노동의 기능적 유연성이란
기업 내적유연성(internal flexibility)으로 한 근로자가 여러가지 능력과 지식(function)을 갖추고
생산변화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의 수량적 유연성이란 기업외적유연성(external
flexibility)으로 외주하청, 파견근로, 임시직․시간제 고용와 같이 근로자의 수(number)를 조절하여
생산변화에 대처하는 전략을 말한다(어수봉, 1992).

<표 5> 제품개발과정의 지역별 비교(1980년대 중반)

<표 6> 각국의 차명수의 추이

-선진국의 경험은 노동유연화 전략이 기술혁신, 생산방식변화 등과 더불어 진행되고 생산성 및
품질향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유연노동의 핵심은 노동의 다 기능 및 고기능을 추구하는
기능적 유연성(functional flexibility)에있음을 보여주는 바 이는 바로 「新人力」의 양성․개발을
의미한다.
․기업의 「新人力」 양성․개발을 위해서는 고용안정을 전제로 한 내부노동시장의 구축이
요구되며 조직의 효율성․생산성 유지를 위해서는 「경쟁적」 내부노동시장(competitive internal
labor market)이 뒷받침되어야 한다.(Ozaki, 1991; 최종태, 1993).

-요약하면 국제화․개방화시대에 요구되는 산업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고용조정의
『유연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유연노동의 양성 및 개발, 유연 노동시장의 구축, 그리고
유연한 인력양성․개발체제의 구축을 요구하며 이것이 바로 「新人力」 정책의 핵심과제이다.
․기업내 산업구조 조정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量)을 기초로 한
고용조정보다는 기능(技能)에 기초한 고용조정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더불어 현
노동시장관행, 노사관계 및 사회제도 여건상 기능적 유연성을 통한 고용조정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이다.
․전체 노동시장측면에서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뒷받침하고 경제상황변화에 따라 노동력
수급조절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연노동시장」의 구축이 중요하며
․기업과 근로자의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로한 유연한 인력양성 및 개발체제로의 노동정책 전환이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3. 중․저성장시대의 도래와 산업구조조정의 빠른 진행
-선진국은 일본을 제외하고 오일쇼크이후 저성장시대에 진입하면서
산업구조조정(restructuring)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표
8>참조).
․이는 자동화 등 산업구조조정이 근로자의 숙련, 기술을 향상시켜 대응하는 방식보다는 주로
수량적인 고용조정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이 결과 고용창출 없는 경제성장(growth without job
creation)이 선진각국의 중요문제가 되고 있다. 즉 소득과 부의 불균형 및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고 있고 증가되는 실업자를 위한 복지비용증가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 하고 있다(<표 8>)이 보여주는 스웨덴이 최근의 전형적인 예임).

-우리 경제는 80년대말 3저호황기를 정검으로 고성장시대에서 중성장시대로 진입하였고
제조업중 섬유․신발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의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 결과 제조업부문의 전반적인 고용흡수력이 감소하고 있어 실업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될
전망이나 아직 현재로서는 고용흡수력이 큰 서비스부문의 팽창으로 실업문제가 현재화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UR의 서비스 시장 및 농산물시장 개방의 효과가 1995년 중반이후 노동 시장에 나타날
전망이어서 선진국이 오일쇼크이후 경험했던 실업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구조의 중화학공업화, 자동화, 소프트화로 단순기능인력의 수요는 감소하게 되고
고숙련․다기능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전망이다.
․현재도 전산업 생산직 부족 인원중 51.2%가 숙련기능공이며 미숙련 기능공의 부족인원은 전체
부족인원의 24.1%수준이다.(<표 9 참조).

<표 8> 선진각국의 실업률(1972∼1993년)

주석 1)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의 현 위치에 대해서는 대우경제연구소(1993) 참조하고
선진각국의 국제경쟁력의 장기추세와 변화에 대해서는 Neef(1992) 참조.
주석 2) Porter(1991, p. 686)교수는 한국 기업은 인적․기술적 능력이 일본이나 서구의
기업수준이 접근하지 못하면 저가상품판매전략(low-price segments)을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국경제를 진단하며 10가지 정 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주석 3) Park and Kwon(1993)은 우리 경제가 대규모 중화학투자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수출주도형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성공하였으나 기술혁신의 부족으로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은 오히려 저하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우리 경제의
규모효과(economies of scale)도 R&D투자부족과 사회간접자본 미흡으로 그 한계에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석 4) 전후 일본경제의 기술자립과정은 바로 현장기술자의 공정혁신에 기초한 것이며 이는
작업자의 기술능력과 숙련형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많은 연구가 보여주고 있다(예를 들면
Womack, Jones and Roos, 1990; Appelbaum and Batt, 1993).

주석 5) 기술혁신 및 정보․지식산업화는 새로운 인력에 대한 수요와 더불어 조직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Reich(1992)는 미래의 국부는 우수한 인력의 확보에 달려 있으며 미래의
중심인력은 상징분석가(Symbolic analyst)라고 한다. 한편 Boyett and Corn(1992, pp. 32∼58)은 미래
조직에서는 중소관료계층이 사라지고 기업의 분화(downsizing)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진규(1993)는 최근 미국의 기업조직변화와 인사관리전략의 변화를 요약하고 있다.

<표 9> 생산직 부족인원의 상대적 크기

․이는 현재 우리 경제에서 실제로 부족한 것은 노동력(labor shortage)이 아니라 기능부족(skill
shortage)임을 시사하여 준다(Edgren and Muqtada, 1990).

-향후 전망되는 실업을 예방하고 기술변화 및 산업구조 변화가 요구하는 기능․기술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능․기술인력의 양성․개발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인력정책(active
manpower policy)을 추진해야 함.
․2000년까지는 매년 약 2%의 노동력 증가가 예상되는데 우리 경제의 고용흡수력이 하락을
감안하면 최소한 6∼7%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있어야 실업률 수준이 현재의 2∼3%에 머물 수
있다.

4. 노동력 공급구조변화
-출신율 저하에 따른 인구구조의 항아리형化로 1995년 이후에는 15∼24세의 신규노동력 공급의
절대 규모가 감소할 전망임(<표 10> 참조).

․신규 청년인력의 공급규모 감소로 우리 노동시장은 노동력 부족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는
향후 기업이 자동화, CIM 등 노동절약적 생산방식(labor-saving technelogy)의 도입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엔지니어등 고급기술인력과 더불어 중간기술자의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노동력 부족시대에는 기존 노동력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향상훈련 및 재훈련등이
요구되며 평생학습의 기회부여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표 10> 총인구중 청소년 인구비중 추이

-80년대 이후 인문화를 수반한 고학력화가 노동수요 변화에 비해 너무 급속히 진행되어 노동력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부표 1∼4> 참조).
․이는 한편으로는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기술인력의 공급규모가 감소하여 생산직에
대한 초과수요로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임금상승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부표 5> 참조).
․다른 한편으로는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하여 교육투자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표11> 참조,
이주호(1993)).

-이와 같이 인구구조, 학력구조 등 노동력 공급구조가 항아리형 혹은 양파형으로 변화하고 있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능․기술인력의 수요도 양파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반면 현재 우리의
기능․기술인력구조와 양성․개발체계는 과거의 피라밋형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림
3〕참조).
․즉 산업수요는 물론 노동공급측면에서도 「新人力」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3〕인구구조, 학력구조, 산업수요구조 및 현재의 기능․기술인력구조

-현재의 고학력화․인문화추세를 산업수요의 부응하도록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및
훈련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기능․기술인력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이는
중간기술자즉 「新人力」의 중산층화 정책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이주호(1993)는 우리 나라의 청년층 고용문제가 심각함을 국제비교를 통해 보여주고 있으며 그
근본원인을 청년층의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school work transition)'과 관련된 제제도의
문제점에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

<표 11> 대졸자의 실업률과 취업률

-이러한 노동공급구조의 변화는 이미 90년대 초반 이후 산업별 취업자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부표 14> 참조, 어수봉(1990)).
․제조업 취업자는 그 절대수가 1991년 4/4분기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향후 UR 타결전망에 따라 농업 노동력의 이농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실업률의 증가 등
노동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배진한, 1993).
․저학력 고령 농촌인력의 대량 도시유입은 우리 노동시장이 과거 경험하지 못한 충격이며 이에
따른 직업안정, 직업훈련 등 적극적 고용정책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부표 6∼7>참조).

-한편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여성, 중고령자, 장애인 등 노동시장에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근로계층의 취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 유지,직장안정, 직업능력개발 등
국가․사회의 적극적 역할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력중 청년층, 남성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중고령자 및 여성 노동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어수봉, 1993: 이종훈, 1993)
․일본, 독일 등 1970년 중반이후 고용보험제를 중심으로 적극적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중소기업근로자, 여성, 고령자등이 핵심노동시장의 주변에 있는 국가에서도
중소기업근로자, 여성, 고령자등이 핵심노동시장의 주변에 머물러 이중노동시장구조화되고
있는데 따라 이들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정책이 강화되어오고 있다.(谷口陸志, 1986; Kuhl, Panl
and Blunk, 1980).
․ILO 역시 산업구조조정이 노동유연성 특히 수량적 유연성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되고 대다수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산업구조조정(industrial adjustment)이 사회구조 조정(social adjustment)을 수반할 수 있는 종합적
인력정책을 권고 하고 있다.(Standing and Tokman, 1991; Pollert, 1991; Houseman, 1991).

5. 고임금경제화와 기업의 노동유연성 추구
-우리 경제는 1987년이후 시간당 노동비용(미국달라화 기준)의 증가율이 연평균 24.5%에 이르러
선진국은 물론 경쟁국과 비교해 보면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약화요인임을 알 수 있다(<표
12> 참조).
-이러한 노동비용상승에 생산성 향상이 뒤쫓아가지 못하게 되면서 최근 기업의 노동유연화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가경쟁력의 연천은 역시 기업 경쟁력이기 때문에
다음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노동유연화 전략의 여러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12> 주요국의 시간당노동비용 증가율 동향

〔그림 4〕은 우리 산업현장의 전형적인 한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른 생산성 변화를 보여준다.
입사후 기능이 숙달되기 까지에는 경력과 더불어 일정수준의 생산성증가가 나타나지만 그 후에는
동일업무의 반복으로 생산성향상이 정체되어 있다. 반면 이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변화는 전형적인 연공급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 그림은 임금과
생산성과의 관계를 단순화시키고 있지만 기업의 인사․보수관리 제도의 본질적인 측면을
살펴보는데 유용하며 상황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림 4〕근속기간에 따른 임금과 생산성의 변화

우선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변화 이전의 임금곡선이 W°로 주어져 있다고 할 때 이윤극대화
전략에 따른 기업의 고용전략은 t°시점에서 이 근로자를 강제퇴직시키는 것이다. 즉 t°에서는
근로자의 기여분과 임금지급이 일치하기 때문이다(A=B). 정년퇴직제도가 t°시점에서
형성된다는 고용관행이나 단순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자발적 퇴직이 결혼․출산 시점에서
많이 나타났던 점은 바로 이러한 임금과 생산성과의 균형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과거 자발적 및 비자발적 퇴직으로 형성된 균형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근로자
행위의 변화로 인해 깨지게 된다. 여기서 살펴볼 측면은 1987년 이후의 빠른 임금상승과 근로자의
장기근속 경향이다.
우선 고임금경제로의 진입은 〔그림 4〕에서 임금곡선이 W°에서 W'으로 상향 이동한 것으로
나타난 이다. 새로운 임금곡선 W'의 형성으로 과거 형성․유지되어 왔던 임금과 생산성과의
균형은 깨지게 된다. 한편 근로자의 장기근속 경향으로 퇴직시점이 t°에서 t'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 결과 과거 조기 퇴직관행으로 유지되어왔던 한 전형적인 근로자의 근속기간동안의 생산성
기여분과 임금지급과의 균형에 일정부분의 괴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기업은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이를 고용관리, 임금관리 및 생산성
관리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이 기업은 임금과 생산성과의 균형회복을 위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첫째는 생산성을 향상시켜 t'에서 새로운 균형을 형성하는 것이고, 둘째는 임금체계(혹은
직급체계)를 변화시켜 t'에서 임금과 생산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이 해당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것은 교육․훈련의
강화이다. 직무개발교육, 직무수행능력의 향상훈련, 의식개혁운동 등을 통해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기하게 된다. 또한 직무간 배치전환을 통해 단일 직무시행에서 복합직무수행으로 전환할
것이고 지역간 배치전환 역시 확대될 것이다. 더불어 주어진 업무나 사무소당 인원을 감축하여
노동강도를 증가시킬 것이고 과거 업무가 증가하면 그만큼 인원을 단순히 증가시키던
고용관행에서 벗어나 기존 근로자의 노동강도와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인사관리를
변화시키게 된다.
다음으로 채용측면에서 선별을 보다 엄격히 하고 과거보다 제한된 숫자의 여성 근로자를 채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편으로는 한 근로자가 입사한 후 평균 근속기간이 증가하면서 장기간
같이 근무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건비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노동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 측면은 최근 대기업에서 채용의 선발기준을 현재의
업무수행능력(예를 들면 전공시험)에서 잠재적인 인간능력(예를 들면 인성․적성검사, 면접)으로
전환한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 근로자의 생산성향상을 통해 임금과 생산성과의
균형을 찾아가는 고용관리 전략이 바로 노동의 기능적 유연화전략(functional flexibility)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기업은 이러한 기능적 유연성 추구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동기부여체계의 확립, 즉 임금체계 및 직급체계의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우선 과거의
연공급 형태의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직무나 직무수행능력에 부합되는 임금체계로
전환할 것이다. 최근 활발히 검토되고 있는 직무급이나 직능급 도입의 이면에는 임금과
생산성과의 새로운 균형을 회복하려는 기업의 의지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임금과생산성과의 균형회복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 기업이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해당근로자의 강제퇴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의 정리해고는
현재 대법원 판례에 의해 설정되고 있는 정리해고의 정당화 요건에 비추어 보아 현실적으로
1)
가능한 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기업은 강제적인 정리해고보다는 인센티브(소위 명예퇴직금)를
제공하여 자발적 퇴직을 유도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최근 확산되고 있는 명예퇴직제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존근로자의 임금․직제개편을 통해 임금과 생산성과의 괴리를 해결하는
인사․보수전략이 바로 임금의 유연하 전략(wage flexibility)으로 나타나게된다. 임금의 유연화
전략은 앞의 노동의 기능적 유연화 전략과 더불어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노동의 내적
유연성(internal flexibility)의 두 기둥이 된다. 또한 이 두 전략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실제로는 내적 유연화 전략의 동전의 양면을 구성하게 된다. 즉 기능적 유연성 추구는 장기근속과
고용안정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임금유연성은 한편으로는 이를 받쳐주는 동기부여체제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근속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임금과 생산성과의 괴리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 기능으로 작용하게 된다. 기업은 내적 유연화전략을 통해 적어도 핵심근로자(core
workers)에 대해서는 통합 내부노동시장(integrated internal labor market)을 구축함으로써 생산성과
임금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업은 내부노동시장에 통합할 필요성이 없는 직무(혹은 근로자), 소위 주변적
업무(peripheral jobs)에 대해서는 외부화(externalize)전략을 추구하게 된다. 흔히 수량적
유연성(numerical flexibility) 혹은 외적 유연성(external flexibility)으로 불리는 외부화전략은 두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는 말그대로 특정업무를 외부화 시키는 것이다. 전통적인 외주하청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최근에 많이 관찰되고 있는 공장내하청(소위 소사장제)이나 용역 혹은 파견근로의 활용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형태의 외부화 전략의 핵심은 노동법상의 근로계약을 상법상의
용역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둘째는 고용형태의 다양화 전략으로서 과거 상용근로계약을
비정규(혹은 임시)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임시직, 계약직, 시간제 취업이나
촉탁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업의 외적 유연성의 추구 역시 앞에서 살펴본 노동의 내적 유연화전략과 동전의
양면관계에 있음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의 〔그림 5〕는 과거 우리 기업의
전형적인 내부노동시장과 위에서 살펴본 기업의 유연화전략에 입각하여 향후 구조화될
내부노동시장구조를 비교해 보여준다.

〔그림 5〕내부노동시장구조의 변화

그림〔A〕는 분절화된 내부노동시장구조를 보여준다. 단순기능직(주로 저학력 여성)은 최하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승진경로가 조․반장에 그친다. 기능직(주로 고졸 남성)의 경우 중간층을
형성하나 역시 관리직으로의 승진경로는 주어지지 않는다. 대졸남성 중심의 관리직(사무직이나
기술직)은 피라밋구조의 상층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들에 한해서만 고위 관리직으로 승진경로가
열려져 있다. 이렇게 분절화된 내부노동시장은 기업의 내적 및 외적노동 유연성 추구로 그
구조가〔B〕형태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B〕에서는 핵심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위관리직으로의 승진(혹은 승급)경로가 보장되어 통합
내부노동시장이 구축되어 있지만 기업의 한계근로자에 대해서는 내부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막혀있다. 이는 기업의 모든 직무, 모든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기능적 유연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은 직무의 성격상 경력과 더불어 생산성향상이 나타날 수 없는 업무
혹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단지 수량적 유연성만을 추구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측면은 기업이 내적 유연화 전략을 추구할수록, 즉 내부노동시장의 통합성이
높아질수록 다른 한편으로는 외적 유연화 전략을 강화하게 된다는 점이다. 기업이 핵심직무 혹은
핵심근로자에게 승진경로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는 부분을 외부화시켜야 한다. 이는
임금과 생산성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동일한 전략의 서로 다른 표현일 뿐 본질적으로는 같은
현상인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통합 내부노동시장의 구축정도는 바로 노동의 외부화 정도에
달려있는 것이다. 최근 한 거대 그룹의 경영자가 밝힌바와 같이 "기능직 근로자를 중역에까지
승진시킨다"는 기능적 유연화 전략의 이면에는 노동의 외부화전략을 강화한다는 의지가 동시에
있는 것이다.

- 이상에서 살펴본 기업의 노동유연성 추구가 주는 정책시사는 매우 많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핵심근로자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기업 내부노동시장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되도록, 즉 경쟁적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평생직업능력향상은 물론
임금체계 등의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는 임금가이드라인 정책이 오히려
내부노동시장의 경쟁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면 문제가 된다. 이 경우 단기적인 임금안정정책과

장기적인 생산성 동기부여 정책이 모순을 야기하지 않는 임금정책(예를 들면 성과배분 등)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정부는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노동의 외부화전략에 조심스럽게 대응하영여야 한다. 정부가
법․제도적 규제를 통해 기업의 수량적 유연성 추구를 억제한다면 이는 오히려 기업내 경쟁적
노동시장의 형성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독일 등 기능․기술의 자격을
중심으로 내부노동시장이 잘 정비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수량적 유연성에 관한 법․제도화가 잘
되어 있으며 최근 이를 강화하고 있다(Segenberger, 1992; 日本 勞動省, 1991). 그러나 기업의
수량적 유연성 추구는 주변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저해하고 따라서 주변부 근로자의 소득안정
및 근로조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주변부 근로자는 기업과 노조 모두의 배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조건 유지와 소득안정에 국가․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주변화될 가능성이 높은 여성, 중고령자, 장애인 및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능력개발, 직업안정서비스, 보육시설 등)을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대책의 강구가 전제되어야
수량적 유연성의 법․제도화(예를 들면 근로자파견법, 시간제 취업자의 근로기준 지침, 외국인
노동력 정책등)가 사회적 갈등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6. 선진국 경험과의 비교
- 일본을 제외한 선진각국의 산업구조 조정을 경험하면서 노동시장의 기능적 유연성 부족으로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적극적 인력정책의 부재로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반성에 기초하여 선진각국은 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과 더불어 노동유연성을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중심으로 추구하는 인력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 미국은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경직적 관료 조직 때문에
국가경쟁력이 하락하였다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조직혁신(박세일, 1993)과
인적자본에의 투자(Reich, 1983, 1990)를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기업이 일본기업과 비교할 때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미국근로자가 일본근로자보다
근로의욕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조직의 비효율성 때문이며 이는 미국기업에 경쟁적
내부노동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표 13> 참조).

<표 13> GM, 도요다, NUMMI공장 비교(1987년)

․미국의 Reich(1983, 1992) 노동장관은 미국경제가 지속적 발전을 위해 선택해야 할 유일한

전략은 인간자본개발(the era of human capitalism)이라고 하며 직업훈련분담금 제도의 도입등 여러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Made in America」의 저자인 Dertouzos, Lestester and Solow(1989)
역시 미국의 교육․훈련의 방법과 내용이 일본․독일에 비해 낙후하여 미국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하나로 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미국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교육․훈련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영국은 과거 교육․훈련정책의 기술변화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반성하면서 교육과
직업의 연계(school-to-work transition)과 사내훈련개발에 초점을 둔 인력정책을 마련하고
있음(Adnett, 1989).

- 일본은 후발선진국에서 출발하여 Adam Smith(1976)가 200년전 밝힌 「국부의 원천은 노동」의
원리를 충실히 구현한 인간중심의 기업체제(humanistic and competitive egalitarian enterprise)를
구축하여 경쟁력제고에 성공한 사례로 연구되고 있다(Ozaki, 1991;Dore, Bounine-Cabale and
Tapiola, 1989).
․미국 MIT대학이 미국산업생산성위원회의 의뢰로 수행한 연구보고서(Dertouzos, Lester and
Solow;1989)는 기술혁신과 연계된 인적자원관리 전략의 기본은 "노동력을 비용최소화의
생산요소로부터 보존․개발(conserved and cultivated)되어야 하는 귀중한 자산(precious asset)"으로
간주하는 인식전환에서 출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 역시 오일쇼크이후 중성장시대로 이행하면서 실업문제가 대두되고 기술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능․기술인력수요가 증가하면서 현장훈련에 기초한 적극적 고용정책을 전개하여
기술혁신 중심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한 사례로 연구되고 있다(Kuhl, Paul and Bluk; 1980;
Sengenberger, 1992).
주석 1) 현재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정리해고의 정당화 요건 ①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회피노력의무, ③ 합리적 정리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④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측과의 사전협의이다.

