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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발전과 숙련노동
- 명장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

조성재․박준식․전명숙․전 인․김기웅

책머리에 부쳐

우리나라는 현재 수많은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문제들을 떠안고 있지
만, 긴 시간의 지평 속에서 보면 개도국에서 출발하여 놀랄 만한 성장을
이룬 자부심을 가질 만한 국가이다. 이러한 성공에 이르는 과정에서 현장
기능인들의 역할은 의외로 거의 조명되어 오지 못했다. 때로 기업인들에
게 인력이 소모품으로 취급되기도 하는 것처럼, 학자들에게도 1970～80
년대의 노동은 병영적 통제 속에서 희생당하거나, 그러한 억압에 저항한
운동 주체로만 그려지기 일쑤였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편향된 시각들을
교정하면서 현장기능인들의 숙련과 그에 이르는 불굴의 학습의지 등이
우리나라 고도성장의 한 요인임을 드러낸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의 산업
발전 과정에서 차지한 숙련노동의 위상을 드러낸 연구로서 현재의 상황
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연구접근법과 방법론 등에서도 의미 있는 시도들을 하였다.
숙련노동을 대표하는 연구 대상으로 ‘대한민국 명장’이라는 제도적으로
확인된 장인들을 선정하였으며, 이들의 생애사라고 하는 성공스토리를
심층인터뷰와 구술사 방법론을 혼용하여 사회과학적으로 해석하였다. 아
울러 주로 4개 중화학공업 대표기업에 근무한 명장들을 대상으로 함으로
써 개인, 기업, 국가에 이르는 분석의 총체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아울
러 기업근무형 명장 이외에 공예나 섬유의류, 서비스 등에서 주로 나타나
는 자기사업형 명장에 대한 연구와 여성 명장에 대한 연구를 포괄하였다.
또한 이러한 질적 연구가 가지기 쉬운 대표성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하

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선 제2장에서 소개함으로써 전체적
인 그림을 살펴본 후 개별 사례의 동학과 내면을 살펴볼 수 있도록 안내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한국의 산업발전 과정에서 숙련이 몇 가지 요소들
을 종합하면서 자생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또한 성공한
기능인들이 전통적 숙련을 익힘과 동시에 문제해결 능력과 이론적 기반,
IT 기술과 사회적 숙련을 포괄하고 강조하는 새로운 숙련으로 나아갔음
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숙련형성과 발휘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온 명장
들은 최근에는 숙련의 사회적 활용과 전승에도 앞장서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저자들은 향후 우리나라의 숙련 시스템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
소기업을 중점에 둔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귀중한 연구를 수행해준 내외부 연구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
하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
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3년 12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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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한국경제의 50여 년에 걸친 놀라운 발전과정에서 현장 기능인들
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조명이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 본 보고서의
문제의식이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병영적 통제하의 희생적 모습이
나 이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노동운동에만 관심을 기울여 왔던 것과
대비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성공한 기능인들인 명장에 대한 연구
를 통하여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숙련이 어떻게 형성되고, 축적,
발휘, 자기진화, 전승, 퇴장되었는가에 대한 종합적 고찰을 해 보고
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능인들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가 재조
명되고 한국경제발전 과정과 우리나라의 숙련시스템이 재해석되기
를 희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보통명사로서의 명장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명장’이라는 제도적으로 획정된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일부 ‘품질명장’이 포함되었다. 이 개인들 차
원의 생애사를 녹취하고 사회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기업, 산업, 국가에 이르는 분석의 총체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특
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공업 대기업 4곳을 선정하여 기업사와
개인 생애사를 병치하여 연구함으로써 산업발전과 숙련시스템의
동학을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중공업 남성 중심의 명장 이
외에 여성명장들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였는데, 이는 기업근무형 명
장 이외에 공예나 섬유, 서비스 등에 분포하는 자기사업형 명장의
특성 도출을 통하여 명장의 전체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
기 때문이다.

ⅰ

ⅱ

한국의 산업발전과 숙련노동: 명장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명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숙련기능인들인데, 숙련 개념은 학
문분과와 학자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단일한 잣대로 평가하기는 쉽
지 않다. 그렇지만, 손끝기술과 경험적이고 암묵적인 지식을 전통적
숙련이라고 본다면, 197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온 유연생
산방식으로 인하여 문제해결능력과 공정 전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회적 숙련과 이론적 기반, IT 기술에 대한 이해 등이 더욱 중요
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후발 산업국가로서 산
업화 과정에서 전통적 숙련과 새로운 숙련 모두를 습득하고 구축해
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명장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활약하는 1990년대 이전의 현대
노동사는 병영적 노동통제와 저항적 노동운동과는 별개로 산업화
에 필요한 기능인력 공급을 위해 국가가 여러 제도를 정비하는 시
기로 특징지어진다. 사용자들의 무임승차 관행으로 인하여 국가가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직접 공급에 나서는 한편, 대기업들에게 사업
내 훈련을 강제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업고등학교에 대한 파격적
지원과 병역특례제도 등을 통하여 중화학공업화에 필요한 기능인
력 확보에 전력을 기울인 것이 1970년대였다. 그리고 이렇게 공급
된 기능인력들 가운데 선두 주자들이 후일 명장으로 성장하게 된
다. 그러나 중화학공업화에 대한 반성과 이로 인한 교육제도의 변
화 속에서 1980년대 후반이 되면서 공고를 비롯한 실업교육에 대한
지원은 약화되었다. 이후 1990년대부터는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한
인력 공급체계가 구축되었는데, 이는 다른 한편으로 기능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한편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명장 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은 본 보고서가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대한
민국 명장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1986년 이후 매년 기능인 중 최
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분야별로 선발해 왔는데, 생존하고 있는
명장들은 524명(2012년 말)이다. 아울러 보완적으로 품질명장 제도
를 확인하였는데, 대한민국 명장보다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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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이론적, 제도적, 역사적 배경
을 갖는데, 이를 토대로 명장을 중심으로 한 산업발전과 숙련의 현
대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더불어 질적 심층
인터뷰 및 구술사 방법을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13부가 회수되
었는데, 제2장에서 명장의 특성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돕게 될
것이다. 아울러 기업사와 개인사를 병치하면서 4개 대표적 대기업
들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제3～6장까지 이를 서술하였으며, 섬유
와 공예부문 여성명장 사례를 제7장에서 소개하였다. 이 모든 분석
들을 종합하면서 연구의 시사점을 제8장 결론에서 제시할 것이다.

◈ 대한민국 명장의 특성 분석 - 설문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제3∼7장에서 살펴볼 명장들에 대한 질적 인터뷰
를 보완하고, 아울러 향후 심층 연구에 토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는 524명 모집단 중 213명이 추출되었
으며, 명장 취득 당시 회사 조직에서 근무했는지, 자기 사업을 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A형(기업근무형, 140명)과 B형(자기사업형, 73명)
으로 구분하였다. A형에는 기계금속 등 주로 중화학공업 분야 명장
들이 다수 분포하였으며, B형에는 공예와 섬유, 서비스 등의 명장
들이 다수 분포하여, 유형별․분야별 분포의 차별화를 나타냈다. 여
성들은 대부분 B형에 분포하였으며, 연령별로는 50대, 60대의 순으
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장들은 경부축의 산업화 과정을 반영하여 영남권 출신이 많으
며, 현 거주지 역시 경부축이 기본을 형성하는데, B형의 경우 특히
수도권에 대한 집중도가 높았다. 명장들의 부모님 직업은 역시 농
업이 많았으며, 소득수준은 5단계 중 가장 아래 단계인 하층에 속
했다고 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일을 시작한 나이는 B형이 10대
후반이 다수였으며, A형은 20대 초반이 많았다. 일을 시작할 당시

ⅲ

ⅳ

한국의 산업발전과 숙련노동: 명장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의 학력은 높은 편이 아니었으나, 학업에 대한 높은 열의를 반영하
여 나중에 학력수준이 높아진 경우가 많아서 일부는 대학원을 졸업
하기도 하였다. A형은 기능대학 등이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으
며, B형은 예술 분야 등의 일반대학에서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
타났다.
기업근무형 명장들은 신규 학졸자는 물론 경력자들의 경우도 다
수가 20대에 ‘명장 선정 당시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드러나, 입직구
의 하위 직무로의 제한이라는 내부노동시장 특성에 부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들은 입사 후 바로 위 선배들로부터 기능을 배운 것
으로 다수가 응답하였으나, 흥미롭게도 스스로 익혔다는 응답도
35.7%에 달하였다. 이는 앞으로 제3∼6장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1970∼80년대까지 내부노동시장이 구축되기 이전에 선배들이 후배
들을 잠재적인 경쟁자로 인식하여 기능을 잘 가르쳐주지 않던 상황
을 반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외국 기술이나 기계의 도입에 따라 선
배로부터 배울 것이 별로 없었던 사정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배로부터 기능을 배운 경우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유형별
로 차이가 있었는데, A형은 손끝기술과 더불어 문제해결능력 등이
중요하였으며, B형은 손끝기술이 압도적인 가운데 자세와 태도 등
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해외연수
의 기회를 가졌던 명장들도 있었으며, 이러한 외국 경험은 일본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미국, 독일 등도 적지 않은 빈도수를 나타
냈다. 이로써 우리나라 숙련형성에 있어서 외국으로부터의 학습도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명장들은 다수의 특허와 실용신안, 해외자격증 등을 가질 정도로
뛰어난 지식과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과 제안, 개선활동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엄청난 비용절감과 품질향상 효과를 올린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B형 명장들의 경우 예술적 경지까지 기능수준
을 제고하였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각종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가
격은 대중품보다 월등하게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약

이러한 숙련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데도 열성적이었는데, 생각
보다 직접 지도 범위 내의 후배 숫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B
형의 경우는 아주 적은 경우와 아주 많은 경우로 양극 분해 양상을
보여주었다. 후배들에게 지도할 때의 중점은 A형의 경우 역시 문제
해결능력으로 나타났으며, B형의 경우는 손끝기술과 작업에 임하
는 태도와 자세인 것으로 나타나 유형별 차이를 보여주었다. A형
명장들은 후배 지도와 사내 강사 역할 이외에 부품협력사와 해외
자회사 지도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B형
도 포함하여 명장들은 사외 강사 등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명장들은 자신의 숙련이 일정한 이론적 기반을 갖는다는 점을 강
조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문서화(형식지화)하기 어렵고, 자동화의 진행과 무관하게 여전히
기초와 본질이 보존되며, 개도국에서 따라오기 어렵다고 보고 있었
다. 그런데 이러한 숙련의 성격 및 위상과 관련하여 B형이 보다 응
답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맥락과 관련하여
명장들은 중고등학교 시절 공부를 잘한 편이었으며, 조직 내에서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냈고, 인간관계도 잘 풀어나갔으나, 동료들의
시기를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명장이 된 이후에 B형
명장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고 응답하였으나, A형의 경우 그
다지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기업조직 내에서 기
대한 것만큼 명장들이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
기한다.
한편 A형 명장들의 경우 유노조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가 많았는
데,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이면서도 일정하게 거리를 두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형 명장들의 경우 가업으로 자기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12.3%에 불과하고, 대부분 자수성가형으로 일가
를 이룬 것으로 풀이되었다. 그러나 규모는 상근 직원 수 5인 미만
이 2/3를 차지하여 작은 규모로 자기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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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명장들은 명장이 되기 이전에 많은 자격증이나 포상 경
력을 갖고 있었으며, 명장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페이퍼워
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형 명장들의 경우 조직 내에
서의 사전 인정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명장들은 A형의 경우 은퇴 이후 다니던 직장에 계속 고용되고
있거나, 재고용되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자기 사업을 하거
나 준비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B형 명장들의 경우 자기 사
업을 해 왔기 때문에 은퇴 시점이 불분명하며, 일의 한계는 건강상
태가 규정할 뿐이다. 전반적으로 A, B형 모두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오랫동안 일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이상으로부터 명장들의 생애 주기별로 가정배경, 공식교육, 경력
형성 및 입사, 입사 후 교육, 숙련형성, 숙련의 발휘, 숙련의 제도적
확인과 전승, 그리고 은퇴 후 구상에 이르는 내용을 살펴보았다. 사
실상 최초의 명장에 대한 학술적 설문조사로서 국내에서 제도적으
로 확인된 대한민국 명장들이 어떠한 인물들인지, 그리고 그들이
선도했던 현장의 숙련은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었
다. 또한 명장 분야별로 기업근무형과 자기사업형, 그리고 이들 배
후의 기계금속, 공예, 섬유, 서비스 등의 분야별로 상당한 이질성도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 D중공업 사례
D중공업은 발전설비를 주로 생산하는 회사인데, 화력발전과 원자
력발전 모두에 미치고 있으며, 여기서 나아가 보일러 기술 등이 응
용되는 담수화설비와 풍력발전, 환경설비 등의 사업까지 수행하고
있다. 1962년 H양행이 설립되어 발전설비의 국산화가 추진되기 시작
하였는데, 1979년 불황을 계기로 위기를 겪어 K중공업으로 공기업화
되었다가 2001년 민영화되면서 D중공업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D중공업의 50년사는 그대로 한국 제조업의 발전사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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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기계산업의 불모지에서 출발하여
해외기술을 도입하고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몇 번의 우여
곡절을 거쳐 기술능력을 축적하게 된다. 그 결과 생산기술 및 생산
관리 측면에서 이제는 세계 유수의 업체와 대등한 수준의 교류회를
열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D
중공업의 기능인력들은 어떻게 숙련을 습득하고 능력을 발휘하며,
자동화 등 기술변화에 어떻게 대응하였으며, 후배들에 대한 지도와
은퇴 후 설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D중공업의 전신인 H양행은 주단조 공장을 중심으로 자동차부품
등을 생산하였는데, DF명장을 비롯하여 몇몇 명장은 이러한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선배 사원들이 후배들에게 기능을 가르쳐주는 데
인색했음을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깨너머로 기
능을 익혀 가면서 일찌감치 현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명장들은 일반적으로 가난한 가정을 배경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
하고 일찌감치 생업에 뛰어들었는데, 따라서 남다른 생활력과 인내
심 등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명장들은 매우 높은 학습의지를 갖
고 있었으며, 학습능력 또한 뛰어나서 선배들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도 어깨너머로 기능을 습득할 수 있었다.
이 같은 학습능력과 일에 대한 승부 근성 등은 외국에서 신기계
가 도입될 때 특히 더 발휘되었다. 특히 외국의 신기계나 신설비는
선배들도 처음 보는 것이었고, 엔지니어들조차 접해 본 경험이 없
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통하여 기계의 특성을 익히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었다. 여기서 공고나 직업훈련원을 졸업하
여 이론적 기반까지 갖춘 명장들은 이러한 기반이 없었던 선배들에
비하여 매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였으며, 조기에 현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다. 따라서 1980년대 중반에 이미 명장들의 현장 내
입지는 탄탄하게 다져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일부는 감독자로
승진하면서 사회적 숙련까지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또한 명장들은 때로 엔지니어들에게 일을 배우기도 하고,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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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해외연수 기회 등을 통하여 선진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GE사와의 협력관계 등을 통하여 현장
의 숙련수준도 제고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일부 명장
들은 미국과 독일 자격증을 습득하는 등 일찌감치 국제적 수준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능력이 출중하고, 또 학습의지와 성공의욕이 넘치는 명장
들에게 자동화 등의 기술 변화는 그다지 큰 도전 요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는 자동화 과정 그 자체를 선도하기도 하였으
며, 다른 명장들의 경우는 자동화에도 불구하고 남을 수밖에 없는
기능과 암묵적 지식, 경험적 숙련의 영역에서 여전히 능력을 발휘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명장들의 빠른 성공과 일부의 감독자로의 승진은 1987
년 노조가 결성되면서 회사 편에 서야만 하는 위치를 부각시켰다.
그러나 대부분의 명장은 노사관계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피력하였
으며, 다만 몇몇이 노조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
단된다.
D중공업에서는 2001년 D그룹에 인수된 이후 경영실적도 부진하
고, 산별교섭과 관련한 장기 분규 등도 겪으면서 노사관계는 최악
으로 치닫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노사관계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D중공업에서 노사관계의 진정한 전환은 단지 2006년 이후
무분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현장 기능 및 숙련에 대한 우대 정책과 그 효과
에서 엿볼 수 있다. D중공업은 현장 사원의 호칭을 과거의 사원, 반
장, 직장 등에서 기술사원, 기술대리, 기술과장, 기술차장, 기술수석
차장, 기술부장 등으로 바꾸고, 승진에 수반하여 임금이 상승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
나아가 D중공업은 명장 배출에 발벗고 나서서 다수의 명장이 배
출되도록 하였으며, 이렇게 배출된 명장이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
도록 배려하였다. 명장의 전당을 건립하여 대한민국 명장과 품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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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들의 핸드프린팅을 조각해 두었으며, 명장협의회에 연간 활동비
를 배분하고, 무엇보다 명장이 되는 순간 1년에 2호봉 승급 시스템
에서 추가 2호봉을 승급시켜 주었다. 또한 공장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차량비표를 제공하고 사내외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강
의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아울러
명장들 가운데 몇몇은 정년퇴직 이후에도 4∼8년간 재고용되는 행
운을 누리고 있기도 하다.
이 같은 혜택에 부응하여 명장들은 동반성장 분위기를 타고 부품
협력사 지도에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마이스터고, 전문
대 등에서 강의하는 것은 물론 각종 봉사활동에도 솔선수범하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 명장에 대한 이런 우대 분위기 속에서 후배 사원
들은 명장과 같은 존재로 성장하는 것을 생의 목표로 삼는 경우들
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장의 질서를 숙련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명장들은 일과 생활 측면에서 후배들에게 태도와 자세를 가르치
는 선배로서 기능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자동화와
IT화 등에 따라 후배들과의 기능 격차는 좁혀져 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D중공업과 같은 대기업은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
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후배들의 잠재능력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이들 명장과 신세대들이 어우러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능력을 꾸준히 단련해나가는 것이 이들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렇듯 후배들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도하는 입장에 서고 있
지만, 개인적으로 명장들은 이제 퇴직과 은퇴를 준비해야 할 나이
이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쌓아 온 명성과 제도적 인정만으로도 이
들의 차후 인생은 큰 어려움 없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나
타난 바와 같이 D중공업에 재고용되면서 하던 일을 계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사업을 하거나 다른 기업들을 다니면서 기술지
도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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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D중공업 명장들의 사례는 기존에 거의 밝혀진 바 없었던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의 숙련 형성과 축적, 발휘, 변형, 전승에 이
르는 전 과정을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유한 논의이다.

◈ H중공업 사례
본 연구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발전과정에서 현장 노동자가 어
떻게 조직과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 숙련가로 성장해나갈 수 있었
으며, 이 과정에서 직면했던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고 현재의 위치
에 이르게 된 요인을 살펴보고, 이러한 경험이 미래 숙련과 어떤 관
계성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H중공업 명장들의 생애사
를 통해 찾아보고자 하였다. 산업명장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성공
한 엘리트 노동자의 역동적 삶을 이해하고 고숙련 기능인력의 과
거, 현재 및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될 것이다. 이
를 위해, 본 연구는 H중공업 명장들의 학창시절, 초기 기술습득 및
현장 학습과정, 숙련 형성 및 발휘, 혁신주도자 및 교육자로서의 삶
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성장요인이
무엇이며, 어떤 삶의 궤적을 살아왔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H중공업에서 성공한 고숙련 기능 인력들은 청소년기 동안 가난
과 배고픔 등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하였으며, 가족에 대한
책임감, 성공에 대한 욕구 및 도전의지가 매우 높았다. 이들은 자신
의 미래를 위해,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희망이 보이는 곳을 찾아다
녔다. 회사에 입사하여 초기 기술을 습득하고 어깨너머로 선배들의
기술숙련을 배우면서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각기 다른 분야에서 현
장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와 동일시하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문제해결을 위해 투자하였다. 자신의 경력개발과 성공에 대한 욕구
는 젊은 시절에 그치지 않았고, 경력 사다리가 높아질수록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할 그 무언가를 찾고자 하였다. 특히 회사에
서 도입한 다양한 현장개선 활동에서 이들이 보여준 높은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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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돋보이게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회사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끊임없는 성취욕구와 높은 성공의지는 기업의 조직인으로서 체
제 순응적이고 조직 지향적 모습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들은 애사심
이 투철하고, 사회성이 뛰어나고, 현장에 대한 책임감이 높고, 과업
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강한 노동자성은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노동운동에 참여하기보다 회사에 의해 조직되고 지
원되는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노동조합운동에 대
해 비판적 혹은 소극적 지지자로서 위치하고 있었다. 현장에서의
높은 기술 역량과 회사를 위한 적극적인 대외활동은 회사로부터 강
한 신뢰와 현장 리더십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고숙련 기능인들의 혁신성 역시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1990
년대 이후 조선산업은 본격적인 기술고도화가 진행되어 생산공정
시스템의 체계화, 표준화, 노동 유연화가 진행되었고, 현장 인력의
다기능화와 정예화가 추진되었다. 2000년대 이후, 유연화를 위한 아
웃소싱 역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고숙련
기능인력들은 오랜 경험들을 통한 암묵지와 새로운 설비, 장비, 기
술을 접목하면서, 해당분야에서 품질향상, 문제해결, 개선, 특허 등
선후배들보다 현장에서 더 많은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성과
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숙련과 직위가 높아짐에 따라 그 위치에
걸맞은 또 다른 성과들을 만들어냈고 자신의 가치를 여전히 인정받
고 있었다.
최고 수준의 고숙련을 지닌 이들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육
자, 혁신주도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신
들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수하고자 하였다. 현장에
서는 후배와 동료들을 위한 멘토가 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사내 기술
교육원 강사, 산업현장 교수,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
서 활동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선후배들과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유
지하면서 존경과 인정 받는 인물로서 현장을 주도하도록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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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은퇴는 제2의 인생을 위한 새로운 관문이다. 명장으로
서 기술숙련에 대한 자신감은 모기업 계약직, 협력사 임직원, 중소
기업 임원, 교육자 혹은 개인 사업 등 70대 중반까지는 충분히 현장
에서 자신이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또
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은퇴한 선배들 그리고 오랜 기간 쌓아놓은
여러 인적 네트워크를 관리하면서 또 다른 도전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 P제철 사례
본 연구에서는 철강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산업화를 주도해 온 P
사에서 현장의 조업 기술과 숙련 형성 과정을 주도해 온 정규직 블
루칼라 근로자들의 생애 과정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현장의
주류 세력으로 성장해 온 과정을 분석하고, 그 과정의 역사적, 사회
적 함의를 분석해 보았다. 심층 인터뷰 결과 P사의 현장 핵심 근로
자들은 취업 당시 치열한 입사 경쟁을 통해 블루칼라의 잠재적 엘
리트로 선발되어 회사에 입사하였으며, 강한 성취동기와 높은 학습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회사의 건설, 성장, 성숙, 그리고
글로벌화 과정을 함께하면서 놀라운 학습 동기와 성장 잠재력을 발
휘하여 현장에서 학습에 의한 성장의 과정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자
리 잡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이들은 P사의 작업 현장
에서 학습과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제철소의 현장을 몸으로 만들
어 온 사람들이었다. 1980년대 후반 제철소의 일관 대량생산 체제
가 안정화되는 것과 더불어 P사의 숙련 명장들은 현장의 중간 관리
자로 생산공정뿐 아니라 조직 관리에서도 현장을 책임지는 핵심 역
할을 수행한다.
1990년대 초반에 생산현장이 동요하고 노사갈등이 심화되는 상황
에서 이들 대부분은 현장의 주임이나 반장으로 생산현장의 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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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세우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고, 노사관계가 대립 국면에 진입
할 때에는 대부분 주저 없이 회사의 입장에서 현장의 조직 기강을
만들어내는 주도 세력이 되었다.
제철소의 생산 체제와 기술이 끊임없이 선진화되고, 새로운 학습
에 대한 도전이 전개되는 상황에서도 현장의 명장들은 그들이 습득
한 현장의 ‘암묵지’와 새로운 ‘형식지’를 현장에서 매개, 접목하는
중요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숙련과 지식
축적을 주도해 왔다. 이들은 현장의 성공한 관리자들로 정규직 사
원들에 대한 조직 관리와 더불어 하청 및 연관 회사 직원들에 대한
관리를 현장에서 책임지는 조직 리더로서의 역할을 더해 오면서 회
사에서의 삶을 통해 자신들의 ‘사회적 자산’도 어느 정도 성공적으
로 축적해 왔다.
P사의 명장들은 특정한 공장이나 부서 내에서 다양한 직무를 단
계적으로 수행하고, 자신이 담당한 현장의 구석구석에 대한 조업
노하우를 익혀 가면서 자신들만의 고유한 숙련과 고도의 현장 노하
우를 축적해 왔다. 이들의 대다수는 자신들이 지켜 온 현장과 축적
한 기술에 대해 높은 긍지와 자신감을 갖고 대졸 엔지니어 관리자들
과의 학력 격차, 신분 격차를 넘어서려는 강력한 내적 동기를 유지
하고 있었다. 이들은 고졸 사원들과 대졸 관리자들 간의 넘어서기
힘든 격차 의식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 삶의 목표를
실현하는 성취 집단의 긍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산업화를 이끌어 온 대기업의 현장 핵심 인력들은 기업의
성장과 진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옴으로써 묵묵히 산
업화의 전 과정을 뒷받침하였다. 이들은 회사의 성장, 성공과 더불
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꾸준히 향상시켜 왔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중산층의 핵심 부분을 형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높은 기초 학습 능력과 자질, 성취 욕구, 충성심, 애사심과 일에
대한 헌신 등을 특징으로 하는 이들은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계속
진행된 학습과 혁신 장벽을 극복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성공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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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블루칼라의 사회적, 문화적 형성 과정을 주도한 집단이 된
것이다. 이들의 성공이 한국사회에서 특별히 의미가 큰 것은 이들
이 취득한 기득권의 대부분이 ‘성취’의 결과이기 때문일 것이다.
기존의 체제에 적극적으로 순응하고, 기업의 요구에 부응해 온
이들은 보수적인 측면과 더불어 혁신적인 요소를 동시에 갖고 있
다. 현장의 위계와 규율, 복종의 체계를 만들면서 반노조적 성향이
강하지만, 조직 내에서 이들의 현장 장악력과 사회적 관계를 지배
하는 힘은 크게 도전받지 않았다. 그것은 이들이 높은 학습 능력과
현장에서의 기술적 지도력을 통해 그들의 권위와 신뢰를 꾸준히 축
적하는 데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기술의 습득과 문제해결능력, 현장의 혁신을 주도하는 능력 등에
서 이들은 탁월한 학습 능력과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현장에
서 상사와 후배들 간에 복잡하지만 중요한 사회적 관계를 엮어내는
데 놀라운 유연성과 주도력을 발휘한 사람들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들은 정년을 거쳐 회사를 떠난 다음에도 회사와의 다양한 관계
를 통해 그들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은퇴 이
후에도 모기업의 계열사 임직원으로, 혹은 산업현장 강사 등으로
활발한 독립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유사한 이해를 지닌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며, 후배
들을 키우고 그들의 장래를 위해 자신의 경륜과 지혜 공유를 아끼
지 않는 등 지치지 않는 ‘성취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경제발전과 노동의 역할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
이 현장의 주체였던 노동자들의 역할을 객체적 관점에서 바라보아
온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사회발전과 노동
의 관계를 당사자들의 주체적 경험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해 본
하나의 시도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P사의 현장 주도 세력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철강업의
성장과 발전의 전 과정에서 제철소의 사회구조를 만들어 가고, 끊
임없이 학습하며 역량을 축적하고, 생산현장을 개선하고, 기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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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과 품질 향상에 매진하며, 습득한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생산현장의 주류 세력, 혹은 기득권자로 자신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구축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그 사회적 함의
를 제시해 보았다는 데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산업현장에서 성공한 ‘현장 엘리트’ 집단의 속
성과 정체성의 뿌리를 이해하고, 기업사회의 미래와 발전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 일정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Z자동차 사례
2009년에 세계 5위 자동차메이커로 도약한 Z차의 성장은 정말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성공의 배후에는 수많은 사람
들의 땀과 열정이 놓여 있을 것인바, 이 글에서는 그 중 성공한 기
능인들인 명장들의 생애사와 기업사를 병치시킴으로써 기업 성장
과정에서 명장의 역할과 위상을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Z차에서 초기에 공장을 가동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경력사원
들에 의존했기 때문이었는데, 같은 시기 베이비부머들은 공식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었다. 중졸자인 ZA씨와 ZB씨가 성공하는
스토리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ZA씨는 18세에 입사하자마자 전
국 기능대회에서 동상을 받아 주목받으면서 후일 소재개발업무에
서 발군의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 반면 ZB씨는 지역의 중규모 자동
차정비소에서 일도 잘 가르쳐주지 않는 선배 밑에서 고전하지만,
스스로의 노력과 어깨너머로 일을 배우는 영민함으로 주위의 인정
을 받게 된다. 또한 공고와 전문대를 졸업한 ZC씨는 계량이라는 특
수 분야에서 선배들의 도움과 외부 교육 등에 힘입어 숙련을 쌓아
나간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Z차에서 대한민국 명장 3명의 경력과
성공 경로는 상당히 이질적이어서 일반화된 특성을 잡아내기가 쉽
지 않다. 더욱이 이와 제도적 맥락이 다른 품질명장 두 명의 경우도
의장공정으로 부서를 국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경력 경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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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나타냈다. 즉 ZD명장은 전국 제안 왕으로서 주로 관리감독
자의 길을 걸었던 반면, ZE명장은 부품검수 역할에서 분임조 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후 신차개발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이렇게 Z차에서 명장들의 다기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현상은 이들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공식교육은 많이 받지 못했
지만 학습의지가 높았으며, 무엇보다 일에 대한 승부근성과 도전정
신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품질명장을 포함한 인터뷰 대상 명장
모두는 회사의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몫 이상을 해내는 역량을 보
여주었다. 그것은 때로 설비와 장비가 취약한 상태에서 시행착오를
통한 노하우 습득의 과정이었으며, 또한 자동화와 정보화가 진행되
는 것을 선도하는 역할이기도 하였다. 아울러 자동화는 항상 노동
배제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작업의 편의성을 높이거
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였다. 이 모든 과정에서 숙
련공들은 엔지니어 및 관리자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1990년대까지
Z차가 생산기술 및 생산관리 능력에서 선진업체 수준으로 발전하
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1999년 이후 신경영진이 품질경영을 선언하면서 양상은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품질불량이 발생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하여 남양기술연구소 내에 파일럿 생산라인이 건설되었으며, 울
산의 숙련공들은 이 파일럿 단계에서 작업의 편의성을 높이고 생산
성과 품질 수준을 제고하는 조치들을 하도록 요구되었다. 그 전까
지 이들이 가졌던 암묵적 지식은 이렇게 신차개발단계로 이전되었
으며, 그것은 이제 현장에서는 더 이상 숙련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소재와 계량 등의 특수 분야에서도 경험
적 숙련의 문서화가 명장들의 개인적 활약으로 크게 진전되었으나,
후배들에게 이것이 제대로 전수될 수 있는가는 다소의 의문을 남기
고 있다. 그것은 회사 전반의 숙련에 대한 평가 및 취약한 숙련 전
승 시스템, 그리고 아웃소싱 확대 현상 등과 관련되어 있다.
Z자동차에서 숙련을 중시하고 이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은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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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 직능자격제도 도입이 좌절되면서 수포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
다. 그 후에도 간헐적 노력이 없지 않았으나, 1998년의 1만여 명 고
용조정 경험 이후 매우 갈등적인 노사관계가 전개되면서 숙련 이슈
는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대립적 노사관계의 관성이 오래되면서 이제 숙련형성 및 숙련을
매개로 한 생산직의 비전은 더욱더 왜곡되었다. 제안이나 분임조
활동을 통하여 생산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승진하는 것은, 과
장급 이상이 조합원 신분을 상실함으로써 오히려 고용불안에 노출
된다는 현상으로 인하여 기피해야 할 일이 되었다. 이러한 승진기
피 현상은 업무에 대한 몰입도도 떨어뜨리는 것이었으며, 특히 품
질경영에 따라 사전적으로 실수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단순반복작
업화와 자동화 진전으로 인하여 현장에서는 개선의 역할 자체가 축
소되었다.
이제 새롭게 명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
그 이전부터 Z차는 명장제도를 활용할 의지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명장들은 회사의 추천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명장제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응모하였다. 때로 서류 작
성에서 사무실의 도움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여하튼 Z차에서 명장
이 된다는 것은 개인적인 노력, 개인적인 영광일 뿐이다.
이 기간 중 회사는 해외공장을 잇따라 건설하며 드디어 2009년에
글로벌 톱5의 목표를 달성하지만, 그것은 현장에서 숙련을 저평가
하고, 기존 숙련을 엔지니어링으로 흡수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따라서 해외공장이나 부품업체 지도도 명장들의 숙련에 대한 존중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 조직에 의하여 수행되는 일
상적인 업무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Z차에서 숙련이나 명장에 대한 우대를 확인하기 어
려우며, 특히 1999년 이후 노사관계가 왜곡되면서 숙련은 중심적인
의제가 된 적이 없다. 회사는 품질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각종 투
자를 확대했지만, 인간의 실수를 사전에 배제하기 위하여 신차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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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기존 암묵지를 흡수하는 데 주력하였고, 생산현장에는 역
할이 주어지지 않았다. 명장 레벨이 아닌 일반 작업자들은 일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으며, 노조활동을 하는 쪽을 선택하게 된다.
요컨대 Z차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는 다른 대기업들과 마찬가지
로 외부노동시장이 작동하였으나, 1987년 노조 결성을 계기로 내부
노동시장화가 진전되었다. 또한 1990년대까지는 내부노동시장 내에
서 기업특수적 숙련이 형성되고, 축적되고, 발휘되었으나, 1999년
이후 이러한 경험적 숙련은 엔지니어링으로 흡수되고 현장은 극단
적으로 표현하자면 ‘숙련공동화’가 진전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단순반복작업에 적합한 사내하도급의 증가라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내부노동시장의 분화를 의미한다. 또한 소수의 숙련자들 이외
에 다수의 정규직의 경우도 ‘비숙련화’가 진행되었으나, 그들의 고
용 및 임금복지는 노조의 힘에 의하여 지탱되는 형국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 섬유와 공예부문 여성명장 사례
본 연구는 여성명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했던 성공한 여성기능인의 숙련학습 및 경력개발과정상의
특성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숙련을 형성하고 축적하며 경력을 개발하는 과정이 조직을 기반으
로 한－특히 전문직, 사무직으로 대표되는－단일한 모델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특히
여성명장에 대한 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1960, 70년대를 거쳐 1980
년대 중반까지 다수를 차지했던 저임금, 저숙련의 생산직 여성뿐
아니라 이들 고숙련 여성기능인 역시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부각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단일한 특성
으로 간주되어 온 여성기능인력들의 역할과 숙련위상에 대한 연구
를 보다 세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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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따르면 여성명장들이 일을 시작한 시기는 대부분 1960,
70년대이며 명장으로 선정된 시기는 1990년대 중후반으로 나타난
다. 경제활동을 시작한 후 관련 분야에서 최고의 숙련기능인으로
선정되기까지 대부분 30년이란 시간이 소요되었다. 여성기능인들은
비록 어릴 때부터 남다르게 뛰어난 손재주를 보였으나 일을 시작하
는 초기단계에서는 가족이나 주변의 수요를 맞추는 정도의 일상적
기술수준을 갖고 있었다. 여성기능인들은 공식적인 훈련기관을 통해
기술을 습득한 후 노동시장에 진출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어머니나
할머니 등 가족관계 속에서 비공식적으로 기술을 익힌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따라 일을 시작한 초기단계는 본격적인 경제활동이라기
보다는 가사일의 연장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다.
이처럼 여성기능인들이 쉽게 이웃 주변으로부터 일감을 구해 집
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던 배경에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의 경제적 상황이 있었다. 당시에는 비록 저임금이지만 풍부한 여
성노동력을 기반으로 하여 의류 및 섬유산업이 핵심적인 수출산업
으로 부상하였으나, 내수시장에서는 여전히 의류를 포함한 생활용
품들이 본격적으로 상품화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개인들의 손작업
으로 생활에서 필요한 부분들－예컨대 의류제조, 수선, 세탁 등－이
상당 수준 해결되었다.
그러나 초보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적인 기술수준이 숙달된 기술
로 발전한 것은 점차 일의 수요가 증가한 것과 같이 갔다. 무엇보다
여성기능인들이 숙련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주요 메커니즘은
제품의 전 공정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여성
명장들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하였다 : ①
개인가게를 운영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방식, ② 가내에서 소규모
작업팀을 구성하여 생산하는 방식, ③ 개인가게를 운영하는 한편
수출기업의 주문을 재하청받거나 또는 해외기업으로부터 직접 주
문을 받아 수출활동에 참여하는 방식 등이다.
그러나 1980년대 중후반을 거쳐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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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및 섬유산업의 위기는 본 연구의 여성기능인들에게도 큰 영향
을 미쳤다.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수출시장의 수요와 내수시
장에서의 수요도 점차 줄어들고, 상승된 인건비로 인해 주문을 채
우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작품생산
이나 개인작품활동에 주력할 수 있었던 1990년대 이후가 명장들에
게 있어서는 장인적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여성명장들은 각종 대회에 작품을
출품하거나, 전시회나 패션쇼에 참여하는 등 일련의 예술적 활동을
통해 창의성에 기반한 장인적 기술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 따르면 여성명장들은 전반적인 산업의 침체시기
에 오히려 더욱 활발하게 경력을 개발해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시
장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그동안 본인들이 미루어 두었던 학업이나
작품제작 등을 통해 오히려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관련 분야
에서 평판을 확고히 하였다. 이처럼 여성명장들이 보여준 경력개발
은 프리랜서 등 최근 비전형적인 직업군에서 확대되고 있는 ‘포트
폴리오 경력개발’ 유형과 그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여성명장들의
경력개발에 중요한 자원이 된 사회적 네트워크는 주로 교육기관이
나 비공식적인 친목모임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명장들은 199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적 경력을 확
대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작품제작과 전시회, 그리고 기
술전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
적인 경력개발과 사회적 역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여성명
장들은 현재 본인들이 속해 있는 섬유 및 자수공예산업의 미래에
대해 많은 우려를 보이고 있다. 여성명장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은 ① 숙련의 재생산 문제, ② 불투명한 경력개발경로,
③ 장인적 기술을 활용한 작품제작과 상품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
러한 과제들은 현재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관련
산업에 속한 이해당사자들의 집합적 노력과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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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들을 요약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숙련의 개
념과 흐름을 재정리하였다. 우선 숙련은 손끝기술과 경험적 노하우,
암묵적 지식 등으로 구성되는 전통적 숙련과, 공정 전체의 이해와
이론적 기반, 문제해결능력과 개선능력, 사회적 숙련 등으로 구성되
는 새로운 숙련으로 구분하였다. 본고의 주장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래 그림이다. 이 그림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숙련 위상(양과 질)의 흐름>