Ⅲ. 「新人力」정책의 기본구상: 노동정책의 새로운 파라다임
1. 「新人力」정책이란?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격화되는 국경없는 경쟁전쟁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에서의 기술혁신(process innovation)과
작업조직혁신(work-organizational innovation)을 통해 국가(혹은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향상이
요구되며 이를 주도할 기능․기술 인력의 양성과 개발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전략과제로 부상하고 있다(Womack, Jonesand Roos, 1990; Carnevale, 1991; Boyett and corn, 1991;
Reich, 1992; Appelbaum and Batt; 1993 참조).
- 생산현장의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중간기술자가 바로 「新人力」이며 「新人力」정책은
「新人力」을 양성․개발․관리하는 제반 정책을 말한다.
- 「新人力」은 기계가 제성능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그치는 과거의 소극적이고 기계보조적인
인력이 아니라
․새로운 기계와 공정기술을 개발해내는 기술경쟁 시대의 주역으로서 「적극적이고
창조적인」산업현장의 기간(基幹)인력이며

․꾸준한 자기계발을 통하여 생산현장의 기술발전을 주도하면서 미래의 생산현장을 이끌어
나가는「경쟁력 있는」인력이며 더불어 작업구성원간의「팀워크(Team Work)를
중시하는」인력이다.

- 「新人力」정책은 「新人力」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정책으로서
․생산현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활동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新人力」을
양성․개발하는 「인력개발 정책」이며
․국가경쟁력을 요소비용우위에서 기술․지식․정보 중심의 기술우위로 전환시키는 미래지향적
「경제사회 발전전략」이고,
․동시에 개인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 발전을 통한 자아실현과 「新人力」의 중산층화를
뒷받침하는 「사회복지정책」이다.

2. 「新人力」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
- 「新人力」정책은 다기능 중간기술인력의 양성․개발을 목표(target)로 두되 그 양성․개발
주체의 주체가 기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대내외 환경변화에 가장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변화하는 조직은 바로 기업이며 생산공정의
혁신은 실험실이 아니라 바로 산업현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이 「新人力」의 양성․개발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의
평생배움의 터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新人力」의 기업내 조직구조는 팀작업을 통한 기술혁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경쟁적
내부노동시장이 되어야 한다.
․Ozaki(1991) 교수는 일본의 경쟁력의 원천인 일본 기업의 경쟁적 평등주의(competitive
egalitarianism)에 기초한 경쟁적 내부노동시장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종신고용관행하에서의
일본기업은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유연한 노동력(flexible work force)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내적으로는 승진을 향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도 외부와의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협동하는
내부노동시장의 구축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경쟁적 내부노동시장의 구축을 위해서는 기능․기술능력(일본의 職能)에 기초한 사내평가제도
및 보상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 기업의 학력․연공 중심의 내부노동시장이
능력․성과중심의 경쟁적 내부노동시장으로 개혁되어야 하며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로 「新人力」정책이다.

- 70년대 이후 일본과 서독은 적극적 고용정책을 추진하여 기능․기술개발인력의 양성과 개발을
주축으로 한 기술혁신의 중심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한 성공사례임. 그러나 일본과 서독의
인력개발방식은 <표 14>이 보여주듯이 서로 크게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박덕제, 1993; 이주호,
1993; 關英夫, 1992; Kuhl, panl and Blunk, 1980).
․즉 일본기업은 교육부문에서 일반적 지식을 숙지한 근로자를 고용하여 종신고용을 보장하면서
기업특수적 훈련(firm-specific training)을 실시한다. 기업이 훈련의 주체이고 또한 종신고용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능력에 대한 사내자격 중심의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된다. 여기에
기업별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적극 참여하면서 일본적 내부노동시장을 구축하게 된다(谷口陸志,
1986).

․한편 독일은 교육과정 자체가 산․학 협동의 이중구조를 갖고 있다. 직업학교 학생은
학교수업과 지정된 기업체에서의 현장훈련을 동시에 받게 된다. 고용을 전제로 한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 기능․기술 중심의 훈련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 지역사회의 노․사․정이 적극
참여한다. 노동시장 및 노동조합이 과거 길드제도의 영향으로 산업별․직종별로 조직되어 있어
전 기업이 공통자격제도를 채택하게 된다(金康植, 1993).

- 이와 같이 일본과 독일은 기능․기술인력 형성과정은 크게 다르다. 현재 우리 경제는 교육제도,
노동시장, 노동조합 조직 등 여러 측면에서 독일형이라기 보다는 일본형에 가깝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효율적 인력개발정책은 일본형으로 판단된다.
․즉 기업이「新人力」의 양성주체가 되며 여기에 기업별 노동조합이 적극 참여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의 인력개발정책이 우리에게 보다 유효한(relevant) 방식이라고 판단된다(박덕제,
1993;, 이주호, 1993).

- 정부는 기업이 양성․개발하는「新人力」이 산업현장의 기간인력이 되고 동시에 우리 사회의
중산층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금융․조세․주택․교육 등 제반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표 14> 일본과 독일의 인력양성 방법의 대비

- 그러나 한편 정부는 기업의「新人力」정책의 추진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집단인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여성, 중고령자, 비진학 청소년, 장애인 등에 대한 능력개발 직업안정,
소득보장, 근로조건 향상 등 제 측면에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사회통합정책으로서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어수봉, 1991; Standing, 1991).

〔그림 6〕「新人力」정책의 개념도

Ⅳ. 「新人力」정책의 과제; 「新人力」존중시대를 연다
- 다기능 숙련인력과 중간기술인력과 같은「유연노동」의 양성․개발을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일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제도 등「인력의 양성․개발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개혁이
요구되고
2) 대내외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유연노동시장」의 구축이 필요하며
3) 양성․개발된「新人力」을 존중하는 경제사회제도의 정착이 핵심과제이다.
1.「新人力」양성․개발체제의 구축
(1) 직업 및 기술교육체계의 개혁 방향
- 공고 → 전문대학 → 기술대학을 직업기술교육의 근간으로 하되
․기술전문대, 기능대학, 사내기술대학 → 기술대학으로의 편입학을 허용하여 다양한
기술교육체제를 구축한다(〔그림 7〕참조).
․산업구조변화, 첨단산업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특성의 직업고등학교(특성화 실업고), 예를 들면
전산, 정보, 통신전문고등학교 등을 확충한다.

․현재 학점․학위가 인정되고 있지 않는 기능대학, 사내기술대학에 학점제도를 도입하여
한편으로는 사내자격제도와 연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대학 및 대학으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한다.

[그림 7] 직업 및 기술교육체계

-이를 위해서는 공업계 및 특성화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확충, 실습시설 및 기자재 등
기술교육에 대한 투자확대가 요청되며, 기술대학 및 기술전문대학의 설립에 기업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평생직업 교육기관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주호(1993)는 '직업․기술교육의 현장성' 부족이 현재 청년층의 학교→직장으로의 이행의
걸림돌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장성 있는 직업․기술교육을 위해서는 산․학협동의
교육제도가 요구되는데 가장 적극적인 산․학협동체계가 바로 기업(혹은 기업단체)이 직접
교육에 참여하는 형태일 것이다.

(2) 기업이 주도하는 현장기능․기술인력의 개발체제 구축
- 「新인력」 정책은 인적자원의 양성, 능력개발 및 관리에 관한 국가와 시장의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인력정책이며 인력의 양성과 개발에 있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문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인력정책이다.(<부표9∼12>참조)
․과학자, 고급기술자 등 전문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는 경쟁원리에 입각한 시장기구에

일임하고
․기업은 현장 기술자와 다기능인력의 양성과 능력개발을 주도하고 정부는 기업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즉 사내훈련 중심으로 현재의 직업훈련제도를 개혁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 여성, 비진학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등 현재 노동시장 취약 계층에
대한 특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한다. 즉 공공훈련은 현재의 대기업에 주로 공급되는 기능공의
양성기능에서 벗어나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전직훈련과 주변부 근로자의 능력개발에 초점을 둔다.
예를 들면 기능대학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향상훈련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3) 평생 직업능력 개발체제의 구축
-기업이 평생배움의 터가 되도록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의 능력발전 단계에 따라 훈련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사내훈련과 기능대학 및 기술대학을 연계(예를 들면 일관된
학점제도의 도입)하여 기업의 학습능력(learning capacity)을 제고한다.
-학력․연공의 인력관리에서 능력중심의 인사관리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내자격제도를 공인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日本勞動省(1991)에서도 기술혁신, 서비스경제화에 따라 과거 국가 중심의 기능․기술
자격제도를 개선하여 민간의 기능심사인정제도 및 사내검정인정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기업은 사내자격제도를 중심으로 한 경쟁적 내부노동시장을 구축하여 근로자의 평생에 걸친
능력개발을 촉진하는 학습기업(learning company)이 되어야 한다.
2. 「유연노동시장」의 구축
(1) 유연노동시장을 뒷받침하는 법․제도의 정비
-日本(谷口陸志 1986)의 경우 80년대 중반 기술혁신, 경제의 국제화 및 서비스화, 노동력의 고령화
및 고학력화,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등의 제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래
직업훈련법을 직업능력개발법으로 개정(1985년)하여 자주적인 직업능력개발 체계로 방향전환을
하는 한편 인재파견법 및 시간제 취업 관련 법 (1993)의 제정 등 법․제도를 대대적으로 정한 바
있고
-독일(Sengenberger, 1992)의 경우에도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부응하여 노동시장에 보다 많은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고용촉진법(Employment Promotion Act)을 개정(1985)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요정책기본법(1993년), 고용보험법(1993년)이 제정되어 유연노동시장 구축의
기본적 틀은 마련되었으나 아직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s)의 개발과 구체적
시행(implementation)는 못 미치고 있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유연노동시장이란 기업의 내부노동시장을 주축으로 한 기능적 유연성(즉 내적 유연성)과
내부노동시장의 주변부에 대한 수량적 유연성(즉 외적 유연성)이 제고되는 노동시장을 의미한다.
․기능적 유연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는 우선 인력양성 중심의 직업훈련기본법을
인력개발 중심의 직업능력개발법으로 확대 개정하는 것이고 고용보험제 도입에 따라 사내훈련
의무제도를 고용보험제라는 인력정책의 틀만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러나 수량적 유연성은 고용안정과 상층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제도의 정비에 이
두 문제가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Koshiro, 1992). 예를 들면 근로자파견법의 제정, 시간제 취업이나
임시적 등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가내근로자 보호법 제정 등은 근로자의 보호, 고용안정과

노동유연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행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 2원화 되어있는 노동법체계는 고용관련법의
제정으로 3원화된다([그림 8] 참조).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공정한 질서유지를 위해 노․사․정 3자로 구성된
「고용조정위원회」제도가 필요하다. 이는 상품시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시장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각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이다. 이를 위해 고용정책기본법상의 고용정책위원회를 「고용조정위원회」로 활용하거나
기존 노동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노사관계조정과 고용관계조정의 양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2) 고용정보 시스템의 구축
-고용정보는 통신․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으로서 노동시장을 보다 탄력적으로 만드는
핵심요소이다.
․1995년 도입 예정인 고용보험제가 고용정보시스템이 주축이 되도록 우선 관리 운영기구를
확정해야 하고 전산망 확충을 위한 투자를 증대해야 한다.
․특히 학교로부터 직업세계로의 전환(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완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진입 이전단계부터 진로상담 및 직업지도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학교와 고용정보 시스템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이주호, 1993).

[그림 8] 노동법 편제의 정비

3. 「新人力」존중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과제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적․협조적 노사관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의 효과적인
정책은 고생산성-고임금구조를 기반을 한 고용안정의 확보이다.
․고생산성의 확보는 기능․기술인력개발을 통해서 가능하며 고임금은 개발된 기능․기술인력
즉 「新人力」을 우리 사회의 중산층으로 만드는 물질적 기초이다.
․따라서 정부는 근로자의 능력개발로 나타나는 생산성효과가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 및
근로조건의 향상으로 귀결될 수 있는 제반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연금제도를 내부노동시장의 형성과 연계하여 도입하고, 노사협의회나
성과배분제도 등을 통해 기업의 정보, 의사결정, 분배 및 책임영역에의 근로자 참여 폭을 넓힐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또한 정부는 조세, 금융, 주택 등의 제 정책수단을 강구하여 「新人力」의 富의 축적을 촉진하여
「新人力」을 중산층화해야 한다.

․「新人力」존중정책은 결국 피이드백 효과로 나타나 「新人力」의 양성․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Ⅴ. 결론 : 우리경제의 희망
- UN보고서의 의하면(<표 15>) 현재 우리 경제의 1인당 GNP순위는 39위이지만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는 34를 차지해 서유럽 국가에 비해 개발된 인적자원에
기초한 성장전략이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경쟁국인 홍콩․싱가포르 등의 경우에는 GNP
순위보다 HDI 지수가 낮아 인전자원이 성장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 현재의 고학력화는 수급불균형이라는 문제(Weakness)를 초래하고 있지만 미래의 산업은 높은
수준을 교육을 요구하고 있어 고학력화 그자체는 오히려 미래의 기회(Opportunity)로 작용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희망이다.

-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수출에 의해서만 國富가 축적될 수 있는 우리 경제가 급속한 기술변화,
국제화․개방화라는 대외환경변화와 고임금경제화, 노동력부족시대 진입이라고 하는
국내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주도의 국가경쟁력향상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 경제에 있어 기술혁신이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의 전략일 뿐 아니라 국경없는
경제전쟁시대의 生存戰略인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자를 중심으로 한 R&D투자로 기술자립을 이룩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제품의 창출, 첨단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기술혁신 주도의 국가경쟁력 우위가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수준으로 볼 때 기술혁신은 생산공정의 혁신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따라서 중․단기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은 생산공정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표 15> 각국의 HDI지수와 GNP 순위

- 생산공정의 혁신은 실험실이 아니라 설계와 직접생산을 연결하는 고리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이
고리를 책임지고 있는 중간기술자의 기능․기술과 관련분야의 지식(overlappling knowledge)
수준이 생산공정의 혁신 여부를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기술혁신주도의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은 이러한 「新 人力」의 양성․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Reich(1990)는 국제화․개방화시대에 기업과 자본은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국적과 자본의 양은 더 이상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는 또한 노동은
문화특수적(culture-specific) 생산요소이므로 다른 문화권으로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향후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은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노동자나 기술자의 양(量)과 그들의
지식력과 기술력에 달려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 박세일(1993)은 미국 경제는 최근 이보다 더 나아가 진정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생산요소는 한
나라의 문화, 정치․사회․경제조직이라고 하며 조직의 효율성(efficiency of organization)을
제고하기 위한 제분야의 제도개혁(예를 들면 Gore 부통령의 정부행정개혁 보고서인 「The
Government that works better but costs less」)이 진행중이라고 한다.

- 본고는 「新人力」 정책의 배경과 주요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그 초점은 현재 인력정책의 기본
목표를 숙련단능공에서 숙련다능공과 중간기술자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교육제도, 훈련제도의
개혁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측면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는 향후 더욱 개발되어야 하겠지만 독자가 「新人力」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 최근 영화 「서편제」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필자는 「서편제」가 갖고 있는 감동의
요체는 소위 '민족의 限'을 승화시킨 예술성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족의 限'이란 일제시대
식민사관의 잔재일 뿐 실제로 우리 민족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서편제」의 진정한 감동은
소리꾼으로서의 송화의 의붓아버지의 '장인정신'과 그를 계승해 혹독한 훈련과 자기개발을 통해
소리의 장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송화라는 人間에 있다.
․ 우리 민족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인 개인이 각분야의 장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이 바로
우리 경제의 희망이며, 「서편제」를 보고 많은 사람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듯이 세계는 우리
민족에게 감동의 찬사를 보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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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企業競爭力 强化를 위한 人的資源開發戰略 - 崔 鍾 泰 (서울大 敎授)

Ⅰ. 序言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요청되는 人的資源開發을 企業 차원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戰略的 選擇과 그 內容에 대하여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는 국가와 기업경쟁력의 원동력이 되는 人的資源開發의 중심센터로서 기업을 손꼽을 수
있다. 기업은 오로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곳만이 아니라, 또한 사람을 길러내고 능력을
개발시키며 학습을 시켜주는 곳이기도 하다.
기업을 學習의 場으로 보고 기업내의 효율적인 내부노동시장을 구축하는 것은 오늘날 기업의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생각건대 전통적인 경쟁전략은 외부환경변화에 어떻게 신속하게 적응해나가느냐에 초점을 두고
전개시켜 왔다. 그러나 오늘날 추구하고 있는 경쟁전략은 다르다. 외부환경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내재적 힘의 강화를 경쟁전략 추구의 구심점으로 삼는다. 결국 경쟁전략의 주체가
기업이든 국가이든 그 자체의 체질을 강화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외부환경에 적응과 도전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경험과 이론에서 나온 것이다.
경영체질 강화의 에너지원은 그 주체가 지니고 있는 자원에 있다고 보고, 경쟁전략은 資源確保와
活用에 초점을 두는 소위 資源基盤戰略(Resource Based Strategy)을 선택하고 있다. 즉, 오늘날
성공적인 경쟁전략은 內生的 파워형성을 중심으로 한 資源基盤戰略型일 뿐만 아니라, 그것도
動態的 資源基盤戰略型을 선택하고 있다. 動態的 資源基盤戰略型은 경영의 3大資源인 物的,
金錢的, 人的 資源 그 자체, 즉 정태적인 부존자원을 그대로 전략형성의 중심가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동태적과정을 통한 창출자원을 보다 더 전략형성의 중심가치로 삼는 것이다.
동태적 자원기반의 전략형은 부존자원보다도 創出資源을, 또 창출자원을 일으키는 人的資源을
戰略構築의 에너지원으로 삼는 것이다.
오늘날 국제사회에 있어서 競爭力이 있는 국가나 기업들은 한결같이 人的資源을 기업과 국가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한 競爭戰略의 原動力으로 삼아오고 있다. 人的資源이 오늘날 국가경쟁력의
가장 核心的인 成功要因(critical Success Factor)인 技術形成의 측면에서 중시되는 것도 결국
인적자윈에서 그 근원을 찾지 않으면 技術植民主義, 技術從屬主義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현실이 잘 말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운용의 시각을 지금까지의 貨幣 또는 資本 중심의 자본주의 경제운용시각에서
사람 또는 人的資源 중시의 資本主義 經濟運用視角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환언하면 자본 내지 물적자원 시장경제의 파라다임에서 인적자원 시장경제의 파라다임으로 그
강조점의 이동이 절실히 요망된다 하겠다.
즉, 「國力과 經濟力의 結合 - 經濟力과 技術力의 結合 - 技術力과 勞動力의 結合 - 勞動力과
經營力의 結合」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의 低賃金을 기반으로 한 人的資源管理는 그 나름대로 기업의 성장발전에
適合關係를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내외의 경영 여건변화와 더불어 그의 有效性은
한계의 벽에 부딪치게 되었고, 다음과 같은 새로운 변신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 종업원, 특히 生産職 社員의 將來希望과 挑戰 및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개발 지향적
세로운 인적자원관리체계의 확립이 요청된다.
○ 기업의 技術蓄積과 組織體質 强化를 시킬 수 있는 능력개발지향적 새로운 인적관리체계의
확립이 요청된다.
從業員의 自己成長發展과 企業의 競爭力 强化 構築을 위한 人的資源管理의 基本方向은
지금까지의 雇傭勤續的 人的資源管理體制에서 能力開發指向的 人的資源管理體制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다. 즉 外部勞動市場依存的 人力管理體制에서 內部勞動市場開發的 人力管理體制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다.
능력개발지향적 인적자원관리체제는 職務遂行能力開發 人的資源管理體制를 의미하며, 이는
지금까지의 統制的 勞動活用中心의 人的資源管理體制에서 技能․技術形成的勞動開發 中心의

人的資源管理體制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즉 기업이 근속연수에 따라 기업이 소요로 하는
직무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시킬 수 있도록 직무능력체계에 따른 승진, 임금과 더불어
교육훈련체계를 확립시킴으로써 기업은 技術蓄積을, 종업원은 自己成長發展을 기하도록 하는데
있다.

Ⅱ. 新競爭戰略과 人的資源開發
1. 企業競爭戰略의 새파라다임
지금 우리 기업은 急變하는 國際環境과 經濟的 利己主義가 팽배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물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技術蓄積과 革新을 통하여 上品이 競爭力을 제고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종래의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값싼 제품의 대량생산에 의한 공급자 중심의 경영전략은 이제
용납되지 않는다.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高品質과 個性있는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탈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도전적인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맞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업이 그 어느 때
보다도 企業家的 危險負擔下에 독자적인 「製品-市場」외 革新과 多角化를 모색하는 것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 및 위험부담하에 새로운 제품과 시장이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확립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즉 다원적인 사회에 요청되는 다양한 고객의 「니드」에
부응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과 더불어 신시장의 개척이 요망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製品市場」의 혁신을 기할 수 있는 기업적 내지 사업적 노하우가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단순․모방적인 제품전략에서 벗어나, 多元․創造的인 製品開發戰略이 적극적으로
수행되지 않으면, 아래로는 개발도상국에, 위로는 선진산업국에 끼여 선진국으로 발도움은
좌절되고 만다.
「製品-市場」혁신의 기업 경영전략은 종래 경영전략과는 다른 새로운 파라다임에 입각하여
전개되어야 한다.
원래 戰略(Strategy)이란 군사학에서 사용된 말로서 그리스어의 "Strategos"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
말의 원뜻은 전쟁의 장수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行動能力을 의미한다. 이것이
경영전략에 적용되었을 때는 경영의 목표와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경영 외부환경의 機會,
危脅要因과 경영내부 자원의 長短點을 결합시키므로서 경영의 장기적인 사업방향과 그에 필요한
행동방침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효율적인 企業戰略을 실현시키는 과정은 경영의 外部與件과 內部與件의 分析을 통하여
戰略決定者의 位置를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경영외부의 環境與件은 다시 機會와
危威脅要因으로, 또 경영내부의 資源與件은 다시 强點과 弱點要因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戰略的 行動이란 환경적 機會와 危脅을 내부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약점을 효율적으로
보완하여 적응과 도전을 해나가므로써 경영의 목표를 달성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기업이 戰略行動을 外部 環境與件適應 중심으로 전개시키느냐, 또는 內部資源與件造成
중심으로 전개시키느냐에 따라 外生的 戰略中心스타일과 內生的 戰略中心스타일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인 기업전략은 전자인 기업의 外生的 環境에의 효율적인 適應을 중심으로 한 소위
環境基盤戰略(Environment Based Strategy)인데 비하여, 현대적인 기업전략은 후자인 경영의
內生的 環境의 효율적인 창출을 통한 環境桃戰과 活用을 중심으로 한 資源基盤戰略(Resource
Based Strategy)을 전략구축의 구심점으로 삼고 있다. 즉 外生的 파워(Exogeneous Power)보다도
內生的 파워(Endogeneous Power)를 에너지원으로 삼아 전략을 구사해 나가는 것이다.
오늘날 성공적인 기업전략은 內生的 파워형성을 중심으로 한 資源基盤戰略型일 뿐만 아니라,
그것도 動態的 資源基盤戰略型을 선택하고 있다. 動態的 資源基盤戰略型은 경영의 3 大 資源인
物的, 金錢, 人的 資源 그 자체의 정태적인 부존자원을 내생적 전략형성의 중심가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과정적이고 동태적인 창출자원을 보다 더 전략형성의 중심가치로 삼는 것이다.
동태적 자원기반의 기업전략형은 부존자원보다도 創出資源을, 物的 및 金錢資源보다도
인적자원을 戰略構築의 에너지 원으로 삼는 것이다.