첫째, 숙련의 개념과 관련하여 전통적 숙련과 새로운 숙련을 나
누었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시작하던 1970년대 이후
정보기술이 산업에 널리 응용되면서 후발자인 우리나라의 경우 기
계화에 곧 이어 컴퓨터화가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다. 따라서 숙련
측면에서도 전통적 숙련과 새로운 숙련이 다소의 시차를 두고 동시
에 발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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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숙련이 먼저 등장하였고, 일부
선배로부터 전수되기도 하였는데, 명장들로 대표되는 우수 기능인
들의 경우 전통적 숙련을 배운 직후 다시 새로운 숙련의 습득으로
나아갔으며, 자동화와 정보화 과정을 오히려 주도함으로써 쉽게 새
로운 숙련까지 습득, 체화하게 되었다.
셋째, 새로운 숙련의 출현 시점은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
반으로 추정되며, 맹아적 형태에서 점진적으로 발전되었는데, 전통
적 숙련의 위상은 1980년대 중후반에 이미 정점에 달한 것으로 보
인다. 바로 그 시기 전통적 숙련에 능통하고 일부 새로운 숙련을 가
진 집단을 잡아두기 위하여 내부노동시장의 기제들이 발전했을 가
능성이 있는데, 마침 1987년 노동운동의 활성화는 고용의 안정과
임금복지의 확충을 가져옴으로써 숙련공의 기업 내 정착성과 기업
특수적 숙련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게 되었다.
넷째, 새로운 숙련은 그림에서 보듯이 엔지니어와 전통적 기능인
사이의 중간자적 역할을 할 수 있다. 1970년대에는 엔지니어와 기
능인 사이의 간극이 매우 컸으나, 새로운 숙련을 보유한 기능인들
의 등장으로 그러한 간극이 메워졌는데, 이는 우리나라 산업에서
생산 영역의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높은 이유 중 하나이다.
다섯째, 새로운 숙련과 전통적 숙련의 관계도 원만하게 구축되고
발전할 필요가 있다. 때로 그것은 광범한 아웃소싱 현상 속에서 대
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로 치환되기도 하지만, 대기업 내부에서 부
문 간, 공정 간, 직종 간 관계로 이해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여러 한계와 단점도 갖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함의가 분명하다. 첫째, 후발 산업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숙련은 주로
1970～80년대에 자생적으로 형성되었으며, 그 원천은 선배로부터의
경험적 노하우의 전승과 더불어 이론적 기반의 습득, 엔지니어와의
협력, 그리고 선진기술의 흡수를 아우른 현장 기능인들의 숱한 시
행착오와 불굴의 학습의지이다. 국가주도의 경제발전과정에서 공고
확충과 직업훈련 제도의 정비, 병역특례 등을 통한 기능인력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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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또한 국가의 주도성이 두드러졌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 주
도의 기능인력 공급 이후 어떻게 산업현장에서 숙련이 형성되었는
가에 대한 연구는 기존에 거의 제출되지 않았었다. 본 연구를 통하
여 명장으로 대표되는 숙련기능인들이 가난 극복의 의지와 성공에
대한 열망을 갖고 초기 열악한 노동 환경에도 불구하고 위 네 가지
자원을 종합하여 숙련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숙련기반
이 취약했던 개도국인 우리나라에서 현장 숙련의 자생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와 같이 형성되고 자기 발전한 우리나라 고도성장기의
숙련은 서구나 일본에서 발견되는 전통적 숙련과는 다소 성격을 달
리한다. 새로운 숙련 집단은 마침 불어 닥친 세계적인 극소전자
(ME) 기술의 도입 과정에서 기존 숙련을 뛰어넘는 이론적 지식과
의 접목을 시도하였으며, 따라서 한편으로 전통적인 숙련을 익히는
집단이 성숙하면서 동시에 이론적 기반과 사회적 숙련, 공정전체
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노동학습에 초점을 두는 새로운 생산방식
과 새로운 숙련 개념에 적합한 집단이 등장하였다. 손끝기술과 암
묵적 지식 등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숙련은 공예, 섬유의류 명장 등
에게서 여전히 발견되지만, 그들의 숙련은 이제는 전통과 관련한
무형문화재와 상통하거나, 아니면 예술적, 학술적 수준과 연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이렇듯 산업발전과정에서 새로운 숙련이 형성되는 과정은
또한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내부노동시장이 구축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사내하도급이라는 내부노동시장의 분
화 현상이 동시에 시작되었으며, 이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부 대
기업에서 정규직 숫자를 능가하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내부
노동시장의 핵심 인력과 주변 인력 사이의 불완전한 연계는 기초
기능의 숙달과 여전히 남아 있는 손끝기술과 경험적 지식들을 이론
적 지식 기반 및 장인들의 문제해결능력과 결합시키는 것을 방해한
다는 점에서 문제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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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고유한 특징 중 하나는 명장들 개인의 특성을 명확
히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아마도 다른 세대에서 이러한 개인
적 특성들은 앞으로도 발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문제해
결에 대한 불굴의 투지와 학습욕구, 그리고 메모광 기질과 양호한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지독한 가난에서 성공한 자수성가형 인간
으로 서기까지의 과정은 이 연구가 갖는 자료로서의 의의를 재조명
하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명장제도의 개선 방향에서 중소기업
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 제안되었으며,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
제를 제시하였다.

제1장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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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머리말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한국경제는 주기적으로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근본적
인 경쟁력의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장기 시계열로 보면 50여
년 만에 거의 기적에 가까운 성장을 했다고 보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제 몇몇 산업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등장하
였으며, 이른바 세계 일류 상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제조업을 넘어 문화콘
텐츠 수출과 대(對)개도국 지원과 봉사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히 추격(catch-up)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성공은 분명 혁신적 기업가와 뛰어난 과학기술자, 헌신적 정책
담당자 등에 힘입은 것이겠지만, 산업현장을 묵묵히 지키면서 자신의 역
량을 키우고 발휘한 숙련공들의 기여도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
다. 그렇지만, 한국경제의 성장과 성공의 과정에서 노동의 역할과 관련한
정당한 평가와 적절한 연구가 충분했는지는 의문이다. 경제가 자본과 노
동의 결합 및 협력에 의하여 운영되고 발전한다면 양자에 대한 균형 있는
평가는 향후 자본－노동 관계를 더욱 고도화하는 데 있어서 선결조건이
라고 할 것이다. 또한 노동 내부에서도 기술직과 기능직이라는 전통적 구
분에 따를 때 양자 간의 관계 역시 균형 있고 체계적으로 평가되어 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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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볼 만하다.
현장기능, 혹은 숙련노동이라고 표현되는 현장의 경험적 지식의 집적
에 의하여 발휘되는 기능은 고도의 과학적 지식 및 기술과 더불어 한국의
산업현장을 지탱해 온 중요한 기둥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기존의 노동
관련 학자들의 많은 연구는 병영적 노동통제하에서 현장기능인들이 저임
금, 장시간노동으로 고통을 겪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따라서 현장기
능인들은 한국경제 성장 과정의 희생자로만 그려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것은 타당한 언술이며, 실제로 이러한 저임금, 장시간노동, 병영적 통제
를 극복하기 위하여 1987년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이 전개되기도 한 바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일방적 희생 모델 혹은 이에 대한 저항 논의로 충
분한 것일까? 그렇다면 1987년 이후는 희생과 저항 모델이 종식되었는
가? 희생과 저항의 동학과는 별개로 한국의 현장기능인들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소득수준이 상승하기도 하였으며, 노동자들 가운데 성공한 내부
자들(insiders) 역시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이렇듯 성공한 기능인들의
스토리는 곧 그들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특
히 노동자들의 성장에 대한 기여는 숙련의 향상과 발휘를 통하여 희생의
측면을 넘어서서 조직적 자산이 되어 왔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이러한 숙련에 대한 논의는 기존 학계에서 무수하게 논의되어 왔다. 그
만큼 숙련이 경제 및 노동 연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지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숙련을 양적인 지표로 개념화하여 계
산해 보거나, 특정 기업의 숙련이 어떻게 형성되고 굴절되는지 등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춰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의 숙련시
스템과 그 성과 등을 이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이정표들을 쌓아 왔지
만, 아쉽게도 이 연구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땀 흘려 획득하는 숙련의 생
생한 내용과 숙련의 습득, 형성, 축적, 발휘, 성숙, 변형, 전승, 은퇴에 이
르는 동태적 과정을 제대로 드러낼 수가 없었다. 또한 이러한 동태적 과
정이 진공 상태가 아닌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
실에 대한 추적과 평가, 분석과 개념화 등의 작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
다. 더욱이 연구 과정에서 집합적 전체가 아닌 개개인의 노력과 성취들을
드러낼 수 있다면 국가에서 산업, 기업, 개인에까지 파고드는 분석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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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총체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명장의 생애사를 연구함으로써 숙련노
동이 어떻게 한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그 위상과 동학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기획되었다. 여기서 명장이란 ‘명성이 드높은
장인’이라는 보통명사로 쓰이지만, 이하에서 설명하듯이 분석의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획정된 ‘대한민국 명장’과 일부 ‘품질명
장’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개념이다. 명장은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성공
한 기능인들을 대표하며, 따라서 숙련노동의 대표자로서 산업발전에 대
한 기여도를 드러내기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애사적 접근이기
때문에 한 시기의 일시적 성공이 아닌, 성공에 이르고, 그것을 확인하고
또 후배를 양성하는 전 과정을 분석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
한 미시적인 수준의 성공한 개인들에 대한 스토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업, 산업, 국가에 이르는 상위 수준의 숙련시스템에 대한 재평가가 가
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또한 과거 숙련에 대한 기업의 전략과 노
사관계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현재의 숙련시스템을 재조
명하고, 미래의 숙련 구상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명장의 생애사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우
리나라 숙련노동의 위상을 조명하는 연구이며, 개인사를 중심으로 한 노
동사 연구이고, 또한 명장을 둘러싼 내부노동시장 등 제도적 기제와 기업
의 발전사, 나아가 한국 현대경제사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나아가 이
모든 주제를 아우르는 한국 노동체제1)의 성격 규명과 변천사에 대한 연
구를 지향한다.

1) 한국 노동체제에 대한 최근 연구로는 조성재 외(2013)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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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숙련의 개념과 관련 이론

1. 숙련의 개념
숙련은 연구자에 따라서 매우 상이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으며, 특히 경
제학, 사회학, 경영학, 노사관계학 등 학문분과에 따라 숙련에 대한 접근
법과 구분법이 크게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경제학에서 고숙련사회를
지향한다고 할 때는 경제사회 전체에 걸쳐 미숙련, 반숙련자의 구성을 낮
추고 기능뿐 아니라 기술 수준이 높은 노동자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의미
한다(윤윤규․이철희, 2008; 박동열 외, 2011). 그리고 숙련향상의 대표적
지표와 기제로 학력 수준을 꼽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하면 전통적인 산
업사회학에서 숙련이란 제조업 생산기능직의 경험적 지식과 노하우를 의
미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박동열 외(2011)가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
해 정의한 바에 따르면 숙련이란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숙
달된 기술이나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는 여러 공통요소들을 뽑는 과정에
서 개념의 생동감이 떨어질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보다 다이내믹한 정의
로 장홍근 외(2009)는 “일반적으로 숙련은 근로자가 일정한 시간과 에너
지를 가지고 정해진 결과를 수행할 수 있는 학습된 능력으로 이해된다”
고 전제한 후 숙련 개념은 생산방식의 발전과 더불어 변화해 왔다고 주장
한다. 결국 시대에 따라서 숙련의 개념과 구성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 새로운 숙련은 “전통적 의미에서의 작동적 숙련(motor skill)뿐만
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인지적 숙련(cognitive
skills)을 비롯하여 문제해결 숙련과 사회적 숙련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된
다”고 본다. 결국 숙련의 개념 정의는 여타 조직, 기술, 환경 변수와의 관
계 및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숙련이 과학기술적 지식에 기반한 엔지니어링까지 포함하는지,
아니면 현장 기반의 숙달과 손재주, 암묵적 지식 등에 초점을 두는지는
매우 중요한 사전적 개념 정돈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Perrow(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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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림 1-1]과 같은 구분법은 큰 도움이 된다. 즉 어떤 조직이 주어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외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는가 여부와 문제를
분석할 가능성이 높은가 여부를 두 개의 축으로 하여 네 개의 기술을 성
격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모든 기술은 장인적 기술(숙련)
과 공학적 기술, 일상적 기술과 비일상적 기술로 나누어진다. 결국 여기
서 기술이란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체계’ 전반을 가리키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 쓰인 것이며, 이러한 광의의 기술이 다시 과학이나 공학을 기반
으로 하는 협의의 기술과 예술과 같은 각 개인의 경험이나 실천에 기초하
는 기능으로 구분된다고 할 것이다(조성재․전우석, 2011 : 99). Perrow(1967)
의 구분에 따르면 전자는 공학적 기술, 후자는 장인적 기술(숙련)이라고
부를 수 있다.
Perrow(1967)의 논의와는 달리 일상적, 비일상적 작업요소를 구분 기
준으로 한 숙련 논의도 존재한다. Autor, Levy, & Murnane(2003)은 일상
적, 비일상적 작업요소와 더불어 육체적, 인지적 작업요소의 2×2로 작업
을 유형화하고, 컴퓨터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그리고 황수경
[그림 1-1] 기술의 구분

자료 : Perrow(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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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은 이들 논의와 더불어 기업들의 작업시스템이 테일러주의적인 것
에서 유기적2)인 것으로 바뀌는 상황을 반영하여 다기능숙련에 대한 수요
가 증가한다는 Lindbeck & Snower(1996)의 분석틀을 함께 인용한다. 그
를 통하여 핵심 기능인력을 비일상적 인지적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인력,
조정능력을 보유한 기능인력, 그리고 유기적 조직에서 요구되는 다기능
숙련 인력 등으로 정의한다. 황수경(2007)은 숙련은 작업현장에서 근로자
가 일을 잘 수행하는 기술이나 능력을 의미한다고 소개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숙련은 일 또는 일자리와 분리되어 발현될 수 없다는 특
징을 갖기 때문에 종종 일자리 특성과 결합된 개념으로 정의된다고 설명한
다. 따라서 그의 연구는 숙련을 작업과 결합된(task-specific) 개념으로 규
정하고 진행된다. 그에 따라 한국직업사전에서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을 통해 숙련을 인지적 숙련, 육체적 숙련, 감각적 숙련으로 구분하고 이
를 한국 노동시장 상황에 적용해 본다. 그 결과 전체 기능인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기능인력 내부 구성에서는 숙련기능직
과 생산기능직의 비중이 감소하고, 숙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기능
직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한다3). 줄어든 기능인력은 1990년대에
는 대부분 사무관리직으로 대체되었던 반면,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이들
이 주로 단순노무직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분석하며4), 아울러 대기업은
전문기술직, 기술기능직 등 상대적으로 인지적 숙련도가 높은 직종의 비
중이 더 높은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숙련기능직, 단순노무직 등 상대적으
로 숙련도가 낮은 직종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숙련의 공급 측면의 인적 특성보다는 수요 측면의 일자리 특성에서 도출
되었다는 점에서 특이점을 갖고 있다5).
2) 원문은 ‘holistic’이므로 사실 이것은 ‘통합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3) 학력 분포를 보면, 기술기능직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숙련기능직과 생산기능
직은 고졸 정도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숙련기능직에서도 전문대졸
구성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황수경, 2007 : 86).
4) 한편 이와 유사하게 윤윤규․이철희(2008)의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고숙련 및 저숙
련 직종이 함께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5) 그러나 황수경(2007)은 또한 숙련은 “많은 학습과 오랜 기간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
서 습득되고 근로자에 체화되어 나타난다”고 본다는 점에서 인적 특성으로서의 숙
련 개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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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련의 사회경제적 맥락
숙련을 노동공급 측면의 개인 차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노동수요 측
면에서 규정하는 것은 생산방식과 숙련의 관계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게
된다. 여기서 생산방식이란 기술체계와 작업조직의 총합으로서 생산의
기술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생산방식은 크
게 보면 수공업적인 다품종 소량생산, 소품종 대량생산(테일러-포드주
의), 그리고 다품종 대량생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세계적으로 1970
년대 이후 등장한 다품종 대량생산 시대는 유연한 생산방식을 요구하며,
이러한 유연성과 시장 수요변동에 대한 탄력성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생산방식의 유연화에 따른 숙련구조의 변동에 대
해서 정승국(2010)의 논의는 매우 시사적이다. “테일러-포드주의적인 생
산모델이 유연적 생산모델로 바뀌면서 기술구조의 성격이 크게 변동하고
직무구조와 작업조직의 특성도 수정되었다. 기술과 작업조직의 성격이
변하면서 숙련구조의 성격 또한 바뀌기 시작했다. 정보기술, 경영지식, 작
업공정 지식, OJT 능력,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능력, 분석적 문제해결능력
의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이는 앞서 Lindbeck & Snower(1996)의 논의
에서 개략적으로 제기되었던 주장에 대한 독일 자동차산업 사례를 토대
로 한 구체적 언술이다.
따라서 숙련에 대한 논의는 무중력 상태에서 논의될 수 없으며, 실제로
어떠한 생산방식하에서 숙련이 논의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수공업적 생산방식은 그야말로 장인적 숙련과 장인정신(craftmanship)이
무엇보다 요구되지만, 대량생산방식에서는 구상과 실행의 분리로 인하여
탈숙련화와 고기술화의 양극 분해가 진행된다. 아울러 최근의 유연적 생
산방식의 확산 속에서 숙련의 성격은 손끝기술보다는 문제해결능력 위주
로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렇듯 생산방식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숙련의 성격이 변화하고, 또 그에 따라 노사관계가 변화함을 잘
정리하고 있는 논문으로는 Mathews(1993)을 들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새
로운 유연한 생산방식이 확산됨에 따라 숙련노동에 요구되는 것은 전체
공정에 대한 이해와 상황별 대처 능력 등의 ‘지식’이다. 이는 이미 고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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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본 블루칼라 노동자의 화이트칼라화를 제기하면서 사용한 ‘지적 숙
련’ 개념과 상통하는 것이다(小池和男, 1991). 고이케에 의하면 일본 산업
현장에서 숙련의 개념은 ‘변화와 이상에 대한 대처’ 능력으로 표현된다.
또한 Mathews(1993)에 의하면 유연 생산방식에서 기업 내 팀작업과 기
술과의 상호작용 등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노사관계에서도 기업 단위의
통합적 교섭(integrative bargaining)이 부각되게 되며, 산업과 국가 수준
에서 기업 단위 숙련의 통용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해지게 된다.
Lindbeck & Snower(1996) 역시 숙련이 직업(occupation) 베이스에서 기
업 베이스로 중심이 이동함에 따라 기업 단위 노사교섭이 중요하게 되었
음을 주장하고, 이에 따른 임금격차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한편 경제학과 사회학, 노사관계학 등에서의 이상의 숙련에 대한 논의
는 경영학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논의가 고성과작업조
직(High Performance Work Organization : HPWO) 혹은 고성과작업시스
템(HPWS)에 관한 수많은 논문들이다. 일본식 린 생산방식뿐 아니라 스웨
덴의 사회기술체계론, 미국의 전통적인 인간관계론 등까지 흡수하고 종합
하여 고몰입(high commitment) 인적자원관리와 충실한 인적자원개발
(HRD), 생산적 노사관계와 참여적 작업조직에 의하여 기업의 성과가 높
아진다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론(SHRM)과 연계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
여 Osterman(1995)은 기술에 따라 숙련이 좌우된다는 기술결정론을 비판
하고 기술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고성과작업조직이 구축되면 숙련이 종속
적으로 결정된다고 본다. 물론 HPWO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훈련
이 제공되어야 한다. Osterman(1995)은 HPWO에 따른 고숙련화는 전문
직과 기술직에 보다 유리하게 나타나고, 블루칼라 생산직의 경우 ‘태도’가
더욱 중요해진다고 본다.
숙련은 이렇게 생산방식과 인적자원관리의 변동에 따라서 그 개념과
구성이 변화할 뿐 아니라, 사실 한 사회의 과학기술 기반, 노사간 정치적
타협과 임금체계, 교육훈련제도와 금융 및 기업지배구조 등 각종 제도의
배열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숙련의 역사적, 사회경제적 맥
락은 대단히 중요하며, 따라서 외국의 숙련 제도 중 일부분만을 떼어서
도입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넌센스인 경우조차 있다. 숙련은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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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사회보호와 예측되는 숙련 프로파일

고용보호
저

고

고

특정 산업 숙련
(덴마크)

특정 산업&기업
혼합 숙련 (독일)

저

일반 숙련
(미국)

특정 기업 숙련
(일본)

실업보호

자료 : Estevez-Abe, Iverson & Soskice(2001).

이 체제 혹은 시스템의 차원에서 여타 경제사회 변수들과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한 국가의 숙련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평가는 자본주
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 : VoC) 차원에서 시도되어 왔다.
그러한 점에서 VoC 논의의 고전인 Hall & Soskice(2001) 제4장에서 제
시된 숙련 프로파일의 국가별 차이는 매우 흥미롭다. [그림 1-2]에 의하
면 고용보호와 실업보호 등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의 정도를 축으로
국가별 숙련의 특성이 달라진다. 신고전파 경제학의 세계에서 그리는 고
용보호와 실업보호가 모두 낮은 상태는 일반적 숙련형성에 유리하다. 즉
숙련의 통용가능성이 매우 중요하고,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숙련을 입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력과 자격증이 될 것이다. 반면 고용보호는 낮
지만 실업보호가 높은 수준인 덴마크 등에서는 산업특수적 숙련이 형성
되기 쉬우며, 실업보호는 낮지만 종신고용으로 유명했던 일본은 고용보
호 수준이 높아 기업특수적 숙련과 선택적 친화성을 갖는다. 독일은 산업
특수적, 기업특수적 숙련이 모두 발달한 경우에 해당된다. 결국 숙련은
해당 국가의 고용관계와 관련한 제도적 프레임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집합적 숙련이 형성되는 과정을 꼼꼼하게 추적하여
비교 연구한 Thelen(2004)과 이를 충실히 번역한 씰렌(2004; 신원철 역,
2011)에 따르면 독일은 수공업자들과 산업 부문 대기업들, 그리고 노동조
합이 150여 년에 걸친 정치적 동맹과 갈등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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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의 도제 양성 시스템이라는 연속성이
유지되었으며, 그와 더불어 숙련의 인증 등 다른 국가들에서 확보하지 못
한 기제들을 발달시켰다. 반면 크래프트에 대한 통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
속에서 영국은 도제 양성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하게 되며, 이후에는 자유
주의적 접근으로 귀결되고 만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의 일본이나
미국도 독일이나 영국과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였는데, 일본에서는 노동
이동이 심한 숙련노동을 확보하고자 한 노력 끝에 내부노동시장에서 계
급타협을 이루는 분절주의적 결과를 얻게 된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숙련
공과의 타협 질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포어맨(foreman)이라는 현장감독
자 중심의 작업장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 포어맨 지위는 점차 대
졸자들에 의해 채워지게 되며, 숙련 양성과 관련해서는 영국과 마찬가지
로 자유주의적 접근과 학문중심의 대학교육으로 귀착되게 된다. 이러한
씰렌(2004)의 논의는 뛰어난 정치학자의 이론적 기여도 새롭지만, 수백
쪽에 걸친 독, 영, 미, 일 4개국 직업훈련 시스템에 대한 비교사적 연구,
그리고 특히 독일 시스템에 대한 통시적 고찰로 유명하다6).
이러한 국가별 숙련 구조의 제도적 차이와 그 결과에 관한 논의는
Crouch et al.(1999)에서도 일부 이루어진 바 있다. 또한 Sung et al.(2000)
의 경우 숙련개발체제(장홍근 외, 2009, 이하 내용 참조)를 영미식의 시장
모델, 유럽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는 조합주의 모델, 한국과 싱가포르 등
의 개발국가 모델, 남미국가들의 신시장 모델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
리나라는 여전히 개발국가 모델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을까, 아니면 조성
재 외(2013)가 주장하듯이 많은 측면에서 한국 노동체제를 재벌이 주도하
고 있는데, 숙련 형성과 보상, 전승 등의 측면에서도 재벌의 주도성이 발
6) 이에 대한 서평을 쓴 유형근(2013)에 따르면 “(우리는) 정치적 민주화, IMF 경제위
기,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 같은 외부 충격에 의한 시기 구
분을 무색하게 하는 노동 및 고용관계를 구성하는 하위 제도들의 연속성, 그리고
그러한 시기 구분과 일치하지 않는 제도들의 ‘시간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로 주
목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또한 “이 책(신원철의 역서)에서 다룬 직업훈련 제도
뿐만 아니라 기업별 노조, 내부노동시장의 여러 기제들, 임금협상 제도, 노사협의
회, 노동복지, 노동행정 및 노동법 등의 기원, 성장, 변화에 관한 역사적 분석은 여
전히 전인미답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역사적 접근의 공백을
메워 보려는 작은 시도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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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되고 있을까? 그렇다면 그러한 재벌의 주도성은 언제, 어떻게 구축된
것일까?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발국가가 주도한 숙련개발체제하
에서 기업과 노동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결국 숙련이라는 자신의 자산
을 확보하였을까? 본고는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답이 기존에 충분치 않
았다고 본다.
여하튼 이렇게 숙련은 한 사회의 체제 혹은 시스템과 연계되는데, 그렇
다면 숙련형성, 혹은 숙련개발 역시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홍근 외(2009)는 숙련개발체제라는 개념으로 한국,
독일, 일본을 시스템적으로 비교한 연구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 밖에 스
웨덴 사례에 대한 김순영(2012)의 소개, 그리고 보다 포괄적으로 유형별
숙련개발체제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노사 파트너십에 의한 숙련개발을
주장한 이 선(2009)의 연구도 존재한다. 이들 연구는 모두 사회합의주의
등 거시적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숙련체제와의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는 공통점을 지닌다.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Lindbeck & Snower(1996),
Mathews(1993) 모두 새로운 유연한 생산방식의 확산에 따라 산별 중앙
교섭의 응집력이 약해지고 기업 단위 교섭이 중요해짐을 주장하고 있는
데, Mathews(1993)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단위를 넘어서는 숙련평
가와 훈련의 공통 프로토콜까지 제시하고 있어서 흥미롭다.
이러한 당위적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장홍근 외(2009)가
지적하듯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숙련은 주요한 의제가 되어 본 적이
없다. 우리나라 노동조합들은 존재인정투쟁과 분배교섭 요구를 넘어설
수 있는 제대로 된 전략도 실천도 없었고, 무엇보다 그럴 수 있는 정치사
회적 환경이 미진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7). 그렇다면 반대로 노사
7) 한국의 저숙련균형이 노조의 책임 때문만은 아니다. 장홍근 외(2009)에 따르면,
“한국은 종래의 국가 주도 숙련개발체제를 탈피하여 민간 주도의 숙련개발체제로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역설적이게도 국가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훈련을 국가의 책무로 여기는 경향이 남아 있다. 최근 기업은 숙련개발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지는 않는다. 근로자들은 숙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지만, 장시간 근로, 사업주의 무관심 등으로
충분하게 참여하지는 못한다. 노동조합의 체계적인 숙련전략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근로자 숙련개발은 노동조합의 관심 영역이나 핵심의제에서 비켜나
있다.” 또한 그의 표현대로 숙련개발은 전형적으로 시장실패가 빈번한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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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다른 한 주체인 사용자들의 경우 숙련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주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을
까? 씰렌(2004)이 소개하는 독일처럼 사용자 사이의 연계를 통하여 이러
한 주도성의 제도적 진지를 공고하게 구축하였을까? 매우 부정적인 답변
이 예상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숙련은 축적되고 발휘
되어 왔다는 점에서 그 메커니즘이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3. 내부노동시장과 기업특수적 숙련
앞서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은 기업특수적 숙련
이 형성되기 용이한 제도적 배경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유사한
연공임금체계와 기업별 노사관계 시스템을 갖고 있다면 기업특수적 숙련
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Doeringer & Piore
(1971) 이후 논의되어 왔듯이,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1차 노동시장
이 내부노동시장 형태를 띠고 중소기업 중심의 2차 노동시장과 분단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조영철(1993)이 1980년대 중반에 이미 대
기업 내부노동시장이 구축되면서 분단노동시장이 나타났다는 주장을 제
기하였으며, 정이환(1992)은 1987년 기업별 노조운동 활성화를 계기로 내
부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내부노동시장 이슈
를 기업특수적 숙련 문제와 직결시킨 것은 김종한(1996)으로, 역시 1981
～89년까지의 기간 동안 생산직 노동자에게 있어서 숙련형성의 내부화8)
가 진행되었으며, 그것은 대기업에서 더욱 분명하다고 본다. 또한 중화학
공업이 경공업에 비해, 그리고 기계장비율이 높을수록 숙련형성 내부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본 보고서는 명장들의 경험을
통하여 이러한 주장이 어느 정도나 타당한지 검증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일단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될 경우 자동화에 따른 탈숙련화의 위
8) 김종한(1996)에 의하면, 숙련형성의 내부화란 노동자에게 기업특수적인 기술을 습
득시키기 위해 현장훈련이나 현장외 훈련과 같은 특수훈련을 통해 처음부터 기업
내에서 숙련형성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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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도 어느 정도는 방지할 수 있다. 이의규․이상헌(2003)에 의하면, “신기
술 도입에 따른 근로자 숙련형성의 특징은 신기술을 도입함에 있어 경영
전략에 따라 근로자들의 숙련 내용의 전환 및 숙련의 ‘폭과 깊이’(의 변
화)를 수반하는 새로운 숙련이 형성될 수 있으며, 그러한 숙련의 재구성
이 신기술의 효과적인 정착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도 효과적이다. (중
략) 한국 근로자들의 경우 고용안정 및 커리어 개발의 비전이 제시된다면
배치전환 및 숙련 재구성에 대한 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타 숙련의
학습을 용이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업의 신
기술 도입과 숙련의 재구성, 작업조직 재편과 관련하여, 이에 따른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여 근로자들의 장기적인 커리어 형성의 비전을 제시하고
자기 계발을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요컨대 탈숙련화로
나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상황을 막아줘야 신기술의 변화를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한국에서 내부노동시장
이 구축되면서 기업특수적 숙련이 형성될 뿐 아니라, 자동화 등 기술의
진화도 빠르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는 달리 김미란 외(2011)에 의하면 자동화 기술은 생산기능직 근
로자의 저숙련노동과 고숙련노동으로의 양극화와 내부 분화를 촉진할 가
능성이 있다. 즉 한편으로는 자동화 기술의 도입은 근로자의 탈숙련화와
함께 고용의 외부화를 초래하여 기업 내부노동시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
로 작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동화 기술이 내부노동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동화
기술이 더 높은 숙련요건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과의 오랜 고
용관계를 희망하게”되기 때문이다.
결국 자동화를 비롯한 신기술의 도입은 내부노동시장에 차별적 영향을
미쳤을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명장들의 경우 어떻게 대응하였는지가 본
보고서의 주요한 관심 중의 하나이다. 일단 성공한 기능인들이기 때문에
자동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그 구체적 양상은
어떠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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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숙련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자에 따라서 숙련의 개념 규정도 상이
하고, 강조점의 차이도 큰 편이다. 숙련과 관련하여 기술결정론과 같이
기술이 발전하면 숙련 수준도 높아진다는 낙관적인 숙련향상론도 있지만,
브레이버만의 논의로 대표되는 탈숙련화 논의의 흐름도 주목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술결정론보다는 숙련에 대한 Child(1988) 등의 전략
적 선택 이론이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다. 물론 전략적 선택은 경영자 혼
자서 무매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점에서는 역시 제도적 맥락
을 강조한 자본주의 다양성 논자들의 주장과 최근 생산방식의 변화에 따
른 숙련의 구성 및 내용 변화 논의가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생산방식의
변화에 따라 필요 숙련이 변화하고, 결국 기업 단위 노사관계가 중요해지
고, 또 그 의제가 변한다는 Mathews(1993)의 논의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최근에는 노동과 학습의 통일을 강조하는 노동통합적인 학습이
강조되고 있으며, 작업조직의 학습효과에 주목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장홍근 외(2009)에 의하면 “이전의 숙련개발방식의 강조점이
숙련자격의 획득에 있었다면, 현재의 학습 목표는 직무능력(competency)
의 개발에 두어지고 있다. 전문적인 지식과 손솜씨 등의 습득이 전통적
인 숙련형성방식의 내용이라면,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능
력, 공정능력, 성찰적 차원을 포함하는 것이 새로운 학습의 내용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 생산방식의 변천에 대한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만약 우리나
라에서도 유연한 생산방식이 확산되어 왔다면 명장들의 숙련 내용에도
일정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과연 그들의 생애 과정에서 이러
한 변화는 일어났을 것인가? 명장들은 탈숙련화의 위험에 어떻게 대처하
였는가? 김미란 외(2011)에서 논의하듯이 오히려 내부노동시장의 안정성
이 새로운 숙련의 습득, 혹은 숙련의 업그레이드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
을까? 한편 노사관계라는 제도적 맥락에서 명장의 숙련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인가? 본고는 이러한 이론적 관심을 배경에 두고 진행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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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제3절 현대 노동사와 기능인력의 공급