오늘날 기업전략추진의 기본 유형인 동태적 자원기반전략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 기업전략추진을 外生的 與件보다 內生的 資源에 기반을 두고 전개시킨다.
○ 기업전략의 추진을 부존자원보다 창출자원에다, 그중에서도 可視資源(Tangible Resource)보다
非可視資源(Intangible Resource)에다 기반을 두고 전개시킨다.
○ 기업전략의 추진을 창출자원의 주체이며 비가시자원(Intangible Resource)의 근원인
人的資源에다 기반을 두고 추진시킨다.
○ 기업전략의 추진을 靜態的 人的資源보다도 動態的 人的資源活用인 情報, 技術, 組織(學習組織
및 成就組織) 등에다 둔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제사회에 있어서 競爭力이 있는 기업들은 한결같이 人的資源을 기업 성장과
발전을 위한 경쟁전략의 원동력으로 국제경쟁력 구축의 중심으로 여겨왔던 것이다. 企業의
競爭力은 결국 그 기업을 움직이는 「사람」에 달려 있는바, 企業構成員의 能力과 意慾을 잃게
되면, 결코 기업의 生産力과 競爭力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2. 人的資源開發과 技術革新
기업에서 기능․기술인력의 개발 및 이익 확보는 곧 기업의 技術革新을 의미한다. 기업특유의
기술혁신의 방향은 다음 <도표 1> 과 같이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物質的 蓄積을 중심으로 한 하드웨어(Hadware) 기술혁신이고, 다른 하나는 人間的 蓄積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Software) 기술혁신으로 볼 수 있다.
전자는 機械, 施設 등의 勞動裝備의 增加를 통하여, 후자는 技能 및 技術 등의 勞動 質의 向上을
통한 技術革新을 의미하는 것이다. 환언하면, 전자는 기계시설의 물질적인 투자를 통하여, 후자는
인적개발의 인적투자를 통하여 기술혁신을 이룩하는 것이다. 어느 방향이 바람직한가는 한마디로
단정할 수 없다. 이 양자가 유기적으로 결합이 될 때 가장 바람직하다.

<도표 1> 기업 특유 기술혁신의 방향

하지만 일반적으로 技術革新 또는 技術形成이라 할 때는 후자의 소프트웨어 중심의 革新과
形成이 강조된다. 즉, 기술혁신이라 할 때는 유능한 기능기술 인력의 개발 및 확보를 통한 혁신과
형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生産 現場 技能技術 革新에는 이점이 더 한층 강조된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술혁신, 인적자원 중심의 기술혁신이 형성되지 않으면 곧 기술형성과
발전에 한계의 벽에 부딪치게 되고, 선진산업국의 기술식민민주의 또는 기술종속주의의 굴레를
결코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후진국적 선진형의 기업기술의 실정으로 미루어 볼 때 인적축적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기술혁신의 방향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資金的 要因을 들 수 있겠다. 우리나라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큰 취약점 중의 하나는 자금의 영세성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의 자본구성과
수익구성을 분석해 보면 우리는 자금압박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자금의 영세성하에서는
資本費用이 높은 노동장비율 향상 중심의 물질적 기술혁신은 많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자본비용이 낮고 環境對應에 柔軟性이 높은 人力開發 中心의 소프트웨어 技術革新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기술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인력개발을 해야 하겠고,
技術人力의 養成은 곧 技術革新의 原動力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技術革新에 즈음하여 지나치게 물질적인 측면만 고려하고
人力이나 組織形成등 人間的인 側面은 너무 경시해 왔던 것이다. " 인간은 하나의 기술적인
동물이다(Man is a technological animal)"라는 말을 빌릴 필요도 없이 기술혁신에는 반드시
인간개발, 즉 기술인력의 배양이 꼭 필요한 것이다.
생각건대, 기술에는 기계설비에 따라 다니는 기술과, 사람에 따라 다니는 기술이 있다. 우리는
전자는 하드웨어(Hardware)기술, 후자는 소프트웨어(Software)기술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기술이라 할 때는 후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후자의 사람에 따라 다니는 기술을 우리는 다시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테면 사람의 '손'끝에 따라 다니는 技能(Skill)技術과 '머리'속에 따라
다니는 知識(Knowledge) 技術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를 기초적으로 형성서켜
주는 '마음' 속에 따라 다니는 근명성과 성실성의 態度(Attitude) 技術이라 할 수 있다.

<도표 2> 기술형성의 3대 요소

그러므로 기업 構成員의 能力開發은 곧 企業의 技術革新을 의미하고, 그 능력개발은 손끝의
능력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머리속의 능력, 마음속의 능력 등 모두를 포함한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技術形成과 革新에도 人間의 思考와 精神 및 態度도 포함되는 것이다.

Ⅲ. 韓國企業의 現況과 當面課題
1. 現況分析
한국기업의 人的資源開發에 대한 현황과 당면과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철강산업,
자동차산업, 조선산업에서 상대적으로 인적자원관리를 잘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기업 5개를
선택하여 심층적인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사례연구에서는 한국기업의 人的資源管理上의 현상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巨視(Macro) 및
微視(Micro)分析을 행하였다. 이중 특히 거시분석에서는 총제적 직급별 인력구성의 분석을
행하였고, 미시분석에서는 직군별 승진 및 임금관리 분석을 행하였다 1).
현황분석의 대상- Macro 분석 및 문제점 발견 : 총체적․직급별 인력구성 현상분석 및 고찰
Micro 분석 및 문제점 발견 : 직군별 승진 및 임금관리 현상분석 및 고찰

2. 問題點 發見
이상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현상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압핀型의 生産組織과 單技能的 從業員
- 技術監督層의 虛弱性과 組織絞率의 弱化
- 生産性輕視의 賃金構造와 競爭力 弱化
1) 압핀型의 生産組織과 單技能的 從業員
우리나라 기업 생산조직은 대부분이 <도표 3>과 같이 압핀형 내지 원뿔형의 지배구조 중심의
조직으로 되어 있고, 이는 구성원의 능력개발 및 기업에 적합한 체계적인 기능․기술형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피뢰침」형의 인력구조형성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기술축적과 구성원의
자기성장 발전을 통한 성취동기 유발 형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전체인력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생산기능인력의 구성을 직급별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에서
약 90% 이상의 단순 기능직 사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표 3> 「압핀型」의 생산기능직 직급별 인력구성의 사례

이는 생산기능직 사원들은 승진의 한계로 인하여 「피뢰침」또 「압핀」형의 인력구조가
형성되어 기술형성과 성취동기 유발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즉,
생산기능직의 대부분이 체계적인 승진과 경력개발 없이 하위직급에 그대로 머무르게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있다.
첫째, 기능․기술의 축적과 발전이 없는 기능인력의「單技能力」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시점(t1)이 지나면 생산능력은 정체(t1에서 t2사이) 혹은 감소(t2 이후) 하는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표 4> 능력곡선

생산기능직 종업원의 「單技能化」는 調整費用의 「過多發生」으로 인하여 생산성 향상의
저해를 도출시키고 있다. 즉, 생산기능직 종업원의 승진과 자기개발의 한계는 극도의 분화된
작업조직을 형성시켜 상대적으로 조정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저해시키고
있다.

<도표 5> 노동분화의 조정비용

특히 단기능화는 작업(Operation) 기능과 보전(Manitenance), 품질(QC) 및 설계(Design) 기능과의
단절을 초래하여 생산코스트를 증대시키고, 기업의 기술축적 및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저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생산기능직 종업원에 대한 능력개발을 위한 경력경로와 성장발전의 비젼을 제시치 못하여
종업원 「성취동기 유발과 직장생활의 보람」에 많은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있다.
셋째, 근속연수가 비교적 짧고 경력개발이 미비한 계층이 조직문화와 파워형성에 중심체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건전한 企業文化 暢達과 競爭力 强化를 위한 조직체질 강화의 노력에도 많은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2) 技術監督層의 虛弱性과 組織統率의 弱化
앞서의 현황분석을 통해 기업조직에 「허리」역할을 하는 중간기술감독층의 취약성이 기업의
기술형성과 조직통솔상의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를테면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중간기술감독층에 해당하는 조직계층의 형식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들에 대한 육성이 되어 있지 않고, 경력개발과정이 미비하여 실질적인 기능면에서는
유명무실한 형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이 다음 <도표 6>와 같이 생산기능직을
교육훈련시키며 통솔하고, 또 관리직능과 작업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시켜 주는
중간기술감독층의 역할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건전한 기업문화 창달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능력의 형성과 기술축적 및
종업원의 동기부여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중간기술감독자의 직능과 그의 능력개발의 중요성이 능력형성 및 기술축적, 나아가
기업문화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다.
우리의 기업조직은 이들의 능력개발과 조직강화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히 취급하였다. 오늘날
우리의 기업은 「전문지식과 생산기술 및 기능」의 기본바탕과 더불어 「부하지도, 통솔 및
관리능력」을 갖춘 중간기술감독층의 조직구조 및 기능강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바이다.

<도표 6> 중간기술감독층의 기능

3) 生産性 輕視의 資金構造와 競爭力 强化
대부분 기업들의 임금구조는 생산성을 경시한 低賃金 高成長型의 연공적 내지 고정적 시간급
체계로 형성되어 기업의 생산성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금교섭에 있어서는 사용자 뿐만 아니라 노조 역시 타기업과의 비교주의, 즉 심한
「눈치보기」식으로 인하여 개별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경시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한국기업의 임금관리상의 문제점은 다음 2가지로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低賃金 高成長下의 賃金管理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임금관리는 실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현 임금체계는 무엇보다도 연공급 임금체계이다. 특히 기능직의 임금체계에서는
근속이외의 기타 기준의 적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일부 적용되고 있는 기준에 따른 임금액의
차이도 극히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임금체계관리는 저임금, 고도성장하의 기업에서는 기업경영상 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기업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고도성장을 이룩해 왔기 때문에
연공지향적 포괄비교주의 임금구조가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임금구조로 인한
기업경쟁력 강화와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외부노동시장 체계가 아닌 내부노동시장 체계 중심의 한국의 고용구조하에서는
대부분 기업에서 기능직 근로자의 능력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정시점이 지나면 더 이상
능력향상이 되지 못하고 정체 혹은 감소한다. 이러한 능력곡선과 연공에 따른 현실적 임금곡선은
<도표 7>과 같이 결합하여 나타낼 수 있다. <도표 7>에서 t3시기를 지나면 각 개인의 능력이상으로
기업이 임금을 지불하게 된다. 나아가 t4(B = A + C) 시점을 지나면서부터는 각 개인의 평생직장
공헌도 이상으로 임금을 지불하여 기업으로서는 손해를 보게된다.

<도표 7> 능력곡선과 임금곡선의 결합

그럼 과연 한국기업은 손해를 보면서도 연공에 의한 임금을 지불해왔는가?
그렇지는 않다. 그동안 우리경제는 전반적 임금수준 자체가 낮아, 다시말해 저임금 구조하의
기업여건으로 말미암아 연공에 의한 임금지불로도 노동생산성에 비하여 기업으로서는 손해를
보지 않았다. 달리 설명하면 임금곡선 자체가 능력곡선보다 훨씬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87년 이후 임금교섭과정에서 임금수준, 즉 임금곡선이 상향이동하여 <도표 7>상의 B의
면적이 축소됨으로서 한국기업으로서는 노동측면에서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기업이 계속적인 성장을 하는 시기에는 연공서열적 임금교섭이 기업의 지불능력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기업성장력으로 극복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성장의 90년대에는 단순연공에 의한 임금교섭은 기업으로서는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의 지불능력을 향상시키고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축적 지향적 임금과 성과지향적 임금교섭구조의 확립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제조업의 대외경쟁력은 저임금을 바탕으로한 저노무비에 의한 저가격제품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1987년 이후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인하여 대외경쟁의
원천이 저하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미국, 일본, 등 선진산업국은 물론
1989년을 고비로 개발도상국인 대만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물론 대외경쟁력이 단순히 저임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5년간의 지속적인 임금상승이 대외경쟁력 저하의 한 원인이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겠다.

3. 當面課題
이상의 현황분석에서 야기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인적자원관리실현의 과제를 도출케 하고
있다.

- 構造的 次元의 課題 : 多元的 人的資源 開發經路 形成
- 機能的 次元의 課題 : 企業 技術革新과 從業員 自己成長 發展의 結合
1) 多元的 人的資源 開發經路 形成
오늘날 한국의 기업조직은 대부분이 관리직 중심의 지배구조 조직으로 형성되어 있다. 특히,
생산기능직의 능력발휘와 자아실현을 시킬 수 있는 직능구조 조직으로 되어 있지 않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도 규모확대, 기술의 복잡화 및 다양화, 노동자의 욕구변화 등으로 조직관리의
새로운 변신이 함께 요청된다. 조직변신의 기본방향은 지금까지의 지휘명령의 지배구조 중심의
조직구조와 문화를 기능․기술의 직능구조 중심의 조직구조와 문화창달로 변신되어야 한다.
환언하면, 지금까지의 관리통제중심의 단일적 관리지배계층구조 중심에서 기능․기술형성
중심의 다원적 전문기능구조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전문직군의
조직강화를 조직변신의 핵심전략으로 삼아야 하겠다.
전문직군 계열-전임직(Expert)
전문직 (Professional)
이 중에서 가장 시급히 전략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부문으로서는 생산전임직의 조직, 즉
기능전임직 조직의 체질강화가 시급히 요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영업 및 관리조직에 비하여 생산조직의 보다 적극적인 체질강화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생산조직내에서도 기능조직의 체질강화가 시급히 요망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업 생산조직은 수직적인
「연구개발(R&D)→엔지니어링(Engineering)→제조(Production)」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력양성에 따른 기술축적은 개발․엔지니어링 및 제조의 세 부문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생각건대 기업제품의 생산과정은 일차적으로 과학자(Scientist)의 손에 의한 신제품의
개발부터 생각할 수 있다.

연구개발(R&D)부문에서 새로운 상품 내지 공법이 개발되면 곧 엔지니어링 부문이
기사(Engineer)의 손에서 시장성 있는 상품을 설계한다. 그 다음 설계된 내용대로 제조부문에
기능공 내지 기술공(Skilled Worker or Technician)들에 의하여 직접 선반에서 깎고 조립되어
상품은 제조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개발부문을 거치지 않고 외부의 주문에 따라
엔지니어링부문에서 설계되고, 제조부문에서 제작한다.
그러므로 기업의 기술축적은 제품의 개발(R&D) 엔지니어링(Engineering) 제조(Production
Process)에서 각각 그리고 서로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부문의 과학자 및 연구자․엔지니어링부문의 기사, 그리고 제조부문의 기능공의
확보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이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연결지워 주어야 한다.
즉, 과학자․엔지니어 및 기능공(Skilled Worker)가 유기적으로 확보되고 자기기업의 독특한
분위기 속에서 팀웍을 이룰 때 기술축적을 기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개발부문의 엔지니어링 부문에는 대학졸업자 및 대학원졸업자, 제조부문에는
공고 내지 기술학교 졸업자로 충원한다. 요즈음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현장경험이 없는 공과대학
졸업의 엔지니어(Engineer)와 제조부문의 오랜 경험을 가진 기능․기술공 사이에 마찰이 많다. 즉,
기사(Engineer)들이 설계한 것을 깎고 만드는 제조공정의 종사자인 기능공(Skilled Worker)과의
의견일치가 안되는 수가 많다.
특히 장기간 기능분야에 종사한 고참기능공은 현장에 맞지 않는 설계를 한다고 불평하거나,
심지어 경험이 부족한 기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경험에 의한 구태의연한 제조방법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체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리하여 기사들은 기사대로, 기능공은 기능공대로 서로
생각하는 방향이 틀려서 목표한 바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수가 많다.
특히 대부분이 기업조직상 기사인력의 조직을 <도표 8>과 같이 항상 상위에다 두고 기능인력의
조직은 하위에 두는 지배구조적 지휘명령체계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능인력의
기술(Technology)분야의 진출을 직접, 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시스템에 있어서
엔지니어링부문과 제조부문간의 갈등은 쌍방이 기술축적의 부족과 협력의 부족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노력이 기업의 이노베이션과 생산성향상에 절실히
필요한 바이다. 즉, 기능(Skill)과 기술(Technology)를 연결시켜 주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도표 8> 수직적 지배구조의 조직형태

이를 위해서는 기능인력의 업무영역과 더불어 이들의 역할의 확대가 있어야 하고 능력개발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즉, 생산기능조직의 체질강화를 통해서 기능인력의 역할을 오로지
조작(Operation) 중심의 전통적인 기능개념에서 탈피하여 보전(Mainteance), 설계(Engineering)
영역까지 확대시킴으로 이론적이고 과학적이며 보편적인 성격을 띈 기술(Technology)의 세계와
경험적이고 실천적이며 구체적인 기능(Skill)의 세계를 연계시켜 경쟁력우위의 제품생산에
더불어 원가절감 등의 생산공정 및 작업방법의 개선을 이룩할 수 있는 바이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조직운영체는 종래의 기술과 기능의 단절(Discontinuous)과 생산직의 계층적
종속(Subordination)의 개념(<도표 8> 참조)에서 <도표 9> 및 <도표 10>과 같이 연계(Continuous)와
직능적 수평적 보조(Subsidiary)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능인력의

성장․발전을 위한 인적자원관리조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생산기능직의 조직체질강화가 있어야
하겠다.

<도표 9> 기능과 기술의 연계

<도표 10> 기술과 기능의 수평적 관계

2) 企業 技術革新과 從業員 自己成長 發展의 結合
(1) 技術形成을 위한 人的資源開發의 實現
현황분석을 통하여 볼 때 생산성요소를 효율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기능․기술형성을 위한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및 이외 효율적 관리의 실현이 시급히 요망되고 있다.
이제 우리기업의 인적자원관리도 단기적인 안목에서의 단순한 노동활용과 노동보호적인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노동발전과 노동기술향상적인 적극적인
차원으로 인적자원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화시켜야 될 줄로 안다. 즉, 노동능력개발을 통한
기능․기술형성의 인적자원관리체계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실로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 「量」만 늘려서는 안되고 무엇보다도 노동의 「質」을
향상시켜야 한다. 노동의 질 향상은 반드시 노동능력수준의 향상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능력개발의 조치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한다. 노동능력의 수준은 곧 기술수준을
말하고 노동능력개발은 곧 기술형성을 의미한다.
생각건대 기술에는 기계설비에 따라 다니는 기술과, 사람에 따라 다니는 기술이 있다. 우리는

전자는 하드웨어 기술, 후자는 소프트웨어 기술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기술이라 할 때는 후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후자의 사람에 따라 다니는 기술을 우리는 다시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테면 사람의 '손' 끝에 따라 다니는 기능(Skill) 기술과 '머리'속에 따라 다니는 지식(Knowledge)
기술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이를 기초적으로 형성시켜 주는 '마음' 속에 따라
다니는 근면성과 성실성의 태도(Attitude)기술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의 인적자원관리는 채용, 노동시간, 임금, 복지후생 등의 관리에만
급급했고, 생산성향상과 기술형성의 기반인 노동능력개발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히 다루어
왔다. 우리는 앞으로 다음의 문제점들을 인적자원관리의 핵심관리과제로 삼아야 되겠다.
- 생산성향상과 노동 질의 향상
- 노동 질의 향상과 노동능력의 개발
- 노동능력의 개발과 기업의 기술형성

(2) 從業員 成長 發展을 위한 人的資源管理의 實現
우리기업의 인적자원관리상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생산직 종업원의 승진과 능력개발의
한계로 인하여 자기성장 및 발전에 대한 욕구충족의 좌절을 들 수 있다. 즉, 생산직 종업원의 가장
큰 불만중의 하나가 승진을 통한 자기성장과 발전으로의 기회가 없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 인적자원관리외 여러 분야중에서 종업원이 언제나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임금과
더불어 승진이다. 왜냐하면 승진은 종업원의 자아발전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이다.
종업원의 2대 관심사(신분, 보수)의 하나인 신분은 승진을 통해서 성취된다. 기업체란 오로지
일만을 존중시 여기는 곳이 아니다. 거기에도 인간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곳이라 생각된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높이 평가해 주고, 그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즉,
종업원은 직장을 통해 자기 인생의 꽃을 피우고 자기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가지려고 한다.
그러므로, 승진을 자기성장과 발전의 주요 계기로 보기 때문에 오늘날 임금보다도 승진기회에
보다 더 관심을 두고 직장을 선택하는 경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정이기도 하다.

(3) 技術形成과 從業員發展 統合의 人的資源開發 實現
우리나라 인적자원관리상의 당면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이상에서 제시한 2가지 과제, 즉
「기술형성」과 「종업원발전」의 통합이라 할 수 있겠다. 환언하면 종업원 성장발전이 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형성과 어떻게 결합되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성년을 맞은
한국기업의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겠다.
실로 기업의 현행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체계는 오늘날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미 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인적자원관리체계의 옷으로 갈아입도록
하는 사내외의 여건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이러한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주석 1)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하기 바람.
최종태, 생산성향상을 위한 능력개발과 노무관리전개방향, 생산성배가민간추진위원회, 1992.

Ⅳ. 人的資源開發의 戰略的 選擇
오늘날 기업의 競爭力 强化를 위하여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人的資源開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개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戰略的 選擇은 기업경영전략의 核心的인 課題라 할 수 있다.
우리는 熟練形成的 企業內部勞動市場의 構築을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의 전략적 선택의 대상으로
삼고, 이를 구축하는데 요청되는 주요 수단들로써 職級體系, 評價制度 및 敎育訓練시스템의
確立을 각각 제시코져 한다.

1. 熟練形成的 內部勞動市場의 構築
1) 技術革新의 戰略的 選擇
기업의 競爭力 强化를 위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기업의 技術革新과 개발을 위한 노력과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이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의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한다. 경쟁기업체와 맞서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특유한 技術革新이 없으면 안된다.
경쟁시장에서 어느 특정제품이 競爭力의 優位性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제품생산에 관련된
해당기업 특유의 기술이 그의 배경에 숨어 있는 것이다. 企業特有의 技術蓄積은 그 기업의
現場技術 蓄積을 통하여 비로서 가능한 바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제조기업의 技術蓄積 및 革新을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선택하여야 하겠는가 ?
우리는 제조기업의 기술혁신의 전략모델로서 다음 2가지의 전략모델, 즉
「R&D」중심전략과「現場」中心戰略 모델을 손꼽을 수 있다1)
이상의 제조기업의 2대 技術革新 戰略의 비교를 우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 즉 기술혁신의
「基本視角」, 「過程」, 「結果」등의 3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基本視角은 目標 및
基本觀點이, 過程은 組織形態 및 中心人物이, 結果는 技術革新이 궁극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次元이 되겠다.
① 基本視角 : 기술혁신의 2대 전략모형에 있어 기본시각은 목표 및 접근방식 차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목표에서 양자를 비교해 보면 「R&D」型은 效率性을, 「現場」型은 柔軟性을,
접근방식에서는 전자가 Top-down 방식을, 후자가 Bottom-up 방식을 각각 지향하고 있다.
「R&D」 型은 특정사업 전략과 그에 따른 제품개발이 이루어지면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할 것인가가 그 초점을 이루고 있다. 生産의 合理化를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논리는 기본적으로 規模의 經濟(economy of scale) 원리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기술축적의 접근방식은 제품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Top-down 형태를 띄게
된다.
반면 「現場」型은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초점을 두는 기술축적 전략이다.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나 부문과 유사한 영역의 그것은 어떤 범위라도 수행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즉 範圍의 經濟(economy of scope) 원리에 그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의 문제해결을 통해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Bottom-up 방식의 기술축적 접근법이 되는 것이다.
② 技術革新過程 : 양 전략유형의 기술혁신 과정에서는 기술축적을 위한 조직형태와 중심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조직형태에서는 「R&D」型은 機能別 組織을, 「現場」型은 팁別
組織을 中心人物에서는 전자는 기초과학자 및 시스템기술자를, 후자는 현장의 기능․기술자를
각각 강조하고 있다.
「R&D」型은 현장에서의 기술혁신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업무를 細分化하고자
한다. 단지 연구개발 부서에서는 각 제품 및 공정에 대한 기술축적을 계속적으로 담당해 나간다.
따라서 기초과학자 및 시스템설계자가 기술축적의 핵심인력이 된다.
「現場」型은 자신의 업무 뿐만 아니라 부문전체의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조직은 상호작용이 가능한 팀별형태를 띄게 된다. 이들은 기초과학자나 시스템설계자의

직접적인 도움 없이 현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따라서 現場 技能技術者가
기술혁신의 핵심인력이 된다.
③ 技術革新結果 : 마지막으로 양 전략의 기술혁신의 결과는 어떤 형태로 貯藏되고 활용되는가의
측면에 대해 살펴보자.
「R&D」型은 유형의 기계시설․장비에 의해 기술을 축적하고, 이를 경영의 자산으로 활용한다.
따라서 기술혁신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한번 축적된 기술은 그 영향이 큰 특징을 지니며
확실성을 면치 못한다.
「現場」型은 무형의 인간에 의해 축적되고 개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활용된다.
따라서 기술혁신은 현장 부문에서의 개선으로 나타나게 된다.

<도표 11> 2대 기술혁신 전략의 비교

그러면, 한국 기업, 특히 제조기업은 어떤 전략유형을 선택하여야 할까 ? 한국 제조업의
기술축적과 혁신전략은 中․短期的으로는 첨단산업의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現場」型을 그
핵심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도표 12> 기술혁신전략과 한국제조업의 선택방향

왜냐하면 「R&D」型 기술전략의 추구는 기초과학 및 기계시설․장비 등에 막대한 투자를 위한
자본과 시간이 아울러 요구되고 있지만, 반면 「現場」型은 신속하고 유연한 기업의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 한국 제조기업의 여건 상 외국의 유수한 기업과 자본을
중심으로 한 경쟁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바 현실적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現場中心의 技術蓄積
및 革新 戰略을 추구하는 것이 競爭의 優位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현장기술축적의 노력은 곧 현장기능기술인력 확보의 노력이라 할 수 있는 바이다.

<도표 13> 기술축적 및 혁신전략 유형

2) 熟練形成的 內部勞動市場의 構築
기업이 중심이 되어 유능한 인력의 확보와 유지․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企業 內部 勞動市場
開發이 요청되며.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의 구조적인 차원에서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과제의 하나이다.
경제기술의 발전유형으로 보아 後進國的 先進型의 성격을 띠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은 대부분
노동시장의 구조가 일본이나 독일과 같이 縱斷的 勞動市場으로 되어 있다. 횡단적 노동시장이
아닌 종단적 노동시장 하에서는 기업의 외부노동시장의 개발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내부노동시장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만 그 기업의 사정에 알맞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離職도 방지할 수 있으며, 기업고유의 技術蓄積도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企業內部勞動市場의 特性을 규정지워 주는 勞務人事管理의 형태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구성원의 능력과 경력을 효율적으로 개발시켜주는 직급설정, 평가제도,
교육훈련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금과 승진체계가 연공지향적으로 되어
있어 소위 非效率的 內部勞動市場의 形態를 띠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기업의 인적자원, 특히
생산직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인적자원관리는 그동안 低賃金
高度成長의 經濟에서는 기업이 생존 내지 성장하는데 별 다른 어려움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高賃金 低成長의 經濟에서는 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는 상황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도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자원관리에서도 일대 변신이 필요하며 이러한 변신은 적시에 능동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能力開發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행의 年功指向的 또는 職務指向的 管理制度는 기업의 귀속감과 자기 능력개발과
발전의 동기유발의 계기를 적극적으로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競爭的 內部勞動市場을
기초로 한 소위 熟練指向的 人的資源管理制度를 확립함으로써 자기성장발전을 기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 기업의 기능․기술축적을 촉진시킬 수 있다.
경쟁적 내부노동시장구축은 오늘날 경영체질강화에 즈음하여 經營側의 관심대상인 勞動의
合理化(Rationalisierung der Arbeit)목표와 勞動側에서의 관심 대상인 勞動의 人間化(Humansierung
der Arbeit)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내부노동시장개발을 통한 종업원의
능력향상이야말로 노동의 합리화와 노동의 인간화를 동시에 추구토록 하여 경영체질 강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생각컨대, 노동의 「合理化」와 「人間化」의 목표는 서로 葛藤關係 내지 競爭關係를 가지고
있다. 노동의 인간화를 강조하다 보면 노동의 합리화가 경시되고, 반대로 노동의 합리화를
중시하다 보면 노동의 인간화가 소홀히 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우리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기업이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양면이 동시에 증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노동의
합리화를 밑바탕으로 하지 않는 노동의 인간화 노력은 이상론에 빠져서 기업의 생존에 위협을
가져오게 마련이고, 반대로 노동의 인간화를 밑바탕으로 하지 않는 노동의 합리화는 구성원의
반발에 직면하게 되어 경영목표달성의 노력은 중도에 실패하게 마련인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의 인간화를 밑바탕으로 하지 않는 노동의 합리화, 마찬가지로 노동의 합리화를
밑바탕으로 하지 않는 노동의 인간화는 모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經營體質强化를 위해서는 이
양자는 갈등관계에서 調和의 관계로, 경쟁관계에서 補完關係로 통합시키는 노력이 항상
필요하다. 이를 통합시키는 노력은「勞動 生活으 質(quality of working life)로서 귀결되고,
노동생활의 질 향상의 구체적 핵심수단으로서는 勞動能力의 向上, 즉 從業員 熟練向上이 그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다.
종업원 숙련향상을 통해 기업조직은 기술축적과 더불어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구성원은
근로생활의 계속과 근속년수의 증가에 따른 보다 높은 처우와 근로의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선진산업국의 초우량기업들은 모두 한결같이 경쟁적 내부노동시장을
기반으로 한 종업원의 숙련형성적 능력개발을 경영의 핵심전략으로 삼아 勞使共存共榮과
企業成長發展을 기하고 있다.

<도표 14> 경영체질강화와 내부노동시장 개발목적

美國에서는 소위 CDP 프로그램 또는 QWL 프로그램의 명칭으로서, 獨逸에서는
Mitarbeiter-Qualifizuerungsprogram 또는 Mitarbeiterfoerderungsprogram 명칭으로서, 日本에서는
職能資格制度 또는 職能開發制度 등의 명칭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대 오늘날 超優良 企業들은 한결같이 「기업은 사람이다」라고 보고, 기업성장발전은 곧
기업의 구성원의 성장․발전에 달려 있다고 본다. 구성원의 성장․발전은 구성원 능력개발적
숙련형성을 통한 기업의 기술축적과 구성원의 직장생활의 보람에 있다고 보면, 이것이 勞動의
合理化와 人間化 이념의 統合的 努力이라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다음 <도표 15>와 같이 기업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근속년수에 따라 기업의 직능에 필요한 그의 숙련능력이 개발되도록 하므로서
구성원은 직장생활의 근속년수의 증가에 따라 기업기술축적에 보다 요청되는 구성원으로서 그의
위상이 정립되므로 勞動의 合理化 목표를 달성토록 한다. 또 구성원의 숙련능력개발의 결과는

동시에 보다 높은 직무능력함양에 대응한 보다 높은 보상과 인정으로 인하여 노동생활 보람의
증진을 통한 勞動의 人間化 목표도 달성토록 하는 것이다.

<도표 15> 근속년수에 따른 능력(숙련) 개발

이상과 같이 근속년수에 따라 효율적인 직무수행능력, 즉 숙련이 개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촉진시키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意圖的(intentional)이고 計劃的인(planned) 促進措置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조치로서는 근속년수와 관련한 계층적 직무수행능력으로서 숙련등급이 설정되어야 하고, 또 이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항목과 요소가 반드시 정립되어야 한다.
내부노동시장 개발을 통한 熟練形成的 人的資源管理는 생산기능직의 能力開發을 주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비경쟁적내부노동시장 제도에서는 전체 구성원의 약 15-20% 정도에 해당하는
일반직 사원만이 주 대상이 되어 관리되어 왔었고, 전체의 약 80-85%에 달하는 나머지 절대다수의
생산기능직 구성원들에게는 그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그들에게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內部勞動市場管理가 매우 소홀하였다.
오늘날의 경영여건은 이제 더 이상 기업이 한 부문만이 능력과 노력으로 변화하는 기업환경에의
적응 및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즉, 특정부문(부서)만이 아니라 기업을 구성하고 있고 모든
부문(부서)이, 특정집단의 구성원들만이 아니라 기업의 전체 구성원이 기업의 목표를 위하여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함으로써만이 기업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응하고 나아가서 성장, 발전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생산직은 종업원 수로 보아
전체구성원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企業製品의 價値形成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노무인사관리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을
실정이다.
이제까지의 내부노동시장관리는 대졸 사무관리직(일반직)에만 중점을 두어왔고, 그외의 다른
종업원 집단, 특히 생산기능직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하였기에 일반직을 제외한 다른 직종, 특히
生産技能職種에 속하는 구성원들은 不公正性과 疏外感을 크게 느끼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성의
지각은 곧바로 業務遂行態度 및 業務成果, 기업에 대한 態度 등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에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는 바이다.
즉, 현재의 生産作業組織 및 生産部門 從業員의 技能은 Operation(操業)에만 전념하고,
Maintenance(保全), Engineer(設計)와는 단절된 상태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Operation과 Maintenance, Engineering이 서로 연계되어 상호작용하는 방향으로 그의 능력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도표 16> 참조).

<도표 16> 작업조직 및 기능․기술의 발전방향

또 <도표 17>은 직무 및 직능이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숙련형성을 가능하게 하도록
형성되어야 하는 가를 나타내고 있다. 즉 熟練形成을 위해서는 水平的 및 垂直的 次元에서의
職務擴大가 있어야 한다.
즉, 예컨대 우리가 조사한 사례기업의 M부서의 경우 Operation 부문은 水平的으로 가공, 열처리,
조립 등과 연계되어야 하고, 垂直的으로는 QC, Maintenance 기능의 수행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또
Maintenance 부문 역시 기초적 Engineering 업무까지 그 기능의 확대가 요청되고 있다.

<도표 17> 숙련형성과 직무형성

이러한 수직, 수평적 직무확대를 통한 생산직의 기술축적을 위해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經歷經路를 확립하여야 한다(<도표 18> 참조).
이러한 제도가 정착하지 못한 것은 능력향상(숙련형성)에 대한 人的資源管理政策과 制度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표 18> M부서의 생산직 경력단계의 예

2. 內部勞動市場開發의 3大 戰略的 課題
그러면, 企業內部勞動市場 構築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단들이 선택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構造的인 次元에서의 能力開發的 職級體系의 構築, 機能的 次元에서의 能力開發的
評價制度 및 敎育訓練시스템의 構築을 각각 손꼽을 수 있다. 전자는 熟練形成的 計劃(skill
planning)에, 후자는 熟練形成實踐(skill Implementation)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다.

<도표 19> 내부노동시장 개발 3대 영역

1) 能力開發的 職級體系의 構築
경쟁력 강화의 기업 인적자원개발 전략은 구조적 차원에서 직급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는 각
기업의 실정에 알맞는 직능등급별 승진체계와 임금체계를 각각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승진체계와 관련하여서는 직능자격등급의 기준을, 임금체계와 관련하여서는 기초급 및 직능급을
각각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주요한 과제이다.

(1) 職能昇進體系의 設定
① 能力開發과 資格昇進體系의 確立
능력개발적 인적자원관리는 구성원들의 능력개발 및 활용을 주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기업내부노동시장 제도에서는 전체 구성원중 1/4에 미만하는 일반직 사원만이 주대상이 되어
관리되어 왔었고, 전체의 약 3/4에 달하는 나머지 절대다수의 기능직들에게는 그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그들에게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내부노동시장관리가 매우 소홀하였다.
즉, 이제까지의 내부노동시장관리는 대졸 사무관리직(일반직)에만 중점을 두어왔고 그외의 다른
종업원 집단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하였기에 일반직을 제외한 다른 직종, 특히 생산기능직종에
속하는 구성원들은 불공정성과 소외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성의 지각은 곧바로
업무수행태도 및 업무성과, 기업에 대한 태도 등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에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청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기술축적을 위한 능력개발적 인적자원관리, 특히
승진관리와 관련한 전개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승진관리제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직계승진제도, 연공승진제도, 자격승진제도를 들

수 있다.

<도표 20> 승진관리제도의 유형

직계승진제도는 직무주의에 입각한 능력위주의 승진제도이고, 연공승진제도는 사람주의에
입각한 연공위주의 승진제도이며, 자격승진제도는 직무와 사람을 절충한 자격위주의
승진제도이다.
그런데 능력개발적 승진제도는 자격승진제도에 입각하여 전개시킨다. 자격승진제도란 연공과
능력, 즉 직무주의와 사람주의를 절충시킨 것이다. 이는 사람주의의 장점을 살리면서 직무주의를
합리성을 가미시킨 것으로서 승진에 일정한 자격을 설정해 놓고,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승진시키는 제도이다. 즉, 담당하는 직무내용과는 관계없이 각인에게 갖추어진 인적자격요건에
따라서 경영내의 공식적인 자격을 인정하고, 상급의 처우 단위로 승진시키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승진기준이 단지 경력, 근속연수, 근무상황, 기본급 등 개인에 속하는 형식적 요소만을
고려하는 경우와, 현재의 담당직무가 요구하는 자격요건에는 직결되지 않으나 개인이 보유하는
지식, 기능, 태도 등의 능력을 평가하여 그 장래의 유용성이나 신장도에 따라 승진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들 신분자격승진, 후자를 능력자격승진이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격승진제도라 하면 후자의 능력자격승진을 의미한다. 또 여기에선 논의하는 능력개발적
승진제도는 곧 자격 승진제도를 의미한다.
② 職能昇進體系의 基準設計
능력개발적 승진관리체계의 기본틀로 앞서 살펴 본 승진제도 중 자격승진제도를 채택하였다.
자격승진제도란 기업이 기대하는 직무수행능력을 직종별 등급별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업원을 승진시키는 제도이다. 따라서, 승진제도에서는 무엇보다도 승진자격등급의 설계가
중요하다. 승진자격등급의 설계에는 다음 2가지가 핵심 과제이다.

승진등급의 설계에 있어서 우선 자격등급의 수가 결정되어야 한다. 자격등급을 몇등급으로
하는가는 자격승진제도의 효용 및 그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격등급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등급의 정의 또는 직능요건의 설정은 어려워지며, 그 운용이 실질적으로 연공에 따라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자격등급수가 지나치게 적으면 동일자격 등급 내부에 상당히 격차를 지닌
능력수준이 혼재하게 되어 직능자격등급의 성격이 모호하게 된다. 직능자격등급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또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능력자격등급의 설계가 무엇보다도 기업의 각종
인적자원관리 여건과 맞는 것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격등급의 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기업의 설정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기업의
현행 직급체계 및 인적자원관리의 현상을 최대한 고려하여 직능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하였다. 즉,

자격을 직능성격 및 직능범위, 능력수준에 따라 다음 <도표>과 같이 5대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도표 21> 직능구분 및 직능성격

앞서 5대 능력등급별 각 직능의 정의는 <도표 21>과 같다. 즉, 작업총괄직능은 업무개선 및
비정형적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를, 작업감독직능은 검사 및 개선업무와 부하지도 육성업무를,
작업직능은 준비 및 조작업무를 각각 수행하여야 한다.

<도표 21> 직능구분의 정의

등급별 능력요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격등급별 핵심성공요인(CSF)을 결정하여야 한다.

<도표 22> 자격등급별 CSF(예)

(2) 職能賃金體系의 設定
① 能力開發과 資格賃金制度
임금체계는 승진체계와 더불어 직급체계형성의 근간을 형성한다. 승진관리가 능력개발적
인적자원관리 수레의 한쪽 바퀴라면, 다른 한쪽의 바퀴가 임금관리가 된다. 능력개발적
인적자원관리에 있어서도 능력자격승진제도와 맞물려서 능력개발적 자격임금제도의 확립이
있어야 한다.
능력개발적 자격임금제도는 근속연수에 따라 구성원의 능력개발과 숙련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능력자격에 맞추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능력개발적 자격임금제도는 <도표
23>과 같이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겠다.

<도표 23> 能力開發的 資格賃金制度 形態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종단적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연공적 임금의 역사를 지닌 사회에서는
대체로 근속연수에 따른 기초급과 능력개발정도에 따른 자격급으로 구성된다.
이를테면 노동의 이동이 용이하지 않는 종단적 노동시장의 고용 구조하에서는 특정기업을 자기의
생애노동 터전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구성원은 자신의 성장 발전의 장으로 형성시켜 주는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성원들의 능력개발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임금결정구조는 생애노동과 더불어 생애임금과 연계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이다.
실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생애비젼을 제시해 줌으로써 가능하다고 하겠다.
생애비젼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나아가 능력개발에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임금결정구조로서
기초급과 자격급의 임금체계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도표 24> 能力開發的 賃金體系의 構成原則

즉, 생애비젼과 능력개발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임금체계는 생활보장의 원칙과 노동대가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이를테면 능력개발적 임금체계는 평생직장으로서 기업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무인사관리의 중심요소인 「근속+능력+직무=임금」의 상호 유기적인 조화속에 임금이
결정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즉, 가장 바람직한 임금체계는 근속년수에 따라 능력이 개발되도록
하고, 능력에 합당한 직무를 배정함과 동시에 이에 적합한 임금이 주어지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되겠다.
능력개발적 임금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2대 지주인 기초급과 자격급의 기본 구성원리는
생활보장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생활급으로서의 기초급과 노동대가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행위보상급(노동급)으로서의 자격급으로 서로 상이한 면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노동대가의 원칙에 따른 행위보상급은 이 가운데서도 노동력을 제공하는자의 기능 및
기술가치, 즉 직무수행 능력에 판정을 두고 있는 자격급으로, 이는 이른바 종업원의 능력에 따라
일정한 자격기준을 설정하고, 그 자격등급에 따라 임금을 결정해 나가는 방식이다.
요컨대 광의의 기본급 가운데 생활기초급은 생활공동체 이념실현에 따른 생활보장의 원칙에
입각하여 구성원에게 생애생활비젼을 제시토록 설계되고 관리되어야 하며, 자격급은 성과공동체
이념에 따른 노동대가의 원칙에 입각하여 구성원에게 생애 노동비젼을 제시토록 설계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능력개발적 임금관리체계의 핵심영역은 자격급으로서, 이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측의
기능가치에 판정기준을 두고 이른바 근로자의 능력에 따라 일정한 자격기준(직능자격등급)을
설정하고, 그 자격등급에 따라 임금을 결정해 나가는 방식이다.