명장의 생애사에 대한 연구는 필연적으로 숙련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는 포괄적인 현대 노동의 역사에 대한 논의로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러한 넓은 맥락에서 숙련노동의 위상을 평가해야만 우리나라의 숙련 시
스템을 올바로 해석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노동사에서 우리들의
관심은 어떤 정치적 변화와 경제 구조 및 환경, 산업정책상의 변화를 매
개로 노동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 방향이 설정되었는지,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노동시장의 변화는 어떠한 것이었는지, 이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의
대응은 무엇이었는지,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작업과정과 이
직 등의 과정에서 정부와 사용자에 대해 간접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근
로자들의 의지와 그들의 직업인으로서의 역량은 어떠했는지 등에 두어지
고 있다. 따라서 노동사 자체가 방대한 연구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기 때
문에 여기서 이 모든 세부 주제를 다 다루기는 어렵다. 다만 본절에서는
명장들이 주로 등장하고 활동하는 1990년대 이전 시기까지의 전사(前史)
와 더불어 명장들도 포함되는 국가에 의한 기능인력 공급제도에 대해 간
략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경제개발과 기능인력 공급 체계
1950년대 정부는 무상원조를 받아 판매한 대충자금을 재원으로 삼아
전력, 시멘트, 석탄, 비료, 운수 및 통신 등 국가의 기간산업 부문과 사회
간접자본 부문에 투자하였다. 이렇듯 이승만 정권도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하였지만, 경제는 지지부진한 상황을 탈피하지 못하였
다. 이에 따라 1950년대에 우리나라의 실업은 후진적인 구조적 실업의 전
형적 형태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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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50년대에는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이 크게 팽창하
였다. 이 가운데 고등교육도 1947년의 경우 대학교 25개, 대학생 수 1만
9,023명에서 1953년에는 대학교 58개, 학생 수 4만 1,064명으로 크게 확대
되었다(김성중․성제환, 2005 : 70). 또한 우리나라에서 직업훈련에 관한
최초의 법적 근거를 갖춘 것은 1953년 5월 공포된「근로기준법」의 ‘기능
자 양성’에 관한 규정이었다. 그러나 시행기준인 ‘기능자양성령’은 1962년
1월 22일에야 제정, 공포되었다. 1960년대 초에 동 규정의 적용으로 견습
공 공정을 개설하고 있던 기관은 한국전력, 금성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조
선공사 등 15개 사업체 정도였다(김성중․성제환, 2005 : 72). 요컨대 1950
년대는 전쟁의 후유증으로 원조에만 의존하여 간신히 생계만 유지하던
경제는 아니었으며, 국가적으로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에도 관심을 기울
임으로써 향후 풍부한 양질의 인력에 토대를 둔 경제성장을 준비한 시기
였다.
산업 자체만을 두고 보더라도 1950년대에 대규모 면방직 공장에 기술
인력들이 활약했다는 서문석(2010)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한국전쟁 이
후에 대규모 면방직공장에서 근무하던 남성기능공들은 전체의 62.3%가
30대이며, 대부분이 국민학교 졸업자이고, 66%가 10∼19년 사이의 경력
자들이었다. 다른 업체들이 주로 일본인 기술자들에 의존하여 공장이 가
동되었던 데 비하여 일제강점기에 한국인 기술인력들만 활동했던 경성방
직은 해방 이후 귀속 면방직공장들에 기술인력을 공급하였다. 그 결과 귀
속 면방직공장들이 기술공백을 극복하고 생산을 재개할 수 있었다.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성방직의 기술인력들은 숙련공들을 중심으로 전재
설비들을 복구하였다. 불에 탄 설비들을 재생하여 불가능에 가까웠던 전
후복구에 성공함으로써 전후 공급부족의 경제상황을 활용해 공장을 정상
화시킬 수 있었다. 결국 이런 기술, 기능인력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1960
년대 면방직 공업의 수출산업화에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으며, 이후 한국
경제성장의 내생적 요인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이 밖에도 1950년대 당시의 노동실태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씩 제출되
고 있는데, 박용철(2013)은 조선맥주를 대상으로 하여 내부노동시장과 노
사전략적 선택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기업별 노조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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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목을 끈 바 있다9).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1960∼70년대 개발독재는 일본과 미국 등에서 자
본과 원자재 및 기술을 들여와 대기업의 주도하에 국내의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으로 가공하여 수출하는 방식이 기본이었다. 1960년대 당시 우리
나라의 노동력은 확실히 과잉이었지만,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능을 가진
근로자는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다. 이러한 “노동량 풍요 속의 노동력의
빈곤”(김성중․성제환, 2005 : 164)이라는 기능인력의 수급문제를 해결해
야만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따라서 직업훈련 관계법령 제정을 위한 여러 시도 끝에 1964년 4월 경
제기획원은 이 업무를 보건사회부 산하에 신설된 노동청으로 이관하였다.
노동청은 영국과 프랑스의 직업훈련제도와 직업훈련분담금, 부과금 제도,
일본의 인정직업훈련제도 등을 참고하여 직업훈련법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후 국회의 심의 등을 거쳐 1967년 1월 16일 직업훈련법이 제정, 공포되
었다. 이 법에 따라 기존의 실업교육과 중복되지 않게 체제를 갖추도록
하였다. 학교교육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을 탄력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직업훈련관은 그 후 직업훈
련제도가 정착되고 성장 발전하는 과정에서 계속 유지되었다(김성중․성
제환, 2005 : 169).
그러나 사업주들은 자체 인력양성보다도 기존 기능인력을 부당 스카우
트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 박영구(2012)에 의하면, 1970년대
내내 정부는 직업훈련에서 무임승차자(free rider) 입장을 고수하는 사용
자들을 설득하고 유인하기 위하여 무던히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10)
9) 다만 이 연구는 1960년대 이후의 변화를 추적하지 않아, 내부노동시장이 시장 환
경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대기업들
은 내부노동시장을 추구하지만, 전반적인 분단노동시장과 결합되지 않을 경우 그
효과는 제한된다. 그러한 점에서 조선맥주의 내부노동시장화, 그리고 우리의 관
심인 숙련의 내부화는 아마도 훨씬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했을 것이지만, 이는 위
논문의 주요한 연구 관심은 아니었다.
10) “기능공 부족이 현재화하고 있었고 이에 따른 기업간 인력빼내가기가 사회문제로
까지 되고 있었다. (중략)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한국사업자단체나 기업들은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해 기능공이 자발적으로 확대됨으로써 기능공을 안
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공의 이동을 인위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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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경련이나 경총, 대한상의 등 그 어떤 사용자 조직도 씰렌(2004)이 반
복하여 소개하고 있는 독일 수공업회의소나 상공회의소 등과는 달리 숙
련과 도제훈련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거나 투자에 나서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1974년 12월「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공
포하여 5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하여금 매년 일정비율 이
상의 기능인력을 의무적으로 양성하게 하는 사업내 직업훈련 실시의무제
도를 채택함으로써 기업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기능인력을 스스로 양성,
활용토록 유도하였다. 또한 1977년부터는 훈련실시 의무 사업체를 200인
이상의 고용사업체로 확대하였다. 한편 이에 앞서 1976년에는 직업훈련
법과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합하여「직업훈련기본법」을 제정
하기도 하였다.
1967년 직업훈련법이 발표된 이후 직업훈련은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1967년에는 사업내 직업훈련소 16개소, 공공직업훈련소 20개소, 계 36개
소이던 것이 1971년에는 사업내 직업훈련소가 59개소, 공공직업훈련소가
105개소, 계 164개소로 증가되었으며, 훈련 직종에 있어서도 초년도에 50
개 직종이던 것이 124개 직종으로 확대되었다(박영구, 2012). 또한 그 질
적인 성과도 양호했는데, 국가기술자격 검정합격률을 보면 대학교, 전문
학교, 실업고교, 일반검정에 비해 직업훈련원의 성적이 매우 높고 또 기
복이 적었다. 이는 직업훈련원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업내 훈련에 대한 박영구(2012)의 평가는 냉정하다. “1970년
대 후반 사내 기능공 양성 실적의 증대와 기업들의 초과달성이라는 양적
인 면에서의 보고 수치와 달리 내용에서 다수 기업들의 기능공 육성과 기
능공 보호에 대한 무성의, 신기술교육에 대한 무성의로 우수기능공 부족
문제는 반복되었다. 1976년 경기회복 이후 1977년, 1978년 기업계에서는
새롭게 건설한 각종 중공업의 순조로운 가동을 위한 기술자, 기능공에 대
한 과열스카우트 경쟁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당국에서는 이의 제
급급하고 있었다”(박영구, 2012 : 169). 또한 같은 책의 p.199에서는 (1970년대 중
화학공업화 과정에서) “그렇지만 직접 노동수요자인 기업이, 특히 대기업일수록
우수인력을 독식하고 있으면서도 개인과 정부에 교육비용을 전가하고자만 하고
있었고 정부 역시 이에 동의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히 한국의 현실이었다”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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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 노력하였으나 스카우트 열풍은 가열되기만 하였다”(박영구, 2012 :
251). 즉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기업들의 정책순응성은 떨어졌는데, 이는
특히 무임승차자 의식을 극복할, 독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사용자들의
자율적인 규제를 만들어내지 못한 데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기업의 무
성의로 1970년대 한국의 직업훈련은 규제, 계획 중심의 정부주도형이 될
수밖에 없었다”(박영구, 2012 : 253).
한편 정부는 1973년에 공업고등학교의 특성화 정책을 발표하고, 기계
공업고등학교 등 실업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1973년 각종 자격을 통폐합하고 공신력 있는 검정시행을 위하여「국가기
술자격법」을 제정하였다.
공고 확충과 자격제도 정비를 포함하여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정책수립
과정과 그 상세한 내용은 박영구(2012)의 기념비적 연구에 잘 나타나 있
다. 세 권으로 이루어진 시리즈 가운데 제Ⅱ권의 제20장과 제21장에서 기
술인력 공급정책의 형성과 변화를 풍부하게 다루고 있다. 그에 의하면 우
선 한국은 중화학공업화를 구상하면서 가장 먼저 기술․기능인력 양성문
제를 고려하였고 이는 바로 한국 중화학공업화의 특징이고 장점이었다
(박영구, 2012 : 173). 이에 따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개혁과 인력양성계
획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원칙적으로 학교교육에 의하여 양성하도
록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지역공업에 맞춘 특화와 실습위주의 교육방
식을 추진하였다. 이는 독일 교육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고 한다(박영구,
2012 : 175, 179).
또한 1973년 9월 21일 국무회의는 병역특례법시행령을 의결, 공포하여
실업계 고졸자로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체에 취업하는 자는 기능공 5년
복무 시 병역면제를 해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기능공에 대한 자발적 공
급증대를 꾀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기능올림픽에서의 한국 기술인력
의 선전을 대대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기능입상자들을 내세워 기
술인들의 긍지를 높이며 사회적으로 이들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게
하여 기술교육에 대한 수요를 높였다.
이런 정부의 계획은 성공적이었다. 1976년과 1977년 자료를 정리한 박
영구(2012, 표 20-16)에 의하면 부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금오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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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계공고 신입생의 성적을 보면 중학교 수석졸업자가 9.6～10.2%를
차지하고 있었고, 중학교 전교생 5% 이내의 성적을 가진 신입생이 77.8～
80.4%에 이르고 있었다. 이렇듯 전반적으로 기능자 양성에서 직업훈련이
중심이 되도록 하였으나, 특히 중화학분야의 기능자 양성은 정규교육인
실업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박영구, 2012 : 211)11). 그리고 그 성과도
분명하였는데, 예를 들어 전국기능경기대회 중공업 종목 총 입상자 57명
중 공고출신이 42명으로 전체의 73.3%를 차지했다(박영구, 2012 : 246).
그런데 정부는 예산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대기업으로 하여금 실업계
학교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유도하였다. 기업의 기능공 교육에 대한 무
임승차로 사회적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1978년 3월 16일 정부는 대기
업에 공고 설립을 적극 권장하였다. 이에 따라 포항제철이 1978년 9월에
인수한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를 대폭 확장하기로 하는 등 일부 기업들이
자신들의 수요와 관련하여 공고 설립계획에 적극성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기업들의 역할은 충분하지도 지속적이지도 못하였다(박영구, 2012 : 236). 이
후 1980년대에 들어서는 중화학공업화에 대한 비판 속에서 제반 교육제
도도 변혁의 대상이 되었으며, 결국 198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실업교육
에 대한 예산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2. 노동력 수급상황과 숙련 요구의 본격화
1970년대는 유신독재가 전개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병영적 통제가 심
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노동운동은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였다. 그
러나 1970년대 후반 한 자동차 차체공장을 대상으로 한 정승국(2004)의
연구 결과, 노동통제에 대한 노동자의 순응이 지배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
으로 나타났다. 작업장 내에는 다양한 형태의 저항과 비순응적인 행동이
존재하고 있었다. 작업장에서의 저항은 동의와 공존하고 있었으며 서로
결합되어 있었다. 느슨한 공간 속에서 작업자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저항
11) 같은 책의 p.223에 의하면, “상급 기능인력은 역시 공업고등학교가 공급비중
77.1%로 중심 공급자 역할을 하고 기능사보, 단순기능공 등 하위기능공은 직업
훈련의 역할이 크도록 계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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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일탈적 관행들을 발전시키고 있었으며, 노동자의 숙련은 작업자들의
저항적 행동을 유지시키는 전술적 수단이었다.
한편 1970년대 산업발전에서 여성노동자와 섬유의류산업의 중심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시기 여성노동시장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의 여성이 절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제조업에 주로 취업해 있으면서 미혼
여성이 중심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취업여성의 80%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섬유제조업에 32%, 의류제조업에 18%
가 취업하고 있어 제조업에 취업한 여성 중 50%가 섬유의류업에서 노동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여성들이 특정 직종에 편중하게 되는 이유는 당
시의 산업구조가 노동집약적인 산업 중심의 제조업 위주이면서 저임금의
인력을 선호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동력 공급 측면에서 볼 때, 여성
들이 가사노동과 유사한 형태의 일을 하기에 적합했고, 더욱이 가부장적
가족구조하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어린 딸들을 도시로 내보내어 취업하도
록 했던 사회적 상황이 존재했기 때문이다(김경희, 2005 : 195).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다.
확실히 그것은 선성장 후분배 논리, 그리고 노동억압적인 방식을 취한 것
이었으며, 지역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모두 불균형 성장 정책을 따른 것이었
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만만치 않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자리와 기
본 소득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취업을 위해 도시로 몰려들었으며, 농촌에
잠재적인 노동력이 남아 있는 한 이러한 이농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이른바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노동력이 무한히 공급되는 단계이다. 그러나
루이스의 전환점(Lewis Turning Point)를 지나게 되면서는 노동력 공급이
줄어들고, 임금은 최저생계비 수준을 넘어서 서서히 상승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부터 노동력의 수급이 경색되기 시작하여 노동
시장에서 구인수가 구직자수를 초과하여 구인배율(구인수/구직자수)이 1
을 넘어섰고 제조업 입직률, 실업률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
작하였다(김성중․성제환, 2005 : 93). 학자들은 1975년경을 우리나라의
루이스 전환점으로 파악한다(배무기, 1982).
이렇게 임금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것은 인력관리에서 그만큼 생산성이
중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또한 1950, 60년대부터 존재했던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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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경우는 국가기간산업이거나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 산업인 경우가
많아 어느 영역보다 기술과 숙련을 보유한 인력을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고도성장의 초기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김삼수(2005)는 한국전력의 사례를 다루
고 있는데, 도입된 외국설비의 운영과 관련하여 숙련 인력이 필요하였으
며, 미국식 직무급 체계를 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대응하고자 하였
으나, 이후 현장의 반발 등으로 인하여 일본식 직능급 체계로 변화하게
된다. 한편 노동력 동원을 위한 1970년대 공장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대
한조선공사를 사례로 한 신원철(2003)의 연구가 제출되어 있으며12), 손정
순(2011)은 철강산업에서 일찌감치 사내하도급 제도가 성립하고 있었음
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고용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들 가운데 숙련에 대한 기존 학계의
평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정영태의 연구를 정리한 이종구 외(2005 : 12)에
따르면 “남성 기계공 출신의 구술자가 영등포 문래동 일대에 존재하던
노동자문화에 대해 남긴 증언과 더불어 노동자가 조금이라도 양호한 노
동조건을 찾아 집단으로 전직하는 관행에 대한 구술 증언은 한편으로는
아직 노동시장의 내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른 한편
으로는 생산현장에서 필요한 숙련의 수준이 낮았다는 당시의 실태를 보
여주고 있다.” 또한 김 준(2004)은 1970년대에 조선산업에서 내부노동시
장이 본격적으로 형성, 강화되기 시작하였다는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
하면서, 구술 증언들을 통해 볼 때 당시 형성된 조선 노동자의 숙련은 기
업특수적이라기보다는 업종 일반적, 또는 산업 일반적이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숙련형성이 회사의 주도 아래 현장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
고 노동자들은 높은 이동 가능성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인데, 결국 이는
1970년대 내부노동시장이 매우 불완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12) 대한조선공사의 공장새마을운동 사례는 대단히 중요하다. 1990년대의 다양한 소
집단활동기법은 공장새마을운동하 분임조활동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른바
‘다물단’ 운동 등은 1970년대의 애국주의적 공동체 논리의 변용이기 때문이다. 또
작업장 내 일상생활 자체를 규율하려는 점에서 상당한 유사점을 보인다. 나아가
성과급 산정 시 개인에 대하여 항목별로 고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이후의 능
력주의 인사제도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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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역사적 유산 속에서 한국의 명장들이 새로이 등장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높지 않은 숙련 수준을 물려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 노동수요 측면에서 새롭게 중화학공업화에 필요한 숙련형성이 요구
되는 상황이었다. 명장과 관련하여 이러한 “숙련의 부족상태”, 심지어 현
대적 숙련의 “진공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서서 내부노동
시장 및 기업특수적 숙련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는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이상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수공업발전과 숙련의 전통이
식민통치, 전쟁 등으로 왜곡되고 단절된 상태에서 1950년대에는 몇몇 방
직공장에서만 기술과 숙련이 전승되었을 뿐이다. 1960년대부터 정부의
경제개발전략에 따라 공장제 대량생산이 시작되었으나, 여성 인력 중심
의 섬유의류 산업은 미숙련 혹은 반숙련에 기초한 것이었다. 1970년대 이
후 중화학공업화에 따른 기능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공고 위주의
교육제도 개편과 직업훈련제도가 확충되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자
들의 적극적인 숙련 투자는 매우 부족하였고, 사용자들 사이의 조율 행동
이 부재한 상태에서 외부노동시장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스카우트는
체계적인 훈련을 저해할 뿐이었다. 결국 개발국가가 신규 숙련인력을 공
급하는 시스템 속에서 기존 인력들의 숙련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그나마 그 숙련은 억압적 노무관리에 대한 무언의 저항에 활용(정승국,
2004)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숙련의 내부화와 내부노동시장의 형성
을 통한 중화학공업의 본격적인 발전은 1980년대를 기다려야 했는데, 그
것도 병영적 통제에 대한 저항을 조직한 기업별 노조의 작용에 일부 의존
한 것이었다(정이환, 1992). 이 과정에서 명장으로 성장하게 되는 선두 그
룹은 어떠한 역할을 했던 것일까? 숙련의 전통이 취약한 상태에서 한국
의 산업발전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본고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
을 규명하고자 노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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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명장 제도 소개

제1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보고서는 한국의 숙련시스템과 그와
관련된 현대 노동체제에 대한 개인 차원의 연구에 중점이 있지만, 연구의
대상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명장과 일부 품질명장으로 장인의
개념을 좁혔다. 이는 장인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를 고
려하여 제도적으로 확인된 장인인 명장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특히 ‘대한민국 명장’은 어느 시각으로 보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인 중의 장인’이기 때문에 성공한 기능인의 생애사를 주요한 접근법으
로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명장은 정해진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선
정하도록 하고 있다. 1986년부터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1986∼90년 5년간
명장으로 선정된 인원이 27명인 데서 알 수 있듯이 초기에는 기능경진대
회의 부수적인 성격이 강하였다13). 1991년 41명이 한꺼번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명장 선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으며, 이후 매년 12∼34명
의 명장을 배출하여 2012년 말 현재 547명의 명장이 선정되었다14). 대한
민국 명장 제도는 일본의 명공 제도나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에 비견되지
만, 숫자상으로는 대한민국 명장이 매우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치는
더 높다고 볼 수 있다15).
13) ‘대한민국명장’은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숙
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선정하고 우대하는
제도이다. 1986년 전국 기능경기대회의 명장부 경기에서 1위 입상자에게 명장칭
호를 부여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면 명장 증서와 기능
장려금을 받으며 각종 기능경기 관련 행사의 심사위원으로도 위촉된다(한국산업
인력공단, www.hrdkorea.or.kr).
14) ‘대한민국명장’은 1986년부터 시작되었는데, 2012년까지 3,538명이 지원하여 547
명이 선정되었다. 2004년 이후 매년 150명 정도가 지원하여 12∼22명이 선정되었
는데(고혜원 외, 2012), 이를 통해 경쟁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 일본의 명공은 1967∼2009년까지 총 4,988명에게 수여되었으며, 독일의 마이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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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대한민국 명장 선정 분야(2011년 개정)
분야

직종

22개

96개

소계

기계

기계조립, 컴퓨터 응용가공,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 냉동기
계, 보일러, 배관, 철도차량,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 중기계 정 15개
비, 정밀 측정, 금형, 기계정비, 농업기계정비

재료

금속재료 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소성가공, 금속재 생산,
11개
용접, 판금․제관, 세라믹, 비파괴검사, 신소재

화공

화공, 화약류 제조, 위험물 관리

3개

전기

전기, 철도전기 신호

2개

전자

전자기기, 컴퓨터시스템, 반도체, 의료전자

4개

통신

정보통신, 통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4개

조선

선박건조, 선박설계, 선박기관정비

3개

항공

항공

1개

토목

건설재료 시험, 철도보선, 토목설계, 측량 및 지형공간

4개

건축

건축설계, 건축시공, 건축설비, 건축목공, 창호제작, 실내건축,
7개
건축도장

섬유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한복

4개

광업자원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3개

정보처리

정보처리

1개

농림

농업, 임업, 축산, 임산가공, 화훼디자인

5개

해양

수산양식, 잠수

2개

산업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애니메이션

3개

에너지

에너지

1개

안전관리

산업안전, 산업보건, 소방설비, 가스

4개

환경

환경

1개

산업응용

품질경영, 물류관리, 포장, 광학, 인쇄․출판, 신발류 제조, 피아
8개
노조율, 식품

공예

목칠공예, 도자기공예, 석공예, 보석 및 금속 공예, 자수공예,
6개
인장공예

서비스

요리, 제과제빵, 이용, 미용

4개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는 제도적 맥락이 달라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시험 합격자 수가 57만여 명에
달하였다(고혜원 외, 2010). 또한 일본과 독일 제도는 모두 제조업을 중심으로 운
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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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기능’이라는 용어가 갖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하여 공고 진
학이나 중소 제조업체 취업이 기피된다고 보고, 2010년 기능장려법을「숙
련기술장려법」으로 개정하면서, 법의 목적을 “숙련기술자의 사회적, 경제
적 지위 향상 및 숙련기술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라고 천명하였
다. 이에 따라 산업수요 등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명장 직종에서
도 조정이 이루어졌다(고혜원 외, 2010). <표 1-1>은 2011년 개정되어
2012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명장의 분야이다. 즉 2011년까지는 24개 분야
의 167개 직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2년부터 22개 분야 96개 직종으
로 통폐합함에 따라 “1/2직종씩 격년제 시행”에서 “전 직종 매년 시행”으
로 변경되었다.
다음으로 명장의 선정 요건과 지원내용은 <표 1-2>와 같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명장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능경기대회 입상 경력이나 각종
자격취득이 요구되고, 업무 관련 실적 이외에도 대외 활동과 봉사 점수
등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명장 후보들이 스펙
을 쌓아 평가에 대비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일단 명장에 선정되면
<표 1-2> 대한민국 명장 선정 요건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
자격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o
두 갖춘 사람
1. 산업현장 동일분야(고 o
시 직종)에서 15년 이
상 직접 종사한 사람
대한 2. 제1호에 따른 직종에서 o
민국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 o
명장
유하였다고 인정되는 사
람
o
3.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
련기술자의 지위 향상
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선정기준
기능경기대회 입상
및 자격취득 실적
업무개선, 서적 및
논문, 매뉴얼 개발
실적
대외 활동 실적
사회봉사 활동
실적
면접 등 종합평가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선정
연인원
(선정
총인원)

연간
35명
이내
(총
547명)

지원내용
o 일시장려금
2,000만 원
o 매년 계속종사
장려금
(143～333만원)
o 대한민국명장증
서 및 휘장, 명
패 수여(대통령
명의)
o 명패제작 수여
o 국외산업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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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려금으로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수령하며,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면
서 기능을 발휘할 경우 계속종사장려금을 연차별로 연간 143만～333만
원씩 받기도 한다. 대한민국 명장 증서는 2012년까지는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였으나, 2013년부터 대통령 명의로 승격되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2년부터 대한민국 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인을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으로 선정하여 특성화고 및 대학의 현장실습 지
도와 산학연계 지원, 청소년 진로지도 및 단기특강 등 숙련기술 전수, 중
소기업의 HRD 및 HRM 관련 종합서비스 지원, 특성화고 등 직업교육훈
련 지원,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및 기술 지원 등에 활용하고
있다. 2012년의 경우 45명의 대한민국 명장이 산업현장교수로 활동하고
있다(고혜원 외, 2012).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관할하는 ‘대한민국 명장’과 더불
어 두 개의 기업 사례에서 산업부가 주관하는 ‘품질명장’을 보조적으로
고찰하였다. 1991년 산업현장의 근로자 중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향
상과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헌신한 모범 근로자를 대통령령에 따라「품질
명장」으로 지정 표창하기 시작하였다(한국표준협회 주관). 초기에는 매
년 100명 이상씩 선발하였으나, 1997년 이후 50명 이하로 선발하고 있다.
그런데 품질명장은 90% 이상이 민간 대기업에서 선발되고 있으며16), 중
소기업체 출신과 공기업 출신은 10% 내외에 불과한 특징을 갖고 있다(정
16) 주요 기업체별 품질명장 배출 현황(2012년 말 누계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순위

사업체명

품질명장수

순위

사업체명

품질명장수

1

LG화학㈜

56

11

쌍용양회공업㈜

19

2

LG전자㈜

54

12

삼성중공업㈜

18

3

삼성전자㈜

45

13

제일제당㈜

17

4

현대자동차㈜

41

14

삼양사㈜

15

5

기아자동차㈜

36

15

두산유리㈜

14

6

한국서부발전㈜

27

16

삼성전관㈜

14

7

두산중공업㈜

25

17

LG산전㈜

14

8

삼성항공산업㈜

25

18

대우중공업㈜

13

9

한국타이어㈜

21

19

현대중공업㈜

13

10

금호타이어㈜

20

20

포항종합제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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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만, 2006). 대한민국 명장 역시 대기업 중심이기는 하지만, 품질명장과
는 양상이 다른데, 그것은 일단 기업에 근무하지 않고 자기사업을 하는
명장들이 1/3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근무형 명장의 경우로
좁히더라도 대기업 출신 비중은 품질명장보다 작다17).