능력자격제는 종업원의 직무수행능력의 발전단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임금을 결정하면 그것이 바로 능력자격급이 된다. 자격등급은 능력의 발전단계에 따른 등급으로
능력의 일정한 신장이 인지된다면 승격이 가능하다. 따라서, 직위와 직무내용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으며, 자격등급과 직책은 분리되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② 職能賃金體系의 基準設計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생애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임금체계는 생활보장원칙과
노동대가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도표 25> 能力開發的 賃金體系 設計의 對象

즉, 생애노동임금체계는 평생직장으로서 기업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관리의
중심요소인 「근속+능력+직무=임금」의 상호 유기적인 조화속에 임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근속연수에 따라 능력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숙련 및 능력에 합당한
직무를 배정함과 동시에 이에 적합한 임금이 주어지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되겠다.
생각건대, 기술축적과 능력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는 기업의 사활이 걸린 과제이고, 이는
노사공존공영의 중심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축적,
노사공존공영의 기틀로서의 기술축적, 노사협조의 정착화를 위한 기술축적을 위해서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능력개발지향적 또는 경력개발지향적 임금관리라 할 수 있다.
요컨대 기본임금은 <도표 26>과 같이 한편으로는 노동대가와 관련하여 생애․능력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을 종축에 두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활체계에 관련하여 연령과 관련된
생애․생활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을 횡축에 두고 그 양자를 경영의 성과와 관련하여 적절히
조화를 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즉, 기업임금설계에는 직무의 능력 사이클과 인성의
라이프 사이클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도표 26> 능력 사이클과 라이프 사이클의 조화

즉, 매크로적 차원에서의 구성원 라이프 사이클의 질서와 마이크로적 차원에서의 직무능률
사이클의 질서를 파악하여 이들의 적합한 대응을 통하여 경영의 성과를 이룩하도록 하는 임금의
정책과 관리가 요망되는 바이다.
생각건대 이러한 조화는 기본임금의 노동대가원칙과 생활보장원칙의 조화, 능률(Efficiency)
사이클과 라이프(Life) 사이클의 조화, 직무․직능급과 연공급의 조화를 결과로서 이룩되며, 이는
곧 소위 경력개발지향적 임금정책의 설계 및 관리와 직결될 수 있는 바이다.

<도표 27> 經歷開發指向的 賃金政策의 方向

임금체계의 설정에서 이미 앞에서 설명한 기초급과 자격급의 설정과 아울러 직책급(직책수당)의
설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임금체계의 2대 요소라 할 수 있는 기초급, 자격급의 설계가 특히
능력개발적 임금설계에서 중요시 된다.

<도표 28> 能力開發指向的 基本賃金體系

2) 能力開發的 評價制度의 構築
능력개발적 인적자원관리를 위해서는 구조적 차원의 각 지급별 「資格等級基準」을 기초로 사원
개개인의 「職務遂行能力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의 개발을 촉진시키도록 하는 評價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 종래의 평가제도가 종업원 「査定」차원의 신상필벌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면, 능력개발적 평가제도에서는 종업원 「育成」차원의 개발목적을 분명히 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업원의 능력개발적 육성목적의 평가제도 확립은 다음 3가지 차원에서
그 내용이 정립되어야 한다.

- 「目的」의 確立 : 評價制度의 전개를 통해 기업의 기술축적과 종업원의 능력개발을 도모
- 「構造」의 確立 : 評價의 전개를 위한 평가기준과 승격자격취득기준의 제시
- 「機能」의 確立 : 評價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組織의 확립
<도표 29> 職能評價시스템의 3 要素

본고에서는 기업의 기술축적과 종업원 능력개발을 위한 평가기준 및 승진자격취득기준의 설정과
평가운용조직의 확립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評價基準의 設定

종업원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평가기준은 <도표- >과 같이 經歷評價와
能力評價로 구성된다. 즉 직급별 승진자격부여를 위한 評價는 해당종업원이 해당직급의
자격취득을 위해 근속연수를 비롯한 기본적인 經歷을 갖추었느냐 하는 것을 심사하는
「經歷評價」와 또 해당직종의 직무수행 能力을 체계적으로 갖추었느냐 하는 것을 심사하는
「能力評價」로 구성된다. 經歷評價는「勤續年數」, 「職務經路」와「敎育」이, 또
能力評價는「保有能力」과 「發揮能力」이 주요대상이 된다. 이때 보유능력에는 전문적능력,
도구적능력, 사회적능력과 태도능력이 해당된다.

<도표 30> 評價基準의 設定

<도표 31> 保有能力의 區分

이러한 평가기준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다음 <도표 3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도표 32> 各 能力別 定義

(2) 昇進資格取得基準의 設定
능력개발적 평가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의 확립과 더불어 昇進資格取得基準의 설정이
요청된다. 승진자격취득기준은 승진과 임금관리에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資格昇格과 昇級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데 요청되는 昇進要件內譯書이다. 본 연구에서는 능력개발적
승진자격취득기준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2단계의 직능자격 취득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표 33> 2段階 昇進資格取得過程

자격에 의한 승진에 있어서는 1段階로 基本資格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고, 2段階로 기본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성적을 통해 昇進者를 選拔하므로써 그 운영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한다. 1단계
기본자격심사는 경력산정, 인사고과, 기초자격시험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2단계 승격성적심사는
실기 및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를 승진자로 결정하거나, 시험성적과 인사고과를 합계하여
승진자로 결정하는 2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결국 승진자격취득을 위한 기준은 다음<도표 34>와 같이
「經歷算定」,「人事考課」,「共通試驗」,「資格試驗」의 4가지로 확립된다.

<도표 34> 昇進資格取得過程

(3)評價運營組織의 設計
능력개발적 평가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運營組織의 확립이 요청된다.
운영조직으로는 直接的으로 평가시스템을 관리하는 運營機構와 間接的으로 평가시스템에
참여하는 委員會機構가 있다. 전자는 評價管理組織이 되고, 후자는 관리조직을 지원하고
규제하는 參與組織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중 직접적 운영기구가 그 핵심을 이루게 된다.
평가시스템의 직접적 운영조직으로는 人事部, 現場, 硏修院의 3자가 해당한다.
이들 3자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평가시스템을 관리하게 되는데 고과는 현장에
위임하여 관리하며, 실무중심의 OJT는 현장에서 이루어지지만 Off-JT를 포함한 전체교육의
관리는 연수원이 담당하며, 인사부는 시험을 관리하고 각 종업원에 대한 스킬 인벤토리(skill
Inventory)를 작성하여 승진자격을 전체적으로 관장 ․관리하게 된다.

<도표 35> 昇進價格 運營機構

3) 能力開發的 敎育訓練시스템의 構築
(1) 企業環境變化의 學習企業
기업이 치열한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學習企業(Learning Company)이 되어야다.
학습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학습능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여기에
企業敎育訓練은 오늘날 기업성장발전의 에너지원으로서, 또 경영의 主要 戰略的 手段으로서
등장된다.
企業도 사람, 국사, 사회, 동․식물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생명을 지닌 조직시스템인 것이다.
따라서 기업도 不渡를 내고 생명체를 잃게 되면 값어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똑같은 기업체라
하더라도 생명이 왕성하여 잘 운영될 때의 값어치와 부도를 내고 망하여 생명을 잃을 때의
값어치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생명의 왕성할 때는 그 기업이 지닌 物的.人的資源은
아주 높은 가격으로 평가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테크놀로지, 노우하우, 굿월 등도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부도를 내고 생명을 잃을 때는 정반대이다. 이들을 자산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이나
부채로 간주하기도 한다.
둘째, 내부적으로 하나의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선 항상 자기 스스로 힘을 만드는 自生的인 힘,
즉 內生的인 힘(Endogenous power)에 의해서 革新할 수 있는 內生的(Endogenous) 파워가 있을 때
비로소 回生이 가능한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외부에서 공급되는 피는 2, 3일 못가 썩어서
그 생명체는 죽고 말 것이다. 기업은 항상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救濟金融 혹은 다른
특혜 조치를 받아야 할 외기에 처할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때에서 위기를 감당해 낼 수 있는
내생적인 힘이 없는 기업체에 대한 金融 및 稅制支援 등은 밑빠진 항아리에 물 붓는 식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도 하나의 生命을 지닌 시스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의 生存을 위해선
외부적으로는 適應과 變身의 능력, 내부적으로는 內生과 革新의 능력이 있어야만 비로서 경제적
結果인 利益追求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結果目標인 利益은 어디까지나
結果에 대한 目標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적인 성과를 도출시키기 위해선 過程的인 면에서 앞서
언급한 變身과 革新의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우리 기업경영은
結果를 강조하고 過程에 대해선 소홀히 취급한 점도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기업경영의 과정, 즉 變身과 革新을 수행하는 실체는 바로 기업 가치창출의 행동적 주체인

人的資源인「사람」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은 사람이다", "경영은 사람이다"라는 理念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기업을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집합체로, 社會的 生産시스템,
또는 生産的 社會시스템으로 보는 눈이 반드시 강조되어야 하겠고, 이에 따른 관리모형과 지표과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업을 오로지 결과적인 측면에서 生産시스템,
成果시스템으로만 규정하지 말고 과정적 측면에서 社會시스템, 人間시스템으로 보는 눈도
필요하고, 또한 기업의 성과를 단기적인 결과목표인 경제적 성과(Okonomie-Leistung)도
강조하면서 장기적인 과정목표인 社會的 成果(Sozial-Leistung)도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기업을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社會 시스템」으로 보는 눈이 확립되어야
하고, 또 이것이 강조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특히 현대산업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多樣社會, 民主社會, 急變社會下에서는 기업을 오로지 結果指向的(Result-Oriented)인 입장에서
재화 내지 서비스를 창출하는 合理的 生産시스템으로만 규정지워서는 안되고,
過程指向的(Process Oriented)인 입장에서 재화 내재 서비스를 창출하는 人間的 社會시스템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
우리는 기업을 하나의 생명을 지닌 시스템으로서, 그리고 인간적인 社會시스템으로 봄으로서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유지․발전하기 위해선 그의 內生的이고 自生的인 힘에 의한 끊임없는
환경 적응과 도전을 위한 變身的 努力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자생적인 환경적응과 도전은 기업의 부단한 學習的 努力의 뒷받침이 없으면 결코 이룩될 수 없는
바이다.
환언하면 오늘날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이 계속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기업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생존하고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습기업(Learning Firm :
2)
Lernendes Unternehmen)으로 되어야 한다.

(2) 學習企業과 敎育訓練시스템의 設計
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도전할 수 있는 학습(Learning)능력을 갖추어야 함은 기업을
움직이는 구성원이 기업을 움직이는 구성원이 학습능력을 갖추어야 한다함을 의미한다. 새로운
자질과 새로운 능력을 형성하지 않으면 구성원의 자기성장발전을 기할 수 없음은 물론 기업은
생존경쟁에서 살아날 수 없는 것이다.
기업이 학습능력을 갖추고 구성원의 능력개발지향적 교육훈련체계의확립을 위해서는 특히
무엇을, 누가,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초점을 두어 교육훈련의 구조적인 차원과 기능적인 차원을 잘
조화시켜야 한다.
무엇(What)을 가르치느냐는 교육훈련의 어떤 내용을 개발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대상에
따라 전문적 능력과 작업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내용을 가르칠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에서 수직적으로는 계층별 교육훈련을, 수평적으로는 직능별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전개시켜야 된다.
누가(Who) 가르치느냐는 라인 중심의 교육훈련이냐 혹은 스텝 중심의 교육훈련이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 따라 현장교육훈련(On, the Job Training)과 현장의 교육훈련(Off the Job Training)을 잘
조화시켜야 한다.
어떻게(How) 가르치느냐는 교육훈련의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토의식,
세미나식, 사례연구식, 강의식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대상과 내용에 따라 잘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무엇(What)은 교육훈련의 개발적 측면이며 구조적 측면이 된다. 무엇이 확립되면
이것을 누가(Who), 어떻게(How) 가르치느냐 하는 교육훈련의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는
교육훈련의 실시적 측면이고, 또 기능적 측면이 된다. 이들의 상호관계를 그리면 <도표 36>과
같다. 구조의 「무엇」은 교과과정(Curriculum)의 내용이 주가 되고, 기능의 「누가」는
교육훈련담당자의 선정이, 「어떻게」는 교육훈련의 매체(매개방법)가 주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무엇을, 누가, 어떻게 가르치느냐의 교육훈련은 계획적인 교육훈련의 개발부문과 실시적인
교육훈련의 실행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테면 우리는 능력개발적 교육훈련의 활동영역을
개발영역과 실시영역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고, 양자는 균형있게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되어야 한다.

<도표 36> 교육훈련의 구조와 기능

이상의 논리에 따라 교육․훈련관리의 3대 영역인 무엇(What), 어떻게(How)의 기본모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37> 능력개발적 교육훈련관리의 기본모형

오늘날 능력개발적 교육훈련에 있어서 무엇(What)을 가르킬 것인가에 대한 교과과목으로서는 각
직능별로 「전문적 능력-사회적 능력-방법적 능력」의 함양이 되겠고, 또 누가(Who),

어떻게(How) 가르치느냐에 대한 교육방법으로서는 OJT(On the Job Training)에 의한 현장실습과
토의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다.
주석 1)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헌의 참조를 바람.
① 崔鍾泰, 製造企業의 現場 技能․技術蓄積 戰略, 大韓商工會議所, 1993.
② 金煥錫․李榮熙, "技術革新과 勞使關係", 1993 韓國勞使關係學會 秋季政策討論會 發表論文.
주석 2)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헌을 참조 바람.
R. H. Hayes, S. C. Wheelwright, and K. B. Clark, Dynamic Manufactur-ing-Creating the Learning
Organization, The Free Press, New York, 1988.
J. Kienbaum, (Hrsg.) Visionares Personalmanagement, C. E. Poeschel Ver-lay, Stuttgrat, 1992.
P. Meyer-Dohm und P. Schneider, Berufliche Bildung im ternender Unt-ernehmen-Neue Wege zur
beruflichen Qualifizierung, Klett, Stuttgart, 1991.

Ⅴ. 企業 人的資源開發과 勞 使 政協力
오늘날 기업을 둘러싼 기술 및 경제적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企業經營管理의
核心領域인 人的資源管理도 환경에 맞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 및
정부도 이러한 대내외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체제를 마련하고 이에 대해 效率的으로 管理하지
않으면 勞使共存共榮과 企業의 成長․發展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의 인적자원관리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축적과 노동의 인간화를 위한 능력개발
지향적이고 숙련형성 지향적인 체제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은
學習企業(learning firm : lernendes unternehmen)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학습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을 움직이는 구성원이 학습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새로운 자질과 새로운 능력을
형성하지 않으면 구성원의 자기성장 발전은 물론 기업의 기술축적은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先進 産業國의 기업 인적자원관리 체제는 구성원의 성장발전과 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能力開發指向的, 즉 熟練形成的 體制로 옷을 갈아 입고 있는 바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 선진산업국들이 노무인사 체계의 변신을 가져오게 된 이유로서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기업환경변화, 특히 다음 3가지 경영여건의 변화를 들 수 있겠다.
첫째, 기술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 生産技術의 自動化 및 성력화(省力化)는 多元的이며 柔軟的인
技能․技術人力을 절대적으로 요청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공장자동화 및 정보기술의 급속한
변화는 현대기업에 있어서 새로운 자격의 기능․기술인력을 구조적으로 요청하게 되었고, 이는
앞으로 더욱 더 가속화되리라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금까지의 단기능
인력의 수요는 대폭 줄이고, 새로운 다기능 인력의 수요를 급격하게 요청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인적자원관리체계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무 또는 年功 中心에서 숙련 또는
능력 중심인 소위, 技術과 資格中心으로 적극 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경제적 환경 측면에서 볼 때, 국제경제의 가속화와 高賃金化에 대응한 原價節減과 生産性
增大를 기할 수 있는 정예인력의 확보가 절실히 요청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선진기업체들은
능력지향적이며, 기술지향적인 노무인사체계로의 전환을 서둘러 행하였던 것이다.
셋째, 사회적 환경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과 같은 급변하는 不確實性 時代에서는 勞使葛藤과
對立을 解消하는 經營共同體 形成의 필요成이 절대적으로 요청되었다는 점이다. 즉 기업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평생직장, 자기발전과 성장, 직장생활의 보람, 주인의식 등의 공동체 지향적
경영관리가 절실히 요청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종래 職務指向的 또는 年功指向的 賃金 및 昇進體系는 기업의 귀속감과
자기능력개발과 발전의 동기유발 계기를 적극적으롤 부여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能力開發과 資格을 기초로 한 소위 熟練資格을 중심으로 직급체계, 평가제도, 교육훈련시스템

등을 확립함으로써 자기성장발전을 기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 기능․기술축적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해당기업의 숙련자격지향적, 기술기능지향적 인적자원개발체계로
변신함으로써 구성원과 기업이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선진산업국의 기업들은 서둘러서
熟練資格 내지 技術技能資格指向的 人事勞務管理體系로 변신을 행하였던 것이다.
오늘날 이상과 같은 급속한 기술․사회변화에 따른 기업조직, 특히 생산기능직 근로자의
작업조직이 새롭게 형성되지 않으면 안되겠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使用者는 종래 전통적인 資本指向的 經營의 사고에서 지나치게 단기 안목적인 이익목표를
위한 인건비절감의 노무인사제도 운영의 태도에서 벗어나서, 長期眼目的인 雇傭目標와
技術蓄積目標에 의한 기업성장 발전과 연계된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사고와 행동을 자본지향적 경영에서 인간지향적 경영 또는 노동지향적
경영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여기에 종업원에게 좌절과 실망 대신에 희망과 기대,
성취동기를 일으킬 수 있는 노무인사제도의 확립을 위한 노력이 항상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기업의 人的資源開發制度를 勞動을 搾取하고 오로지
사용자들의 支配手段의 道具로 생각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企業의 生存과 技術革新 및
雇傭機會의 擴大를 통한 勞使共存共榮의 기틀로서 보도록 하는 노력이 항상 필요하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이러한 숙련형성적 노무인사관리를 勞動强化, 혹은 勞動搾取로 오해하고 있는
자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강화와 勞動開發을 혼동해서는 결코 안된다.
이를테면 다음<도표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능력은 개발시켜 주지 않고, 업무만 과다하게
부과할 때는 노동강화가 야기된다. 이는 결코 기업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문제는
노동능력 개발을 사용자의 노동통제 내지 노동강화의 수단으로 몰아서 근로자로 하여금
능력개발의 욕구를 개발시키지 않고, 단순근로자 내지 단기능자로 머물도록 한다면 이는 勞動의
退化요, 勞動의 非人間化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케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 생산성이
저하되어 경쟁에서 탈락하게 되고, 이는 곧 근로자의 생활터전인 일자리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케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 <도표 3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勞動退化, 勞動强化 및 勞動開發의 개념을
냉철하게,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일반적으로 노동강화는 (2)번 등식과 같이 현 노동수행 능력수준이 10인데 비하여, 담당업무
수준을 15로 부과했을 때 발생한다. 즉, 현 노동수행능력보다 담당업무수준을 과하다하게
부과했을 때 일어난다. 그러나, (3)번 등식과 같이 노동의 능력수준을 개발시켜, 예컨대 50
수준으로 하고, 거기에 맞추어 높은수준의 담당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노력은 노동개발이지
노동강화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1)번 등식과 같이 낮은 능력수준인, 예컨대 1을 그대로 유지토록
하여 노동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반대하고, 여기에 맞추어 계속 담당업무수준도 낮은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결국 노동퇴화를 초래케 하여 노사 공멸의 길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제시한 人的資源管理, 즉 技術蓄積을 위한 숙련형성적 노무인사관리는 勞動의
人間化를 위한 勞動開發의 方向이지, 결코 노동의 비인간화로 연결지어지는 노동강화나
노동퇴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도표 38> 숙련형성적 인적자원관리의 방향

생각건대 能力開發的 熟練形成과 技術蓄積 指向의 人的資源管理는 노사이해 대립사항보다
勞使利害 共通事項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현시점에 있어서, 노동조합은 이를 노사의 대립적인
입장보다는 協力的인 入場에서 經營共同體 確立이 적극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조합원 지위향상과
조합성장발전에 노력하는 전략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도 노사 쌍방이 모두 단기적 안목인 파이(Pie) 배분적 입장에서 탈피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다. 만일 노조가 구성원 만족성에만 입각한 임금인상만을, 사용자는 기업의 효율성에만 입각한
당기이익 도출만을 추구하게 되면 기업의 노사는 이해대립관계로만 이어지고 만다.
이제 長期的 眼目인 파이(Pie) 生成的 眼目에서 노조는 고용개발과 노동의 인간화의 입장에서,
사용자는 기능기술개발과 경쟁력강화의 입장에서 인력개발․인간성 회복 등 인적자원의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함으로써 노사는 이해대립 관계보다는 이해공통관계로 이어지도록 하는
노사협력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 오늘날 내부노동시장개발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에 政府의 적극적인 支援과 投資의 노력이
필요하다. 간혹 내부노동시장개발을 기업만의 책무로 규정지워 정부는 기업자율이라는 미명하에
방치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기업의 내부노동시장개발이라 할지라도 정부가 이를
적극추진시키는 稅制․金融 등의 지원과 더불어 情報․技術의 제공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선진
산업국의 추세라 할 수 있는 바이다.
따라서 내부노동시장개발을 통한 기업인적자원개발에는 노사 양당사자 이외에 勞․使․政의 3
當事者(Tripartite) 協力에 의하여 적극 추진되어야 하는 바이다.