제5절 본 연구의 접근법과 방법론

1. 본고의 접근법
본 연구는 명장의 생애사라는 개인 차원의 스토리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기업, 산업, 국가에 이르는 숙련 형성 및 변화에 대한 종합
연구를 지향한다. 숙련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숙련의 개념이
고정적이지 않으며, 생산방식의 변화에 따라 손끝기술에서 문제해결능력
중심으로 초점이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숙련의 사회경제적
맥락이 대단히 중요하여 숙련시스템 혹은 숙련개발체제와 같은 용어가
적합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결국 숙련은 이론적 기반, 경험적 노
하우, 그리고 사회적 숙련으로 구성되고, 이들 구성요소 간의 관계는 대
단히 역동적이고 개인, 기업, 산업, 시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본 보고서는 명장 개인들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숙련과 고용관계를 다
루지만, 그것이 발현되는 기업 단위의 경영 및 기술발달사가 매우 중요하
다고 본다. 따라서 특히 중화학공업의 숙련형성과 관련하여 한국경제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4개 대기업 사례에 초점을 두고, 그 기업
내의 명장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기업사와 개인사를 병
17) 2012년 말 현재 대한민국 명장 배출 상위 10대 기업은 다음과 같다. 현대중공업
(18명), 두산중공업(16명), 포스코(10명), 코레일(8명), 기아자동차와 대동공업 각
7명, 삼성중공업과 현대자동차 각 6명, 삼성테크윈 4명, LG전자 3명 등이다. 따라서
위 각주 16)의 품질명장에 비해 확실히 대기업 중심성은 약한 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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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는 방식을 통하여 개인들의 숙련의 의미도 제대로 조명할 수 있고,
나아가 산업과 국가 수준의 논의로 발전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개인 이외에 기업 단위에 중점을 두는 연구 접근법은 자본주의 다양성
(VoC) 논의의 주요한 기반이다.
그런데 산업명장은 중화학공업 남성 기능인들 중심이기 때문에 앞서
명장의 분야에서 살펴보았던 공예나 섬유의류 등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
하는 단점을 지닌다. 한국의 산업과 숙련 발달사에 초점을 둔 본 연구는
산업명장이 중심이긴 하지만, 명장의 전체상을 파악하기 위해, 그리고 산
업명장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한 차원에서도 섬유와 공예부문의 여
성명장에 대한 연구를 함께 진행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1970년
대까지 한국 노동운동의 중심(이종구 외, 2004 : 16)이었고, 1980년대까지
산업화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했던 의류부문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18) 이후 “숙련”은 어떻게 등장하고 확인되고, 변용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집합적 차원이든 개인적 차원이든 여성명장뿐 아니라 중화학공업 대기
업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남성명장들의 경우도 숙련의 내용과 구성은 생
애 주기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추측된다. 즉 숙련기술인들의 생애와 경력
흐름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훈련과 극복해야 할 장애요인들은 달라질 것
이다. 이와 관련하여 명장을 포함하여 기능장, 기술사 등 제조업 분야 전
문기능보유자를 대상으로 경력개발 모델을 제시한 이지연(2009)의 연구
는 주목할 만하다. 그는 우리나라 작업현장에서 보이는 경력유형을 개념
적으로는 여섯 가지로 구분하였지만, FGI와 심층면접 등을 통하여 분석
단계에서는 지속형, 전환형, 창업형의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지속형은 수
직․상승추구형과 전문가형을 합친 것인데, 자신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경력개발을 추구하는 유형이다. 전환형은 나선형과 전이형을 합친 것으
로 새롭고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며 이․전직의 경험이 타 유형에 비하여

18) 김귀옥(2004)은 봉제공장에서 분업과 테일러주의적 관리가 도입되는 초기의 과정
을 분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명장으로 선정된 여성기능인들은 어떤 유래를 갖고
있는 것일까? 제7장 사례에서 보듯이 그것은 종적으로나 횡적으로 단절된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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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특성을 보이는 유형이며, 창업형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사업체를 독
립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구분은 본 연구에
서 인터뷰하는 명장들에도 적용가능할 것이지만, 일단은 개념적 유용성
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치기로 한다. 이지연(2009)은 이러한 전문기능보유
자들의 유형을 구분한 후 이들의 경력단계가 경력준비기, 경력형성기, 경
력성장기, 경력성숙기, 경력은퇴기의 다섯 개로 나눠질 수 있고, 각각에
따라 평균연령을 구하고, 무엇보다 단계별 경력개발 촉진요인과 장애요
인들을 적출하고 있다. 그에 입각하여 경력단계별로 주요 과업을 제시함
으로써 실천적․정책적 시사점까지 도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양적 연구
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개인 발달 과정과 심리적 부분을 분석함으로써 문
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어느 시기에 어떠한 영역에서 정책적 도움이 주어
져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필자는 그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 선행연구가 크게 도움이 되었으나,
2007년 시점에서 다섯 단계를 초시간적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하였다는 점
에서 본 연구와 구분된다. 즉 현 단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대초
월적 일반 이론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인구 변동 및 산업발달 단계에 적
합한 숙련 및 교육훈련의 역사적 흐름을 정확히 잡아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와 같이 1960년대에서 2010년대에 이르는 실제 경
제발전 과정에서 개인들의 삶과 기업 및 산업의 발달을 병치해 보는 연구
접근법이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통하여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질문들은 각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이지만 큰 틀에서 요약하자면, 첫째, 숙련기능인들
의 가정배경과 공식교육 과정은 어떠한가? 이러한 배경은 경험 학습과
어떻게 결합되었는가? 둘째, 1960～80년대 취업과 기능 습득의 과정은 어
떠했는가? 외부노동시장의 경력이나 내부노동시장 형성과 어떻게 관련되
는가? 이는 숙련의 내부화 과정과 연계되는가? 셋째, 선배 숙련 집단이
취약한 상태에서 숙련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외국기술의 도입과 숙련
은 어떻게 관련되는가? 넷째, 숙련공과 엔지니어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긴장과 협력 관계 중 어느 것이 더 강했는가? 아니면 양자가 공존했는가?
다섯째, 자동화와 기계화,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기존 숙련은 어떻게 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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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가? 탈숙련화, 혹은 재숙련화 가운데 어느 쪽으로 움직였는가? 여
섯째, 명장들은 노사관계의 격동기에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일곱째, 명
장들은 조직 내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였는가? 그들의 충성도와 숙련형
성 혹은 명장선정은 연관성을 갖고 있을까? 여덟째, 명장들의 능력은 어
떻게 발휘되는가? 그러한 능력발휘와 보상은 명장의 분야별, 기업별로 달
리 나타날까? 아홉째, 명장들은 후배들에게 어떻게 숙련을 전수하고 있을
까? 혹은 기업의 경계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도 유의미한 활동을 전개하
고 있는가? 열째, 명장들의 은퇴 과정 혹은 은퇴 후 설계는 어떻게 이루
어지고 있는가? 열한째, 이 모든 과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숙련기능
의 위상은 어떠했는가? 노동시장과의 연계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2. 연구방법론과 보고서의 구성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보고서는 명장들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숙련노동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가
를 추적하고 평가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명장들의 생애사에 대한 인터뷰
와 기록,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이 매우 중요한 방법론이 된다. 이와 관련
하여 기존에 사회과학계의 질적 연구방법으로 널리 쓰여 온 심층인터뷰
방법 이외에 구술사 방법론을 일부 결합하였다.
이러한 구술사 차원에서 한국의 노동사를 연구한 선행연구로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 노동사연구소의 일련의 구술 녹취 작업과 다섯 권의 노
동사 연구총서의 발간, 그리고 그에 기초한 수많은 학술논문들에 주목하
지 않을 수 없다. 이 연구들은 우리나라 노동사 연구의 지평을 확대한 것
으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이종구 외(2004)에 의하면 노조나 노동단체, 혹은 기업이나 노동운동과
같은 힘있는 주체의 역사는 많은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던 반면, 아래로
부터의 역사, 즉 노동하는 주체들이 스스로 진술하는 역사에 대한 관심은
누락되어 있었다고 비판하고, “한국의 노동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한
국에 노동자가 나타난 시점은 어느 때인가?”를 파고든다19). 이러한 연구
들을 통해 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는 기존의 인상 비평 수준에 머물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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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놓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고의 연구대상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명장 4명에 대한 구
술사 인터뷰를 통하여 일터경험학습의 메커니즘을 규명한 이재실(2011)
의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이 존재한다. 이재실(2011)에 의하면, 내러티브
(구술) 연구는 개인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경험에 의미를 찾고 이를 토대로 경험자의 삶을 탐
색하는 연구방법이다. 내러티브 연구의 특징은 이야기, 주관성, 시간성이
다. 즉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생활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
에 과거 경험에 대한 의미부여다. “명장들의 일과 삶에 대한 이해를 목표
로 하는 본 연구에서 명장들은 자신의 일과 삶을 어떻게 바라보며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내러티브는 구
술자 자신의 삶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각적 관점과 내적 역동 및
변화를 일관성 있게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보았다”
(이재실, 2011 : 95).
따라서 이러한 구술사 방법론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진
이 이 분야의 전문가이자 인류학자인 윤택림 한국구술사연구소 소장으로
부터 두 시간씩 두 차례(2013. 4/4, 4/11) 방법론 강의를 수강하였다. 그에
따르면 구술사에는 기록관리사적 전통과 사회사적 전통의 두 가지가 있
는데, 전자는 독일 등에서 발달하였고, 후자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에서
발달하였다. 전자는 공식 역사 기록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사실들을 대중
들의 기억 속에서 찾아내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며, 후자는 대중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주관적 인식 그 자체를 통하여 밑으로부터의 역사쓰기를
시도하는 목적이 강하다.20) 그러나 구술사의 주관성에 대해서는 기록관
19) 이종구 외(2005 : 15)에 따르면, “구술 증언을 중심으로 한 질적 자료 분석에 입각
한 노동세계 연구는 1960∼70년대에 이미 노동자의 정체성이 확립되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 노동자에게는 농민, 도시빈민으로부
터 자기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화적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노동
자는 ‘회사에 나간다’는 말로 상징되는 바와 같이 근대적인 조직체에 소속되어 상
승이동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회사원, 직장인’으로서의 자부
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천직의식을 가지고 노동을 통해 자아실현의 기
회를 가지는 ‘장인의식’이나 기업조직의 발전과 자신의 발전을 동일시하는 ‘기업
의식(종업원의식)’과는 구별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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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적 전통에서도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이다. 따라서 구술사의 방법
론에서는 오히려 구술자들의 주관성들에서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드러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구술사 중에서도 생애사는 철저히 개
인적인 서술이며, 자아와 연결되는 과거의 사건과 사실들의 다양한 배열
이 중요하다. 기타 인터뷰 방식과 녹취, 자료정리와 출판에 이르는 구술사
방법론만의 특성이 있는데, 가장 전형적인 예는 인류학, 사회학, 구술문학,
역사학 등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본 연구가 그대로 차용하기에는 다소의 이
질성이 놓여 있었다. 구술사 인터뷰의 종류 가운데는 자전적 인터뷰(autobiographical interview)가 가장 많이 활용되지만, 본 연구에서 채택한 것
은 주제별 인터뷰(topical interview)로서 심층인터뷰와 유사한 성격을 갖
는다. 즉 명장들의 생애를 전기적으로 구성하지만, 주로 직장생활과 숙련
주제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는 앞서 논의한 기업사와 개인
사를 병치해서 연구한다는 접근법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었다. 결국 구술
사 방법론과 심층인터뷰 방법론이 혼용되었음을 밝혀둔다. 제3～7장까지
5개 분야에서 인터뷰에 응한 명장은 모두 29명이며, 그 밖에 분야와 기업
에 따라 보충 인터뷰가 수행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질적 연구가 갖는 일반화의 곤란성이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
여 양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즉 2012년 말 현재 생존해 있는 대한민국 명
장 524명을 모집단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21) 양화된 지표로 명장
20) 김준(2004)에 따르면, 서구의 노동사, 사회사 연구에서는 오래 전부터 구술 증언
의 사료적 가치와 의미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독일의 일상사 연
구의 경향에서는 구술 증언이 사료의 공백을 메우는, 즉 사료에는 나타나지 않는
노동자 계급의 생생한 경험을 전달해 주는 대안적 사료로 취급되는 경향이 강하
다. 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구술 증언을 직접적으로 사실을 재구성해 주
는 자료가 되는 사료로 보는 관점을 비판하고, 그것을 노동계급의 개인적, 집합적
자기 표상 또는 심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했다.
21) 기존에 명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검색결과 고
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의 용역연구로 한 건이 발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선
정된 대한민국명장의 특성, 선정된 이후의 성과, 대한민국명장으로서 가져야 할
역량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 수준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명장제도 관련 의견
등을 파악하고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대한민국명장 239명(총 547명
중 사망자 23명을 제외한 524명의 45.6%)이었으며, 2012년 11월 한 달간 실시되
었다”(고혜원 외, 2012). 그러나 이 연구는 설문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에 대
한 경험서술과 해석, 그리고 숙련에 대한 인식에 중점을 두고 있는 본 연구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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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숙련형성과 고용관계상의 특질들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설문조
사의 개요에 대해서는 제2장 제1절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개인사와 기업사를 병치하여 연구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도
록 중화학공업 남성 중심 명장의 스토리를 4개 대표적 기업들에 초점을
두어 구성하였다. 4개 기업은 한국의 산업화, 특히 중화학공업을 선도하
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명장들을 다수 배출한 곳들이다. D중공업
(발전설비), H중공업(조선), P제철, Z자동차가 그들로서 한국의 대표적
기업들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겠지만, 특정 기업의
사례가 아니라 한국의 대표기업과 대표 명장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의미
를 강조하기 위하여 익명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여성명장 및 자기사업형
명장의 사례에 대해서 제7장에서 다루고자 하며, 그에 앞서 우선 제2장에
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소개함으로써 명장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돕고
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서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노사관계학, 경영학, 사회학, 경제학, 여성학 등 다양한 학문
적 배경을 갖는 연구자들이 명장이라는 단일한 연구 대상을 두고서 각 전
공의 특색을 살려 접근하였다. 따라서 장별로 분석과 집필의 통일성에 중
점을 두기보다는 각 연구자와 학문분과의 특색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
록 재량권을 부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차례의 연구진 토의를 통하여 공통의 문제의식을 갖고 유사한 질문들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결과의 해석과 함의를 풍부히 하기 위해
상호 아이디어를 공유하였다. 아울러 김기웅 연구인턴이 2명을 제외한 27
명 명장의 녹취록을 작성하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음을 밝혀둔다22).

초점을 달리한다.
22) 또한 제2장 설문조사 분석을 위해 엑셀 데이터를 처리해 준 황보은 조교에게도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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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설문조사의 목적과 개요

대한민국 명장들은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을 대표하는 성공한 기능인들
로서 칭송받고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런 명장들이 어떤 가정 배경
하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고, 기능을 어떻게 습득했으며, 어떤 활약을 했
는지, 그리고 후배에게 기능 전수는 어떻게 하고, 퇴직 후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와 관련한 체계적인 조사는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
다. 본 보고서에서 이와 관련한 사례연구를 폭넓게 실시하였으며, 제3∼7
장까지 여러 사례가 서술될 것이나, 사례는 역시 통계적 일반성을 획득하
기 어려운 단점을 갖는다. 즉 사례와 관련한 질적 연구는 분석대상의 내
적인 동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등을 다이내믹하게 그려내는 데 장점을 갖
지만, 대표성과 분석의 엄밀성, 연구자 주관의 배제 등에서는 약점을 지
닐 수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명장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통계적,
수리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명장에 대한 연구의 일반성과 대표성을 확장
하고자 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인적사항과 가정 배경, 교육 이수 이력과
기능의 습득 과정, 기능의 발휘와 조직생활, 숙련의 변화에 대한 견해, 기
능의 전수, 퇴직 후 경력 및 계획, 그리고 명장제도에 대한 견해 등이다
([부록] 설문지 참조). 설문지는 명장들에 대한 질적 조사, 즉 생애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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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설문조사 시 표본 추출 원칙
1. 70대 이하 국내 거주자로 조사
2. 분야는 재분류된 14개를 기준으로 하여 분야별 추출률 50%를 목표(최소 25%
는 조사)로 진행
3. 여성은 여성이 5인 이상 존재하는 공예, 섬유에서만 2인 이상 조사관리
4. 권역은 크게 ‘서울/경인’ : ‘부산/울산/경남’ : ‘기타’의 세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
별 30인 이상 조사 관리
주 : 1) 모집단에서 80세 이상자는 10명임.
2) 조사대상으로 좁혀진 모집단 가운데 서울/경인은 164명, 부산/울산/경남은
136명, 기타는 106명으로 권역별 추출은 30인을 쉽게 넘을 것이기 때문에 사
실상 분야별 추출이 가장 중요함.

대한 구술이 2/3 이상 진행된 시점에서 내용이 기획되었기 때문에 제3∼7
장에서 발견된 사실을 상당한 정도로 반영하고 있다. 이는 달리 참고할
기존 연구23)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였으나, 질적 연
구와 양적 연구를 종합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바람직한 접근법이었다고
판단된다. 본장에서 명장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도모하고, 제3～7장에서
명장 및 숙련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과 측면을 접하게 될 것이다.
설문조사를 위한 모집단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보유한 대한민국 명장
전체 리스트이다. 547명 가운데 사망자 23명을 제외하고 <표 2-1>과 같
은 원칙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였다. 여성 인력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하였
으며,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을 위하여 80세 미만으로 한정하고 지역을 안
배하였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명장의 분야인데, 명장제도가 그동안
다소의 변화를 겪고 그 과정에서 분야가 재조정되거나 분야의 명칭이 바
뀌거나 신설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우선 설문지에서 가장 최근 기준을 활
용하고 기타를 포함하여 24개로 지문을 구성하였다. 그런데 24개 분야는
명장의 숫자 자체의 편차가 크고 희소한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에 따라 명장들의 기억이 정확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재조정하여
23) 고혜원 외(2012)가 존재하지만, 이는 명장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용역 연구로서 오히려 명장 취득 이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학술적 성격이 취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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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시에는 14개 분야 기준으로 표본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할당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분석할 때에는 분석의 편의성과 표의 가독성을 고려하
여 7개 분야로 재정리하였다. 즉 명장 인원수와 분야의 유사성 등을 감안
하여 분석과 해석의 간편성을 높이기 위해 7개 분야로 축소하였다. 이상
에서 설명한 내용과 분야들의 재조정 결과는 <표 2-2>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는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2013년 8월 19일에서 9월 27일까지 실시
되었다. 표본은 목표했던 200부를 넘어서서 213부가 회수되었는데, 이는
부문별 표본 할당이 잘 준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설문지는 부록
에 제시되어 있는데, 공통설문 이외에 명장의 직업과 직장에 따라 두 가
지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명장 취득 시점에서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던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있던 경우이다. 이하 A형(기업
근무형)과 B형(자기사업형)으로 명명하고자 하며, 그러한 구분은 명장들
의 경력과 행태 등에서 이 두 집단이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추측되
었기 때문이다. 그 구분의 합리성은 이하의 분석과 설명에서 자명해지리
라 생각된다.
<표 2-2> 명장분야의 분류 기준
설문지 기준

표본추출 기준

(1) 기계 (2) 재료 (3) 화공
(세라믹, 요업 포함) (4) 전
기 (5) 전자 (6) 통신 (7) 조
선 (8) 항공 (9) 토목 (10)
건축 (11) 섬유 (12) 광업자
원 (13) 정보처리 (14) 농림
(15) 해양(수산 포함) (16)
산업디자인 (17) 에너지 (18)
안전관리 (19) 환경 (20) 산
업응용 (21) 공예 (22) 서비
스 (23) 금속 (24) 기타

기계
공예
섬유
금속재료
서비스
전기/전자
건축
화공
조선
항공
해양
산업응용
농림
기타

분석 및 원고작성
기준
기계금속
재료화공조선1)
전기전자통신
섬유
공예
서비스
산업응용 등2)

주 : 1) 건축을 포함함.
2) 산업응용 5명 이외에 광업자원 2, 농림 2, 해양(수산) 1, 에너지 1, 환경 1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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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추출된 표본의 전체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표 2-3>에서 볼
수 있듯이 A형(기업근무형)이 140명으로서 B형(자기사업형)의 약 2배 정
도이다. 즉 대한민국 명장의 2/3 정도는 기업을 다니면서 획득하게 되었
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기업 중심의 접근법이 다수를 포괄하는 데 유
효함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는 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전체
적으로 분야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기계금속분야(36.6%)이며, 이는 특히
A형 응답자의 절반 이상(54.3%)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은 것은
공예분야(22.1%)이며, B형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47.9%)를 차지한다. 즉
A형의 대표 분야는 기계금속이며, B형의 대표 분야는 공예라고 볼 수 있
다. 그렇지만, 다른 분야들의 분포도 흥미로운데, 섬유와 서비스 등 분야
는 B형에 다수가 몰려 있고, 재료화공조선 및 전기전자통신 분야는 역시
A형에 다수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기업근무형과 자기사업형의 대략의
집단적 특성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성별 분포이다.
여성명장들은 다수가 섬유에 분포하고 있으며, 공예와 서비스 분야에 일
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섬유란 의류, 한복, 패션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남성들은 기계금속이나 재료화
공조선은 물론이거니와 공예 분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2-3> 명장의 유형별, 분야별, 성별 분포
A형
빈도

B형
%

빈도

남성
%

빈도

여성

%

빈도

전체

%

빈도

%

기계금속

76

54.3

2

2.7

78

40.0

0.0

78

36.6

재료화공조선

22

15.7

3

4.1

25

12.8

0.0

25

11.7

전기전자통신

14

10.0

0

0.0

14

7.2

0.0

14

6.6

섬유

3

2.1

20

27.4

13

6.7

10

55.6

23

10.8

공예

12

8.6

35

47.9

43

22.1

4

22.2

47

22.1

서비스

5

3.6

9

12.3

11

5.6

3

16.7

14

6.6

산업응용 등

8

5.7

4

5.5

11

5.6

1

5.6

12

5.6

전체

140 100.0

73 100.0

195 100.0

18 100.0

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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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명장 선정 연도의 분야별 비중 변화

기계금속

1999년 이전

2000∼2009년

2010년 이후

빈도

빈도

빈도

%

%

%

전체
빈도

%

30

40.5

34

35.1

14

33.3

78

36.6

재료화공조선

8

10.8

8

8.2

9

21.4

25

11.7

전기전자통신

5

6.8

7

7.2

2

4.8

14

6.6

섬유

7

9.5

12

12.4

4

9.5

23

10.8

공예

22

29.7

20

20.6

5

11.9

47

22.1

서비스
산업응용 등
전체

0.0

10

10.3

4

9.5

14

6.6

2

2.7

6

6.2

4

9.5

12

5.6

74

100.0

97

100.0

42

100.0

213

100.0

이러한 분야의 특성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하여 명장 선정 연도와 분야
의 교차표를 만들어 보았다. <표 2-4>에 의하면 1999년 이전에는 기계금
속, 공예 등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나 이후 점차 낮아졌는데, 특히 공예는
2010년 이후 11.9%의 비중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절대수
는 아주 크지는 않지만 비율상으로는 재료화공조선의 비중이 크게 높아
졌으며, 새로 서비스와 산업응용 등의 분야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같은 구성의 변화는 산업구조 및 기술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
로 보이는데, 결국 명장 선정을 통하여 기능인들에게 어떤 분야에 주력할
것인지에 관한 신호(signal)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된다.

제2절 기본 인적사항과 명장의 가정 배경

이번 설문조사에서 추출된 표본의 특성은 간략히 앞절에서 살펴보았는
데, 이제 명장들의 인적사항 및 가정 배경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우
선 <표 2-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13년 현재 대한민국 명장들 가운데
50대가 46.0%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60대가 37.1%를 차지하였다. 그
런데 A형이 상대적으로 B형보다 더 젊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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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명장들의 유형별 연령 분포
A형
빈도

B형
%

빈도

전체
%

빈도

%

40대

5

3.6

1

1.4

6

2.8

50대

75

53.6

23

31.5

98

46.0

60대

49

35.0

30

41.1

79

37.1

70대

11

7.9

19

26.0

30

14.1

140

100.0

73

100.0

213

100.0

전체

<표 2-6> 명장들의 유형별 성별 분포
A형
빈도

B형
%

빈도

전체
%

빈도

%

남성

136

97.1

59

80.8

195

91.5

여성

4

2.9

14

19.2

18

8.5

140

100.0

73

100.0

213

100.0

전체

다. 특히 B형의 경우 70대가 26.0%나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공예 등의 분
야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숙련 수준이 높아지는 현상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기업근무형 명장들의 경우 40대도 5명이나 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젊은 시절에 두각을 나타내고 명장 자격까
지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명장들의 성별 분포는 앞서 분야별로 살펴보았는데, 이를 유형별로 다
시 살펴보면 A형, 즉 기업근무형에는 여성들이 2.9%밖에 분포하고 있지
않다. 이는 그만큼 여성들이 기업 내에서 기능인으로 성공하기가 어렵다
는 사정을 보여줌과 동시에 주로 중화학공업에서 남성 중심으로 작업장
이 구성되어 있는 사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B형에서는 여성명
장의 비중이 19.2%나 되어 섬유의류나 공예,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여성
들도 자기 사업을 전개하고, 또 인정받고 있음을 함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명장들의 고향 분포는 어떻게 되고, 또 현재는 어디서 주로
살고 있을까? 이를 매트릭스 표로 만들어 본 것이 <표 2-7>이다. 우선
출신지역으로 보았을 때 영남권이 213명 중 92명, 즉 43.2%에 달하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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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호남권 출신이 19.2%, 충청권이 16.9%를 나타냈다. 반면 현 거주
지 기준으로는 영남권이 47.4%로 출신지역 비중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
으며, 다음으로 수도권이 36.2%로 출신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즉 경부축 중심의 산업화 과정에서 명장들도 당연히 여타 지역에서 영남
권과 수도권으로 가서 거주하게 되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출신지역과 현
거주지의 매트릭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수도권과 영남권은 출신지역과 현
거주지가 같은 비율이 80% 이상인 데 비해, 호남권과 충청권 출신의 명
장들은 고향을 떠나 수도권에서 활약하거나 영남권으로 간 경우도 상당
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타 강원, 제주, 만주 등 지역 출신들은 수도
권에 정착한 비중이 5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출신지역 및 현 거주지의 교차표
출신지역
수도권
기타
(서울, 경기,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 제주,
인천)
해외)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영남권
현
호남권
거주지 충청권
기타(강원,
제주, 해외)
전체
(비율)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영남권
종
백분율 호남권
(%)
충청권
기타(강원,
제주, 해외)
전체

전체

26

15

15

13

8

77

1
1
2

74

11
14
1

11
1
10

4

101
16
16

1

2

3

3

30
(14.1)

92
(43.2)

41
(19.2)

36
(16.9)

14
(6.6)

213
(100.0)

86.7

16.3

36.6

36.1

57.1

36.2

3.3
3.3
6.7

80.4
0.0
3.3

26.8
34.1
2.4

30.6
2.8
27.8

28.6
0.0
0.0

47.4
7.5
7.5

0.0

0.0

0.0

2.8

14.3

1.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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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현 거주지 분포를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표 2-8>에 의하면
A형은 중화학공업 단지가 밀집해 있는 영남권에 56.4%가 거주하고 있는
반면에 B형은 수도권 거주 비중이 절반을 넘고 있다. 그리고 B형은 영남
권 거주 비중도 30.1%에 달하였다. 호남권과 충청권은 어느 유형에서도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출신지역의 분포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A형은 영남권 출
신의 점유도가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B형의 경우는 영
남권 출신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호남권, 충청권, 수도권 출신 등이 비교
적 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시 중화학공업의 기업들
이 영남권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반면에 개인사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또 대규모 산업과는 무관한 분야들이 있는 사정과 관련된 것
으로 보인다.
<표 2-8> 명장들의 유형별 현 거주지
A형
빈도

B형
%

빈도

전체
%

빈도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7

26.4

40

54.8

77

36.2

영남권

79

56.4

22

30.1

101

47.4

호남권

10

7.1

6

8.2

16

7.5

충청권

11

7.9

5

6.8

16

7.5

3

2.1

0

0.0

3

1.4

140

100.0

73

100.0

213

100.0

기타(강원, 제주, 해외)
전체

<표 2-9> 명장들의 유형별 출신지역
A형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기타(강원, 제주, 해외)
전체

빈도
18
66
26
21
9
140

B형
%
12.9
47.1
18.6
15.0
6.4
100.0

빈도
12
26
15
15
5
73

전체
%
16.4
35.6
20.5
20.5
6.8
100.0

빈도
30
92
41
36
14
213

%
14.1
43.2
19.2
16.9
6.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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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출신지역 및 부모님 직업

농업
자영업
공장/건설 근
로자
부모님
회사원
직업
공무원(준공무
원 포함)
전문직
전체

출신지역
수도권
(서울,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경기,
인천)
17
62
33
21
6
16
3
3
3

기타
(강원,
제주,
해외)
9
1

전체

비중
(%)

142
29

66.7
13.6

1

11

5.2

1

6

2.8

1

3

3

1

3

1

4

7

1

6

1

19

8.9

1
30

1
92

41

3
36

1
14

6
213

2.8
100.0

이번에는 부모님 직업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표 2-10>에 의하면 예
상대로 농업에 종사한 경우가 2/3를 차지하여 산업화 1세대들의 특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가난한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변신하
는 과정에 이들 명장이 놓여 있고, 또 그것을 주도하였음을 짐작하게 된
다. 부모님 직업에서 농업 다음으로 많은 것은 자영업과 공무원이었으며,
공장이나 건설 근로자의 비중은 5.2%에 지나지 않았다. 즉 명장들의 부모
가 공인인 경우는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출신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수
도권 출신들도 경기도 등이 있기 때문에 농업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며,
이는 다른 지역들도 유사하다. 그런데 특히 호남권 출신의 경우 농가에서
태어난 비중이 유달리 높은 편이었으며(33/41명, 80.5%), 충청권 출신 명
장은 상대적으로 공무원(준공무원 포함) 집안 출신이 많은 편이었다(6/36
명, 16.7%).
이로부터 우리나라 명장들의 경우 농촌에서 태어난 경우가 다수임을
알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부모님의 소득수준이 어떤가에 대해서 설문해
보았다. 그 결과 <표 2-11>과 같이 5단계 구분에서 (최)하층이 36.2%로
최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중하층도 29.6%에 달하였다. 이는 명
장들이 지독한 가난 속에서 역경을 딛고 공부하고 기능을 배웠다는 제3
∼7장의 내용과 일치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예상보다 훨씬 더 가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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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부모님의 소득수준
응답수
상층

비율(%)

5

2.3

중상층

16

7.5

중층

52

24.4

중하층

63

29.6

하층

77

36.2

213

100.0

응답수

비율(%)

전체

<표 2-12> 형제자매 수

1

5

2.3

2

5

2.3

3

21

9.9

4

26

12.2

5

68

31.9

6

40

18.8

7

30

14.1

8

9

4.2

9

6

2.8

10

3

1.4

213

100.0

주 : 현재 생존기준이 아니라 성장기 기준, 평균 형제자매 수는 5.3명.

대한 정도가 높았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당시에는
국민 대부분이 가난했고, 또 자신의 성공에 대한 영웅적 서사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면 응답 내용에 다소의 과장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대한민국 명장들의 가정 배경이 상당히 가난했
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이러한 가난은 형제자매 수가 많은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산아제
한 정책이 본격화되기 이전이며, 명장들의 대부분이 베이붐 세대에 속하
기 때문에 <표 2-12>에서 볼 수 있듯이 명장들의 평균 형제자매 수는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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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 달한다.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형제 수는 5명(31.9%)
이며, 그 다음이 6명(18.8%)이다. 한편 여기서 표를 제시하지는 않지만,
분석 결과 남자 응답자 191명 가운데 장남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88명으
로 46.1%에 달하였다. 이는 평균 형제자매 수를 감안했을 때 명장들 가운
데 특별히 집안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던
장남의 비중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명장의 성장 배경이 아니라 본인이 성인이 되어 어떻게 가
정을 꾸렸는가를 설문한 결과가 <표 2-13>에 제시되어 있다. 아직 50대,
60대가 주력이기 때문에 사별, 이혼 등에 따른 배우자 없음과 미혼을 다
합쳐도 5% 내외에 불과하다. 또한 자녀 수도 2명이 59.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많은 자녀 수는 3명(26.5%)으로 나타났다. 평균 자녀 수는 2.34
명이다. 이는 연령이 많은 명장들의 경우 그들의 성장기와 마찬가지로 다
자녀를 선호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명
장들은 비교적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했을 것으로 추측된다.24)
<표 2-13> 명장이 이룬 가정의 기본 특성
결혼 여부

자녀수

응답수
미혼

비율(%)

응답수

비율(%)

2

0.9

0

1

0.5

기혼이며 배우자 있음

202

94.8

1

15

7.1

이혼, 사별 등으로 배
우자 없음

9

4.2

2

126

59.7

213

100.0

3

56

26.5

4

9

4.3

5

1

0.5

6

3

1.4

211

100.0

전체

전체

24) 사실 이 숫자들만으로 명장들의 가정생활을 풀이하기는 어려운데, 필자는 여러
명의 명장 인터뷰 과정에서 그러한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특히 몇몇 명장들의
경우는 자녀들의 학벌과 직업 및 소득이 우리나라 최고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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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교육과 취업

앞서 명장들의 연령대가 40대에서 70대에 널리 걸치고 있음을 확인하
였는데, 그렇다면 명장들은 대개 몇 살에 일을 시작하였을까? <표 2-14>
에 의하면 명장들의 처음 일 시작 나이는 15∼19세가 47.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25세가 39.9%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일 시
작 나이는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여, A형의 경우 20대 초반에 일을 시작
한, 즉 학교를 졸업하거나 군을 제대하고 기업에 취업한 경우가 가장 많
은 것으로 보이고, 반면 B형의 경우 10대 후반에 일을 시작한 비중이 무
려 61.6%에 달한다. B형에 공예, 섬유, 서비스 등 분야의 명장이 많은 것
을 감안하면 학교에 가기보다 이른 시기에 스승의 작업장이나 집에서 일
을 하면서 기능을 익혔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B형 명장의
9.6%는 15세 미만에 벌써 일을 시작했다고 응답하였다.
그렇다면 그렇게 일을 시작할 당시의 학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표
2-15>는 고졸이 53.1%로 가장 많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역시 이 설문
에서도 A형과 B형은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A형의 경우가 전체 평
균과 같이 고졸이 최대 다수(65.7%)를 차지한 반면, B형의 경우 중졸이
37.0%로 최대이며, 심지어 무학이나 초졸의 비중도 31.5%에 달한다. 이
는 앞서 해석과 같이 공식교육보다 스승의 작업장이나 집안에서 조기에
<표 2-14> 일 시작 나이
A형
빈도

B형
%

빈도

전체
%

빈도

%

15세 미만

3

2.1

7

9.6

10

4.7

15∼19세

56

40.0

45

61.6

101

47.4

20∼25세

73

52.1

12

16.4

85

39.9

26세 이상

8

5.7

9

12.3

17

8.0

전체

140

100.0

73

100.0

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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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일 시작 시 학력
A형
빈도

B형
%

빈도

전체
%

빈도

%

무학, 초졸

11

7.9

23

31.5

34

16.0

중졸

25

17.9

27

37.0

52

24.4

고졸

92

65.7

21

28.8

113

53.1

전문대졸 이상

12

8.6

2

2.7

14

6.6

전체

140

100.0

73

100.0

213

100.0

기능을 익히게 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 여하튼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장들의 가정은 매우 가난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까지 공부를 시킬 정도로 교육에 대한 열의는 매우 높았던 것으로 풀
이된다.
명장 부모들의 교육열도 높았겠지만, 면담 결과 명장 본인들의 교육과
학벌에 대한 의지도 매우 뜨거운 것이었다. 그들은 가난 때문에, 동생들
의 학비를 벌기 위해서, 혹은 이와 유사한 여러 사유로 인해서 여하튼 생
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지만, 나중에 못다 배운 한을 푸는 데 열심이었
다. 다른 한편으로 1960∼70년대의 잇따른 공고 설립과 우선 정책 등에
부응하여 일찌감치 ‘조국근대화의 기수’가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공고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다가 나중에 대학 공부를 하고 싶어 진학한 경우도 적
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설문결과를 분석한 결과 일 시작 시 학력에
서 멈춘 경우는 213명 중 110명이고, 103명은 최종 학력이 나중에 높아졌
다. 또한 이 103명에게 일을 그만두고 학업을 이수했는지, 아니면 일과 학
업을 병행했는지를 설문한 결과 103명 전원이 일과 학업을 병행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언제 최종학력을 이수했는
가에 대해 설문한 결과 <표 2-16>과 같이 30대, 40대, 50대로 분산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60대라고 응답한 사람도 5명이나 되었다. 이는 명장
들의 학력 상승이 특정한 연령대에 집중되지 않으며, 개인별로 사정이 다
른 것을 반영하여 일정한 지위를 확립하거나 직무가 안정된 이후에 추가
학력을 취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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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학력 상승의 경우 최종학력 이수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

5

10

26

27

27

5

100

주 : 103명 가운데 3명은 무응답 또는 응답거절.
<표 2-17> 최종학력
A형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이상
전체

빈도
6
11
50
73
140

B형
%
4.3
7.9
35.7
52.1
100.0

빈도
16
17
18
22
73

전체
%
21.9
23.3
24.7
30.1
100.0

빈도
22
28
68
95
213

%
10.3
13.1
31.9
44.6
100.0

그렇다면 최종학력의 분포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유형별로 살펴본 것
이 <표 2-17>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전문대졸 이상 학력
을 취득한 경우가 절반에 근접하고, 특히 A형의 경우 52.1%에 달하였다.
전반적으로 최종학력 측면에서도 B형의 학력이 A형의 학력보다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즉 B형은 최종학력에서도 여전히 무학, 초졸이 21.9%나
되며, 중졸까지의 학력이 45.2%에 달한다. 이는 역시 공예나 섬유의류 등
의 분야에서 학력보다는 실제적인 기능전수가 더 중요할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표 2-18>은 이제까지의 논의를 다시 정리해서 매트릭스 형태로 보여
준다. 즉 일 시작 시 학력과 최종학력을 대조해서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
르면 고졸에서 그대로 머문 경우가 59명이며, 전문대졸 이상으로 학력을
높인 경우가 5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졸자 52명 가운데
절반이 학력수준을 높였는데, 학력이 높아진 26명 가운데 20명이 고졸을
넘어 전문대졸 이상으로 두 단계나 학력이 높아졌다. 따라서 최종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데, 일 시작 시부터 전문대졸 이상이었던 경우는 14.7%
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명장들은 주로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을까?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162명 가운데 51.9%가 공고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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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일 시작 시 학력 및 최종학력
무학, 초졸
22

무학, 초졸
일
중졸
시작시
고졸
학력
전문대졸 이상
(명)
전체
무학, 초졸
중졸
종백분
고졸
율(%)
전문대졸 이상
전체

22
100.0
0.0
0.0
0.0
100.0

최종학력
고졸 전문대졸 이상
3
7
6
20
59
54
14
68
95
4.4
7.4
8.8
21.1
86.8
56.8
0.0
14.7
100.0
100.0