3> 熟練人力의 形成과 活用 - 朴 基 性(韓國勞動硏究院 硏究委員)

Ⅰ. 經濟成長과 熟練의 必要性
1. 經濟成長과 人的資本
한 나라의 경제는 생산요소인 資本과 勞動의 量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경제성장이란 자본이
축적되고 노동량이 증가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노동량은 단순한 人時間數(man hours)가
아니라 有效勞動量(effective labor units)을 말한다. 즉, 동일한 人時間數라도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生産能力이 높으면 유효노동량이 높게 된다. 이 생산능력을 경제학에서는 Becker(1962)와
Schultz(1961) 이래로 人的資本(human capital)이라고 부른다. 人的資本도 實物資本과 마찬가지로
資本이기 때문에 投資에 의해서 축적이 가능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敎育과 訓練이다. 교육과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생산성이 높아 같은 시간을 일하고서도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국민일반의 교육 및 훈련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1인당 GNP가 높게 된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까지 경제성장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實物資本(physical capital)에 대한
投資와 그 효과에 집중되어 있었다. 후진국의 경우 인구는 상대적으로 많으나 기계 설비,
사회간접자본 등 實物資本이 부족하여 성장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생각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 바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신흥공업국의 경제성장이었다. 빈약한
부족자원과 實物資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생산성향상 즉 人的資本蓄積을 통해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 주었다. 기계 설비 등의 實物資本은 外債로 조달할 수 있으나
그 實物資本을 조작하고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은 體化(embodied)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기술자를
이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자국근로자의 기술 기능향상을 통해서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즉, 경제성장은 人的資本의 蓄積없이는 불가능하다.
경제성장에 대한 人的資本의 이러한 의미를 새롭게 부각시킨 학설이 1980년대 중반이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自生的 經濟成長理論(endogenous growth theories)이다. 이 이론은 기술진보와 같은
외부적인 성장요인이 없다하더라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Lucas(1988과 1993)는 Becker와 Schultz의 人的資本 논의를 한 걸음 더
진전시키고 있다. Becker와 Schultz가 人的資本도 實物資本과 같은 특성을 가지는 資本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면, Lucas는 人的資本蓄積이 인간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활동(a social
activity, involving groups of people)이며, 이 점이 人的資本蓄積과 實物資本蓄積을 구별짓는
1)
차이점을 강조한다. 그는 그 한 예를 도시의 형성과 발전에서 찾고 있다. Jacobs(1984)를
인용하면서 도시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와 같은 인간집단 사이에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사회적 활동임을 지적한다. 직장에서도 人的資本蓄積에 가장 중요한 것은
2)
고참사원이 신참사원에게 가르쳐 주고 동료사원간에 서로 가르쳐 주고 배우는 상호작용이다.
이러한 논의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경제여건에 비추어 人的資本蓄積 또는 學習(learning)을
극대화하는 기업조직 및 관행(corporate governance and practices) 그리고 사회제도 및 관행(social
institutions and practices) 등을 얼마만큼 갖추고 있느냐가 경제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人的資本蓄積 또는 現場學習(on-the-job learning)의 실태와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본 후 직업훈련의 발전방향과 熟練形成을 촉진하기 위한 勞使關係의
발전방향을 찾아본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Ⅰ장에서는 學校敎育과 現場學習을 대비하고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熟練人力의 필요성을 논한다. Ⅱ장에서는 우리나라 熟練形成의 현황을 그
특징과 多能工의 역할 그리고 熟練形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직업훈련 미활성화의 원인과 경기변동에 따른 기능사배출실적을 살펴본 후 직업훈련의
발전방향을 찾아본다. Ⅳ장에서는 熟練形成을 촉진하기 위해 勞動組合 또는 勞使關係가 어떻게
자리매김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본다.

2. 學校敎育과 現場學習

人的資本蓄積은 學校敎育과 학교이외에서 이루어지는 現場學習(on-the-job learning)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Lucas(1988)는 1909∼57년 동안 미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學校敎育(schooling)과
現場學習(on-the-job learning)의 기여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고 있다. 人的資本蓄積의
3)
外部效果(external effect) 가 없는 그의 모형에 의하면 1인당 GNP, 實物資本 그리고 人的資本의
증가율이 모두 같아야 한다. Denison(1961)에 의하면 이 기간동안 1인당 GNP와 실물자본의
연증가율은 각각 1.6%와 1.1%이었다.4) 이 둘의 평균인 1.4%를 공통된 연증가율이라고 하면 1인당
인적자본은 연 1.4%씩 증가했어야 한다. Denison은 學校敎育에 의한 인적자본 증가율이 연
0.9%라고 추정했다. 따라서 이 둘의 차이인 연 0.5%가 학교교육 이외 즉 現場學習에 의한
인적자본증가율이었다.
동일한 방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자. Kin and Park(1985)에 의하면 1963∼1982년 동안
우리나라의 1인당 GNP와 실물자본이 각각 연 4.59%와 4.46%씩 증가했다.5) 이 둘의 평균인
4.53%를 공통된 연증가율이라고 하면 1인당 人的資本도 연 4.53%씩 증가했어야 한다. Kim and
Park은 學校敎育에 의한 인적자본증가율이 연 0.72%라고 추정했다. 따라서 이 둘의 차이인 연
3.81%가 학교교육이외의 인적자본 즉 現場學習에 의한 인적자본증가율이었다(<표 Ⅰ-1> 참조).

<표 Ⅰ-1> 학교교육과 현장학습에 의한 인적자본증가율

미국의 경우 인적자본증가의 64%가 學校敎育에 의한 것이었고 나머지 36%가 現場學習에 의한
것이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學校敎育에 의한 것은 16%에 지나지 않았고 84%가
現場學習에 의한 것이었다.
실물자본에 대한 투자(gross investment)와 교육에 대한 투자를 비교해 보자. 교육에 대한 투자에는
가계의 교육지출과 정부의 교육지출 등의6) 교육실물투자 이외에 학생이 생산활동 대신에 공부를
함으로써 야기되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 있다. 이 기회비용은 취업자 1인당
근로소득×(학생평균연령/취업자평균연령)×학생수로 추정할 수 있다.
(학생평균연령/취업자평균연령)은 평균적인 학생이 생산활동을 할 경우 평균적인 취업자에 대한
생산성 수준을 나타낸다. 1988년의 경우 이 기회비용과 GDP를 더한 값에서 실물자본에 대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6.7%이었고 학교교육에 대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4.1%이었다(<표
Ⅰ-2> 참조). 학교교육투자비율이 실물자본투자비율의 53%이었는데 비해 학교교육에 의한
인적자본증가율은 실물자본증가율의 16%에 지나지 않았던 것은 학교교육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이 1992년에 실시한 「숙련형성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사업체의
79.8%가 여러 교육훈련중 사내에서의 교육훈련 및 경험축적이 생산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11.8%가 실업계교육 대학까지의 정규교육, 8.4%가 공공 및 민간직업훈련기관의
훈련이라고 응답했다.

<표 Ⅰ-2> 교육투자와 실물자본투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學校敎育에 의한 인적자본축적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의 산업은 엄청난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대학교육만큼은 수출이
수입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留學生 2만7천명을 포함하여 사십만명의 留學生이 미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 대학의 우수성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학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대학구성원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수간의 학문적 경쟁과 그 결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우수한
연구업적을 많이 내고 있으며 학계가 사회전반을 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교수간의 학문적 경쟁이 제한되는 근본적 원인은 대학설립 및 운영에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매우 심하다는 것이다. 고등교육시장에 서어비스 생산자로서 진입하는데 큰
장벽이 있음으로 인해 기존대학들은 독점적 지대(monoploy rent)를 누리게 되며 학문적 경쟁이
제한된다. 정부는 규제와 간섭으로 대학교육의 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의 결과는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와 간섭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논의는 여러 사항들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물자본이 경쟁시장원리(competitive market
mechanism)에 따라 배분(allocation)되는데 비해 미래의 생산능력의 향상을 위한 투자인
교육부문에는 경쟁시장원리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학교교육보다 현장학습이 인적자본축적에 더 많이 기여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이 실물자본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인적자본의 축적을 위해 현장학습에 지금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면 현장학습을 통해 어떠한 인적자본을 형성 축적해야 하는가? 다음 절에서는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숙련의 필요성을 논한다.

3. 經濟環境變化와 熟練의 필요성
미국의 기업은 專門化 또는 特化(specialization)에 입각해서 운영되어 왔다. 직무를 세분할 수 있는
대로 세분해서 명확하게 구분한 후 필요한 사람을 부속품을 구하듯이 노동시장에서 구하여 끼워
넣는다. 미국 신문의 구인광고를 보면 근로자가 해야 될 구체적인 직무와 필요한 지식과 기능이
자세하게 열거되어 있다. 반면에 우리 나라 신문의 대부분의 구인광고는 필요한 학력과 성별
이외에 미사여구로 수식된 참신한 일꾼을 찾는다는 정도로, 구체적인 직무도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도 제시하지 않는다.
한 연구7)에 의하면 1907∼8년 미국 자동차제조 및 수리산업 남자근로자의 71%가 이민 1세이거나

이민 2세이었다고 한다. 이민해 온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따라서 천차만별의 사람들로 구성된
미국에서는 학력이나 경력과 같은 근로자의 주변적인 정보보다는 근로자가 당장 무엇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가 중요했다. 지금 필요해서 고용한 사람도 필요가 없어지면 해고하고 다른 필요한
사람을 구한다.
세분된 직무 중에는 고도의 지식과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직무도 있지만 이렇다할 지식과 기능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단순반복적인 작업도 많다. 특히 생산근로자 중에는 영화 「모던타임즈」의
찰리 채프린이 하는 작업으로 대표되는 작업 즉 머리를 쓸 필요가 별로 없이 콘베이어의 흐름에
따라 손과 몸을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작업이 매우 많다.
이와 같은 직무이든 고도의 지식과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직무이든 한 가지 일을 계속함에 따라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이것이 專門化 또는 特化의 장점이며, 20세기 이후 1960년대까지
미국의 경제적 발전은 이러한 직무의 세분화 및 전문화에 힘입은 바 크다.
이 시대는 대량생산의 시대였다. 미국은 거대한 국내시장과 군수시장을 규격화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충족시켰다. 규격화된 제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생산하기 위해 직무를
세분해서 특화시킴으로써 分業의 效果를 극대화했다. 과학적 경영기법인 Talyorism과 이것의
구체적 실현인 Fordism이 각광을 받았던 것은 이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잘 해 오던 미국 기업이 일본 기업의 도전 앞에 하나 둘 시장을 잃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먼저 수요의 성격이 변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현대인은 일률적인 제품보다 소비자의
개성을 반영한 다양한(diverse) 제품을 원할 뿐만 아니라 그 수요가 급변한다(volatile).
시시각각으로 새로운 제품이 도입되고 있으며 새로운 제품은 기존 제품을 대체하여 기존 제품의
수요를 격감시킨다. 엄격한 직무구분을 기초로 하는 특화된 조직으로는 다양하고 급변하는
시장수요에 즉각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급변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이 한 두 가지 업무에 특화되는 것보다 상황변화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多能化되는 것이 요구된다.
새로운 제품의 연속적인 도입으로 대표되는 시장수요의 급변은 생산공정의 변경, 생산라인의
조정, 새로운 기계 설비의 도입, 새로운 업무의 창출 등을 야기하며, 기계 설비의 작동이상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발생의 빈도를 높힌다.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생산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비정상적인 상황발생시에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상황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아가는 知的能力을 의미하며 이런 의미에서 知的熟練(intellectual
skills)8)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근로자에 비해 일본 근로자는 직무구분이 엄격하지 않으며 다양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多能化되어 있다. 또한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웬만한 異常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知的熟練을
갖추고 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의 도움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유연한 생산이 가능하다. 예을 들어 자기가 다루고 있는 기계 설비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모델변경으로 기계 설비의 조정(adjustment)이 필요할 때 작업자가 다른 기술자(technician)의
도움없이 스스로 이상을 발견하며 수리하거나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Koike(1988, p. 160)는 일본
근로자의 특성중의 하나로 근로자가 정상적인 작업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작업(unusual
operations)도 맡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기계 설비의 고장과 같은 문제가
9)
발생하면 그것을 다루는 근로자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기술자가 와서 처리한다.
Koike는 일본의 체제를 통합체제(integrated system)로 미국의 체제를 분리체제(separated
system)라고 부른다. 물론 이 개념들은 상대적인 것으로 일본근로자가 비정상적인 상황발생시에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고 미국근로자에 비해서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이다. 통합체제가 높은 숙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자명하다.
전문화된 인력으로 운영되는 미국의 기업은 필연적으로 직무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가진다. 이 임금체계는 개인주의에 입각한 임금체계로 근로자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10)에 의한 생산성향상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등 사람이 모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너지(synergy)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
11)
미국 기업들도 柔軟生産體制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JIT(just in time) 生産方式 또는 Lean
12)
生産方式 이라고도 불리는 소위 일본적 생산방식을 시도하고 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柔軟한 生産方式을 담당할 柔軟한 熟練을 가진
근로자의 부족과 이러한 근로자를 형성시키는 熟練形成制度 및 慣行의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 곳곳에 수출을 해야 하는 우리 나라로서는 수요의 多樣性과 急變性을 충족하기 위해 柔軟한
生産方式을 채택해야 하며 이를 담당할 柔軟한 熟練을 가진 人力을 형성해야 한다.
한편, 국제경쟁력을 가격우위, 품질우위, 기술우위로 나누어 파악할 때 우리나라 기업의 지금까지
전략은 중저가품 위주의 가격우위에 의한 국제경쟁력 확보이었으나 중국, 동남아제국 등의
추격을 받아 한계에 와 있다. 기술우위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의 현격한 기술격차로 인해
엄청난 투자가 있어야 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품질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에 상대적으로 큰
13)
비중이 두어져야 하며 이것은 고도의 숙련된 근로자를 필요로 한다.
주석 1) 기계․설비와 기계․설비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을 수는 없다. Marsick and
Watkins(1990)도 이 점을 강조한다.
주석 2) 이에 대해서 Ⅱ장에서 상술한다.
주석 3) 이에 대해 Ⅲ장에서 상술한다.
주석 4) GNP와 자본의 연증가율에서 人時間數 연증가율(1.3%)를 뺀 것이다.
주석 5) GNP와 자본의 연증가율에서 人時間數 연증가율(3.99%)를 뺀 것이다.
주석 6) 민간부문의 학교에 대한 기부금 및 사립학교에 대한 재단전입금 등이 추가될 수 있으나
자료제약상 배제되어 그만큼 과소추정되었다.
주석 7) Aoki(1988).
주석 8) Koike(1988).
주석 9) 1992년 방문했던 미국의 한 자동차부품회사에서는 기계를 세트해 주는 setup man, 기계를
작동하는 operator, 기계를 정비 보전해 주는 maintenance man으로 직무가 세분화되어 있다. setup
man과 maintenance man은 남자근로자이고 operator는 여자근로자가 많으며 매우 단순한 작업을
반복한다. 이 회사는 이렇게 직무가 세분되어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유연한 생산을
위해서 직무를 통합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주석 10) Lucas(1988).
주석 11) Abegglen and Stalk(1985), p. 92.
주석 12) Womack, Jones and Roos(1990).
주석 13) 金兌基(1992).

Ⅱ. 우리나라 熟練形成의 現況
1. 우리나라 熟練形成의 특징
가. 人的資本의 性格
근로자의 인적자본은 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업에만 소용이 되고 그 기업을 떠나면 쓸모가
없는 기업특수적 인적자본(firm-specific human capital)과 다른 기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
인적자본(general human capital)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적자본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가를 <표 Ⅱ-1>을 통해 알아 보자.
이 표는 근로자의 경력(experience)과 기업근속(firm tenure)이 1년씩 증가됨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각각 몇 퍼센트씩 상승하는가를 보여준다. 일본, 대만, 미국 근로자는 경력이 1년 증가됨에
따라 임금이 각각 0.65%, 0.87%, 0.63%씩 상승하는데 비해 우리나라 근로자는 1.39%씩 상승한다.
네 나라 중에 우리나라 근로자의 경력-임금단면(experience-wage profile)이 가장 가파르다.
한편, 기업근속이 1년 증가됨에 따라 일본과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은 각각 4.19%와 3.15%씩
상승하는데 비해 대만과 미국 근로자의 임금은 각각 1.20%와 1.01%씩 상승한다. 네 나라 중에
일본 근로자가 가장 가파른 근속-임금단면(tenure-wage profile)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근로자가 대만과 미국근로자에 비해 훨씬 가파른 근속-임금단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관행과 일치한다. 우리나라 기업은 새로 입사한 근로자의 이전 경력을
대부분 인정해 주는데 비해 일본기업은 거의 인정해 주지 않는다. 반면에 일본기업은 근속증가에
따른 임금상승이 우리나라 기업보다 빠르다.
경력 또는 근속의 증가에 따른 임금상승의 국가간 차이는 경력 또는 근속의 증가에 따라서
축적되는 인적자본 성격의 국가간 차이와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적
인적자본이 축적되며 기업근속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특수적 인적자본이 축적되기 때문이다.1)
<표 Ⅱ-1>에 의하면 경력증가에 따른 일반적 인적자본 축적은 네 나라 중 우리나라 근로자가 가장
활발하며, 근속증가에 따른 기업특수적 인적자본축적은 우리나라 근로자가 일본근로자에 비해서
덜 활발하나 대만 및 미국근로자들보다는 더 활발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이 1992년 실시한 「숙련형성조사」에 의하면, 3,008명의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중 54%가 현직장에서 습득한 기능 기술이 동종 타기업에 들어가더라도 거의 똑같이 유용하다고
응답했으며 31%가 일부만 유용하다. 8%가 거의 쓸모없다. 그리고 7%가 특별한 기능 기술이
없다고 응답했다. 한편, 다른 사업체에 3년 이상 근무했던 근로자와 당사업체에서만 근무한 같은
경력수준의 근로자의 숙련 또는 기술수준을 비교하는 질문에 조사대상사업체의 54%가 차이가
거의 없다, 30%가 타사업체 경력 근로자가 당사업체 근로자보다 약간 더 낮다, 7%가 훨씬 더 낮다,
6%가 약간 더 높다, 3%가 훨씬 더 높다라고 응답했다. 이 조사 또한 우리나라 근로자의
인적자본이 일반적이라는 특징을 보여준다.

<표 Ⅱ-1> 경력 및 근속증가에 다른 임금상승률(남자)

나. 年功賃金體系
기업근속이 1년 증가하면 경력도 1년 증가하기 때문에 이 둘의 효과를 합하여 年功效果라고 하자.
즉, 경력과 더불어 기업근속이 1년 증가함에 따른 임금상승률을 年功效果라고 하자. <표
Ⅱ-1>로부터 연공효과를 구하면 우리나라는 4.54%, 일본은 4.84%, 대만은 2.07% 그리고 미국은
1.64%이다. 우리나라의 연공효과는 일본과 거의 같고 대만과 미국보다는 훨씬 높다.
2)
서구제국에 비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임금체계는 年功賃金體系라고 할 수 있다. 이
임금체계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이 그의 한계생산성과 다를 수 있다. 고참근로자는 그의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음으로써 신참근로자를 가르친 보상(teching reward)을 받을 수 있고,
신참근로자는 그의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음으로써 고참근로자로부터 배운 것에 대한
수업료(tuition)를 지불할 수 있다.3) 반면에 직무급체계에서는 연공임금체계에서보다 근로자의
임금이 그의 한계생산성과 일치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따라서 연공임금체계에서가
직무급체계에서보다 경력임금 또는 근속-임금단면이 더 가파를 수 있다. 이것이 한국의 경력 및
근속-임금단면과 일본의 근속-임금단면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가파른 한 이유일 수 있다.4)
年功賃金體系가 우리나라와 일본에 통용되고 있지만, 年功의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경력이,
일본은 기업근속이 각각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
「숙련형성조사」에 의하면 298개의 제조업 공장 중에서 69%가 생산직근로자의 임금을
기업근속에 따라 결정하고 33%만이 직무 또는 직종에 따라 결정한다(<표 Ⅱ-2> 참조). 그리고
52%는 직무 또는 직종과 무관하게 기업근속에 따라 결정한다.

<표 Ⅱ-2>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결정방식

다. 빈번한 班內 및 班間移動

Koike(1988)에 의하면, 미국 대기업의 근로자는 유사한 반간에도 거의 이동하지 않으나 일본
대기업의 근로자는 근무하는 반의 주요 업무를 다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한 반의 업무도
경험한다. 근로자는 전환배치(job rotation)를 통해 선배근로자들부터 기능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전환배치는 현장학습의 한 형태일 수 있다. 年功賃金體系가 아니면 근로자의
임금이 전환배치할 때마다 변할 수 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이러한 임금변화를 싫어하기
5)
때문에 연공임금체계가 전환배치에 의한 現場學習을 가능하게 하는 면이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업체의 반내이동(intraworkshop mobility)을 <표 Ⅱ-3>과 <표 Ⅱ-4>을 통해
비교해 보자. 우리나라 제조업 사업체의 65%와 일본 제조업 사업체의 64%가 반내이동을 때때로
또는 정기적으로 하나, 정기적인 반내이동을 하는 사업체의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높다.
양국의 반간이동(interworkshop mobility)을 <표 Ⅱ-5>와 <표 Ⅱ-6>을 통해 비교해 보자. 우리나라
제조업사업체의 60%와 일본 제조업 사업체의 61%가 반간이동을 때때로 또는 정기적으로 하나,
6)
정기적인 반간이동을 하는 사업체의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높다.

<표 Ⅱ-3> 班內移動(韓國)

<표 Ⅱ-4> 班內移動(日本)

<표 Ⅱ-5> 班間移動(韓國)

<표 Ⅱ-6> 班間移動(日本)

라. 企業勤續과 離職率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기업근속연수는 1989년 4.0년으로 선진제국에 비해 짧다. 남자근로자의
평균기업근속연수는 4.7년이고 일본의 경우는 12.4년이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짧은
것은 부분적으로 낮은 평균연령에 기인한다. 우리나라 남자근로자의 평균연령은 1989년 34.4세로
일본의 39.3세보다 4.9세 낮다. 이 연령효과를 통제하더라도 한일간의 평균근속연수 차이가
메꾸어지지 않는다. 일본 남자근로자의 평균연령이 1989년 우리나라 남자근로자의 평균연령과
비슷했던 연도는 1970년으로 34.5세이었고 이 때 평균근속연수는 8.8년이었다. 우리나라
남자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보다 4.1년 더 길었다.
우리나라 남자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를 낮추는 또 하나의 요인은 2∼3년간의 병역의무이다.
7)
이것은 그만큼 근속연수를 단축시킬 뿐만아니라 이를 전후하여 직장을 바꾸는 경우가 많기
8)
때문에 근속연수를 더욱 단축시킨다.
그리고 지난 30여년간의 경제성장동안 매년 3.3%씩의 고용증가가 있었고 수많은 기업들이
설립되었다가 산업구조변화와 더불어 사라져 갔다. 이러한 요인들이 근로자의 경력연수를 짧게
했고 따라서 근속연수도 짧게 했기 때문에 평균근속연수 그 자체보다도 경력연수와 근속연수가
거의 같은 근로자가 전체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절한 지표일 수 있다. <표 Ⅱ-7>에
의하면, 남자근로자 중에서 이 비율은 63.9%이며 특히 종업원 1,000인 이상 기업체의 경우는
79.6%로 높다.
근로자들의 짧은 근속연수는 빈번한 직장이동을 반영한다. 1990년 종업원 30인이상 사업체의
평균월이직률은 우리나라가 3.06%이고 일본이 1.68%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속연수가 짧고
빈번하게 직장을 이동하는 것은 그들의 인적자본이 기업특수적이라기보다 일반적이기 때문이나,
반대로 생각하면 짧은 근속연수와 빈번한 직장이동이 우리나라 근로자의 기업특수적
인적자본형성을 방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근로자가 일본 근로자에 비해
경력연수 증가에 따른 일반적 인적자본형성은 더 활발하나, 근속연수 증가에 따른 기업특수적
인적자본 형성은 덜 활발한 이유일 수 있다.

<표 Ⅱ-7> 경력과 근속이 거의 같은 근로자의 비율(남자)

일본의 이직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해 왔다. 1964년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체의 이직률은 2.9%로
상당히 높았고 제1차 석유위기 이전까지 2%를 넘었으나 그 후 2% 이하로 떨어졌다. 이직률의

9)

하락과 더불어 평균근속연수가 연장되었다. 1961년 남자근로자 6.2년, 여자근로자 3.6년이었던
평균근속연수는 1989년 각각 12.4년, 7.2년으로 연장되었다.
<표 Ⅱ-8>은 일본 이직률의 하락과 더불어 근로시간이 주35시간미만인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해왔음을 보여 준다. 이 비율은 1964년 5.9%에서 1988년 12.0%로 상승했다. 그런데 <표
Ⅱ-8>의 이직률은 정규근로자에 대한 것이다. 파트타임근로자의 이직률은 1970년대 중반 3%
전후로 상당히 높았고 항상 2%를 넘는 수준을 유지했다.10) 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의
11)
비정규근로자가 전체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1987년)로 매우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 35시간이하 근로자는 전체근로자의 4.8%(1991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정규근로자와 비정규근로자의 구별이 심화되어 정규근로자는 장기고용하면서 숙련형성이
촉진될 것이고, 경기변동에 따른 충격흡수(shock absorber)역할을 하는 비정규근로자의 비중이
커질 것이다.

<표 Ⅱ-8> 이직률과 주35시간 미만 근로자의 비율(일본)

2. 多能工의 役割
「숙련형성조사」에 의하면 생산직 근로자는 기업근속이 증가함에 따라 多能工化되고
있으며(평균근속연수 단능공: 4.3년, 다능공: 6.9년), 班間移動이 있는 사업체의 근로자가
班間移動이 없는 사업체의 근로자보다 多能工化될 가능성이 높다.(<표 Ⅱ-9>참조). 장기근속과
班間移動이 多能工化를 촉진한다는 것은 Koike도 일본의 숙련형성의 한 특징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표 Ⅱ-9> 班間移動과 단 다능공

그러나 성, 학력, 경력, 근속 등의 인적속성을 통제하면 多能工의 임금이 單能工의 임금보다

12)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지는 않다. 또한 작동하는 기계 설비에 따른 임금차이도 유의하지 않다.
이것은 근로자의 인적속성을 통제하면 근로자의 임금이 근로자의 개별적인 업무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며, 앞 절에서 우리나라 숙련형성의 한 특징으로 지적한 연공임금체계의 한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Park(1993 a)은 「숙련형성조사」를 이용해서 多能工과 單能工 사이에 다음과 같은 역할상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능공은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생산공정을 이해하고 있으며, 맡고
있는 일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다. 또한 작업중에 기계 설비가 고장이
나거나 작동에 이상이 생기면 본인이 직접 고칠 가능성이 높고, 다루고 있는 기계 설비를 분해
조립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전반적인 생산공정에 대한 이해를 제외하고 이러한
역할들을 고임금근로자가 저임금근로자에 비해서 반드시 더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 발견도 연공임금체계의 한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새로운 제품생산 또는 모델향상은 생산공정의 변화, 라인의 재배치, 새로운 업무의 도입 등의
충격(shocks)을 생산현장에 주게 된다. 이에 따라 많은 문제, 작동이상, 불량품 등이 발생하게 된다.
전반적인 생산공정을 이해하고 작동이상시 문제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스스로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다능공은 새로운 제품생산 또는 모델향상이 야기하는 이와 같은 상황을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능공의 양성에는 비용이 수반된다. 한 가지 업무를 계속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아담 스미스가 지적한 特化(specialization)에 의한 생산성향상으로
다능공 양성에 수반되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회비용을 감수하면서
다능공을 일정비율을 유지하는 것은 위에서 지적한 대로 다능공이 상대적으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제품생산 또는 모델향상이 빈번할수록 다능공의 특별한 역할이 더욱
더 요구된다.
한편, 새로운 제품생산 또는 모델향상은 새로운 學習기회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인적자본축적을
촉진한다.13) 그러므로 새로운 제품생산 또는 모델향상이 빈번할수록 노동생산성증가율이 높고
전체근로자 중에서 다능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그림 Ⅱ-1]은 22개 제조업 소분류산업의 과거
20년간 노동생산성증가율과 다능공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노동생산성증가율이 높은 산업일수록
다능공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14)

[그림 Ⅱ-1] 노동생산성증가율과 다능공비율
다능공 비율

이 그림에서 돌출점(outlier)은 우하측에 있는 철강산업(표준산업분류번호 371)이다.15) 철강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이며 생산의 전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속생산(process
production)산업이기 때문에 각 작업이 깊은 숙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철강산업의 근로자는
다른 산업의 근로자들보다 다능공이 되기가 어렵다. 즉, 철강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다능공양성의 기회비용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자본장비율이 높을수록 다능공의 기회비용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다능공양성의 기회비용의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각 산업의 자본장비율을 사용할 수 있다. 자본장비율을 통제한 후
연평균 노동생산성증가율과 다능공비율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며, 16)
연평균노동생산성증가율이 1%포인트 높은 산업의 다능공 비율은 5.2% 포인트 높다.

3. 熟練形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가. 序
근로자가 숙련을 형성해 가는데는 여러 요소들이 영향을 준다. 이 요소들은 근로자 개인의 속성,
사업체의 특성, 그리고 사업체의 관행 및 제도 등 세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본절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숙련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朴基性(1992)의 연구를 토대로 살펴본다.
숙련에는 숙련의 깊이와 폭이라는 두 측면이 있다. 숙련의 깊이는 단순히 어느한 기능이 얼마나
뛰어난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루고 있는 기계 설비의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가도 포함된다. 숙련의 폭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구조와
생산과정 전반을 이해한다는 것도 의미한다. 기계 설비의 작동원리와 특성을 파악하고
제품구조와 생산과정 전반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한 기능의 영역을 벗어난 기술의 영역까지도
포함한다.17)
나. 근로자 속성

근로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숙련의 수준이 높으며, 받은 교육의 종류에 따라 숙련의 폭과 깊이가
다르다.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이 높고 숙련이 일반적이며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뛰어나다. 공고교육은 단순한 기능만을 익히는 것이 아니고 기계의 원리에 대한 이해도 병행되기
때문에 공고졸업자로 현장경험을 가진자가 인문고 또는 상고 졸업자로 현장에서 기능 기술을
습득한 자보다 숙련이 더 일반적이다.
근로자는 경력과 근속이 증가함에 따라 현장경험이 축적되며 숙련도가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18)
경력증가에 따라 一般的 인적자본이, 근속증가에 따라 企業特殊的 인적자본이 형성된다.
경력과 근속이 높을수록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도 향상된다.
성별로는 남자근로자가 여자근로자에 비해서 높은 숙련의 작업을 담당한다. 남자근로자가
여자근로자에 비해서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뛰어나며 숙력이 더 一般的이고 임금도
높다.
다. 生産方式
朴基性(1992)의 사례연구와 조사연구에 의하면, 사업체의 생산방식이 근로자의 숙련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熟練形成에 관한 課題를 알기
위해서는 生産方式變化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生産方式은 표준화(standardized)된 제품을 라인체계(line system)의 근로자들이
단순반복작업을 함으로써 大量 計劃生産하는 것이다. 分業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全工程을
단순작업으로 세분화하여 각 근로자들에게 맡긴다. 한 두 작업을 반복하는 근로자가 모여 하나의
라인을 형성하고 라인을 타고 자재가 흐르면서 근로자들의 작업을 통해 완제품으로 변화된다.
이러한 生産方式은 수요가 급변하지 않는 큰 시장을 상대로 할 때는 적합한 것이다.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제품을 값싼 노동력에 의존해서 대량으로 생산해왔던 우리나라에서는 이
生産方式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현대의 수요는 매우 다양하며 급변하고 있다. 제품에 소비자의 개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새로운 수요가 계속 창출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직된
生産方式으로는 한계가 있다. 多品種少量生産으로 다양한 수요 변화에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柔軟한 生産方式이 요구된다.
앞으로 주문을 받거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한 두 사람이 상당 부분의 工程을 맡아서
작업하거나 몇몇 근로자가 팀을 이루어 작업하는 一品生産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표준화되지
않은 제품의 비중이 높아지고 大量生産의 비중이 낮아질 것이다. 分業의 효과뿐만 아니라
근로자집단내의 協業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生産方式이 채택될 것이다.
유연한 생산을 위해서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에 대응한 탄력적인 인력활용과 업무부여,
작업현장의 다양한 정보의 집약과 공유, 비정상적인 상황발생시의 즉각적인 대처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깊고 폭이 넓은 熟練을 근로자들이 갖추고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즉, 柔軟한 生産을 위해서는 柔軟한 熟練을 가진 근로자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고 근로자가 正規熟練人力과 非正規單純人力으로 양분될 것이다. 分業에 의해 세분화된
단순작업은 非正規單純人力이 맡게 될 것이고, 協業에 의한 생산등 높은 수준의 숙련을 요구하는
작업은 正規熟練人力이 맡게 될 것이다.
라. 勞動者間 相互作用과 年功賃金體系
생산현장에서 숙련형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참사원이 신참사원에게 가르쳐주고 동료사원간에
서로 가르쳐 주고 배우는 상호작용이다. 기계 설비의 미묘한 특성과 조작방법, 이상 발생시의
대처방법 등은 현장에서 숙련된 근로자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습득방법이다. 나아가서 기계 설비의 작동원리와 제품구조 및 생산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
현장에서 선배근로자들의 도움을 얻게 된다. 한 근로자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축적된 숙련은
근로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근로자에게 전파(propagation)된다. 선배근로자의 지식과
숙련을 습득한 후 그것에 기초하여 더 앞선 지식과 높은 숙련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세대가
경과하면서 지식과 숙련 즉 인적자본이 축적되어 나아가는 것이 경제성장의 근본이다. 바로

이것이 Lucas가 인적자본축적이란 실물자본축적과 달리 인간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활동(a social activity involving groups of people)이라고 강조한 이유이다.19)
小池和男, 猪木武德(1987)도 지식을 정의할 수 있는 지식과 정의할 수 없는 지식으로 구별 한 후
대부분의 숙련은 바로 정의할 수 없는 지식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숙련이란 개념화되고 일반화된
과학적이고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특수한 장소와 시간, 특수한 상황에 관한 지식으로 조직화
체계화할 수 없는 지식이다. 따라서 숙련은 매뉴얼(manual)을 만들어서 그것을 읽고 혼자
실습함으로써 완전히 습득될 수 없다. 숙련은 선배근로자가 후배근로자에게 시범을 보이면서
가르쳐 주는 것으로만 정확히 전수될 수 있다. 후배근로자는 숙련을 전수받기 위해 선배근로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전통을 존중하게 된다. 가르치는 선배근로자가 숙련의 내용이나 숙련에 관련되
복잡한 원리를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을 수도 있으나 후배근로자는 선배근로자의 시범과
가르침으로 숙련을 익히게 된다.
年功賃金體系는 근로자간 상호작용에 대한 유인(incentives)을 제공할 수 있다. 후배근로자는
본인의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음으로써 현장학습에 대한 수업료(tuition)를 지불하고
선배근로자는 본인의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음으로써 현장학습에서 선생의 역할에 대한
보상(teaching reward)를 받는다. 경력이나 근속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현장학습에 대한
수업료를 받고 보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年功賃金體系에서는 후배근로자의 임금이 선배근로자의 임금을 앞지를 수 없기 때문에
후배근로자와 선배근로자간에 경쟁관계가 아닌 협조관계가 된다. 협조관계에서는 선배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후배근로자의 숙련형성에 참여한다. 또한 年功賃金體系에서는 임금과 직무가
분리되어 직무가 바뀌더라도 임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직문순환이 용이하다. 근로자는
안심하고 직문순환에 임하며 전임자는 후임자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직무순환은 숙련의 폭을 넓혀 숙련형성을 촉진시킨다.
반면에 각 근로자의 임금이 그 근로자의 생산성인 職務給體系에서는 후배근로자에게 수업료도
받지 않고 선배근로자에게 교육료도 지급하지 않는다. 선배근로자는 후배근로자에게 가르쳐 줄
유인이 없게 된다.
그리고 직무급체계에는 후배근로자가 선배근로자의 기능 기술을 배워 선배근로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후배근로자의 임금이 선배근로자의 임금을 앞지를 수 있기 때문에 후배근로자와
선배근로자 사이가 협조관계가 아니고 경쟁관계가 되기 쉽다. 경쟁관계하에서는 선배근로자의
熟練이 후배근로자에게 전수되기가 어렵다. 또한 職務給體系에서는 직문순환이 어렵다. 직무가
바뀌면 그에 따라 임금도 변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무순환을 기피하게 된다. 따라서 숙련의 폭을
넓히기 어렵다.
마. 年功賃金體系에 대한 補完
年功賃金體系에서의 현장학습에 대한 보상은 동일한 경력의 근로자간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개별근로자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숙련형성기여도를 완전히 반영한다고 할 수 없다. 20)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부하직원이나 동료직원의 업무 또는 작업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한
것에 대해 인사고과, 임금, 승진 등을 통해서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으나 이 제도를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체는 많지 않다.(<표 Ⅱ-10> 참조). 앞으로 부하직원이나
동료직원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숙련을 가르쳐주는 현장학습을 촉진하도록 이 제도를
포함한 임금, 승진제도 등의 유인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표 Ⅱ-10> 후배근로자의 작업수행능력을 향상시킨 선배근로자에 대한 보상

生産方式에 따라서는 생산이 생산단위의 팀워크에 의해서 이루어져 개별근로자의
작업기여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숙련형성기여도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생산단위별 성과급제도를 활성화하여 팀워크에 의한 생산과 숙련형성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요한 것은 생산의 기본단위가 바로 숙련형성의 기본단위가 되어야 하는 점이다.
대부분의 생산은 라인별로 팀워크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감독자가 아닌 작업장 밖의
사람은 각 근로자의 작업기여도와 다른 근로자의 숙련형성에 대한 각 근로자의 기여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 생산단위별 성과급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생산단위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숙련형서도 활발해야 한다. 한
두 미숙련공이 전체 생산단위의 성과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참사원의 집중적인
훈련지도를 유도할 수 있다.
생산과 숙련형성에 대한 개별근로자의 기여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보상은 각
근로자별로 하기 어렵다. 또한 개별성과급제로 인한 개인간의 현격한 차이는 일부근로자의
사기저하를 통해 팀워크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기여도에 대한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21) 그 대신에 생산단위별 성과급제도를 활성화하여 팀워크에 의한 생산과
숙련형성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2) 그러나 생산단위별 성과급도 집단성과급이기 때문에 각
근로자의 태만(shirking)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철저한 감시(monitoring)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조장 및 반장의 감독업무란 바로 근로자의 태만을 방지하고 작업 및 숙련형성 활동을
감독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강력해진 노동조합은 조장 및 반장의 이와 같은 감독업무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 한 예가 1987년 6.29 이후 일부 대기업에서 생산직에 대한 안사고과가
형식적이 되었거나 없어진 것이다. 사용자는 이러한 상황변화에 職務給이나 全事業體單位
성과급을 도입하여 대처하려고 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바. 現場 監督者의 指導力과 生産組織의 分化
작업현장에서는 현장감독자의 지도력(leadership)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여진다. 한 생산반에
있어서 반장의 지도력은 반장의 숙련이 뛰어나다는 것과 조장 및 반장이 그 반원들을 상당한
정도로 위한다는 것에서 나온다. 반장이 그 반원들을 위한다는 것은 반장의 재량권을 전제로 할
때 Becker(1981)의 분석틀을 빌리면 반장의 효용이 각 반원들의 효용에 의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23) 즉 반장이 생산반의 이타적 長(altruistic head)임을 의미한다. Becker의
Rotten Kid Theorem24)에 의하면 이 경우 각반원은 아무리 이기적이더라도 반전체의 성과를
극대화하며 다른 반원에게 피해가 가는 어떠한 행동도 삼가한다. 반 전체는 한 단위로서 생산과
숙련형성에 있어서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며 태만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장이
사업체에서 반원들과 이타적 관계를 가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오랫동안 같이 근무해오면서 인간관계를 쌓아 왔거나 처음부터 반장과 반원들간에 특수한 관계가
있으면 이타적 관계가 가능할지 모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이 小社長制度 또는

內部下請制度일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반을 떼어서 독립된 사업체를 만들고 그 반의 장이 사장이
된다. 과거의 반장인 사장을 중심으로 하청을 받아 과거와 똑같은 기계 설비로 똑같은 일을
하지만 과거와 달리 성과에 따라 사장의 이윤이 결정된다. 과거 외부에 하청공장으로 독립해
나가던 것이 사업체 내부의 하청공장으로 되는 것이다. 회사는 그 반의 노무관리에서 손을 뗄 수
있으며 과거의 반장인 사장은 본인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반원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집중적인
훈련지도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다. 사장은 오랫동안 같이 근무하면서 쌓아온 인간관계를
25)
이용할 수 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근로자들과 더불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다.
이 제도는 年功賃金體系의 문제를 보완하는 측면도 있다. 年功賃金體系에서 현장학습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이 생산성을 초과하는 장기 경력자 또는 근속자를 小社長으로 만들어 일종의
성과급제도로 돌림으로써 회사의 임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숙련근로자가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독립된 생산단위내의 팀워크에 의한 생산성향상과 숙련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 아울러 대규모 공장을 세워 동질적인 많은 근로자들을 한 곳에 고용함으로써 야기되는
공장부지, 노사관계, 인력수급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내부하청제도는 다양하고
급변하는 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인력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柔軟한 生産方式을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일부사업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小社長制度는 외부하청제도와 더불어 앞으로 게속
확산될 것이다. 즉, 생산조직의 분화현상을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 勤勞勞動者의 職場內 意思決定參與
작업현장에서 근무하는 각 근로자는 작업에 관련된 많은 정보를 얻게 되므로 이 정보가 집약되어
관련 근로자에게 전달 공유됨으로써 근로자의 숙련형성에 도움을 주며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작업현장 근로자의 의견이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는 이 때문에
중요하다. Koike는 미국과 일본의 직장비교로부터 일본근로자가 미국근로자보다 직장에서 더
재량권(discretionary rights)이 있음을 보였다.26) 나아가서 그는 半自治的 직장단위(semiautonomous
work groups)가 선배근로자가 후배근로자에게 기능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은 현장학습을
27)
촉진시킨다고 주장한다. 조, 반과 같은 생산단위가 조장 및 반장을 리더로 하여 스스로
작업장식과 작업부여 및 작업순환을 결정하는 일종의 현장근로자의 경영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생산단위별 근로자 상호작용이 활성화되고 팀워크에 의한 생산 및 숙련형성이 촉진된다.
<표 Ⅱ-11>은 작업방식에 변화가 있을 때 관리감독자가 어떻게 해야한다고 근로자가
생각하는지를 보여 준다. 우리나라 근로자는 미국과 일본의 근로자에 비해서 근로자 스스로 어떤
변화가 어떻게 있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를 바란다. 즉, 우리나라 근로자는 작업현장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를 강력히 희망한다. 그러나 제4열에 의하면 이러한 근로자의 요구를
우리나라 사용자는 충분히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표 Ⅱ-11> 작업방식 변화시에 근로자가 원하는 관리감독자 조치

<표 Ⅱ-12>는 작업방식의 변화가 근로자 본인에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것을 관리감독자에게
납득시킬 수 없을 때 근로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준다. 미국과 일본에는 이러한 고충을
노조에게 알려 처리하게 하는 근로자가 많으나 우리나라 근로자 중에서는 이런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에 우리나라 근로자의 대부분은 동료의 설득으로 무마되거나 명령에
순종한다.
<표 Ⅱ-12> 관리감독자의 부당한 작업방식에 대한 근로자 조치

<표 Ⅱ-13>은 관리감독직으로의 승진을 결정할 때 사용자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근로자가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 영향받을 부하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근로자가 미국이나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훨씬 많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대부분은 사용자에게 전권을 위임하거나
부하사원의 의견을 참조하는 정도를 요구한다. 제4열은 우리나라 사용자의 관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미약한 근로자의 요구에도 못 미치고 있다.
<표 Ⅱ-13>관리감독지으로의 승진결정시에 근로자가 원하는 절차

아. 職務移動

Koike는 일본근로자의 숙련형성관행의 한 특징으로 빈번한 전환배치를 들고 있다. 전화배치는
근로자 숙련의 폭을 넓히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직무급이 아닌 연공급하에서는 일의 강도 및
난이도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되어 불평불만이 생길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환배치를 실시하여 근무부담을 근로자들간에 균일하게 유지한다. 따라서 연공급과 전화배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환배치는 근로자가 동일한 일을 반복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피로, 권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인원이 남는 라인에서 모자라는

라인으로 보내는 등 생산단위간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 유연한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일본기업이 1950년대 후반 이후 인력난을 극복해 온 한 방법이 전환배치를 통한 多能工化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勤勞者의 配置
근로자 상호작용을 통한 숙련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고참사원이 자신의 업무 또는 작업뿐만
아니라 가까이 위치한 신참사원의 훈련 또는 지도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신참사원을 고참사원 바로 옆이나 가까이에 위치시키는 사업체가 분리배치나 혼합배치하는
사업체보다 숙련형성이 용이할 것이다. 그리고 생산직 사이에 사수-조수의 관계가 있는 사업체가
없는 사업체에 비해서 체계적인 숙련형성이 가능할 것이다.28)
생산방식에 따라서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고참사원이 자신의 업무 또는 작업 이외에 가까이 위치한 신참사원의 훈련지도를
담당하게 하고 사수-조수의 관계로 맺어주며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단순한 공간적 위치보다도 근로자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숙련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인식과 그에 대한 지지가 더 중요하다.
차. 勞動組合의 參與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사내훈련이나 현장학습 등 숙련형성에 의견개진 및 관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표 Ⅱ-14>참조). 작업현장에서 일어나야 하는 현장학습에는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용자의 노력이 요구되며 노동조합도
조합원의 경력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29)

<표 Ⅱ-14> 노동조합의 숙련형성에 대한 의견

카. 社長의 經歷
인사노무나 총무분야 출신 사장이 있는 사업체가 생산, 재무, 기술, 영업분야 출신 사장이 있는
사업체보다 반간이동이 활발하다. 이것은 사장의 출신분야로 대변되는 사업체의 전반적인 관심이
숙련형성에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앞으로 기업의 성패는 인력자원의 활용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 노무 출신 사장이 많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숙련형성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커질 것이다.
주석 1) Willis(1986), p. 596.
주석 2) Inagami(1988) 또는 小野旭(1989).
주석 3) Park(1990) 또는 朴基性(1992).
주석 4) 이 나라들의 경력-임금단면과 근속-임금단면의 비교에 대해서는 朴基性(1992), Hashimoto
and Raisian(1985), 또는 Mincer and Higuchi(1988) 등을 참조.