중졸
2
26

28
7.1
92.9
0.0
0.0
100.0

전체
34
52
113
14
213
16.0
24.4
53.1
6.6
100.0

<표 2-19> 졸업 고등학교
A형
빈도

B형
%

빈도

전체
%

빈도

%

인문고

30

24.6

13

32.5

43

26.5

공고

74

60.7

10

25.0

84

51.9

실업고
기타
전체

8

6.6

8

20.0

16

9.9

10

8.2

9

22.5

19

11.7

122

100.0

40

100.0

162

100.0

언급하였듯이 1970년대의 공고 설립붐과 우선 정책에 힘입은 것으로 풀
이되며, 명장들 가운데 절반은 공고에서 체계적으로 기능과 이론을 학습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로 많은 것은 인문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에서의 전공도 예상대로 공학계열이 59.0%로 가장 많았
다. 그런데 대학전공은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여 A형의 경우 공학계열
및 공학 외 이과계열 합계가 80% 정도에 달하는 반면, B형의 경우 일단
대졸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더 적은 편이며, 그 대졸자 가운데서는 예술,
체육 등 기타 전공이 55.6%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역시 공예나 섬유
의류 등의 경우에 공학과는 무관한 예술적 감각이 더 요구된다는 것을 짐
작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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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대학전공(복수응답)
A형
빈도
공학계열

B형
%

빈도

전체
%

빈도

%

58

74.4

4

14.8

62

59.0

4

5.1

3

11.1

7

6.7

10

12.8

5

18.5

15

14.3

기타(예술, 체육 등)

6

7.7

15

55.6

21

20.0

전체

78

100.0

27

100.0

105

100.0

공학외 이과계열
문과계열

<표 2-21> 재직 당시 대학 및 대학원(복수응답)
A형
빈도

B형
%

빈도

전체
%

빈도

%

기능대학(폴리텍대)

25

26.6

1

3.1

26

방송대학

10

10.6

2

6.3

12

9.5

일반 전문대학

11

11.7

3

9.4

14

11.1

일반 4년제 대학교

27

28.7

19

59.4

46

36.5

대학원

19

20.2

7

21.9

26

20.6

2

2.1

0.0

2

1.6

94

100.0

100.0

126

100.0

기타
전체

32

20.6

한편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명장들은 일 시작 당시의 학력보다 최종
학력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중간 단계이든 최종학력이든 복수응
답으로 어떤 대학 혹은 대학원을 다녔는가를 알아본 결과가 <표 2-21>
이다. 이에 따르면 역시 유형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A형의 경우는
일반 4년제 대학과 기능대학(폴리텍대) 등이 비슷한 비중을 나타냈으며,
B형의 경우 기능대학을 다닌 경우는 1명에 불과하고, 59.4%가 일반 4년
제 대학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과 무관하게 대학원을 다닌 경우도
전체적으로 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공식교육과 더불어 직장을 다니면서 향학열을 불태운 명
장들이 많다. 공식교육은 취업 전 교육이었든 아니면 취업 중 교육이었든
숙련형성 및 숙련심화의 토대와 계기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 밖에 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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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명장 취득 당시 직장이 몇 번째 직장이었는지(A형)
기계
금속

재료
화공
조선

전기
전자
통신

섬유

공예

서비
스

첫 번째

28

10

9

3

4

1

두 번째

24

7

2

3

세 번째

16

3

2

1

2

네 번째

6

1

1

1

2

다섯 번째 이상

2

1

전체

76

22

3
14

3

12

5

산업
응용 전체
등

비중
(%)

2

57

40.7

4

40

28.6

24

17.1

1

12

8.6

1

7

5.0

8

140

100.0

을 습득할 수 있는 경로로서 A형, 즉 기업근무형 명장들은 명장 선정 당
시 직장에서 공식훈련과 OJT 등을 받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타
직장의 경력을 갖고 명장 선정 당시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 타 직장 경력이 또 다른 숙련형성의 기제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이
와 관련하여 A형 응답자들에게 명장 취득 당시 직장이 몇 번째 직장이었
는지를 설문한 결과가 <표 2-22>에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직장이라고
응답한 명장이 40.7%로 가장 많은 가운데, 서너 번 옮긴 명장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계금속 분야의 직장 이동이 상대적으로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명장선정이 대개 50대를 전후해서 이루어
진다고 생각하면,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명장들의 노동이동이 잦은 편이
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명장 선정 당시 회사에 입사한 나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표 2-23>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20대에 입사한 경우가 가장 많
아 역시 외부 경력보다는 명장 선정 당시 회사에서 기업특수적 숙련을 형
성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대나 20대에 노동이동
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20대에 안착한 회사에서 기능을 배우고 활용하여
명장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는 20대에 이미 서너
번 회사를 옮기기도 하지만, 회사를 여러 번 옮긴 경우는 역시 30대 이상
에서 많이 나타났다. <표 2-22>와 <표 2-23>으로부터 기업근무형 명장
들은 10대와 20대에 다른 회사에서 경력을 쌓고 기능을 배운 경우도 있지만,

52

한국의 산업발전과 숙련노동: 명장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표 2-23> 명장 선정 당시 회사 입사 나이 및 직장이동 횟수(A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상

전체

10대

14

2

20대

43

29

17

3

1

93

30대

7

5

5

4

21

40대

2

1

3

1

7

1

1

1

3

50대
전체
비중
(%)

16

57

40

24

12

7

140

40.7

28.6

17.1

8.6

5.0

100.0

일반적으로는 명장 선정 당시 회사에서 20대 이후 평생을 일해 오면서 기
업특수적 숙련을 익히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25).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명장 선정 당시 회사가 대한민국 명장들에게 가
장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 회사에 어떻게 입사하게 되었는지, 그
리고 명장 선정 당시 그 기업규모는 어느 정도였지를 보여주는 것이 <표
2-24>이다. 43.6%가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로 입사했다고 하여, 공개모집,
학교추천 등의 방식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0∼80년
대 당시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생산직의 경우 연고채용이 많았던 사정
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스카우트의 비중도 16.4%에 달
하여 앞서 경력사원으로 입사한 경우들을 떠올리면 몇 차례 직장을 옮기
면서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한 명장들도 적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 명장취득 당시 회사의 종업원 규모를 설문한 결과 5,000인 이상 규
모가 37.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시 초대형 규모 기업에
서 명장들을 다수 배출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둘째로 많은
그룹 역시 1,000∼5,000인 규모로서 기업규모가 클수록 명장을 배출할 가
능성이 높고, 또 조직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다. 흥
25) 또는 일반적 숙련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에 대한 정착도와 충성도가 높았다고 해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개 우리나라 대기업들에서 나타나듯이 이른바
평생직장 개념에 입각해서 한 기업에 오래 다니면서 기업특수적 숙련을 익힌 경
우가 많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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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명장 취득 당시 회사 입사 계기(A형)
5인
5∼ 100∼ 300∼ 1,000∼ 5,000인
미만 100인 300인 1,000인 5,000인 이상
공개모집 홍보물
친구/선후배소개

2

2

스카우트

3

8

학교추천
부모님의 권유

1

기타

1

비중(%)

비중
(%)

3

1

4

2.9

7

20

29

61

43.6

2

3

7

23

16.4

8

6

3

3

7

27

19.3

1

1

6

3

9

21

15.0

4

2.9

2
전체

전체

2

6

21

8

18

34

53

4.3

15.0

5.7

12.9

24.3

37.9

140 100.0
100.0

미로운 것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스카우트나 학교추천 등의 건수가 많게
나타난 점이다. 오히려 기업규모가 클수록 친구나 선후배 소개, 부모님의
권유 등이 많아서 앞서 언급한 과거 연고채용의 관행을 확인하게 된다.

제4절 기능의 습득

대한민국 명장들은 주지하다시피 기능수준이 매우 뛰어나거나, 숙련을
토대로 각종 제안, 개선 활동, 혹은 특허 등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대한 기
여가 큰 사람들이다. 그 명장들은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기능을 습득
하였을까? <표 2-25>는 기업근무형 명장들에 대해 “주로 누구에게 기능
을 배웠는가”라고 질문한 결과이다. 예상대로 바로 위 선배가 45.7%로 가
장 많지만, 둘째로 많은 것이 “대부분 스스로 익히고 터득함”으로 나타났
다. 이는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인데, 특히 기계금속 분야에서는 스스로
터득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바로 위 선배에게 배웠다고 응답한 경우를 앞
서고 있다. 이는 기업근무형 명장들의 경우 선배들이 오히려 후배들을 잠
재적인 경쟁자로 여겨 기능을 잘 가르쳐주지 않았고, 따라서 명장들은 기
본 자질을 토대로 어깨너머로 기능을 익혔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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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기능의 습득(A형)

바로 위 선배
관리감독자
스스로
기타

기계
금속

재료
화공
조선

전기
전자
통신

섬유

공예

서비
스

산업
응용
등

전체

31

11

6

1

7

5

3

64

45.7

8

4

4

2

2

2

22

15.7

35

7

4

1

3

50

35.7

4

2.9

22

14

8

140

100.0

2
전체

76

2
3

12

5

비중
(%)

또한 제3장 D중공업 사례에서 보이듯이 선배나 엔지니어들에게도 생소
한 새로운 선진 기계가 외국에서 도입되면서 후일 명장이 되는 기능인들
이 알아서, 스스로 터득해나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제조업 분야와는 달리 공예나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역시
바로 위 선배에게 배웠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공예나 서비스 분야에서 기업근무형으로 명장을 획득한 경우들도 있으
나, 역시 공예, 섬유, 서비스 등은 B형, 즉 자기사업형에서 많이 발견된다.
이들의 경우도 누구에게 주로 기능을 배웠는가를 설문한 결과가 <표
2-26>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B형 명장들의 경우 해당분
야 전문가(명장, 명인 등)에게 기능을 배운 경우가 가장 많고, 이것은 공
예부문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다음으로 직장 선배에게 기능을 배웠다는
응답이 23.3%를 차지하여, A형과 유사성이 발견되지만 그 비율은 A형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섬유의류 분야의 경우 기능을 부모님 또는 가족에
게 배웠다는 명장들이 많아 제7장에서 살펴볼 사례연구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한 B형에서도 본인 스스로 터득했다는 응답이 적지 않아 일부 명
장들의 자질과 의지를 재삼 확인하게 된다.
다시 A형으로 돌아가 가장 일을 많이 배웠던 분의 특성을 설문해 본 결
과 ‘해당 직장에서 젊어서부터 일을 익혀 온 분’이 가장 많아, 앞서 문항에
서 바로 위 선배로부터 기능을 배웠다는 응답과 일관성을 보여주었다26).
26) 이 질문의 응답비중이 훨씬 높아진 이유는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설문의 뒤
의 괄호 안에 “만약 ‘대부분 스스로’ 익힌 경우에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일을 배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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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 지문, 즉 유사 업종의 다른 기업에서 이직해 온 분, 대학/대학원
에서 해당 분야 공부를 많이 한 분, 해외에서 기술을 익혀 온 분의 비중은
각각 5% 내외에 불과하였다. 이로부터 우리나라 명장들의 경우 해당 직
장의 선배들로부터 기업특수적인 숙련을 익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표 2-26> 누구에게 기능을 배웠는지(B형)

고등학교 선생님
해당분야 전문가
(명장, 명인)
직장선배
부모님 또는 가족
기능학원 강사
(양재학원 강사 등)
본인 스스로 터득
기타
전체

재료 전기
산업
기계
서비
비중
화공 전자 섬유 공예
응용 전체
금속
스
(%)
조선 통신
등
1
1
1.4
3

13

3

1

20

27.4

4
7

8
4

3

1

17
12

23.3
16.4

3

2

1

7

9.6

2
1
20

5
2
35

2

2

9

4

13
3
73

17.8
4.1
100.0

재료 전기
산업
기계
서비
화공 전자 섬유 공예
응용 전체
금속
스
조선 통신
등

비중
(%)

1
1
1
1

1

2

3

<표 2-27> 가장 일을 많이 배웠던 분의 특성(A형)

해당 직장에서 젊어서
64
부터 일을 익혀 온 분
유사 업종의 다른 기업
3
에서 이직해 온 분
대학/대학원에서 해당 분
5
야 공부를 많이 한 분
해외에서 기술을 익혀
3
온분
기타
1
전체
76

15

12

4

1

3

11

4

6

115

82.1

1

9

6.4

6

4.3

1

7

5.0

8

3
140

2.1
100.0

1
1
1
22

1
14

1
3

1
12

던 분에 대해 말씀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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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8> 기능을 주로 배운 분으로부터 가장 도움이 된 것

A
형

B
형

손끝기술
문제해결능력
자세와 태도
인생경험
기타
전체
손끝기술
문제해결능력
자세와 태도
인생경험
기타
전체

재료 전기
산업
기계
화공 전자 섬유 공예 서비스 응용 전체
금속
조선 통신
등
29
4
2
2 10
3
2
52
25
4
7
1
3
40
17
12
5
2
1
3
40
5
2
1
8
76

22

1

3

1
2

3

14

3
13
1
5
1

12
21
3
9
2

5
5
2
1
1

8
1
1
1
1

0

20

35

9

4

140
40
7
20
5
1
73

비중
(%)
37.1
28.6
28.6
5.7
0.0
100.0
54.8
9.6
27.4
6.8
1.4
100.0

위 설문에서 기능을 가장 많이 배운 사람(선배, 스승 등, ‘스스로 터득’
의 경우도 강제 응답)으로부터 배운 것 중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을 설문
한 결과가 <표 2-28>에 제시되어 있다. A형에서는 손끝기술이 37.1%로
가장 많긴 하지만, B형의 54.8%에 미치지 못한다. 공예, 서비스, 섬유 등
은 A형이든 B형이든 모두 손끝기술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확인
해 볼 수 있다. 반면 기계금속 등 중화학공업의 경우 문제해결능력을 키
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전기전자통신의 경
우가 그러하다. 한편 자세와 태도는 A형과 B형에서 모두 1/4 이상의 응
답을 보여, 역시 기본 인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렇다면 선배나 상급자의 도움을 벗어나 스스로 작업을 자신 있게 하
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 A형은 3∼5년, 5∼10년이 가장 많
은 응답 비중을 보인 반면, B형의 경우 10년 이상 걸린다는 응답이 39.7%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위 설문과 연계해서 풀이하면, 결국 기본자
세와 태도를 갖고 공예나 섬유의류 등의 손끝기술을 배우기까지 10년 이
상이 걸린다는 것이다. 반면 손끝기술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기계금속
등의 분야에서는 5년 정도가 되면 기계의 작동에 숙달하게 되고 또 어느
정도는 문제해결능력까지 갖추게 될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 이상

제2장 대한민국 명장의 특성 분석: 설문조사 결과

57

<표 2-29> 스스로 작업을 자신 있게 하기까지의 시간
기계
금속
1년 이내
1∼3년
3∼5년
A형
5∼10년
10년 이상
전체
1년 이내
1∼3년
3∼5년
B형
5∼10년
10년 이상
전체

8
16
25
18
9
76

재료
화공
조선
2
3
6
7
4
22

2

2

2
1
3

전기
전자
통신
4
2
4
4
14

섬유

3
3
1
2
4
5
8
20

공예

1
3
2
6
12
2
1
3
15
14
35

서비
스

2
3
5
1
3
2
3
9

산업
응용
등
1
1
3
2
1
8

1
3
4

전체

비중
(%)

11
25
39
38
27
140
4
3
13
24
29
73

7.9
17.9
27.9
27.1
19.3
100.0
5.5
4.1
17.8
32.9
39.7
100.0

<표 2-30> 엔지니어에게 일을 배운 경험(A형)
빈도수

비중(%)

전혀 없다

46

32.9

아주 가끔 있었다

36

25.7

종종 있었다

33

23.6

자주 있었다

11

7.9

해당 없음

14

10.0

140

100.0

전체

주 : 주로 일을 배운 선배 이외에 엔지니어(주로 4년제 공대 졸업자)에게 일을 배운
경험.

의 시간이 흐르면서는 창의적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주로 바로 위 선배 등에게 일을 익히기는
하였으나, A형 즉 기업근무형에서는 엔지니어와 같이 일하는 경우가 적
지 않다. 따라서 엔지니어에게 일을 배운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5점 척도
로 설문해 보았다. <표 2-30>에서 볼 수 있듯이 ‘전혀 없다’가 32.9%, ‘아
주 가끔 있었다’가 25.7%로서 공장 내에서 엔지니어와 기능공의 역할이
뚜렷이 구분되고, 결국 상호학습 기회는 거의 없음을 짐작하게 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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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의 도움 정도(명장 분야별)
기계
금속

재료
화공
조선

전기
전자
통신

섬유

공예

서비
스

산업
응용
등

전체

전혀 도움이 안됨
별로 도움이 안됨

1

보통

4

2

1

1

비중
(%)

0

0.0

1

1.1

8

8.8

약간 도움

6

1

3

4

8

2

1

25

27.5

많은 도움

25

10

4

2

8

3

5

57

62.6

36

11

9

7

17

5

6

91 100.0

4.53

4.91

4.22

4.14

4.41

4.60

4.83

전체
5점 척도

4.52

나 ‘종종 있었다’ 23.6%, ‘자주 있었다’ 7.9%의 응답 비중은 엔지니어와 기
능공의 업무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시사해 주고 있다.
이하 장(章)들의 사례연구에서 짐작해 보면 엔지니어는 업무 전반을 기획
하고 기능공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며, 숙련공들은
직접 기계를 돌리는 등의 업무를 통하여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그 와중에
자신들만의 암묵적 지식을 축적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앞절의 학력 항목에서 소수는 전문대졸 이상 학력으로 직업생활
을 시작하였으며, 적지 않은 수가 회사나 생업에 종사하면서 대학 혹은
대학원을 다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이 경험한 대학(원) 교육은 어느 정
도나 도움이 되었을까? <표 2-31>에 의하면 62.6%가 많은 도움을 받았
다고 응답하였으며, 약간 도움도 27.5%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재료화공조
선, 서비스, 산업응용 등의 분야에서 대학교육이 더 큰 도움이 되었던 것
으로 나타나지만, 전체 5점 척도 평균이 4.52점에 달하기 때문에 명장들
에게 있어서 대학교육은 전반적으로 유용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대학(원)별로 도움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까를 알아본 것이 <표
2-32>이다. 이에 따르면 기능대학(폴리텍대)의 도움 정도가 4.8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 전문대학의 도움 정도도 평균 이상이었다. 그렇지만
역시 모든 대학(원)이 4.0 이상이어서 일단 대학(원)을 다닌 것 자체가 큰
도움이 된다는 앞서의 해석을 다시 한 번 뒷받침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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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의 도움 정도(학교별, 복수응답)
기능
일반 일반
방송
대학
대학
전문 4년제
대학
원
(폴리텍대)
대학 대학교

기타

전체

전혀 도움이 안됨

비중
(%)
0.0

별로 도움이 안됨

1

1

0.8

13

10.3

보통

1

1

1

7

3

약간 도움

3

4

4

13

9

1

34

27.0

많은 도움

22

6

9

26

14

1

78

61.9

26

12

14

46

26

2

4.81

4.25

4.57

4.41

4.42

4.50

전체
5점 척도

126 100.0
4.50

<표 2-33> 국내 기술/기능 교육기간 및 교육의 도움 정도(A형)
6개월
미만

6∼
12개월

12∼
24개월

24개월
이상

전체

전혀 도움이 안됨

비중
(%)
0.0

별로 도움이 안됨

1

2.6

2

5

12.8

6

15.4

보통

1

1

약간 도움

4

2

많은 도움

6

8

7

6

27

69.2

11

11

8

9

39

100.0

4.45

4.64

4.75

4.22

4.51

전체
5점 척도

1

1

주 : 일을 하지 않고 한 달 이상 전적으로 교육만 받은 경우를 응답.

대학과 같이 외부에서 교육을 받는 것 이외에 사내에서는 체계적이거
나 공식적인 교육훈련은 어떻게 받았을까?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고 한 달 이상 전적으로 기술/기능 교육만 받은 적이 있는지를 설
문한 결과 A형 응답자 140명 중 39명, 27.9%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즉 명장들의 경우라도 전적으로 교육훈련에만 몰입할 수 있는 기회는 별
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설적으로 명장들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현업에서 놓아주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여하튼 만약 교육을 받았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교육을 받았을까? <표 2-33>에 의하면 6개월 미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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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4> 회사규모별 의식소양 교육 기회(A형)

5인
5∼ 100∼ 300∼ 1,000∼ 5,000인
전체
미만 100인 300인 1,000인 5,000인 이상
전혀 없었음

3

10

별로 없었음

2

3

보통

1

1

1

비중
(%)

1

5

5

25

17.9

5

2

6

18

12.9

3

10

16

11.4

5

13

16

37

26.4

1

약간 있었음

3

많이 있었음

4

6

7

11

16

44

31.4

6

21

8

18

34

53

140

100.0

3.00

4.18

4.71

4.00

3.86

3.79

3.91

전체
교육효과 5점 척도

주 : 교육효과 5점 척도는 ‘전혀 없었음’ 응답자는 제외하고 설문하여 계산.

6∼12개월이 각각 11명으로 39명 응답자 중 각각 28.2%를 차지하였다. 다
음으로 그 교육의 도움 정도는 종축으로 5점 척도가 제시되어 있는데, 많
은 도움이 되었다가 69.2%로 이런 장기 교육을 받은 명장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효과의 평균은 4.51점에 달하고 1년 전후 교
육이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드러났다.
명장들의 경우 손끝기술이나 문제해결능력 이외에 사회적 숙련과 리더
십도 갖춰야 된다고 보면, 의식소양교육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 기
술기능교육 이외에 의식소양교육, 혹은 교양교육이나 정신교육을 받았는
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140명 중 37명과 44명이 각각 약간 있었거나
많이 있었다고 응답하여 절반 이상은 의식소양교육 기회가 있었던 것으
로 나타났다. 의식소양교육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한 25명을 제외하고,
115명에 대해 그 교육이 명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를 물
어본 결과 5점 척도로 3.91점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러한 점수는 특히 100∼300인의 중규모에서 가장 높았다. 그리
고 중규모 기업들의 경우 교육기회 자체도 다른 규모의 기업들보다 상대
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후발자인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해외로부터의 기술
도입이 매우 중요했었는데, 명장들의 경우는 해외 연수 경험을 어느 정도
나 가졌는가를 설문한 결과가 <표 2-35>에 제시되어 있다. 기업근무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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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5> 해외 연수 경험 여부
A형

경험의 종류

B형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여행이나 기술을 지도하는 것 이외에 업
무나 교육 관련 해외에 간 적이 없다

69

49.3

53

70.7

가끔 출장을 가긴 했지만, 공식 교육 과
정은 아니었다

18

12.9

5

6.7

해외에 가서 외국인과 같이 일하면서 일
을 배운 적이 있다(3개월 미만)

22

15.7

11

14.7

해외 유사업체 혹은 장비/설비 업체에서
공식적으로 일을 배웠다(3개월 미만)

15

10.7

2

2.7

3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같이
근무하거나 교육받은 적이 있다

16

11.4

4

5.3

전체

140

100.0

75

100.0

주 : 3, 4, 5 지문에 대해 복수응답을 허용했는데, A형에서는 없었으나 B형에서는 2
명이 복수응답함.
<표 2-36> 기능을 익힌 해외 국가 및 교육의 도움 정도(A형과 B형 합산)
일본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기타

전체

비중
(%)

전혀 도움이 안됨

0

0

0

0

0

0

0

0.0

별로 도움이 안됨

3

1

0

0

0

2

6

6.6

보통

3

0

0

0

0

0

3

3.3

약간 도움

19

3

3

2

1

1

29

31.9

많은 도움

28

6

8

2

3

6

53

58.2

53

10

11

4

4

9

91

100.0

4.36

4.40

4.73

4.50

4.75

4.22

4.42

전체
5점 척도

자기사업형보다 확실히 해외연수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진 것으로 확인된
다. 그러나 A형에서도 해외 유사업체 혹은 장비/설비 업체에서 공식적으
로 일을 배우거나 3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교육받은 경우는
각각 10% 내외에 불과하고, 단순히 출장을 가거나 몇 차례 일을 배운 정
도가 약간 더 많았다. 그렇지만 B형에서도 75명 중 11명이 해외에서 외국
인과 같이 일하면서 일을 배운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해외 기술의 유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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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으로만 국한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해외 교육기회가 있었던 경우(위 지문 1번 제외) A, B형을
합쳐서 역시 일본에서 기능을 익혔다는 응답이 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교육을 받은 나라별 만족도를 보면 미국,
프랑스 등에서의 교육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다른 나라들에서의
해외 교육 만족도 역시 모두 4점을 넘고 있어 일단 해외연수를 받으면 명
장들의 숙련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절 기능의 발휘

명장들은 공식 교육과 스승이나 선배들로부터의 기능 습득 등의 과정
을 거쳐 다양한 활약을 펼치게 되는데, 이 절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살
펴보기로 하자. 우선 기능을 발휘하여 특허를 취득한 경우들이 있을 것으
로 판단되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우선 설문해 보았다. A형
명장 가운데서는 34.3%가, 그리고 B형 명장 가운데서는 45.2%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서 B형의 경우가 조금 더 비율이 높았다. 이로써 절반에 미
치지는 못하지만 상당수의 명장들이 자신의 기능과 숙련을 형식지화하여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명장들의 숙련이 단지
손끝기술이나 암묵적 지식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함의한다. 분
야별로는 재료화공조선 명장들의 특허 보유 비중이 높았으며, 공예와 섬
유 분야의 특허 보유 비중 역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여기서 표를 제시하
지는 않지만, 실용신안이나 의장등록을 갖고 있는 경우는 A형이 26.4%, B
형이 41.1%로 나타나 특허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유형별 차이는 특
허와 비슷하였다.
이번에는 해외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설문해 보았는데, <표
2-38>에서 볼 수 있듯이 A형이 23.6%로 B형의 15.1%보다 다소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산업응용 등 기타와 새로운 분야가 많아서 이
분야는 국제적인 인증과 활동이 중요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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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7> 특허 보유 여부
기계금 재료화 전기전
섬유
속 공조선 자통신
미보유
A형 보유
전체

48

12

28
76

미보유
B형 보유
전체

공예 서비스
5

6

92

비중
(%)

10

2

10

4

1

3

2

48

34.3

22

14

3

12

5

8

140

100.0

12

20

4

2

40

54.8

2

9

산업응
전체
용등

65.7

2

1

8

15

5

2

33

45.2

2

3

20

35

9

4

73

100.0

산업응
전체
용등

비중
(%)

<표 2-38> 해외자격증 보유
기계 재료화 전기전
섬유
금속 공조선 자통신
미보유

57

16

11

19

6

3

전체

76

22

14

미보유

1

2

1

1

2

3

A형 보유

B형 보유
전체

3

공예 서비스
12

4

4

107

76.4

1

4

33

23.6

3

12

5

8

140

100.0

20

29

8

2

62

84.9

6

1

2

11

15.1

35

9

4

73

100.0

20

평균보다 다소 보유비율이 높은 분야는 기계금속, 재료화공조선 등이었
으며, 섬유는 해외자격증을 보유한 명장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다면 특허나 실용신안을 보유하는 경우에 몇 개나 보유하고 있을
까를 설문하고 계산해 보았다. <표 2-39>에 의하면 특허 출원비율은 B
형이 높지만, 일단 특허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A형의 경우가 공동특허든
단독특허든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용신안이나 의장
의 보유비율은 낮지만, 일단 이들을 갖고 있는 경우는 특허건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공동보유건수는 B형이 더 많은 반면, 단독
보유건수는 A형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관된 경향을 나타내지
는 않았다. 한편 제일 오른쪽 칼럼에서 일단 해외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몇 개나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A형 5.5개, B형 5.4개로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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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9> 특허, 실용신안 등 보유 시 평균 보유개수
특허 평균건수

실용신안/의장 평균건수

해외자격증 개수

공동

단독

공동

단독

A형

4.8

3.8

6.5

5.8

5.5

B형

2.4

3.0

8.5

3.1

5.4

주 : 1) A형 공동특허에서 이상치(200개)를 포함할 경우 평균은 11.1개가 됨.
2) A형 단독특허에서 이상치(80개, 100개)를 포함할 경우 평균은 9.3개임. B형
단독특허에서 이상치(40개)를 포함하면 4.3개임.
3) A형 공동 실용신안 및 의장에서 이상치(100건) 포함 시 평균값은 12.4임.
4) B형 단독 실용신안 및 의장에서 이상치(100건) 포함 시 평균값은 6.5임.
<표 2-40> 회사규모별 특허 보유 여부(A형)

미보유
보유
전체

5인
미만
3
3
6

5∼
100인
15
6
21

100∼
300인
6
2
8

300∼ 1,000∼ 5,000인
1,000인 5,000인 이상
14
29
25
4
5
28
18
34
53

전체
92
48
140

비중
(%)
65.7
34.3
100.0

<표 2-41> 회사규모별 실용신안/의장등록 보유 여부(A형)
5인
미만

5∼
100인

100∼
300인

300∼
1,000인

1,000∼
5,000인

5,000인
이상

전체

비중
(%)

미보유

3

13

7

17

30

33

103

73.6

보유

3

8

1

1

4

20

37

26.4

6

21

8

18

34

53

140

100.0

전체

다시 특허와 실용신안/의장등록으로 돌아가서 A형의 경우에는 조직적
으로 특허나 실용신안이 출원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기업규모별로 그 특
징을 살펴보았다. <표 2-40>에 보이듯이 5,000인 이상 기업에 속한 명장
들의 경우 절반 이상이 특허를 갖고 있으며, <표 2-41> 실용신안/의장등
록의 경우도 회사 규모가 클수록 보유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5인 미만의 영세기업 소속 명장들의 경우 반수가 특허와
실용신안을 모두 갖고 있었는데, 이런 회사들은 명장을 중심으로 전문적
인 기술 영업을 하는 곳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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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 명장의 기술이나 숙련으로 인한 회사의 비용 절감 정도(A형)

수천만 원
수억 원
수십억 원
수백억 원
천억 이상

기계
금속

재료
화공
조선

전기
전자
통신

섬유

공예

4
20
25
15
9

2
2
6
9
3

1
5
6

1

3
1
3

내 기술은 비용
과 무관함

3

전체

76

1

1
1

1
22

14

3

서비
스

1
1
1
1

산업
응용
등

전체

비중
(%)

1
4
1
1

11
34
42
27
15

7.9
24.3
30.0
19.3
10.7

5

1

1

11

7.9

12

5

8

140

100.0

이번에는 다소 주관적일 수 있으나, A형 즉 기업근무형에서 명장의 기
술이나 숙련으로 회사의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었는지를 설문해 보았다.
명장들의 숙련과 능력발휘에 대한 자기평가를 내포하는데, 천억 원 이상
이라고 응답한 명장이 15명이었으며,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응답구간은
수십억 원이었다. 반면, ‘내 기술은 비용과 무관하다’는 지문에 대한 응답
은 11명에 불과하였다. 이로부터 특히 기업근무형에서 명장들의 국산화
를 위한 노력들, 그리고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으며, 명장들의 이에 대한 자부심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기계금속과 재료화공조선 분야의 긍정적 응답이 많
았다.
이번에는 명장들의 기술이나 숙련으로 인한 회사의 생상품 품질 수준
의 향상 정도를 물어본 결과를 살펴보자. <표 2-43>에 의하면 역시 내
기술이 품질과 무관하다는 응답은 10명에 불과하며, 가장 많은 응답은
‘국내 최고 수준이 되었다’는 것으로서 37.9%에 달하였다. 다음으로 많은
것은 ‘국내 최고 수준과 근접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으며, 품질이 세계 최
고 수준이 되었다고 응답한 명장도 140명 중 19명(13.6%)에 달하였다. 분
야별로는 기계금속 분야에서 해외 선진업체와 유사한 수준이 되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재료화공조선의 경우도 앞서 비용절감과
마찬가지로 긍정적 응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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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3> 기술이나 숙련으로 인한 회사 품질 수준 향상 정도(A형)
재료 전기
산업
기계
서비
비중
화공 전자 섬유 공예
응용 전체
금속
스
(%)
조선 통신
등
국내 최고 수준과
근접하게 됨
국내 최고 수준이
됨
해외 선진업체와 유
사한 수준이 됨
해외 선진업체의 수
준을 넘어서 세계
최고 수준이 됨
내 기술은 품질과
는 무관함
전체

17

3

5

1

2

1

2

31

22.1

28

6

5

2

6

3

3

53

37.9

19

6

1

1

27

19.3

7

6

1

3

1

19

13.6

5

1

2

1

1

10

7.1

76

22

14

8

140

100.0

산업응
전체
용등

비중
(%)

3

1

12

5

<표 2-44> 회사에 제출한 제안 건수(A형)
기계금 재료화 전기전
섬유
속 공조선 자통신
0건
1∼10건
11∼99건
100건 이상
전체

5
17
21
33
76

5
6
11
22

1
5
4
4
14

1
2
3

공예 서비스
6
2
1
3
12

1
3
1
5

5
1
2
8

13
34
37
56
140

9.3
24.3
26.4
40.0
100.0

주 : 효과금액 1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응답.

대한민국 명장들은 품질명장과는 달리 분임조활동이나 제안건수가 많
아서 명장에 선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기능수준이 높고, 때로 리
더십과 문제해결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각종 제안을 통하여 두각을 나
타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표 2-44>에서 A형에서 회사에 제출한 제안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었는가를 살펴본 결과 100건 이상이라고 응답한
명장이 140명 중 56명에 달하였다. 더욱이 이 질문은 효과금액 1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응답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명장들의 산업에
대한 기여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역시 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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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5> 해당 분야의 품질 수준 향상 정도(B형)
재료 전기
산업
기계
서비
비중
화공 전자 섬유 공예
응용 전체
금속
스
(%)
조선 통신
등
변화 없음(품질 수준
을 그대로 유지)
과거 국내 최고 수준
과 근접
새로운 국내 최고 수
준이 됨
전체

2

2

1

5

1

7

9.6

1

5

10

1

19

26.0

2

14

20

7

4

47

64.4

3

20

35

9

4

73

100.0

<표 2-46> 해당 분야의 품질 수준과 해외수준 비교(B형)
재료 전기
산업
기계
서비
비중
화공 전자 섬유 공예
응용 전체
금속
스
(%)
조선 통신
등
해외에 비하면 아직
부족함
해외 비슷한 분야의
기술 수준과 유사한
수준이 됨
해외 수준을 넘어서
최고 수준이 됨
해외와 비교할 만한
대상이 전혀 없음
전체

2

2

1

1

3

1

6

8.2

1

5

11

3

22

30.1

13

16

4

3

36

49.3

1

1

5

1

1

9

12.3

3

20

35

9

4

73

100.0

에서도 기계금속, 재료화공조선 등의 중화학공업 분야에서 성과가 두드
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B형 설문지에 응답한 자기사업형 명장들에 대해 살펴보자.
<표 2-45>에는 해당 분야의 품질 수준 향상 정도를 물은 결과를 보여주
고 있는데, 앞서 A형과 지문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B형 명장들
은 자신의 숙련으로 인해 해당 분야 품질 수준이 새로운 국내 최고 수준
이 되거나(64.4%), 과거 국내 최고 수준과 근접한 것(26.0%)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로써 B형 명장들의 자부심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섬유와 공예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으며, 서비스 부문은 9명 중 7명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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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국내 최고 수준을 수립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면 그러한 B형 명장들이 가꾼 품질은 해외수준과는 어떠한가? 해
외와 비교할 만한 대상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12.3%에 지나지 않으며,
90% 가까이가 비교한 결과를 응답하였는데, 해외수준을 넘어서 최고 수
준이 되었다(49.3%)거나 해외수준과 유사하게 되었다(30.1%)는 응답이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부심은 섬유, 공예, 서비스 사이
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이상의 주관적 설문과는 달리 객관적으로 최근 5년간(혹은 은
퇴 전 5년간) 작품 전시회를 어느 정도나 가졌는가를 설문해 본 결과가
<표 2-47>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지역수준의 전시회 및 출품은
9.1회(그 중 단독전시 2.5회), 전국수준 전시 및 출품은 8.0회(그 중 단독
전시 2.0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해외 전시회 및 출품 역시
2.6회에 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전시회 참여 혹은 출품 횟수는 섬유의
류 부문이 공예나 서비스 부문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섬유의
경우 해외 단독전시회도 3.7회에 달하여 상당한 정도로 국제화가 진척된
것으로 풀이된다.
<표 2-47> 자신의 분야와 관련된 작품 전시회 및 출품 횟수(B형, 최근 5년)
재료 전기
산업
기계
서비
화공 전자 섬유 공예
응용 전체
금속
스
조선 통신
등
지역수준 전시회 및 출품 횟
1.0
수

0.0

15.6

6.5

13.1

0.0

9.1

지역수준 전시회 중 단독 전
0.0
시회 횟수

0.0

5.5

1.3

3.3

0.0

2.5

국가수준 전시회 및 출품횟수

2.0

0.0

10.6

8.0

5.3

9.3

8.0

국가수준 전시회 중 단독 전
0.0
시회 횟수

0.0

3.9

0.9

1.3

6.3

2.0

해외수준 전시회 및 출품 횟
0.0
수

0.0

5.5

2.0

0.0

2.5

2.6

해외수준 전시회 중 단독 전
0.0
시회 횟수

0.0

3.7

0.4

0.0

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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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8> 기술이나 숙련, 작품 등과 관련된 외국인과의 교류회 경험 유무(B형)

예
아니오
전체

기계
금속

재료
화공
조선

2
2

3
3

전기
전자
통신

섬유
13
7
20

공예 서비스
22
13
35

6
3
9

산업
전체
응용등
3
1
4

44
29
73

비중
(%)
60.3
39.7
100.0

<표 2-49> 최근 5년간 외국인과의 교류회 횟수(B형)
기계
금속

재료
화공
조선

전기
전자
통신

10회 미만
20회 미만
20회 이상
전체

섬유
8
3
1
12

공예 서비스
20
1
1
22

3
2
1
6

산업
전체
응용등
3

3

34
6
3
43

비중
(%)
79.1
14.0
7.0
100.0

주 : 무응답 1명.

이러한 B형 명장들의 국제화 정도는 작품 등과 관련된 외국인과의 국
내에서의 교류회 경험 유무에서도 확인되는데, <표 2-48>에서 볼 수 있
듯이 60.3%가 교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섬유와 공예, 서비스 분
야별 비중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이러한 국제교류를 몇 회나 가졌을까? 최근 5년간
10회 미만 가졌다는 응답이 43명 중 3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회 이상
가졌다는 응답도 3명에 달하였다. 여하튼 자기사업형 명장들의 경우 해외
에서 전시회를 열든, 아니면 국내로 찾아오는 외국인들과 교류회를 갖든
꽤 높은 비율과 빈도로 국제교류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6절 기능의 전수

명장들은 앞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신이 쌓아 온 숙련과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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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0> 직접 지도 범위 후배 혹은 제자의 수
A형

-

B형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

-

5명 이내

12

16.4

10명 이내

35

25.0

10명 이내

14

19.2

10∼49명

44

31.4

10∼29명

12

16.4

50∼ 99명

19

13.6

30∼49명

5

6.8

100∼499명

22

15.7

50∼99명

4

5.5

500명 이상

20

14.3

100∼299명

11

15.1

-

300명 이상

15

20.5

73

100.0

전체

140

100.0

전체

능동적으로 발휘하고 활용할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하여 후배들에게 기능
을 전수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은 주목받고 존경받는 명장들의 의무이
기도 하다.
우선 직접 지도 범위에 있는 후배 혹은 제자의 숫자를 설문해 본 결과
명장별로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형에 비해 B형의 경우 10
명 이내와 100명 이상으로 양극 분해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즉 후배가 10
명 이내인 비율이 A형에서는 25.0%, B형에서는 35.6%로 나타난 반면,
100명 이상인 경우가 A형의 경우 30.0%인 데 비해 B형은 35.6%로 나타
났다. 결국 분야별로 후배 지도의 경우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렇다면 분야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2-51>에서
볼 수 있듯이 공예부문은 후배 혹은 제자의 숫자가 10명 이내인 비율이
57.4%로 매우 높았다. 후배 또는 제자의 숫자가 100명 이상으로 많은 경
우는 섬유와 서비스, 전기전자통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계금속과
재료화공조선 등 중화학공업 명장들의 경우는 지도 범위 후배들의 숫자
가 10∼99명 정도로 중간 범위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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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1> 분야별 직접 지도 범위 후배 혹은 제자의 수(A, B형 합계)
분야별

10명 이내
10∼99명
100명 이상
전체
10명 이내
10∼99명
100명 이상
전체

기계 재료화 전기전
금속 공조선 자통신
16
5
40
14
7
22
6
7
78
25
14
20.5
20.0
0.0
51.3
56.0
50.0
28.2
24.0
50.0
100.0 100.0 100.0

섬유

공예

서비스

7
7
9
23
30.4
30.4
39.1
100.0

27
10
10
47
57.4
21.3
21.3
100.0

3
11
14
0.0
21.4
78.6
100.0

전체

산업
응용등
6
3
3
12
50.0
25.0
25.0
100.0

61
84
68
213
28.6
39.4
31.9
100.0

<표 2-52> 후배 지도 시 중점

A
형

B
형

손끝기술
기계의 원리 등 이론
적 기반
문제해결능력
작업에 임하는 태도
나 자세
조직에 대한 충성심
기타
전체
손끝기술
기계의 원리 등 이론
적 기반
문제해결능력
작업에 임하는 태도
나 자세
조직에 대한 충성심
기타
전체

재료 전기
산업
기계
서비
비중
화공 전자 섬유 공예
응용 전체
금속
스
(%)
조선 통신
등
13
4
1
2
7
2
1
30
21.4
16

4

3

26

5

5

20

8

4

2

1

1
1
14

1
11
18

76

22

1

1

1

3
9

1

25

17.9

3

41

29.3

3

2

39

27.9

6
4

1
8
2

2
1.4
3
2.1
140 100.0
33
45.2

1

1

1

2

1

4.1

10

13.7

3

3

1

2

6

14

4

26

35.6

3

1
20

9

1
73

0.0
1.4
100.0

0

35

2

3

4

그렇다면 후배들을 지도할 때 명장들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을까?
<표 2-52>에서 나타나듯이 A형과 B형은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 A형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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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들은 문제해결능력과 작업에 임하는 태도나 자세를 강조하는 편이며,
B형 명장들은 손끝기술과 작업에 임하는 태도나 자세를 강조한다. 이는
앞서 명장들이 자신의 선배나 스승에게 도움을 받았던 항목과 유사한 양
상이다. 다만, 앞서는 A형에서도 손끝기술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했던(37.1%) 반면, 후배 지도 시에는 이 비중이 셋째인 21.4%로 떨어졌
다. 또한 B형의 경우도 선배에게 배워 도움이 된 것으로 손끝기술을
54.8%가 꼽았으나, 후배들에게 전수할 때는 그 비중이 45.2%로 다소 떨
어졌고, 태도와 자세를 강조하는 비중이 높아졌다(B형, 27.4% → 35.6%).
한편 A형에서는 후배들에게 기계의 원리 등 이론적 기반을 강조한다고
응답한 비중도 17.9%에 달하여 경험적 숙련과 이론적 지식을 결합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기계금속 분야에서 이
응답 비중이 높았다. 공예는 일관되게 손끝기술을 강조하고 있음도 확인
된다.
<표 2-53> 후배에게 아쉬운 점

A
형

B
형

손끝기술
기계의 원리 등 이
론적 기반
문제해결능력
작업에 임하는 태
도나 자세
조직에 대한 충성심
기타
전체
손끝기술
기계의 원리 등 이
론적 기반
문제해결능력
작업에 임하는 태
도나 자세
조직에 대한 충성심
기타
전체

재료 전기
산업
기계
서비
섬유
공예
화공 전자
응용 전체
금속
스
조선 통신
등
8
2
1
4
2
17
13

1

16

4

4

33

13

9

5
1
76

2
22

1

14

3

3
7

1

2

12.1

15

10.7

1

1

2

28

20.0

6

2

5

71

50.7

5
3

1
8
1

7
2
140
18

5.0
1.4
100.0
24.7

1

1.4

12
7
1

1

비중
(%)

3

6

2

1

13

17.8

3

9

19

3

2

37

50.7

3

1
1
35

1

1
20

4

2
2
73

2.7
2.7
100.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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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명장들은 후배 지도에서 나름대로의 강조점을 갖고 있는 데 비
하여 후배들은 명장의 지도를 잘 따라오고 있는 것일까? 명장들에게 후
배에게 아쉬운 점을 설문한 결과 A형, B형 모두 50.7%의 비중으로 ‘작업
에 임하는 태도나 자세’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기본 인성과 불굴의 끈
기 등의 측면에서 요즘 젊은 세대가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풀이된
다. 그렇지만, 일정하게는 성장 배경이 다른 등 세대차를 반영하기 때문
에 이 항목만으로 젊은 세대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단언하는 것은 섣부
를 수 있다. 다른 항목들을 보면 강조점과 유사하게 A형에서는 문제해결
능력이 아쉽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으며, B형에서는 손끝기술의 미흡이라
고 응답한 비중이 둘째로 높았다.
그럼 우수한 후배에게 명장 도전을 권유한 적이 있는가라는 설문에 대
해 A형은 87.9%가 ‘예’라고 응답하고, B형은 78.1%가 ‘예’라고 응답하여
다소의 차이를 보였다. 그 중 B형 명장들의 경우 “귀하의 수준에 버금가
는 정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후배 또는 제자를 이제까지 몇 명이나
키웠는가”라는 주관식 질문에 대한 응답을 다음 <표 2-54>와 같이 구간
으로 정리해 보면 5명 이내가 60.3%로 다수를 차지하고, 그 중 하나도 없
다는 명장도 5명에 달하였으며, 가장 많은 빈도는 2명 또는 3명에서 나타
났다. 또한 자신의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뛰어난 후배를 6∼10명 키웠다
는 응답도 18명이나 되었다. 이로써 B형 명장들의 경우 A형처럼 기업조
<표 2-54> 귀하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키운 후배 또는 제자(B형)
후배/제자수
0
1
2
3
4
5
(중간합계, 5인 이하)
6∼10
11∼20
20명 초과
전체

빈도
5
7
10
12
3
7
44
18
6
5
73

백분율
6.8
9.6
13.7
16.4
4.1
9.6
60.3
24.7
8.2
6.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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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에서 후배를 양성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적극적인 후배 양성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후배에 대한 지도 이외에, A형 즉 기업근무형 명장들은 업무상, 혹은
업무와 무관하게 부품협력업체들에 대한 지도도 중요한 과업이 될 수 있
다. 특히 A형 명장들의 경우 초대형 혹은 대형 기업에서 배출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떠올리면 이른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55>에서 우선 부품협력사 지도 경험이 있는지 여
부를 살펴본 결과, A형 명장 140명 가운데 78명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명
장들의 숙련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도에도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특히 5,000인 이상 규모 기업의 ‘예’ 비중은 75.5%에 달하였다. 한편
표로 제시하지는 않지만, 처음으로 부품협력사 지도에 나선 것은 근속연
수 평균 15.3년이 되었을 때였으며, 연간 부품협력사 지도 횟수는 24.2회
에 달하였다. 이로써 명장들이 해당 기업 내에서 근속 15년 이상 될 정도
로 충분히 기능과 사회적 숙련까지를 습득한 단계에서 부품업체 지도를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한 번 나가기 시작하면 월평균 2회 정도로
매우 자주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56>은 연간 협력사 지도 횟수를 기업규모별로 살펴본 것인데,
예상대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부품협력사 지도에 명장들이 많이 나설 뿐
<표 2-55> 회사규모별 부품협력사 지도 경험 유무(A형)

예
아니오
전체

5인
미만
1
5
6

5∼
100인
7
14
21

100∼
300인
4
4
8

300∼ 1,000∼ 5,000인
1,000인 5,000인 이상
9
17
40
9
17
13
18
34
53

전체
78
62
140

비중
(%)
55.7
44.3
100.0

<표 2-56> 회사규모별 연간 협력사 지도 횟수(A형)
5인
미만
10회 미만
10회 이상
전체

1
1

5∼
100인
7
7

100∼ 300∼ 1,000∼ 5,000인
300인 1,000인 5,000인 이상
2
3
8
16
2
6
9
24
4
9
17
40

전체
36
42
78

비중
(%)
46.2
53.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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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7> 분야별 해외 기술지도 및 지원 경험 유무(A형)
기계
금속
예
아니오
전체

24
52
76

재료
화공
조선
9
13
22

전기
전자
통신
5
9
14

섬유

공예

1
2
3

12
12

서비
스
1
4
5

산업
응용
등
3
5
8

전체

비중
(%)

43
97
140

30.7
69.3
100.0

<표 2-58> 해외 기술지도 시 체류기간
일주일 이내
한 달 이내
1∼3개월
3개월 이상
주재원으로 1년 이상 근무

응답수
8
10
10
10
5
43

비율(%)
18.6
23.3
23.3
23.3
11.6
100.0

아니라, 그 지도 횟수도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한편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해외공장 건설 등 해외진출
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는데, 현지 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엔지니어 이외에
숙련을 지닌 명장들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표 2-57>은
A형 명장 140명 가운데 43명이 해외 기술지도의 경험을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 분야별로는 당연히 기계금속, 재료화공조선, 전기전자통신 등의 분
야에서 해외지도 명장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응용 등 기
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에서도 3명이 지도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해외 기술지도에 나선다면 어느 정도나 체류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 <표 2-58>에 따르면 명장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을 나타냄을
알 수 있는데, 그만큼 해외공장 지도는 워낙 다양한 경우들이 있어서 일정
한 특징을 잡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주재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
우는 보통 엔지니어들이 많은데, 적은 수이긴 하지만 명장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재원으로 활약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명장들
에게 있어서도 어학 등 국제화에 필요한 능력뿐 아니라, 이문화(異文化)에
대한 이해 등 기본 상식과 소양을 갖추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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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짐작케 한다.
이제 B형, 즉 자기사업형 명장들로 관심을 옮겨 A형과 비슷하게 관련
업체에 기술지도를 한 경험이 있는가를 설문한 결과를 살펴보자. <표
2-59>에서 B형 명장들의 경우 오히려 A형보다 더 높은 69.9%의 명장이
관련 업체 기술지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는 섬유,
공예, 서비스 등에서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이제까지 살펴본 후배지도나 부품업체, 해외공장 지도 등은 업무의 형
태를 띠거나 OJT 방식을 취할 수 있다. 그 이외에 명장들이 기업 내에서
사내강사로 활동하는지의 여부를 설문해 보았다. <표 2-60>에 의하면 A
형 명장들의 경우 중규모 이상 기업에서 사내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5,000인 이상 기업에서는 그 비중이 83.0%에 달했다.
<표 2-59> 관련 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경험 유무(B형)

예
아니오
전체

기계 재료화 전기전
섬유
금속 공조선 자통신
2
14
2
1
6
2
3
20

공예 서비스
25
10
35

7
2
9

산업응
전체
용등
3
51
1
22
4
73

비중
(%)
69.9
30.1
100.0

<표 2-60> 회사규모별 사내강사 활동 여부(A형)

없음
있음
전체

5인
미만
5
1
6

5∼
100인
8
13
21

100∼
300인
1
7
8

300∼ 1,000∼ 5,000인
1,000인 5,000인 이상
3
8
9
15
26
44
18
34
53

전체
34
106
140

비중
(%)
24.3
75.7
100.0

<표 2-61> 분야별 사내강사 활동 시간(A형)
기계
금속
50시간 이내
50∼100시간
100∼500시간
500시간 이상
전체

37
14
1
7
59

재료
화공
조선
11
4
2
1
18

전기
전자
통신
6
4
1
11

섬유

공예

1
2

1

3

1
2
4

서비
스
1
1
2
1
5

산업
응용
등
5
1
6

전체

비중
(%)

62
25
8
11
106

58.5
23.6
7.5
1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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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1>은 그렇게 사내강사로 활동하는 시간을 물어본 결과인데,
연간 50시간 이내가 58.5%로 가장 많아서 사내강사는 역시 부수적으로
행하는 활동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100시간 이상 사내강사로 활동하
는 명장들의 비중도 17.9%(7.5+10.4)에 달하여 준전문적인 강사 활동에
나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부서에서 사내
강사 지원 나가는 것 이외에 아예 교육부서에 근무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
를 질문해 본 결과 12.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그 경우 평균
근무개월 수는 98.8개월, 즉 8.2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부서에서 담당한 역할을 묻는 설문에 대해 23명 중 8명이 사내강사, 8명
은 사내강사와 관리 업무 병행, 그리고 4명은 기획이나 관리 업무27)를 담
당했다고 응답하여, 교육부서에 배치되더라도 명장들은 주로 사내강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내강사 이외에 명장들은 사외강사로는 어느 정도나 활동하고 있을
까? <표 2-62>에 의하면 A형 명장 가운데 62.9%, B형 명장 가운데
76.7%가 외부강사 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사회적으로도 유의
미한 경험 공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분야별로는 거
의 전 분야에 걸쳐 사외강사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외부강사 활동은 분야별로 고르게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A형
에서 활동 횟수를 분야별로 비교해 보면 기계금속 분야에서 20회 이상 강
<표 2-62> 분야별 외부강사 활동 경험 유무
기계 재료화 전기전
섬유
금속 공조선 자통신

공예 서비스

산업응
전체
용등

비중
(%)

없음
A
있음
형
전체

30

7

3

1

7

1

3

52

37.1

46

15

11

2

5

4

5

88

62.9

76

22

14

3

12

5

8

140

100.0

없음
B
있음
형
전체

1

1

3

10

1

1

17

23.3

1

2

17

25

8

3

56

76.7

2

3

20

35

9

4

73

100.0

27) 기타가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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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3> 분야별 외부강사 활동 횟수(A형)
기계
금속
10회 미만
20회 미만
20회 이상
전체

20
10
16
46

재료
화공
조선
7
4
4
15

전기
전자
통신
7
3
1
11

섬유

공예

서비
스

1

2
1
2
5

2
1
1
4

1
2

산업
응용
등
2
1
2
5

전체

비중
(%)

41
20
27
88

46.6
22.7
30.7
100.0

<표 2-64> 사외 출강처(B형, 복수응답)
강의한 곳
중고등학교
직업훈련학교
대학교(대학원 포함)
관련 분야 협회
일반 시민 대상 강좌
기타
전체

빈도수
17
14
40
26
19
5
121

주 : 기타 중 3건은 교도소임.

의를 나간 명장의 비율이 높았으며, 전체적으로는 10회 미만이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단 사외강사로 활동하는 A형 명장 88명은 평균
19.4회 외부 강의를 나가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또한 B형 명장들의 평균 사외강사 출강 횟수는 A형의 두 배 정도인
37.7회로 나타나, B형이 훨씬 더 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B
형 명장들은 주로 어디에서 강의를 하는 것일까? <표 2-64>에서 볼 수
있듯이 B형 명장들은 대학교(대학원 포함), 관련 분야 협회, 일반 시민 대
상 강좌, 중고교 등에 고루 강의를 나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7절 숙련에 대한 자기평가와 조직생활

명장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숙련기능인들이다. 따라서 명장들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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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의 숙련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대단히 흥미로운 지점일 것이다.
<표 2-65>는 이와 관련하여 12개의 명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5점
척도로 찬성 정도를 표하도록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나의 숙련
의 내용이 대학 공학 교과과정에 포함되기 어려운 것이라는 명제에 대해
A형은 3.0 이하, 즉 그렇지 않다는 부정 응답이 조금 더 강했던 것으로
나타나며, 반면 B형의 경우 강한 긍정의 값(3.73)을 나타냈다. 이는 앞에
서부터 일관되게 나타나는 손끝기술과 관련된 차이로 해석된다. 즉 손끝
기술 및 암묵적 노하우 중심으로 숙련이 구성되는 경향이 있는 B형(섬유
의류, 공예, 서비스) 명장들은 자신의 숙련을 대학 공학 교과과정에서 소
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둘째 명제인 “나의 숙련의
이론적 기초는 공고 교과과정 수준보다 월등히 높다”는 명제에 대해서도
4.54점으로 매우 강한 긍정을 나타냈다. 이는 적어도 공고 수준 이상의 이
론적 기반은 필요하지만, 앞서 1번 명제에 대한 반응처럼 대학 교과과정
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는 지점으로 이해된다. 4번 명제도 이러한 이해의
연장선 위에 있다. 즉 내가 가진 경험적 숙련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것으로서 B형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도 이제까지의 논의와 일관된
다. 그러나 3번 명제는 다소 의외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7
장에서 보게 될 명장들의 메모 습관과 기능의 문서화 과정 등을 떠올리면
수긍할 수 있는 점수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서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예분야의 경우 2.97에 불과해 역시 공예 부문이
가장 문서화가 어려울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부표 1 참조).
다음으로 5, 6, 7, 8번 명제는 환경과 숙련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5번
에서 중국 등 개도국이 따라오기 어려운 숙련임을 B형에서 더 강하게 긍
정하고 있으며, A형에서는 3.22점으로 중간값에 가깝다. 즉 나의 숙련을
중국 등 개도국에서 따라올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는 A
형과 관련된 중화학공업에서 최근 중국 산업의 약진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응답인 것으로 보인다. 6, 7, 8번 명제는 강하게 부정되었는데, 특
히 7번 엔지니어들의 역할 확대로 나의 숙련이 쓸모없어졌다는 항목에
대한 부정의 정도가 가장 강했다. 명장들은 새로운 설비나 장비가 들어오
고 자동화가 진행되더라도 자신이 가졌던 손끝기술과 숙련의 가치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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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5> 숙련의 성격 및 위상 변화 가능성
항목

A형

B형

1) 나의 숙련의 내용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공학 교과과정에 포함
2.92
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3.73

2) 나의 숙련의 이론적 기초는 공업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과
4.07
정 수준보다 월등히 높다.

4.54

3) 나의 숙련의 내용을 책이나 문서로 정리하기 쉽다.

3.32

3.34

4) 나의 숙련은 수많은 현장 경험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3.36

3.82

5) 나의 숙련의 내용은 중국 등 개도국에서 따라오기 어렵다.

3.22

3.94

6) 새로운 설비나 장비가 들어오면서 내가 청년시절 지녔던 손끝
2.22
기술은 필요 없어졌다.

2.15

7) 고학력 엔지니어들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나의 숙련은 쓸모가
1.87
줄어들었다.

1.90

8) 자동화 설비가 많이 들어와서 내가 지녔던 숙련은 가치가 떨어
2.07
졌다.

1.99

9) 자동화 설비가 많이 들어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후배들에
게 기본 작업방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4.54

4.34

10) 나의 숙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해결능력이다.

4.19

4.07

11) 나의 숙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에 대한 끈기와 꼼꼼함 등
이다.

4.39

4.55

12) 나와 동료들의 숙련이 아니었다면 회사(A형 명장취득 시점 재
3.50
직 회사, B형은 본인 회사)는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4.22

전히 중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 10, 11, 12번 명제는 숙련의 성격 그 자체에 대한 내용들이다. 9번 명
제는 8번과도 연계되는데, 자동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 작업
방법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숙련의 구성 요소에
서 문제해결능력도 중요하지만, 일에 대한 끈기와 꼼꼼함이 더 높은 점수
를 얻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문제해결능력이 중요한 정도는
앞선 설문들과 마찬가지로 A형의 값이 B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
러한 특징을 갖는 숙련이 조직과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에 대해서
12번에서 보듯이 명장들은 강하게 긍정했는데, 긍정의 정도는 B형이 A형
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는 A형의 경우 대규모 조직으로서 자신보다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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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과 타인과의 협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반면, B형은
회사의 규모가 일반적으로 작기 때문에 자신의 숙련이 결정적이라는 사
실을 함의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에서 A형을 대표하는 기계금속에 비해 재료화공조선은 유
사한 경향을 보인 반면, 전기전자통신의 경우 다소의 값 차이들을 보여주
었다(부표 1 참조). 예를 들어 숙련내용을 개도국이 추격하기 어렵다는
명제에 대해 평균인 3.22나 재료화공조선의 3.59보다 훨씬 낮은 2.86점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최근 수년간 나타나고 있는 중국 전자산업의 발흥과
이론적, 공학적 기반이 더 중요한 전자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
된다. 다른 항목들에서도 전기전자통신은 다소의 차이를 나타내, 숙련의
구성 및 특질이 다른 중화학공업과 다를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한편 명장들은 가난 속에서 역경을 딛고 성공에 이른 입지전적 신화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공의 배경 및 주변과 관
련된 네 가지 명제를 검토해 보자. <표 2-66>에서 볼 수 있듯이 명장들
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잘했다고 기억하고 있으며, 이는 B형의 경
우가 약간 더 값이 높았다. 이는 평균 학력이 A형이 더 높은 사실과는 반
대되는 결과이다. 선배나 동료의 시기를 많이 받았다, 인간관계가 좋았다,
운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등에 대한 나머지 세 명제에 대해서도 B형 명
장들이 더 강렬하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형이 대기업 등에서
조직생활을 평생 해온 데 비하여 B형 명장들은 그야말로 자수성가를 이
룬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 수 있다. 분야별로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발견
되지 않고, A형, B형 유형 차이가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는 관심을 A형으로만 좁혀서 조직 내 성공의 양상에 대해 살펴
보자. <표 2-67>에서 볼 수 있듯이 명장들은 입사 시부터 눈에 띄는 사
원(4.02)이었으며, 명장이 되기 이전에도 승진 속도는 빠른 편(3.62)이었
다. 그러나 명장이 된 이후 내가 꿈꿔 왔던 직급까지 승진했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3.12점밖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특히 재료화공조선 분야는 부정
의 응답이 더 많았다(2.64). 이러한 섭섭함은 특히 엔지니어와의 관계 속
에서 더 두드러지는데, 명장으로서 엔지니어 이상으로 대우를 받는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중화학공업 세 분야 모두 3.0 미만을 기록하였으며, 반

82

한국의 산업발전과 숙련노동: 명장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대로 현장사원과 엔지니어 간 승진 기회의 차이가 많다는 명제에 대해서
는 전기전자통신을 예외로 하면 비교적 강한 긍정(3.54, 3.45)을 나타냈다.
즉 엔지니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장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만족도가 높
지 않은 것은 물론 일부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66> 성공의 배경과 주변
기계 재료화 전기전
서비 산업응
섬유 공예
전체
금속 공조선 자통신
스 용등
중고등학교 때 공
부 잘함
선배나 동료의 시
기 많이 받음
A형
인간관계 좋아 빠
른 승진
성공의 절반 이상
은 운이 좋아서
중고등학교 때 공
부 잘함
선배나 동료의 시
기 많이 받음
B형
인간관계 좋아 빠
른 성공
성공의 절반 이상
은 운이 좋아서

3.35

3.64

3.86

4.00

3.60

3.75

3.75

3.52

3.08

3.09

2.79

2.67

3.75

4.00

4.00

3.19

3.56

3.18

3.14

3.33

4.00

4.20

3.50

3.51

2.29

2.05

2.21

2.67

3.09

2.60

2.63

2.35

2.50

3.67

3.75

3.56

3.86

4.33

3.66

4.00

4.00

3.40

3.17

3.22

3.50

3.32

3.00

3.67

4.15

3.86

4.00

4.25

3.95

3.00

1.67

2.40

2.17

2.00

1.50

2.18

섬유

공예

서비
스

산업
응용
등

전체

<표 2-67> 조직 내 성공의 양상(A형)
기계
금속
명장 이전에도 승진속도
빠른 편
입사시부터 눈에 띄는
사원
명장 이후 고위직 승진
명장으로서 엔지니어 이
상 대우
현장사원과 엔지니어 간
승진 기회 차이 많음

재료
화공
조선

전기
전자
통신

3.55

3.73

3.07

4.00

4.25

4.00

3.63

3.62

3.93

3.86

4.36

4.00

4.27

4.60

4.00

4.02

3.03

2.64

3.14

4.00

3.73

4.40

3.25

3.12

2.97

2.68

2.64

2.33

3.82

4.40

3.38

3.02

3.54

3.45

2.93

4.33

3.00

3.40

4.00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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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8> 성공의 사회적 맥락(B형)
기계
금속
중고등학교 시절 손재주
명장이 된 이후 사회적
지위 획득

재료
화공
조선

전기
전자
통신

섬유

공예

서비
스

산업
응용
등

전체

4.50

4.00

4.26

4.17

4.25

3.67

4.18

3.50

4.33

4.15

3.91

4.33

3.75

4.03

명장으로서 전문가 대우
받음

4.00

3.67

3.75

3.46

3.78

3.50

3.60

후배, 부하직원 인간적으
로 대우

5.00

3.67

4.50

4.43

4.67

4.75

4.48

이번에는 B형 명장들을 대상으로 성공의 사회적 맥락을 살펴보기로 하
자. <표 2-68>에서 볼 수 있듯이 섬유, 공예, 서비스 분야의 명장들은 중
고등학교 시절부터 손재주가 좋다고 소문이 났었으며, 명장이 된 이후 내
가 바라던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었고, 또 전문가 대우를 받는다고 인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세 항목보다 긍정의 정도가 더 높았던 것은 마지
막 명제로서 자신이 후배나 제자, 부하 직원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한다는
것이었다(4.48).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이는 자신의 인간적 면모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하튼 이러한 B형 명장들의 사회적
맥락은 <표 2-67>에 나타난 A형 명장들의 자신감이나 대우에 대한 만족
도보다 높은 것이다.
무형의 대우와 존경 이외에 실제로 경제적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그에 대한 명장들의 인식은 어떠한지를 <표 2-69>에서 살펴보
기로 하자. A형 명장들은 우리 회사의 급여 수준은 경쟁사 대비 높은 수
준이었다는 명제에 대해 3.32점으로 긍정의 정도가 높았다. ‘청년 시절 자
신의 소득수준이 높았다’는 다소 표현을 달리한 명제에 대해 B형 명장들
은 3.59점으로 응답하여 역시 응답의 강도가 더 셌다. 젊은 시절부터 우수
성을 인정받아 월급이나 소득이 빨리 올라갔다는 명제에 대한 반응도 B형
명장들이 더 강하게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명장이 된 이
후 임금수준이 더욱 높아지거나 소득수준이 더욱 높아졌다는 명제에 대해
B형은 긍정적으로 답변한 반면(3.38), A형 명장들의 평균은 3.0에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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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여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냈다(2.83). 이는 앞서 <표 2-67>의 부정적
인식이 경제적 보상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더욱이 명장
은 명예직이기 때문에 경제적 보상이 중요치 않다는 명제에 대해 3.06으
로 거의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게 나타나, 역시 상대적으로 B형에 비해 경
제적 보상이 충분치 않은 사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69> 명장과 보상
재료 전기
산업
기계
서비
화공 전자 섬유 공예
응용 전체
금속
스
조선 통신
등

A
형

B
형

청년시절 회사의 급여
수준
젊은 시절 월급 수준
빨리 상승
명장 이후 임금수준
명예직이므로 경제적
보상 중요치 않음
청년시절 소득 수준
젊은 시절 소득 수준
빨리 상승
명장이 된 이후 소득
명예직이므로 경제적 보
상 중요치 않음

3.34

3.00

3.21

4.67

3.36

3.80

3.25

3.32

3.46

3.00

3.14

4.00

3.60

3.80

3.50

3.39

2.89

2.27

2.71

2.33

3.64

4.00

2.25

2.83

3.14

3.05

2.21

2.67

3.27

3.60

3.38

3.06

3.00

3.00

3.55

3.63

3.89

3.50

3.59

3.50

4.33

4.00

3.86

4.22

4.25

3.97

2.50

3.33

3.50

3.40

3.22

3.50

3.38

2.50

3.33

3.90

2.94

3.44

3.00

3.27

<표 2-70> 엔지니어와의 업무 구분 정도(A형)

전혀
않음
별로
않음
보통
약간
많이

구분되지
구분되지

구분
구분
전체
5점 척도

기계
금속

재료
화공
조선

전기
전자
통신

섬유

10

4

7

2

10

6

2

13
21
22
76
3.5

4
1
7
22
3.0

2
3
0
14
2.1

주: 해당 없음 14명.

공예

서비
스

산업
응용
등

전체

비중
(%)

1

24

19.0

19

15.1

20
29
34
126
3.2

15.9
23.0
27.0
100.0

1
1
3
2.0

1
1
3
3.7

1
2
4
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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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1> 엔지니어와 비교 시 보상 수준의 적정성 정도(A형)
재료 전기
산업
기계
서비
비중
화공 전자 섬유 공예
응용 전체
금속
스
(%)
조선 통신
등
명장의 역할에 비
하여 보상 수준이
매우 적은 편

23

8

3

1

2

0

1

38

29.5

명장의 역할에 비
하여 보상 수준이
약간 적은 편

22

8

6

1

0

0

4

41

31.8

적정함

27

5

4

1

3

1

3

44

34.1

명장의 역할에 비
하여 보상 수준이
약간 많은 편

3

1

1

0

0

0

0

5

3.9

명장의 역할에 비
하여 보상 수준이
매우 많은 편

1

0

0

0

0

0

0

1

0.8

76
2.2

22
2.0

14
2.2

3
2.0

5
2.2

1
3.0

8
2.3

129
2.1

100.0

전체
5점 척도
주 : 해당 없음 11명.