주석 5) 엄밀히 말하면 위험기피자(risk averse workers)가 싫어한다.
주석 6) Amsden(1989, pp. 233-234)은 대부분의 자본장비와 기술을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면서
우리나라는 간접적으로 일본적 생산관행(Japanese production practices)을 수입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주석 7) 小野旭(1989), p. 53.
주석 8) 小野旭(1989), p. 71.
주석 9) 1961년 평균 근속년수는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것이다. 日本勞動省, 「勞動白書」.
주석 10) 日本勞動省, 「勞動白書」. 1989.
주석 11) 日本生産性本部. 「活用勞動統計」. 1992.
주석 12) Park(1993 a).
주석 13) Stokey(1988)와 Young(1991)
주석 14) 상관관계계수가 0.531(한계유의 수준 0.011)이다.
주석 15) [그림 Ⅱ-1]에서 철강산업을 제외하고 상관계수를 구하면 0.644(한계유의수준 0.002)이다.
주석 16) 자본장비율통제후 평균노동생산성증가율과 다능공비율의 부분상관계수는
0.612(한계유의 수준 0.003)이다.
주석 17) 이러한 의미에서 Koike(1988)는 일본숙련형성의 한 특성으로 white collarizaton of blue
collar workers를 들고 있다.
주석 18) Willis(1986), p. 596.
주석 19) Marsick and Watkins(1990. p. 4)도 이 점을 강조한다.
주석 20) 여기서 年功賃金體系는 부서별 작업의 난이도, 근무조건을 반영하는 수당이 있는
것이다.
주석 21) 李宗勳(1992. p. 59)도 개별성과급제는 우리 나라 기업의 노무관리 수준이 낮은데다가
노동운동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근로자들간의 극심한 경쟁심과 비협동심만을 유발시켜서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기상조이고 현실적으로 도입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주장한다.
주석 22) 생산단위별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계 설비의 무리한 사용으로 급격한 마모 및
훼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생산단위별 성과급제도의 도입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주석 23) 반장의 효용함수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
U장=(U(Z장,U원1(Z원1), U원2(Z원2),…),
여기서 U장은 반장의 효용함수, U원i은 반원 I의 효용, Z장은 반장의 소비, Z원i는 반원 i의 소비이다.

주석 24) Becker(1981).
주석 25) 예를 들면 가족, 친구이다.
주석 26) Koike(1988). p. 156.
주석 27) Koike(1988). p. 143∼146
주석 28) 사수-조수관계와 같은 mantoring 이 숙련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Kram(1983), Kram(1985),
Noe(1988)
주석 29) 이에 대해 Ⅳ자에서 상술한다.

Ⅲ. 職業訓練市場
1. 직업훈련 미활성화의 원인
사업내직업훈련 의무사업체로서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업체들은 애로사항으로
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48%)과 직업훈련을 받아야 할
만큼 높은 수준의 기능공은 필요로 하지 않는 점(22%)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 (<표 Ⅲ-1>
참조). 훈련실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과 실시하는 기업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직업훈련에 規模의 經濟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직업훈련의 규모가 커질수록
훈련생 1인당 훈련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직업훈련을 받아야 할 만큼 높은 수준의 기능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은 현재의 생산방식이
단순박복작업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Ⅲ-1> 사업내 직업훈련 실시의 애로사항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들은 애로사항으로 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28%)과 더불어 노동부의 직업훈련비용기준등 규제가 심하다는 점(20%)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을 받아야 할만큼 높은 수준의 기능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13%)과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해도 근로자의 기능향상에 별 도움이 없는 점(13%)을
지적하는 사업체도 많다.
그러나 사업내직업훈련을 수료한 근로자가 오래 근속하지 않고 곧 이직하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한 사업체는 많지 않다(미실시: 6%, 실시: 11%). 중소기업사업체가 양성한 인력을 대기업이
스카우트해감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사업내 직업훈련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이 표에 의하면 설들력이 크지 않다. 더욱이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은 중소기업이
1)
사업내직업훈련을 통해 양성한 인력이 아니라 현장현습을 통해 형성된 숙련인력이라는 점 과
근로자의 직장이동도 중소기업→대기업이 대기업→중소기업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아니라는 점 (<표 Ⅲ-2> 참조)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직장이동이 사업내직업훈련 실시의 큰
애로사항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표 Ⅲ-2> 사업체규모간 노동이동

경제의 불확실성과 증권시장의 미성숙 등으로 기업은 단기이윤극대화를 추구하나 국민경제를
위해서는 직업훈련과 같은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아울러 인적자본은
근로자간에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과정 즉, 相互作用을 통해 퍼져 나아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시장이 이 특성을 완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즉, 직업훈련에는 이와 같은
外部效果(externality)와 規模의 經濟가 있기 때문에 市場失敗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市場失敗가 존재한다는 것이 政府介入을 반드시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2. 景氣變動과 職業訓鍊
직업훈련을 통해 인력양성은 경기순응적(procyclical)인 것이 바랍직하다. 실업률이 낮은
호경기에는 직업훈련을 통해 배출되는 인력이 많아야 과열된 노동시장(tight labor market)을
완화시키고, 실업률이 높은 불경기에는 상대적으로 적어야 한다.
(표 Ⅲ-3)의 다섯 표들은 1968∼91년 기간동안의 실업률과 양성된 기능사수의 상관계수를
보여준다. 전년도 실업률, 2년전 실업률, 3년전 실업률, 4년전 실업률은 동년도 실업률에 각각 1년,
2년, 3년, 4년의 시차(lag)를 준 것들이다. 동년도 실업률과 기능사수의 상관계수는 -0.257로 낮았던
반면에 2년전 것과 3년전 실업률과의 상관계수는 각각 -0.462와 -0.476으로 높았다. 즉, 기능사가
경기순응적으로 배출되었던 것이 아니라 경기와 2∼3년간의 시차를 가지면서 배출되었다.
실업률과 훈련기관별 기능사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더욱 흥미롭다. 공공,사업내,
인정직업훈련중 가장 경기순응적이었던 것은 인정직업훈련이었다. 동년도와 1년전 실업률과
인정직업훈련 기능사수의 상관계수는 각각 -0.787과 -0.859로 매우 높았다.
공공직업훈련기능사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던 실업률은 3년전과 4년전 실업률로 그 계수가
각각 -0.568과 -0.604이었다. 사업내직업훈련을 통한 기능사의 배출은 경기와 상관이 거의 없었다.
인정직업훈련은 정부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어 경기순응적이었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공공직업훈련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계획에 따라 운영되었는데, 계획할 당시의 경기상황에

근거하여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집행되어 기능사가 배출되는 시기는 계획할
시기와 다른 경기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호경기여서 공공직업훈련을 통해 많은 기능사를 양성할
계획을 세워 집행하면 3∼4년후 많은 기능사들이 배출되지만 경기는 이미 불황국면에 접어든
뒤가 되었고, 불경기여서 축소하여 집행하면 3∼4년후 경기가 이미 호황국면에 접어들어
기능인력부족현상을 겪게 되었다. 이것은 정부의 인력수습정책이 장기적인 전망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안목에 치우쳐 왔음을 시사한다. 즉, 경기변동에 따른 인력조정이 사전개념보다
2)
사후개념에 치우쳐 일종의 '파동'(hog cycle)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사업내직업훈련이 경기와
거의 무관하게 진행되었던 것은 분담금납부 대신에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기업체의 사정과 이와 관련된 정부의 규제가 과다했음을 시사한다.

<표 Ⅲ-3-0> 실업률과 기능사양성의 상관관계

<표 Ⅲ-3-1> 전년도 실업률과 기능사양성의 상관관계

<표 Ⅲ-3-2> 2년전 실업률과 기능사양성의 상관관계

<표 Ⅲ-3-3> 3년전 실업률과 기능사양성의 상관관계

<표 Ⅲ-3-4> 4년전 실업률과 기능사양성의 상관관계

3. 직업훈련의 발전방향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직업훈련에는 外部效果와 規模의 經濟가 때문에 市場失敗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공공직업훈련이나 사업내직업훈련이 경기순응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의 정부개입이 효과적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앞으로
직업훈련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먼저, 학교교육을 포함한 「교육훈련산업」의 육성이 절실히 요망된다. 인적자본 즉 노동과
실물자본은 2대생산요소이다. 실물자본에 대한 시장은 금융시장을 포함하여 잘 발달되어 있으나,
인적자본에 대해서는 시장이 존재하고 발달되어야 한다는 인식조차 확산되어 있지 않다.
인적자본시장은 학교교육시장과 학교이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시장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후자에 대해서 주로 언급한다.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교육훈련서어비스의 공급자이며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은
교육훈련서어비스의 수요자이다.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가격이 교육훈련의
시장가격이다. 이 가격은 각 기능 기술 등 다양한 인적자본에 대한 임금과 연계된다.
교육훈련공급자는 다양한 인적자본의 임금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expectations)에 근거하여 교육훈련공급량을 결정하며 마찬가지로 교육훈련수요자도
나름대로 전망에 근거하여 교육훈련수요량을 결정한다. 미래의 임금에 대한 전망은 인력수습에
대한 전망을 반영한다. 교육훈련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력수급에 대한 전망이
가능한 한 정확해야 한다. 미래의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각종 생산물시장정보,
학교교육정보, 각업종별 직종별정보등 엄청난 양 에 달해 한 두 기관이나 정부가 취합하여 분석할
수 없다. 또한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은 이러한 정보를 취합하여 정확한 전망을 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교육훈련서어비스를 제공할 유인(incentives)도 적다. 지금까지의 기능사양성이
경기순응적이 아니었고, 훈련기관별로는 공공 또는 사업내 직업훈련이 인정직업훈련보다 덜
경기순응적이었다는 것은 위의 두 지적을 뒷받침해 준다.
그러므로 민간부문을 교육훈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교육훈련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각민간 교육관련서어비스공급자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나름대로 정확한 전망을 하려고
할 것이고 적절한 교육훈련서어비스를 공급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제공되는
교육훈련서어비스의 공급량과 그 수요량이 일치하여 형성된 균형은 교육훈련시장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반영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교육훈련산업」을 인적자본이라는 생산요소를 만들어내는 「산업」으로 간주하여
제조업, 서비스산업 등과 동등한 취급을 해야 하며, 대기업을 포함한 유사한 기업이 이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육성해야 한다.
둘째, 「교육훈련산업」의 육성을 위해 「인력개발기금」을 조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인적자본도 많은 사람에게서 적은 사람에게로 퍼져
나아간다. 교육훈련을 받아 기능 기술 또는 업무수행능력이 높은 근로자는 주위의 근로자들과
일하는 가운데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그들을 가르치게 된다. 그러나 이 효과는 개인의
임금에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교육훈련 투자를 결정할 때에 고려되지
않게되어 교육훈련 투자가 적정수준보다 과소하게 된다.
근로자간의 상호작용에 기인한 外部效果 그리고 規模의 經濟 이외에 교육훈련 투자가 과소하게
3)
되는 또는 다른 이유는 개인의 금융제약이다. 개인이 교육훈련 투자를 위해 대출받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市場失敗를 보완하기 위해 「인력개발기금」을 조성하여 교육훈련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먼저, 직장을 가지고
싶어도 마땅한 기능 기술이 없는 여성과 청년층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공공기관이
이들에게 직접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실시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형태보다 여성과 청년층에게
큐폰(coupons)을 발생하여 주고 그들이 스스로 좋은 교육훈련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같은 맥락에서 중소기업근로자들의 교육훈련투자를 지원한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65∼70%를
점하는 중소기업근로자들은 현행 직업훈련체계에서 거의 소외되어 있다. 중소기업근로자들에게
교육훈련 큐폰을 발행하여 주고 현행휴가의 일부를 교육훈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셋째, 중소기업의 업종별 협업화단지를 조성하고 단지별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Lucas(1988)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인적자본 축적의 外部效果를 강조하면서,

같은 업종의 사람들과 가까워져 이 外部效果를 극대화하기 위해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대도시의
도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업종별 구역을 형성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예로, 뉴욕의
의복구역(garment district), 금융구역(financial district). 다이아몬드구역(diamond district),
광고구역(advertising district)등 많은 업종별 구역을 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서울 을지로의
인쇄업구역, 세운상가 또는 용산전자상가의 pc조립업구역, 평화시장의 의복업구역, 청계천의
기계공구제조업구역 등을 들 수 있으나 선진제국에 비하면 그 집중정도가 낮다. 업종별
협업화단지에서는 상호경쟁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ideas)와 기술의 개발과
파급(spillover) 및 전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단지별 교육훈련의 지원은 이 상호작용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넷째, 자본 또는 생산협력관계에 있거나 구매,납품관계에 있는 主企業과 協力企業간의 기술,
기능, 품질지도 및 훈련을 활성화시켜 기업간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랍직하다. 아울러 主企業과 協力企業간의 직업훈련을 위한 상호시설이용이나
공동직업훈련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직업훈련 및 숙련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고기능화,
고기술화를 위한 교육훈련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동법상의 일부조항을 수정하고 계약자유의
5)
원칙에 근접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계약기간을 1년 이하로 하는 조항(근로기준법 제21조),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조항(근로기준법
제24조) 등은 교육훈련투자에 관하여 수정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업훈련기본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과 제13조 훈련비부담에 관한 조항 등도 수정을 필요로 한다.
종업원 주주제도를 단순히 근로자들의 불만을 무마하는 차원에서보다 숙력인력에 대한 대우의
수단으로 그리고 종업원의 자본 및 경영참여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될 때
대기업종업원보다는 중소기업종업원이 실질적인 주주로서 의식하기 쉽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용이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사주조합의 권한, 구입자금융자, 사주매각에 대한 규제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법인화할 때 주식회사보다는 유한회사를 권장하여 숙련된 인력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식회사의 달리 유한회사는
현물출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숙련된 인력이 사원이 됨으로써 그 능력을 자본화할 수 있고, 사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원의 특별결의를 요하기 때문에 숙련인력의 이직을 막는 측면도
있다.6)
주석 1) 朴 德 濟(1993).
주석 2) 金兌基(1992).
주석 3) 李周浩(1992).
주석 4) 金兌基(1992)
주석 5) 金兌基(1992)
주석 6) 자세한 내용은 金兌基(1993)를 참조.

Ⅳ. 熟練形成과 勞使關係
근로자가 인적자본을 축적해 나아가고 선배근로자가 후배근로자에게 숙련을 전수하거나 또는
동료근로자간에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과정은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가운데 진행되어야
효과적이다. 기업관리(corporate governance)의 한 부분인 노사관계가 바로 숙련형성에 대한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을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노사관계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동조합은 1987년 6.29 민주화선언이후 증대된 교섭력을 바탕으로 높은 임금과 보다 나은
기업복지 및 근로조건을 요구해 왔으며 상당한 정도 이 목적을 달성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불만을 무마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요구를 수용했다. 정부는 '노사분규=노사관계 불안정' 이라는
사고위에서 노사분규건수를 줄이거나 발생한 분규를 조기에 수습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결과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었고 정부는 총액임금제 등으로 임금상승의 억제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노, 사, 정의 노력은 노사관계를 단체교섭이라는 좁은 의미를 국한시켰으며 매우
정태적이고 단기적으로 만들었다. 본장에서는 노동조합 또는 노사관계가 숙련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어떻게 자리매김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본다.
먼저,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노사관계를 노사간의 신뢰구축과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인적자본으로 간주하여 투자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 이 인적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시간과 물질이 투자되어야 하며 動態的이며 長期的인 접근을 해야 한다. 바로 이 점에서
숙력형성과 노사관계가 만날 수 있다. 사용자가 의지를 가지고 근로자의 장기적인 경력발전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 노사간의 신뢰가 쌓이게 되며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훈련은 사용자만이 주도하는 것이 될 수 없으며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동으로
설계하고 참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노동조합도 지금까지의 소모적인 단체교섭 중심의 활동에서
탈피하여 교육훈련과 산업안전 등과 같이 조합원에게 장기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역량을 모아야 한다.
둘째, 지금까지의 단체교섭 중심의 노사관계가 기업경영과 작업현장 차원의 노사관계로까지
1)
확대되어야 한다. 노사관계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근로자의 생활 향상이라는 양대 목표를
달성해 나아가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사 양측은 임금과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몇몇 문제등에 지나치게 매달려 왔다. 이외에도 직무이동, 배치, 업무부여, 평가,
승진, 임금 및 근로조건의 형평성 문제 등이 간접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나 노사관계에서
적절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더욱이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교육훈련 및 현장학습을 내실화하는
문제, 생산공정작업이나 작업수행방식 또는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문제, 현장에서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감독자와 사원 또는 사원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문제, 생산현장의 각종
정보가 집약되어 분석된 후 공유되는 문제, 경영여건변화에 따른 기업의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문제 등에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다양하고 급변하는 현대의 제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유연한 숙련을 가진 근로자에 의한 유연한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노사관계에서 적절히 다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제고와 근로자의
생활향상이라는 노사의 공동목표가 설정되고 추구되어야 한다.
셋째, 이러한 노사관계의 확대는 인사 경영사항에 대한 시각조정을 필요로 한다. 위에서 언급된
문제들은 그 자체가 인사 경영사항이거나 이와 직결되는 사항들이다. 사용자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동조합을 기업관리의 대등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인사 경영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생산현장에서 근로자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과할 때 근로자의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창조적인 생산활동이 가능하다. 일본 및 독일 기업의 경쟁력은 안정된
노사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안정된 노사관계는 인사 경영사항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경영전권을 주장해 왔던 미국도 1980년대 이후 우량기업에서는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발판이 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의 개발 및 실현 그리고 근로자의 창의성 개발을 위한
2)
교육훈련체계의 구축 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넷째, 노동조합활동이 보다 전문적이어야 하며 기업경영과 국민경제에 부합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지도부(union leaders)가 조합원들(rank file)의 절대적 지지를 얻지 못함으로써 많은
어용성 시비가 야기되었고 집행부가 빈번하게 교체되는 등 조합내부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대한 반발과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전문성 결여 때문에 생긴 당연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지금에서는 노동조합활동이 조합내부의 대중성 확보
차원에서 탈피하여 전문적인 인력과 지식을 바탕으로 조합원 한사람 한사람의 경력발전에 도움이
되고 기업경영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노동조합은 교육훈련 및
숙련형성 나아가서 기업경영에 있어서 사용자의 대등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가입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노동조합은 주로
생산직 근로자로 조직되어 있으며 사무 관리직 근로자의 가입은 일부 노조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허용되는 노조에서도 대체로 고졸사무직 사원만이 가입하고 있으며 대졸사무직이 가입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혜택은 사무 관리직 근로자에게도 돌아갈 뿐만

아니라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집단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노조가입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사무 관리직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면 노동조합의 힘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이들의
가입을 반대하며, 노동조합은 이들이 가입할 경우 기존 조합원의 입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하급사무직 관리직의 노조가입은 위에서 지적한 이유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 노사간의 정보 및 자료가 공유되어 노사관계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들이 조합원 또는 조합간부와 회사의 하급간부로서 회사의 목표와 노동조합의 목표를
통합시키고 조화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3)
다섯째, 정부의 경쟁지향산업정책과 적극적인 개방화정책이 요구된다. 노동조합이 임금을
경쟁시장수준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생산물시장에 독점적 지대(monoploy rent)가 있거나
노동조합이 그만큼 생산성향상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물시장에 독점적 지대가 있는 한
노동조합은 그 지대를 사용자와 나누어 가지기 위해 소모적인 단체교섭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하여 공장가동이 며칠동안 중단되더라도 안정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분규후 생산을 늘려 고이윤을 유지할 수 있다. 몇몇 대기업의 대형분규가 수요가 가장
많을 때나 그 직전에 발생하여 상당한 기간 지속되었어도 기업이윤에 별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노사가 나누어 가지기에 급급한 인위적인 독점적
지대는 없어져야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가 극대화되고 노사관계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독점적 지대가 없을 때 노사관계는 단체교섭 차원의 노사관계에서 탈피하여
작업현장 또는 기업경영 차원의 노사관계로 발전하게 되며 노동조합은 교육훈련과 숙련형성
그리고 산업안전 등과 같은 생산성향상에 직접 결부되는 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산업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국제적 대세인 개방화를 회피하지
말고 이러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주석 1) 金兌基(1992)
주석 2) 裵茂基, 金兌基(1993)
주석 3) 朴德齋, 朴基性(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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