명장들의 조직 내 생활과 성공 양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표 2-67>과
관련하여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엔지니어와의 업무 구분 정도를 살펴보자.
<표 2-70>은 이에 대해 3.2점으로 다소 구분되는 것으로 평균이 나오지
만, 분야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기전자통신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이 많아, 이 분야의 명장들은 사실 엔지니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기계금속 분야에서
는 구분된다는 긍정의 답변이 많아 평균이 3.5점에 달하고 있다. 이는 공
예나 산업응용 등에 근접한 수치이다.
이번에는 엔지니어와 비교 시 보상 수준의 적정성 정도를 설문한 결과
를 <표 2-71>이 보여주는데, 역시 명장의 역할에 비하여 보상이 적은 편
이라는 응답이 많아 평균이 2.1점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이는 중화학공업
세 분야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표 2-70>의 직무성격 및 구분
가능성과 달리 적어도 보상 수준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나타냈다.

86

한국의 산업발전과 숙련노동: 명장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다음 역시 A형 명장들에게만 해당되는 항목들인데, 명장 선정 당시 회
사에서의 노조 활동과 노사관계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자. 명장 취득 당
시 사업장에 노조가 존재했는가를 설문한 결과 <표 2-72>와 같이 60.0%
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A형 명장들이 주로 대기업에 근무하고,
또 대기업들의 조직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인 것으로 풀
이된다. 즉 5,000인 이상 기업에 다닌 명장들의 경우 노조가 있는 비율은
77.4%에 달한다. 반면 100인 이하 사업장의 조직 정도는 4/27명, 즉 14.8%
에 불과하다.
그러면 조합원이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노조가 있다고 응답한 84명 가
운데 50명(59.5%)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승진 등으로 인하여 명장들이
조합원 자격을 이미 상실했던 인원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작업장 노사관계 측면에서 사용자 측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처지
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72> 명장취득 당시 사업장의 노동조합 존재 여부(A형)
5인
미만

5∼
100인

100∼
300인

300∼
1,000인

1,000∼
5,000인

5,000인
이상

전체

비중
(%)

4

2

15

22

41

84

60.0

예
아니오

6

17

6

3

12

12

56

40.0

전체

6

21

8

18

34

53

140

100.0

<표 2-73> 명장취득 당시 사업장의 노사관계 상태(A형)
5인
미만

5∼
100인

100∼
300인

300∼ 1,000∼ 5,000인
1,000인 5,000인 이상

매우 적대적

전체

2

1

3

약간 적대적

1

1

2

3

6

13

보통

2

1

7

7

12

29

약간 협력적

1

3

6

9

19

3

4

13

20

3.47

3.32

3.66

3.48

매우 협력적
5점 척도

3.00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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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3>은 해당 사업장의 노사관계 상태를 물어본 결과이다. 전
반적으로 3.48점으로 협력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84명 가운데 16명
(19.0%)은 적대적이라고 응답하여 명장들 회사의 노사관계가 평화롭지만
은 않으며, 따라서 노사관계에서 일정한 역할이 기대될 수도 있음을 시사
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A형 명장들은 노사관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을까? 과
거 노동운동이나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한 적은 대체로 없는 것(1.95)으로
보이며, 온건하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이 바람직하다(4.23)고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노동운동은 파업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회사는 노조를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인사
노무방침은 대개 옳은 편이라고 생각하여 다소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잘못된 노조 활동이나 노선을 바로
잡기 위해 열성적으로 활동한 적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 회사
노조가 근로자들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3.07점밖에
나오지 않는 것, 그리고 노조 대의원보다 현장감독자들의 권한이 더 강하
냐는 질문에 3.02점으로 애매한 점수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강한 보수성
보다는 노사관계나 노조로부터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
이된다. 즉 제3∼6장에서 살펴보게 될 명장들은 주로는 자신의 일에 대한
<표 2-74> 노사관계에 대한 견해(A형)
5점 척도
과거 노동운동이나 노동조합 활동 열심히 한 적 있다

1.95

국내 노동운동은 파업 많이 하는 편

3.52

온건하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이 바람직

4.23

잘못된 노동조합 활동이나 노선 바로잡기 위해 열성적 활동

3.06

우리 회사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이익 제대로 대변

3.07

회사는 노동조합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

3.45

회사의 인사노무방침은 대개 옳은 편

3.27

노조 대의원보다 현장감독자들의 권한이 더 강함

3.02

주 : 응답자는 유노조 사업장 명장 84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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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5> 해당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B형)
재료 전기
산업
기계
서비
비중
화공 전자 섬유 공예
응용 전체
금속
스
(%)
조선 통신
등
가업으로 계속된 일

1

친구/선후배/친척 소개

4

4

5

10

학교/스승추천

3

1

3

9

12.3

19

26.0

3

4.1

스스로 정보수집 후 결단

2

2

11

18

6

3

42

57.5

전체

2

3

20

35

9

4

73

100.0

몰입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28)
이제 B형 명장으로 돌아가 보자. B형 명장들 가운데 자기 사업을 하기
이전에 직장 생활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 설문한 결과 73명 중 46
명, 즉 6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업
무와 기능을 익히다가 자신의 사업을 차린 경우가 적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46명에 대해 직장 이동 횟수를 물어본 결과 3회 이내가
73.9%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10회 이동한 명장 등이 있어서 평균 이동
횟수는 2.7회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해당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
엇일까? <표 2-75>에서 볼 수 있듯이 스스로 정보수집 후 결단을 내렸
다는 응답이 57.5%로 가장 많고, 다음이 친구, 선후배 등의 소개가 26.0%
를 차지하였다. 이로부터 B형 명장들에게 있어서 자수성가형이 다수를
차지할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참고로 섬유와 공예에서 각각 4명씩이
가업에서 계속된 일을 했다고 응답하여, 우리나라에서 매우 적은 수이긴
하지만 가업을 승계한 명장들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자기사업형 명장들의 사업장에는 대체로 몇 명 정도가 근무하
고 있을까? <표 2-76>에서 볼 수 있듯이 공예 등의 분야에서 5명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매우 높고,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도 50명 미만 규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명 이상의 상시인원을 두고 중규모로 경영
하고 있는 명장은 72명 중 2명에 불과하였다.
28) 물론 제4장에서 볼 수 있듯이 H중공업의 일부 명장은 노조 반대 활동에 열성적으
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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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6> 사업장 근무 인원수(B형, 상시인원 기준)
기계 재료화 전기전
섬유
금속 공조선 자통신
5명 미만
50명 미만

1
1

산업응
전체
용등

비중
(%)

2

13

29

1

3

48

66.7

1

7

5

7

1

22

30.6

1

1

2

2.8

35

9

72

100.0

50명 이상
전체

공예 서비스

3

20

4

주 : 무응답 1명.
<표 2-77> 사업장 근무 인원수(B형, 상시인원과 총인원 기준)
근무인원수
0
1
2
3
4
5
6
7
8
9
10
10명 초과
전체
최대값
평균

상시인원 기준
응답수
비율
5
6.9
24
33.3
8
11.1
6
8.3
5
6.9
5
6.9
3
3

4.2
4.2

5
8
72

6.9
11.1
100.0
150명
7.8명

총인원 기준
응답수
비율
3
4.2
13
18.1
8
11.1
4
5.6
4
5.6
6
8.3
4
5.6
3
4.2
1
1.4
1
1.4
6
8.3
19
26.4
72
100.0
200명
14.3명

주 : 총인원 기준은 일시적, 비상시적으로 일하는 인원 포함 연중 최대치임.

상시인원에 더하여 임시적으로 일하거나 배우러 온 인력들이 있을 수
있으며, 계절적 수요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상시인원과 총인원을 구분
해 보았다. <표 2-77>에 의하면 총인원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대값은 200
명, 평균은 14.3명에 불과하며, 특히 1명 또는 2명을 두고 사업을 운영하
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자기사업형 명장이라고 하
더라도 그 규모는 영세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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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8> 내 작품(상품)과 일반 대중품 가격 차이의 적정성 여부(B형)
재료 전기
산업
기계
서비
비중
화공 전자 섬유 공예
응용 전체
금속
스
(%)
조선 통신
등
전혀 그렇지 않음

0

0

3

4

0

0

7

9.6

별로 그렇지 않음

1

1

1

4

2

0

9

12.3

보통

0

1

2

6

1

1

11

15.1

약간 그러함

1

0

11

12

2

1

27

37.0

매우 그러함

0

1

3

9

4

2

19

26.0

전체

2

3

20

35

9

4

73 100.0

3.00

3.33

3.50

3.51

3.89

4.25

5점 척도

0

3.58

주 : 질문 내용은 “귀하의 작품/상품은 일반 대중품보다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그
가격 차이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임.

이렇게 영세한 규모로 일종의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 그 작품가격은 대체로 대중품보다 비싼 편이다. 그 가격이 충분히 비
싼지, 즉 대중품에 비해 가격차가 적정한지를 설문해 보았다. B형 명장들
은 평균 3.58점으로 대체로 자신의 작품이나 상품 값이 적절하게 높은 값
을 받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즉 21.9%(9.6+12.3) 정도는 명장의
작품가격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2/3 가까이가 대중품보다 충분
히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앞서 A형 명
장들이 경제적 보상에 대해 다소의 불만을 갖고 있는 것과 구분되는 지점
이다. 분야별로는 서비스와 산업응용 등 기타 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가격
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제8절 명장 되기와 제도 및 관행

인터뷰 과정에서 많은 명장들은 자신의 사업장에 자신과 유사한 수준
의 기능을 가진 훌륭한 분들이 많음을 강조하곤 하였다. 숙련 수준이 높
은 기능인들은 현장에 많을 수 있으나, 실제로 제도적 차원에서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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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명장”이 된다는 것은 절차상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를 다 치르고, 또는
조직 내에서 다른 뛰어난 기능인들을 제치고 후보로 선정될 정도로 나름
대로 사회적 입지를 구축하고 있어야 할 수도 있다. 이 절에서는 제도 및
관행 차원에서 명장이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를 추론해 보기로 한다.
우선 대한민국 명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여러 자격증 혹은 포
상 경력을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표 2-79>에 의하면 대한민국
명장들은 매우 풍부하고 다양한 자격증 혹은 포상 경력을 갖고 있다. A
형 명장들의 경우 기능장을 거쳐서 대한민국 명장이 된 경우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이나 대통령상을 받은 분들도 많
았다. B형 명장들의 경우 전국 기능대회 입상자의 비중이 더 높았으며,
역시 기능장이나 대통령상 수상 경력을 가진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두 유형 모두에서 기타의 응답이 많아 흔히 알려지지 않은, 분야
별로 특수한 전국적 포상, 혹은 자격증을 가진 경우들도 적지 않은 것으
로 추측된다. 중요한 것은 이런 다양한 자격증 혹은 포상을 통하여 자신
의 능력 있음과 산업발전에 기여했음을 자랑하는 과정들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이다. 일단 명장들의 경우 명장 선정 이전에 이러한 다양하
고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2-79> 명장 이전의 자격증이나 포상 내역(복수응답)
(단위 : 명, %)

1
2
3
4
5

전국 기능경기대회 입상
국제 기능올림픽 입상
기능장
기술사
품질 관련 전국 분임조 대회
등에서 입상
6 품질명장
7 국무총리상 혹은 대통령상
8 기타
전체

A형
빈도 비율
26
11.4
4
1.8
64
28.1
8
3.5

B형
빈도 비율
30
25.6
9
7.7
17
14.5
7
6.0

합계
빈도 비율
56
16.2
13
3.8
81
23.5
15
4.3

22

9.6

5

4.3

27

7.8

10
29
65
228

4.4
12.7
28.5
100.0

4
13
32
117

3.4
11.1
27.4
100.0

14
42
97
345

4.1
12.2
28.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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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0> 명장 취득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이나 포상 내역(복수응답, A형)
재료 전기
산업
기계
서비
비중
화공 전자 섬유 공예
응용 전체
금속
스
(%)
조선 통신
등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12

국제기능올림픽입
상

2

기능장

40

기술사

6

품질관련전국분임
조대회등에서입상

2

2

13

4

4

1

1

3

1

6

1

1

국무총리상/대통
령상

12

5

4

기타

33

9

11

125

33

25

전체

1

1

14

품질명장

8

2

2

1

1

26

11.4

1

4

1.8

1

64

28.1

8

3.5

1

22

9.6

2

10

4.4

4

1

3

29

12.7

1

1

6

4

65

28.5

3

19

10

13

228

100.0

이번에는 <표 2-80>에서와 같이 분야별로 이러한 자격증이나 포상 내
역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A형의 대표격인 기계금속 분야에서는 역
시 기능장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경우가 40명에 달하였으며, 기타 자랑할
만한 자격증이나 포상 내역을 진술한 응답자가 33명에 달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재료화공조선도 비슷하였으나, 전기전자통신 분야는 기능장 취득
자 숫자가 4명에 불과하여 이 분야는 기능장보다는 다른 포상 경력 등이
더 요구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표 2-81>에서 B형 명장들의 경우에 어떠한 자격증이나 포
상 경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기로 하자. 공예 분야와 섬유 분야 모두 전국
기능경기대회 입상 경력이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기능장
취득자도 적지는 않은데, 특히 서비스 부문의 기능장이 5명인 것이 눈에
띈다. 공예와 섬유 분야는 전반적으로 많은 포상 혹은 자격증을 갖고 있
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개척했음을 짐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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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1> 명장 취득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이나 포상 내역(복수응답, B형)
재료 전기
산업
기계
서비
비중
화공 전자 섬유 공예
응용 전체
금속
스
(%)
조선 통신
등
전국기능경기대회입상

1

2

8

18

1

30

25.6

3

3

3

9

7.7

3

6

5

1

17

14.5

기술사

3

3

1

7

6.0

품질관련전국분임조대
회등에서입상

1

2

5

4.3

품질명장

1

2

1

4

3.4

국무총리상/대통령상

4

5

2

2

13

11.1

32

27.4

국제기능올림픽입상
기능장

1

기타
전체

1

2

2

1

8

15

5

1

4

4

31

54

18

6

117 100.0

<표 2-82> 명장제도를 알게 된 계기
재료 전기
산업
기계
서비
비중
화공 전자 섬유 공예
응용 전체
금속
스
(%)
조선 통신
등
회사에서 권유

22

8

입소문이나 인터넷
13
을 통해

6

A
선배나 기타 지인
형
33
의 권유

3

5

1

1

44

31.4

1

3

23

16.4

4

63

45.0

10

7.1

9

4

1

1

3

12

5

협회 등에서 권유

2

9

입소문이나 인터넷
을 통해

6

3

11

기타

8

9

8
전체

B
선배나 기타 지인
형
의 권유

76

22

2

3

2

3

14

기타
전체

0

8

140 100.0

1

12

16.4

2

1

12

16.4

18

6

1

41

56.2

1

5

1

1

8

11.0

20

35

9

4

7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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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3> 명장신청 준비기간

1개월 이내
3개월

기계
금속

재료
화공
조선

전기
전자
통신

12

2

2

5

3

2

1

2

7

4

1

2

1

섬유

공예

서비
스

산업
응용
등

전체

비중
(%)

1

1

1

19

13.6

13

9.3

3

18

12.9

6개월 이내
A
1년 이내
형
1∼2년

9

3

2

1

1

16

11.4

11

2

2

4

1

1

21

15.0

2년 이상

32

8

5

4

2

2

53

37.9

전체

76

22

14

3

12

5

8

140

100.0

2

3

6

8.2

1

3

4

5.5

2

6

1

10

13.7

3

6

1

10

13.7

1개월 이내

1

3개월
6개월 이내
B
1년 이내
형
1∼2년

1

2

3

2

7

9.6

2년 이상

2

1

10

14

7

2

36

49.3

전체

2

3

20

35

9

4

73

100.0

다음으로 직접적으로 명장제도를 알게 된 계기를 설문해 보았다. A형
과 B형 모두 선배나 기타 지인의 권유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A형의 경
우 특히 회사에서 권유해서 알게 된 응답자가 44명에 달하였다. 이는 역
시 조직 내에서 회사와 개인의 영광을 동시에 도모하여 명장 자격 획득을
겨냥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분야별로 보면 전기전자통신 분
야에서 회사에서 권유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
예나 섬유 분야는 선배나 기타 지인의 권유로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지
만, 공예 분야는 협회 등에서 권유해서 알게 된 경우도 9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명장제도를 알게 된 이후 명장을 신청하기까지의 준비기간은
얼마나 될까? <표 2-83>에 따르면 A형과 B형 모두에서 2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B형의 경우 2년 이상 준비한 비율이
49.3%에 달하였다. 이는 설문지를 구상할 때 생각했던 것보다 명장들의
명장 준비기간이 장시간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A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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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4> 온전히 서류작성에만 걸린 시간
(단위 : 명, %)
A형

B형

전체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합계

비율

일주일 이내

12

8.6

3

4.1

15

7.0

2주 이내

18

12.9

6

8.2

24

11.3

한 달 정도

38

27.1

13

17.8

51

23.9

한 달 이상

72

51.4

51

69.9

123

57.7

전체

140

100.0

73

100.0

213

100.0

1개월 이내부터 2년 미만까지의 여러 구간에도 상당수의 응답자가 분포
하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쉽게 응모하기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분
야별 차이는 유형별 차이와 크게 달라지는 양상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이렇게 명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과거 행적을 되짚어보면서
기록을 찾아야 하고, 또 필요한 자격증이나 특허 등이 필요할 수도 있으
며, 심지어 봉사활동이나 인간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할 수도 있다. 여하튼
이러한 종합적인 준비기간에 더하여 온전히 서류작성에만 걸린 시간을
설문해 보았다. 그 결과 <표 2-84>에서와 같이 한 달 이상 소요된다는
응답이 57.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역시 연구자가 사전에 상정한 것 이
상으로 구간이 오른쪽으로 치우쳤는데, 그만큼 필요하고 또 정리해야 할
서류가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유형별로는 B형 명장들의
경우가 시간이 좀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A형의 경우 회사
내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컴퓨터 작업에 능숙한 후배나 사무실 직원들의
도움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실제로 명장 신청 과정에서 외부의 도움을 어느 정도나 받을
까? <표 2-85>에 의하면 전적으로 혼자서 한다는 명장이 B형 64.4%, A
형 55.7%로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B형이 다소 높
게 나타났다. 또한 A형은 조직생활을 하기 때문에 회사 동료나 후배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과 선배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을 합하여 38.6%가
내부 도움을 받아 서류작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B형 명장의
경우 전적으로 혼자서 하지 않고 도움을 받는 경우 선후배가 아닌 외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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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5> 외부 도움 여부
40대

50대

60대

70대

전체

비중(%)

전적으로 혼자서 함

4

44

24

6

78

55.7

회사 선배 도움

1

10

8

1

20

14.3

17

14

3

34

24.3

3

3

1

7

5.0

1

0.7

A 회사동료/후배 도움
형 외부인 도움
기타

1
전체

5

75

49

11

140

100.0

15

20

12

47

64.4

1

4

6

8.2

회사동료/후배 도움

3

2

5

6.8

외부인 도움

3

3

4

10

13.7

기타

1

1

3

5

6.8

23

30

19

73

100.0

전적으로 혼자서 함
회사 선배 도움
B형

전체

1

1

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1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연
령대별로 보면 나이가 많은 분일수록 전적으로 혼자서 한 경우가 많고,
50대들은 회사 동료, 후배, 외부인의 도움을 받은 비중이 약간 더 높은 것
으로 보이지만, 연령대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서류 작성에 정성을 다하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준비 상황을
차근차근 진행해나가더라도 명장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막강한
내외부 경쟁자들이 있을 뿐 아니라 어느 해는 해당 분야에서 명장이 아예
한 명도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명장이 되기 위해
여러 번 신청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어 명장 신청 후 몇 번만에 선정되었는
가를 설문해 보았다. 그 결과 <표 2-86>에서 볼 수 있듯이 B형의 경우가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B형에서는 5회 이상 소요되었
다는 응답이 6.8%였고, 처음 신청해서 되었다는 명장은 45.2%로 A형의
57.1%보다 낮았다. 생각보다 A형에서 처음 신청해서 선정된 비율이 높았
는데, 3회 이내에 대부분이 선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형의 경우
회사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능력이나 실적이 부족한 사람이
걸러지는 효과와 더불어 대기업 출신이 많아서 일정하게 후광효과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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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6> 명장 신청 후 몇 번 만에 선정
기계
금속

재료
화공
조선

전기
전자
통신

섬유

처음신청

41

13

10

3

2회

23

6

2

4

A 3회
형 4회

9

3

2

1

2

전체

76

처음신청

B 3회
형 4회

22

14

3
1

1

5회 이상
전체

전체

비중
(%)

5

80

57.1

1

36

25.7

2

18

12.9

1

2

1.4

1

1

4

2.9

3

12

5

8

140

100.0

7

17

3

3

33

45.2

2

10

3

1

17

23.3

7

4

3

14

19.2

1

2

4

5.5

3

2

5

6.8

20

35

73

100.0

6

1

5회 이상

2회

산업
공예 서비스 응용
등

2

3

2

1

9

4

용하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된다.
이렇듯 명장 신청과 선정 과정에서도 A형과 B형의 차이는 적지 않다.
A형은 역시 조직 내 지원을 받기 용이하며, 또 조직 내에서 후보가 되어
신청이 이루어지면 일정한 후광효과가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조직적
지원이 명장 선정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추측해 보기 위하여 명장 선정
당시 회사 종업원 수를 A형 분야별로 정리해 본 것이 <표 2-87>이다. 이
에 따르면 5,000인 이상 기업에 속한 경우가 기계금속의 경우 76명 중 36
명에 이르며, A형 전체로는 37.9%에 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포
를 보인 경우가 1,000인 이상 5,000인 미만 기업으로 24.3%를 나타냈다.
이로써 A형의 경우 확실히 대기업에 속한 자들이 유리할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지만, 5∼100인 규모 사업장 출신도 15.0%나 되어 반드시 대기업
에서만 배출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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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7> 명장 선정 당시 회사 종업원 수(A형)
기계
금속
5인 미만
5∼100인
100∼
300인
300∼
1,000인
1,000∼
5,000인
5,000인
이상
전체

1
8

재료
화공
조선
2

전기
전자
통신

섬유

1

산업
공예 서비스 응용
등
3
8
2
2

6

전체

비중
(%)

6
21

4.3
15.0

8

5.7

2

18

12.9

3

34

24.3

1

53

37.9

8

140

100.0

2

11

3

1

14

9

5

36

8

7

76

22

14

1
3
1
3

12

5

A형 명장들의 경우 그렇다면 조직 내에서 근속연수가 어느 정도 되었
을 때 명장으로 선정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본 것이 <표 2-88>이다. 이에
따르면 20∼30년 구간이 57.1%로 가장 많아 적어도 20년 이상 한 조직에
서 몸 담으면서 기능을 익히고, 역량을 발휘하며, 조직 내 입지를 다져야
함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히 둘째로 많은 구간이 30년 이상 근속의 경우
로서 무려 20.7%에 이른다. 이를 기업규모별로 세분화해서 보면 대기업
일수록 역시 장기근속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0여 명은 100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 다니면서도 20년 이상 근속하여 명장이 된 것으로
나타나, 일부 중소기업에서 평생 일하며 기능을 발휘했거나, 아니면 과거
의 대기업이 아웃소싱 과정에서 명장 선정 당시에는 중소기업 규모로 축
소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중소기업에서 20∼30년
간 일하면서 명장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주로 대기업에서 평생 직장으로 일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아 명장으로 추천받고, 또 주위의 도움을 받아 명장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달리 말하면 조직 내에서 명장으
로 추천받기 위한 경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 내 경쟁 여부를 설문해 보았다. 그 결과 절반 정도인 51.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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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8> 회사 규모별 명장 선정 당시 근무연수(A형)
5인
미만

5∼
100인

100∼
300인

1

4

2

2

10년 이내
20년 이내

300∼
1,000인

1,000∼
5,000인

5,000인
이상

1

전체

2

12

9

2

2

2

4

19

30년 이내

4

6

3

9

23

35

80

30년 이상

1

2

1

5

8

12

29

6

21

8

18

34

53

140

10년 이내

전체

16.7

19.0

25.0

11.1

2.9

3.8

8.6

20년 이내

0.0

42.9

25.0

11.1

5.9

7.5

13.6

30년 이내

66.7

28.6

37.5

50.0

67.6

66.0

57.1

30년 이상

16.7

9.5

12.5

27.8

23.5

22.6

20.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표 2-89> 명장 신청 당시 회사규모별 회사 내 경쟁 여부(A형)
5인
미만

5∼
100인

100∼ 300∼ 1,000∼ 5,000인
300인 1,000인 5,000인 이상

전체

비중
(%)

경쟁 있었음

1

9

4

5

17

36

72

51.4

경쟁 없었음

5

12

4

13

17

17

68

48.6

전체

6

21

8

18

34

53

140

100.0

경쟁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비율은 회사 규모가 클수록 확실히 더
높았다. 이로써 주로 초대형 기업에서 명장 후보가 되기 위한 내부 경쟁
이 치열할 것임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부 경쟁에서 어떤 사람이 최종적으로 후보로 선정
되는 것일까? 명장 후보가 되는 데 있어서 숙련 수준 이외에 회사에 대한
충성도도 중요하게 작용했는가를 5점 척도로 설문한 결과 <표 2-90>에
서 볼 수 있듯이 많이 작용했다는 응답이 49.3%로 가장 많았고, 전체 평
균은 3.97점에 달하였다. 그리고 다소의 예외는 있으나 기업규모가 클수
록 이러한 충성도가 더 많이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대규모 기업일수록 명장 후보가 되기 위한 내부 경쟁이 치열하
다는 것은, 결국 대기업이어서 일단 내부적으로 후보가 되면 외부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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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해당 기업의 후광효과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후광
효과 정도를 직접적으로 설문해 보았다. 그 결과 약간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27.1%로 가장 많기는 하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는 강한 부정
의 응답도 25.0%에 달하였으며, 따라서 5점 척도 평균으로는 중간값 이하
인 2.89점이 도출되었다. 그런데 그 응답 분포는 기업규모별로 다소의 차
이를 보여 5∼100인 규모 응답을 예외로 하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중소기
업일수록 후광효과를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대기업일
수록 후광효과는 알게 모르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90> 명장 신청 당시 회사규모 및 충성도 작용 정도(A형)

전혀 작용하지
않았음
별로 작용하지
않았음
보통
약간 작용
많이 작용
전체
5점 척도

5인
미만

5∼
100인

1

3

2
1
1
1
6
2.83

1
8
9
21
3.95

100∼ 300∼ 1,000∼ 5,000인
전체
300인 1,000인 5,000인 이상
1

1

4

1

1

5

1
5
8
4.00

2
2
12
18
4.28

5
7
13
34
3.59

비중
(%)

10

7.1

3

12

8.6

10
11
29
53
4.25

19
30
69
140
3.97

13.6
21.4
49.3
100.0

<표 2-91> 명장 취득에 있어서 회사규모별 회사의 후광효과 정도(A형)
5인
미만

5∼100 100∼ 300∼ 1,000∼ 5,000인
전체
인
300인 1,000인 5,000인 이상

비중
(%)

전혀 도움이 안
됨

3

5

1

6

11

9

35

25.0

별로 도움이 안
됨

1

2

5

3

2

13

26

18.6

2
0
0
6
1.83

2
9
3
21
3.14

0
0
2
8
2.63

2
4
3
18
2.72

4
13
4
34
2.91

10
12
9
53
2.98

20
38
21
140
2.89

14.3
27.1
15.0
100.0

보통
약간 도움
많은 도움
전체
5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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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렇게 명장으로 선정되는 과정을 포함하여 명장들은 명장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설문한 결과가 <표 2-92>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명장들은 대한민국 명장 제도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
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대한민국 명장 제도가 권위 있
게 유지되고 있다는 명제에 대해 B형이 약간 더 높은 3.48점을 나타냈다.
그러나 대한민국 명장 제도가 품질명장 제도에 비하여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언술에 대하여 A형은 중간값에 가까운 2.93점을
나타냈지만, B형은 3.49점으로서 우려를 긍정하는 응답을 많이 제출하였
다. 이는 A형이 조직 내에서 활동하면서 품질명장과 차이를 못 느끼거나
약간 더 우월하게 생각하는 반면, B형 명장들의 경우 품질명장은 대통령
명의로 되어 있고, 대한민국 명장은 고용노동부장관 명의로 되어 있던 것
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가 진행되는 2013년에
대한민국 명장 역시 대통령 명의로 수여하게 되었다.
셋째로 대한민국 명장 선발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명제는 A, B형
똑같이 4.11점을 얻었으며, 명장이 되기 위해 준비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명제는 위 분석과 마찬가지로 B형에서 높은 값이 나타났다. 또한 심사위
원의 적임자 구성 여부도 긍정적인 답변(3.87, 3.85)을 얻었다. 이로써
<표 2-92> 명장제도에 대한 견해
항목
1) 대한민국 명장 제도는 매우 권위 있게 유지되고 있다.
2) 대한민국 명장 제도는 품질명장 제도(산업부-구 산업자원부
운영)에 비하여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3) 대한민국 명장의 선발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4) 대한민국 명장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한다.
5) 대한민국 명장 심사위원들은 적임자로 구성되는 것 같다.
6) 나는 대한민국 명장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
7) 대한민국 명장 제도는 기술이나 산업의 변화에 따라 분야
나 직종을 적절히 변경해 왔다.
8) 나는 지역 내 명장들의 모임에 자주 나가는 편이다.
9) 지역 내 명장들의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10) 우리 분야 내 명장들의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A형
3.35

B형
3.48

2.93

3.49

4.11

4.11

4.18

4.36

3.87
3.79

3.85
3.95

3.66

3.81

3.81
4.31
4.19

3.92
4.21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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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명장에 떨어진 분들도 있지만, 제도 운영 자체의 공정성 시비
는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명장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는 응답은 B형이 A형보다 높
게 나타났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직종 변경에 대한 동의의 정
도도 높은 편이었다. 지역 내 명장들의 모임에 자주 나가는 편이기는 하
지만,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응답 내용이 5점 척도에서 더 높은 점수
를 나타냈으며, 지역 모임 이외에 분야별 모임의 활성화에 대한 당위성도
매우 강하게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9절 퇴직 및 은퇴 경로

대한민국 명장들은 산업화의 한 시대를 거쳐 오면서 가난에서부터 성
공을 이루어냈는데, 그렇다면 퇴직 혹은 은퇴 경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설문조사 대상에 70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은퇴한 명장들도 상
당수 있을 것으로 짐작되며, 현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명장 선정 당시의
회사를 다니는 경우와 다른 회사로 옮긴 경우 등 매우 다양한 경우의 수
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A형의 경우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같이
다양한 경로를 꼼꼼히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록]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을 감안하여 해당 설문
문항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질문이 이루어졌으며, 이 같은 다양한 분기
점을 한눈에 보기 위하여 설문결과를 [그림 2-1]과 같이 요약해 보았다.
A형 명장들 가운데 정년퇴직 나이를 지나지 않은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
는 52.9%(74/140명)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명장 선정 당시의 회사를
여전히 다니고 있는 사람이 77.0%(57명)였다. 이들에게 현재의 직장을 언
제까지 다닐 예정인지를 물어본 결과 86.0%가 정년퇴직 때까지 근무하겠
다고 하여, 명장 선정 당시의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여전히 강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7.0%의 명장은 정년 이전에 현 회사를
그만두고 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는데, 10%에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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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명장들의 퇴직 경로(A형)

못한다는 점에서 A형 명장들의 경우 사업보다는 직장 근무, 그 중에서도
명장 선정 당시의 회사에 대한 애착심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년퇴직 나이가 지난 명장은 140명 가운데 66명(47.1%)이었는데,
이들 가운데 명장 취득 당시 회사에서 정년퇴직 하지 않은 경우는 27.3%
(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과 앞서 정년퇴직 나이가 되지 않았음에
도 불구하고 명장 취득 회사에 다니지 않는 경우(17명)를 합쳐서 몇 가지
설문을 구성하였다. 즉 명장 선정 당시 회사를 비교적 일찍 떠난 사람들
의 의식을 살펴보았다. 우선 명장 취득 당시 회사를 어떻게 그만두었는지
물어본 결과 자영업, 즉 자기 사업을 차린 경우가 51.4%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동종 업종의 다른 업체로 이직한 경우는 34.3%에 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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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자기 사업을 꾸리는 것은 직장 생활을 한 명장들의 경우에도 유력
한 퇴직 경로가 된다. 명장 취득 당시 회사를 그만둔 이유에 대해 임금상
승이나 승진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문을 5점 척도로 평가해 본
결과 2.3점(전혀 그렇지 않음 45.7%, 그렇지 않음 11.4%)이 도출되었다.
또한 그만둔 사유로 “더 늦기 전에 새로운 회사로 전직, 혹은 새로운 사
업을 하고 싶어서”에 대한 응답은 3.5점(약간 그러함 28.6%, 매우 그러함
31.4%)이었다. 이 두 질문으로부터 명장들이 명장 선정 당시의 회사를 그
만두는 것은 조직 내에서 밀어내는(push) 요인보다는 밖에서 끌어내는
(pull) 요인이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명장들이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 우대를 받고 있으나 자기 사업에 대한 열망이 적지 않
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 그룹의 명장들에게 명장 취득 회사 이직
후 명장에 어울리는 일을 하셨는가를 질문한 결과 ‘약간 그러함’과 ‘매우
그러함’에 대한 응답 비중이 모두 42.4%로 나타나 5점 척도 평균으로는
4.2점이 도출되었다. 또한 명장 취득 당시 회사 이후의 직장이나 업무에
어느 정도 만족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역시 4.1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년퇴직 나이가 지났고 명장 선정 당시 회사에서 정년퇴직
한 경우를 그 회사에 재고용된 경우(47.9%)와 그렇지 않은 경우(52.1%)
로 다시 나눠 보았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지 않은 경우 자영업을 택한
경우는 48명 가운데 4명에 불과하여 앞서 정년퇴직 전 이직자들에 비하
여 현저히 그 비율이 떨어졌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48명 가운
데 26명이 응답한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퇴직
시점에서 다녔던 회사의 자회사, 계열사, 협력사 등 관련 회사에 다니는
경우는 42.9%로 나타났다. 어떠한 퇴직 경로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3.8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명장에 어울리
는 일인가라는 5점 척도 질문에 역시29) 4.2점이 도출되었다30). 또한 새로
29) 위 명장 취득 당시 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정년퇴직 하거나 정년퇴직 연령 이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인원 35명에 대한 응답 결과인 4.2점과 우연히 똑같다.
30) 이와 관련하여 퇴직 후 하시는 일이 대상 기업에서 여전히 젊은 사람들이 따라오
기 어려운 수준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약간 그러함’ 28.6%, ‘매우 그러함’ 21.4%로
응답했는데, 부정적인 응답도 많아 5점 척도 평균으로는 3.3점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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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직장은 여러 중소기업 등을 다니면서 기술지도 등을 하는 형태(5명/48
명 중)보다는 특정 기업에서 일하는 형태(57.1%)였다. 즉 명장 선정 당시
의 회사에서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다른 직장 등에
서 거의 매일 출퇴근하면서 명장에 어울리는 일을 수행하고, 또 그에 대
한 만족도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명장 선정 당시 회사에서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경우는 48명 중
23명(47.9%)이었는데, 이들의 추가 근무연수는 평균 4.2년이었다. 또한 정
년퇴직 이후 고용은 본인이 원했기 때문이라는 5점 척도 질문에 대한 응
답은 3.3점31), 회사에서 숙련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라는 지문에 대한 찬
성 정도는 4.7점(매우 그러함 73.9%)으로 매우 높았으며, 회사가 이렇게
재고용한 것은 명장이자 대선배에 대한 대우 때문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는 3.4점이 도출되었다. 결국 정년퇴직 이후에도 명장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회사들은 여전히 명장들의 숙련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
며, 부수적으로 명장 본인이 희망하거나 아니면 명장을 우대하는 분위기
를 조직 내에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내용은 <표 2-93>
<표 2-93> 정년퇴직 후 재고용 관련(A형)
(단위 : 명, %)
전혀 별로
보통
그렇지 그렇지
이다
않다 않다

항목
정년퇴직 후에도 동 직장에 계
속 고용된 이유는 본인이 원했
기 때문임
정년퇴직 후에도 계속 고용된
이유는 회사에서 본인의 숙련
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임

빈도

5

비율 21.7

약간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전체

3

3

5

7

23

13.0

13.0

21.7

30.4

100.0

빈도

0

0

1

5

17

23

비율

0

0

4.3

21.7

73.9

100.0

2

3

8

6

23

8.7

13.0

34.8

26.1

100.0

정년퇴직 후에도 계속 고용된
빈도 4
이유는 본인의 숙련도 중요하
지만, 명장이자 대선배인 귀하
비율 17.4
를 대우해주기 위한 것임

31)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2-93>에서 볼 수 있듯이 ‘전혀 그렇지 않음’에서 ‘매
우 그러함’까지 응답의 분산도가 매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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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명장 선정 당시 회사에서 정년퇴직 연령이 안 되고 계속
일하고 있는 57명을 제외한 나머지 83명에 대해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81.9%가 명장 기술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
며, 13명(15.7%)은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매우 다양했는데, 가장 많은 것은 ‘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5명
(38.5%)였다. 이는 일부의 명장들에게는 적합한 일이 주어지지 않고 있을
개연성을 제기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B형 명장들의 경우 은퇴 후 이직 경로나 퇴직 후 구상이 매우 단순하
다. 73명 가운데 72명이 현재 명장 기술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
하였으며,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명장은 1명뿐이었다32). 그리고 그 72명
전원은 명장 선정 당시의 사업을 여전히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후배나
부하들에게 많이 넘겨주고 일부만 관여한다는 지문에 대한 응답도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명장들의 향후 일과 관련한 희망은 어떠한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보았다. <표 2-94>에서 볼 수 있듯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오랫동
안 일하고 싶다는 명장들의 비중이 A형 80.7%, B형 94.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B형의 경우 공예 명장 가운데 3명이 향후 해외로 진출하고 싶은
희망을 피력하였으며, A형 명장 가운데 기계금속분야의 15명은 사업이나
회사 일보다도 책을 쓰거나 강사로 일하고 싶다는 희망을 나타냈다. 또한
A형 명장 140명 가운데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6명은 그냥 은퇴하여 쉬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로써 은퇴 후 희망과 관련해서도 A형과 B형 사
이에 미묘한 차이가 존재함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앞서 응답 내용과 종합
해서 살펴보면 A형 명장들의 경우 이직을 선택하더라도 비교적 양호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정년퇴직 이후까
지 일하고 있는 명장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일부는 아예 일하지
않거나 아니면 저술이나 강의 활동으로 자신의 은퇴 후의 삶을 국한하고
자 하는 경향도 발견된다. 반면 B형 명장들의 경우는 이미 자기 사업을
32) 해당 명장이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쉬고 싶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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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4> 향후 희망
재료 전기
산업
기계
서비
비율
화공 전자 섬유 공예
응용 전체
금속
스
(%)
조선 통신
등

A
형

B
형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오
58
랫동안 일하고 싶다.
사업이나 회사 일보다도
책을 쓰거나, 강사로 일 15
하고 싶다.
해외로 진출하여 소득과
명예를 더 높이고 싶다.
가급적 빨리 퇴직하여 쉬
고 싶다/더는 일하고 싶 3
지 않다.
전체
76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오
2
랫동안 일하고 싶다.
사업이나 회사 일보다도
책을 쓰거나, 강사로 일
하고 싶다.
해외로 진출하여 소득과
명예를 더 높이고 싶다.
가급적 빨리 퇴직하여 쉬
고 싶다/더는 일하고 싶지
않다.
전체
2

16

13

2

11

3

1

1

1

5

8

14

3

3

12

5

8

19

32

9

4

1
3

3

0

20

35

80.7

21 15.0

3
22

113

9

4

0

0.0

6

4.3

140 100.0
69

94.5

1

1.4

3

4.1

0

0.0

73 100.0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은퇴 등을 하려고 하지 않으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10절 소 결

명장이 우리 사회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하여 대한민국 명장을
대상으로 한 학술적 설문조사가 거의 없었던 것은 뜻밖이다.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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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3∼7장에서 살펴볼 명장들에 대한 질적 인터뷰를 보완하고, 아울러
향후 심층 연구에 토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로
써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종합 효과(triangulation)가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
설문에는 524명 모집단 중 213명이 추출되었으며, 명장 취득 당시 회사
조직에서 근무했는지, 자기 사업을 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A형(기업근무
형, 140명)과 B형(자기사업형, 73명)으로 구분되었다. A형에는 기계금속
등 주로 중화학공업 분야 명장들이 다수 분포하고 B형에는 공예와 섬유,
서비스 등의 명장들이 다수 분포하여, 유형별․분야별 분포의 차별성을
나타냈다. 여성들은 대부분 B형에 분포하였으며, 연령별로는 50대, 60대
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장들은 경부축의 산업화 과정을 반영하여 영남권 출신이 많으며, 현
거주지 역시 경부축이 기본을 형성하는데, B형의 경우 특히 수도권에 대
한 집중도가 높았다. 이는 제7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자기 사업을 위한 네
트워크 자산이 서울, 부산 등에 편재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명장들의 부모님 직업은 역시 농업이 많았으며, 소득수준은 5단계 중
제일 아래 단계인 하층에 속했다고 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일을 시작
한 나이는 B형은 10대 후반이 다수였으며, A형은 20대 초반이 많았다. 일
을 시작할 당시의 학력은 높은 편이 아니었으나, 학업에 대한 높은 열의
를 반영하여 나중에 학력수준이 높아진 경우가 많아서 일부는 대학원을
졸업하기도 하였다. A형은 기능대학 등이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B형은 예술 분야 등의 일반대학에서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근무형 명장들은 신규 학졸자는 물론 경력자들의 경우도 다수가
20대에 ‘명장 선정 당시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드러나, 입직구의 하위 직
무로의 제한이라는 내부노동시장 특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들은 입사 후 바로 위 선배들로부터 기능을 배운 것으로 다수가 응답하였
으나, 흥미롭게도 스스로 익혔다는 응답도 35.7%에 달하였다. 이는 앞으
로 제3∼6장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1970∼80년대까지 내부노동시장이
구축되기 이전에 선배들이 후배들을 잠재적인 경쟁자로 인식하여 기능을
잘 가르쳐주지 않던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외국 기술이나 기계

제2장 대한민국 명장의 특성 분석: 설문조사 결과

109

의 도입에 따라 선배로부터 배울 것이 별로 없었던 사정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배로부터 기능을 배운 경우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유형별로 차
이가 있었는데, A형은 손끝기술과 더불어 문제해결능력 등이 중요하였으
며, B형은 손끝기술이 압도적인 가운데 자세와 태도 등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해외연수의 기회를 가졌던 명장들
도 있었으며, 이러한 외국 경험은 일본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미국,
독일 등도 적지 않은 빈도수를 나타냈다. 이로써 우리나라 숙련형성에 있
어서 외국으로부터의 학습도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명장들은 다수의 특허와 실용신안, 해외자격증 등을 가질 정도로 뛰어
난 지식과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과 제안, 개선활동 등으로 인
하여 회사에 엄청난 비용절감과 품질향상 효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형 명장들의 경우 예술적 경지까지 기능수준을 제고하였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각종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가격은 대중품보다 월등하게 높
게 형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숙련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데도 열성적이었는데, 생각보다
직접 지도 범위 내의 후배 숫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B형의 경우는
아주 적은 경우와 아주 많은 경우로 양극 분해 양상을 보여주었다. 후배
들에게 지도할 때의 중점은 A형의 경우 역시 문제해결능력으로 나타났으
며, B형의 경우는 손끝기술과 작업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인 것으로 나타
나 유형별 차이를 보여주었다.
A형 명장들은 후배 지도와 사내 강사 역할 이외에 부품협력사와 해외
자회사 지도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B형도 포
함하여 명장들은 사외 강사 등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명장들은 자신의 숙련이 일정한 이론적 기반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
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문서화(형
식지화)하기 어렵고, 자동화의 진행과 무관하게 여전히 기초와 본질이 보
존되며, 개도국에서 따라오기 어렵다고 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숙련
의 성격 및 위상과 관련하여 B형이 보다 응답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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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또한 사회적 맥락과 관련하여 명장들은 중고등학교 시절 공부를
잘한 편이었으며, 조직 내에서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냈고, 인간관계도 잘
풀어나갔으나, 동료들의 시기를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명장
이 된 이후에 B형 명장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고 응답하였으나, A
형의 경우 그다지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기업조직 내에
서 기대한 것만큼 명장들이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
하는데, 이는 D중공업을 제외한 H, P, Z사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편 A형 명장들의 경우 유노조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가 많았는데, 노
사관계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이면서도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B형 명장들의 경우 가업으로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12.3%에
불과하고, 대부분 자수성가형으로 일가를 이룬 것으로 풀이되었다. 그러
나 규모는 상근 직원 수 5인 미만이 2/3를 차지하여 작은 규모로 자기 사
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장들은 명장이 되기 이전에 많은 자격증이나 포상 경력을 갖고 있었
으며, 명장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페이퍼워크가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A형 명장들의 경우 조직 내에서의 사전 인정이 매우 중요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명장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잘 운영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명장들은 A형의 경우 은퇴 이후 다니던 직장에 계속 고용되고 있거나,
재고용되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자기 사업을 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B형 명장들의 경우 자기 사업을 해 왔기 때문
에 은퇴 시점이 불분명하며, 일의 한계는 건강상태가 규정할 뿐이다. 전
반적으로 A, B형 모두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오랫동안 일하고 싶다는 희망
을 피력하였다.
이상으로부터 명장들의 생애 주기별로 가정배경, 공식교육, 경력형성
및 입사, 입사 후 교육, 숙련형성, 숙련의 발휘, 숙련의 제도적 확인과 전
승, 그리고 은퇴 후 구상에 이르는 내용을 살펴보았다. 사실상 최초의 명
장에 대한 학술적 설문조사로서 국내에서 제도적으로 확인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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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장들이 어떠한 인물들인지, 그리고 그들이 선도했던 현장의 숙련은 어
떠한 것이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었다. 또한 기업근무형과 자기사업형
이라는 유형별, 그리고 이들 배후의 기계금속, 공예, 섬유, 서비스 등의 분
야별로 상당한 이질성도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본절에서는 이러한 내용
들과 관련하여 현 단계에서는 빈도분석이 가장 필요하다는 판단에 충실
하였으며, 향후 보다 깊이 있는 통계적 분석이 제출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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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분야별 숙련의 성격 및 위상 변화 가능성(5점 척도)
재료 전기
산업
기계
서비
화공 전자 섬유 공예
응용 전체
금속
스
조선 통신
등

A
형

B
형

숙련의 내용- 대학 공학 교과과정
포함 곤란
숙련의 이론적 기초 공고 수준보다
높음
숙련 문서로 정리 용이성
현장 경험 기반이라서 말로 설명
곤란
숙련내용 개도국 추격 곤란
신설비로 손끝기술 불필요
고학력 엔지니어 역할확대로 나의
숙련 쓸모없음
자동화설비로 숙련 가치 하락
자동화설비 불구 후배에게 기본 작
업 가르칠 필요
숙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 - 문제해
결능력
숙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 - 끈기와
꼼꼼함
숙련의공헌정도 - 회사 성장
숙련의 내용 - 대학 공학 교과과정
포함 곤란
숙련의 이론적 기초 공고 수준보다
높음
숙련 문서로 정리 용이성
현장 경험 기반이라서 말로 설명
곤란
숙련내용 개도국 추격 곤란
신설비로 손끝기술 불필요
고학력 엔지니어 역할확대로 나의
숙련 쓸모없음
자동화설비로 숙련 가치 하락
자동화설비 불구 후배에게 기본 작
업 가르칠 필요
숙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 - 문제해
결능력
숙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 - 끈기와
꼼꼼함
숙련의 공헌정도 - 회사 성장

2.89 2.95 2.43 4.50 3.50 3.60 2.38 2.92
4.03 4.27 3.93 5.00 4.09 3.80 4.13 4.07
3.30 3.32 3.00 3.67 3.55 3.80 3.38 3.32
3.28 3.27 3.21 3.33 3.67 3.80 3.88 3.36
3.05 3.59 2.86 4.33 3.27 3.20 3.88 3.22
2.43 1.95 2.00 1.67 2.00 2.00 2.00 2.22
1.93 1.77 1.50 1.50 2.08 2.00 1.86 1.87
2.25 1.55 1.71 1.50 2.42 1.60 2.43 2.07
4.63 4.77 4.07 4.50 4.27 4.00 4.57 4.54
4.27 4.23 4.00 4.33 4.25 3.60 4.00 4.19
4.38 4.45 4.14 4.33 4.50 4.20 4.63 4.39
3.38 3.73 3.50 4.00 3.75 3.40 3.57 3.50
2.00 3.00

3.89 3.69 3.89 4.67 3.73

3.00 4.00

4.67 4.57 4.50 5.00 4.54

3.50 3.00

3.55 2.97 4.11 4.00 3.34

2.00 4.33

3.85 3.80 3.88 4.25 3.82

2.00 3.33
2.00 2.00

4.35 3.77 4.57 3.75 3.94
2.05 2.20 1.89 3.00 2.15

2.00 1.67

2.11 1.83 1.56 2.50 1.90

2.50 1.67

2.22 1.91 1.56 2.50 1.99

2.50 4.33

4.61 4.32 4.33 4.25 4.34

3.50 4.00

4.20 4.03 3.89 4.50 4.07

2.50 4.00

4.75 4.54 4.78 4.50 4.55

2.50 4.00

4.44 4.09 4.50 5.00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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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분야별 명장제도에 대한 견해(5점 척도)
재료 전기
산업
기계
서비
화공 전자 섬유 공예
응용 전체
금속
스
조선 통신
등
명장 제도 권위 유지

3.54 2.95 3.07 3.00 3.17 4.40 2.88 3.35

품질명장 제도에 비해 열위

2.89 2.68 2.86 2.00 3.64 3.60 3.00 2.93

명장 선발 공정

4.21 4.27 3.93 4.67 3.42 4.00 4.00 4.11

명장 준비과정 시간 많이 투자

4.14 3.91 4.43 5.00 4.42 4.20 4.13 4.18

명장 심사위원 적임자

3.96 3.77 4.14 4.33 3.67 3.20 3.38 3.87

A 명장회 활동 적극 참여
형 명장 직종 적절 변경
지역 내 명장 모임 자주 나감

3.99 3.50 3.43 3.00 3.92 3.60 3.50 3.79
3.80 3.55 3.43 2.67 3.33 4.00 3.63 3.66
4.12 3.50 3.07 3.67 3.83 3.40 3.38 3.81

지역 내 명장 모임 활성화되어
4.42 4.27 4.00 5.00 4.00 4.60 4.00 4.31
야함
분야 내 명장 모임 활성화되어
4.28 4.23 3.86 3.67 4.00 4.60 4.13 4.19
야함
명장 제도 권위 유지

3.00 4.00

3.65 3.43 3.56 2.75 3.48

품질명장 제도에 비해 열위

4.00 3.00

3.35 3.42 3.89 4.00 3.49

명장 선발 공정

4.00 4.00

4.60 3.83 4.00 4.50 4.11

명장 준비과정 시간 많이 투자

4.50 4.00

4.55 4.43 3.78 4.25 4.36

명장 심사위원 적임자

3.50 4.00

4.00 3.79 3.67 4.00 3.85

4.00 3.67

4.35 3.83 4.11 2.75 3.95

3.00 3.67

4.05 3.69 4.22 3.25 3.81

B 명장회 활동 적극 참여
형 명장 직종 적절 변경
지역 내 명장 모임 자주 나감

3.00 4.00

4.00 3.91 4.33 3.00 3.92

지역 내 명장 모임 활성화되어
4.50 4.00
야함

4.45 4.00 4.78 3.50 4.21

분야 내 명장 모임 활성화되어
4.50 4.33
야함

4.55 4.06 4.78 3.75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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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D중공업(발전설비) 사례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방법

1. 문제의 제기
한국의 산업발전 과정에서 과학기술자, 경영자, 정치가와 행정관료 등
이 커다란 기여를 해 온 것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왔지만, 산업현장에
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과 소임을 다해 온 기능인의 기여도는 충분히 조명
되어 오지 못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이러한 불균형은 현장 출신 숙련
기능인에 대한 소홀한 대우 문제를 넘어서 후속세대들의 선호와 진학 및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경제 및 산업의 운용에 부정적 효
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숙련기능인에 대한 예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며, 대표
적으로 대한민국 명장 제도를 통하여 산업현장의 숙련인력을 발굴하고
포상하는 제도가 1986년 이후 27년째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선
정된 명장들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산업과 기술을 대표하는 기능인들이며,
숙련을 체화한 집결체라고 볼 수도 있다. 현장의 기능이 경시되는 전반적
분위기 속에서도 적어도 이들만큼은 존중받고 우대받아 왔으며, 성공한
기능인으로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적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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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렇게 선정된 명장들이 어떻게 숙련을 습득하고, 기능을 발휘
하며, 후배를 양성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만 우리는 한국의 산업발전 과정에서 기능과 숙련
이 어떻게 성공에 기여했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변화하
는 기술과 경영환경 가운데서 이들의 현재 위상을 파악하는 것을 통하여
기술과 기능의 발전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이러한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D중공업
명장들의 사례를 다루고자 한다. D중공업은 회사명에 중공업이 들어가는
많은 회사들 중 하나이지만, 주로 발전설비를 생산, 공급하는 역할을 담
당한다는 점에서 기술 및 기능과 관련하여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발전설비는 다른 어떤 중공업 제품보다도 주문자 맞춤형 생산의 특성이
강하면서 제품의 정도(精度)가 높고,33) 다른 한편으로 기술과 부가가치
수준이 높은 산업 영역에 속한다. 달리 말하면 국산화를 이루지 못할 경
우 국내 전력생산과 관련한 설비들을 모두 외국에 의존해야 하고, 그만큼
부가가치와 외화 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 부문이다. 더욱이 발전소 가동
중의 보수 수요까지 고려하면 국내 발전설비에 대한 기술 및 기능의 필요
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계산업의 불
모지에서 D중공업을 통하여 가장 난이도가 높은 발전설비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최근에는 주요한 해외 수출 품목으로 부상해 있기도 하
다. 더욱이 D중공업은 15명 이상 명장을 배출하였는데, 절대수로 보면 H
중공업에 비해 적지만 종업원 수 대비로 보면 국내에서 가장 많은 명장을
배출한 기업이라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 우선 D중공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 이후 본장의 집필
을 위해 만난 명장들과 그 밖에 그 주변 피면담자들의 리스트를 정리하면
서 본장의 접근법을 서술하고자 한다.

33) 때로는 우주항공산업의 정밀도에 비교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발전기 터빈의 경
우 수백 톤의 장비가 분당 수천 회를 회전할 정도의 힘을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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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중공업 개요
D중공업은 D그룹이 2001년 당시 공기업이던 K중공업을 인수하면서
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 설비
를 생산․공급하며, 이와 관련된 주단조 제품, 터빈, 발전기 등을 생산하
고 발전소 전체 시스템을 엔지니어링하기도 한다. 아울러 해수담수화 설
비 생산 세계 1위 업체이며, 기타 건설, 운반하역 설비와 풍력발전, 친환
경설비 제작 등의 사업부를 갖고 있다. 각 사업부는 BG(Business Group)
라고 하여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회계적 책임단위가 되기도 한다.
D중공업의 역사는 19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기계산업 발전을 목
표로 한 H양행이 경기도 군포공장을 근거로 설립되었다. 그렇지만 H양행
의 성장은 빠르지 않았는데,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바람을 타
고 창원에 세계 최대 중공업 공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게 된다.
주요한 설비들은 차관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수입하는 등 정부의 의지는
드높은 것이었으나, 1979년 석유위기 등을 계기로 경영은 위기에 빠지고
이에 따라 한때 울산에 있는 H중공업에 위탁경영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H그룹이 이 회사의 경영에서 손을 떼면서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경
영권을 장악하는 듯하였으나, 정책자금 지원을 둘러싼 정부와의 갈등 속
에서 공기업화가 결정되게 된다.
1980년의 불황을 넘기면서 마침내 1982년 6년 만에 창원공장이 완공되
어 본격적으로 발전설비 제작에 나서게 된다. 이후 화력발전 설비에 이어
국산 원자력발전소 건설에도 참여하여 많은 국산화 성과를 거두었으며,
회사도 성장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주기적으로 민영
화에 대한 논의가 심각하게 제기되었으며, 1998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민
영화가 본격 추진되어 마침내 2001년 D그룹에 인수됨으로써 민영화의 완
성을 보게 된다.
2002년 이후 D중공업은 신경영진의 책임 경영체제 확립에 힘입어 다시
한 번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특히 해외 진출과 수주에서 크게 성과
를 보여 빠른 매출 신장세를 보이기도 하였다34). 2012년 말 현재 매출액은
9조 6천억 원 정도이며, 영업이익도 6천억 원 선에 달한다. 공기업 체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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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D중공업의 약사(略史)
o
o
o
o

1962년, H양행 창립
1976년,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에 맞춰 창원종합기계공장 건설 착수
1979년, 정부의 경제 안정화 시책 및 발전설비 부문에 대한 투자조정 실시
1980년 8월, 발전설비를 대우로 일원화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대우의 H양행
경영권 인수 및 ‘K중공업’으로 사명 변경
o 1980년 10월, 대우가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을 정부에 요청함에 따라 정부
는 K중공업을 공기업 체제로 전환
o 1997년, IMF 금융위기로 민영화 논의 대두 및 1998년 민영화 착수
o 2001년, D그룹이 K중공업을 인수, D중공업으로 사명 변경

던 K중공업에서 D중공업으로 민영화된 것에 대해 한국조세연구원의 한
보고서(김현숙 외, 2007)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2003년 1,300여 명에 달하는 직원에 대한 명예퇴직 실시로 고용 측면에서
부정성이 노출되었으나, 만약 이러한 인원 감축이 없었다면 적자폭과 정
부의 재정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D중공업은 2005년부터 흑자로
돌아서면서 경영이 쾌조를 보였는데, 이에 따라 생산현장 기술직의 경우
명예퇴직 실시 직후 최저 1,800여 명까지 줄어들었다가 최근 2,300명으로
다시 예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조세연구원 보
고서는 D중공업의 생산자 잉여증가가 고용손실로 인한 효과보다 크므로
사회후생은 민영화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며, 더욱이 장기적인 설
비투자나 연구개발투자가 증가한 것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한다(김현
숙 외, 2007).
D중공업은 이상의 간략한 기업사에서 알 수 있듯이 민영기업->공기업
->다시 민영기업의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초기부터 국내 기계 및
장치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화 전략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
다. 국내 기계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창원에 입지한 것부터가 그러

34) 민영화 이전 시기 해외사업 수주 증가율의 4개연도(1997∼2000) 평균이 8%였는
데 비해 민영화 이후 5개연도 평균 증가율은 37%에 달한다. 다시 말해 민영화 이
전 D중공업의 수출액은 4천억∼5천억 원 수준이었으나 2001년 이후 수출액은 1
조 5천억 원 선을 오르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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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최근에는 베트남에 해수담수화 설비 공장을
짓고, 루마니아의 주단조 공장을 인수하며, 설계능력 확보를 위하여 체코
의 스코다와 영국의 밥콕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 등 국제적 네트워크
확보에도 강점을 보이고 있다.
D중공업은 현재 7,100명 정도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3/4 정
도가 창원 본사 공장에 근무한다. 그 중 생산기능직 인원은 2,300명 정도
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인데, 회사 내에서 이들은 기술직이라고 부르며,
다른 직종은 모두 사무직이라고 부른다. 기술직은 대부분 노동조합에 가
입되어 있다. 기술직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인사제도가 개편되어 호칭
을 일제히 변경하였다. 그것은 기술사원, 기술대리, 기술과장, 기술차장,
기술수석차장, 기술부장이며, 향후 기술이사까지 배출할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이는 대졸 사무직의 직급 승진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승
진탈락률도 낮지 않으며35), 현장에서도 차츰 ‘형님’보다 아무개 과장님,
차장님으로 부르는 관행이 2년여 만에 정착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생산
기능직 인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2년간의 준비기간 이후
노조의 동의를 거쳐 도입되었기 때문에 현장의 큰 반발 없이 시행되는 것
은 물론, 기술직들의 만족 속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D중공업은 국내 노동운동이 초기부터 발전한 창원에 입지하고 있으면
서 1987년 노조36)가 결성된 이후 매우 갈등적인 노사관계를 나타냈으나,
2006년 이후 8년째 무분규로 임단협이 마무리되는 등 최근 안정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과거의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노사관계의 유산 속에
서 D그룹이 경영권을 장악한 직후인 2002년에 산별교섭의 틀거리와 관련
하여 47일간의 파업을 경험한 바 있으며, 그에 따른 손배․가압류 문제로
인하여 한 활동가가 2003년 초 분신자살 하는 등 전국적 노사분규의 중심
이 된 적도 있었다. 이렇게 적대적인 노사관계가 안정된 노사관계로 전환
하는 데 회사의 숙련 우대 전략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35) 승진에 필요한 최소소요연한이 직급별로 3∼5년 정도로 설정되어 있는데, 대개
평균 2년의 누락 후 승진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제도가 도입된 2011
년 이후 2년간 승진자는 현장에서 약 400여 명에 달한다(인사팀 관계자 인터뷰,
2013. 10. 10).
36) 현재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D중공업지회로 편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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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과 노사관계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학술적, 실천적 의의를 제기하고 있
다. 이하에서 상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3. 연구접근법과 방법론
본고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산업발전 과정 속에서 성공한 개인들인 명
장들의 삶과 기여, 그리고 위상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사와 개인
생애사를 병치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발전설비 국산화와 국제화
의 응결체인 D중공업의 성장을 배경으로 하여 이 회사 출신으로 명장 자
격을 취득한 6명을 인터뷰하였다. 각 명장에 대한 인터뷰는 2시간 이상씩
소요되었으며, 5명은 회사를 통해 소개받아 사내 게스트하우스에서 조용
한 분위기 속에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아울러 마지막 1명은 퇴직
자이기 때문에 개별 접촉하여 창원대학 구내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피면담자인 여섯 명장들의 개요는 <표 3-2>와 같다. DB씨를 제외하면
대부분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신청만에 명장이 되었으며, 제강 분야 DF
씨를 제외하면 DC씨를 필두로 5명 모두 D중공업 시절에 명장이 되었다.
모두 기계와 금속 분야지만, 세부 직종으로 들어가면 제강 이외에 전산응
용가공(컴퓨터응용가공과 동일), 치공구설계, 비파괴검사 등 특수한 기술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6명의 학력 배경은 다양한 편으로 나타
났는데, DB씨는 전형적인 기계공고 엘리트 출신이지만, 나이가 많은 DF
씨를 비롯하여 인문계나 농고 출신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를
다니면서 창원기능대를 졸업한 명장이 3명이며, DD씨는 방송대에서 경
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DB와 DE씨는 학력 높이기 흐름에
동참하지 않았으며, DE씨는 고졸인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면담결과).
한편 명장들 6명에 대한 생애사 인터뷰를 중심으로 하되, 명장의 위상을
제3자적 시각에서 재평가하고, D중공업의 기술발전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
여 엔지니어로서 30년간 근무하여 상무 지위에 오른 2명(P상무와 K상무)
과 인사 책임자 2명(B상무와 P부장), 그리고 명장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팀
장급 관리자 1명(H팀장)을 보완 인터뷰하였다. 이는 D중공업의 기술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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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피면담자 개요
선정일자/
선정시
도전횟수

분야

직종

생년/
성명 입사
연월

전산응용가
5708/
DA
공
8310

2010.09.01.
금속
세 번째

비파괴검사 DB

2001.11.01.
금속
두 번째

제강

2009.09.09.
기계
첫 번째

치공구설계 DD

2012.09.03
기계
두 번째

컴퓨터응용
DE
가공

1995.09.05
금속
첫 번째

제강

DF

특기사항

이리고(인문계), 계속 기계를 바꿔
한백직훈, 창원기 가면서 배워, 교육
능대 기계공학과 부서 근무, 서비스
2년
품질명장도 보유
한국공업검사 1년,
6410/
1992년 GE연수, 미
대중금속공고
8310
국, 독일 자격증 다
수
한국철강 3년, 신
5310/ 거제 해성고(인문), 일철 등 일본 출
8109 기능대학(95년졸) 장 다수, 정년 후
계속근무
중졸, 춘천 직업훈
6103/
통일중, 국산화 위
련원, 방송대 경제
7903
한 노력
학
6208/ 김해농공고(선반 CNC프로그래밍,
8005 전공)
산업현장 교수
H양행 입사, 승진
4810/
함평농고, 창원기 에서 밀려 기능대
7302/
능대학
수학, 명장 선정됨.
7810재
퇴직 후 8년간 근무

2008.09.05.
기계
첫 번째

DC

학력

와 인사관리 및 노사관계 발전과정, 그리고 현장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명
장의 생애사와 기업 발전사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보충적 의의를 지니는
것이었다. 이상의 모든 인터뷰는 2013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D중공업은 자체적으로 회사의 역사를 1962∼80년의 회사 창립기, 1981
∼2000년의 성장과 발전기, 2001년 이후 현재까지의 글로벌 리더기 등 3
시기로 구분한다(D중공업 50년사). 본고가 대상으로 하는 명장들의 경우
개인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근무시기를 다음과 같이 3시기로 구분한
다. 1기는 공식교육과정을 거쳐 숙련을 습득하는 시기, 2기는 숙련을 축
적하고 발휘하며 조직 내에서 승진하는 시기, 3기는 명장으로 도약하거나
후배를 양성하면서 사내외 강의와 해외공장 및 부품업체 지원 등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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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3개 시기별로 기업의 발전과 이러한 명
장들의 개인사적 변천 과정을 혼합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제2절 회사 창립과 위기, 그리고 취업과 숙련습득

1. H양행 군포공장 시절
D중공업의 전신인 K중공업, 다시 그 전신인 H양행이 1962년에 군포에
서 설립되었다. 창원공장 준공 이전의 H양행에 대한 기록은 D중공업 50
년사에도 별로 나타나지 않는데, 규모가 작은 주단조 및 자동차부품회사
였던 것으로 보인다.37) 창원 공장 이전의 군포공장 경험에 대한 것은 전
적으로 DF명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는 1973년 5월에 취업했다가
4년 근무 후 조장급으로 인천에 있는 대우중공업으로 이직하기도 했었다.
창원공장 착공이 이루어지면서 1978년 창원공장 직업훈련원의 교사로 재
입사하게 되어 이후 2012년 말까지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DF명장은 전남 무안 출신인데, 농고 출신으로서 군 제대 후 약 1년간
농사를 짓다가 친척의 권유로 군포에 올라와 H양행에 취업하게 되었다.
주단조 사업부에서 현대자동차 포니에 들어가는 브레이크 드럼 등을 생
산하는 일을 맡았었다고 한다.
“용탕을 한 200kg 정도 남기고, 800kg을 고철을 넣어서 1톤을 용해를 하는
데, 이 800kg을 저울에 전부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 여덟 차지, 열 차
지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8톤을 저울 위에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다시 용
해로에 넣었다가 그러니까 이게 계속 몸을 움직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때
제 나이가 스물다섯인가 이 정도 됐는데도, 아침이 되면 무릎이 나도 모르게
서 있으면 그냥 ‘팍’ 이렇게 구부정해요. 얼마나 피곤한지 그게 잠을 퇴근해가
지고 막 집에 가면 그대로 아침 먹고 그때는 회사에서 식당은 점심을 줬으니까
37) 나중에 H양행의 군포와 안양 공장 등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자동차부품업체인 만
도기계로 변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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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먹고 누우면, 또 점심때가 되면 또 딱 일어나. 그래가지고 또 밥을, 점심
을 먹어. 그리고 딱 누워. 그래가지고 또 회사 갈 때 되면 ‘팍’ 일어나. 그래가지
고 또 밥 먹고 출근을 하고. 어디에 뭐 밖에 나가 바람 쐬러 다닌다든지 뭐든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고) 상당히 건강했고, 적응을 잘 했던 거 같아요.” (DF)
“화이바만 하나 주더라고. 군대용. 지금으로 보면 안전모지요. 화이바만 하
나 줘가지고 이게 딱 보니, 고철을 용해하는 데다가, 쇳물에다가 이거 넣으면
냉제가 들어가거나 이게 빗물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그게 쇳 속으로 팍 들어가
면 그 물이 기화하면서 팍하고 폭죽 터지듯이 그냥 막 쇳물이 막 튀어 올라오
거든요. 그러면 손이며 뭐 이런 데 여기 틈으로 쇳물이 들어가면 뜨거우니까
떨면 이렇게 툴툴툴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남대문시장 가가지고 이제 군화
를, 이 군화죠, 군화. 그때는 안전화도 안 주니까. 군화를 사서 신으면서 밑에다
가 한 5mm 정도 되는 그 크레인 밑에, 이렇게 레인 밑에 까는 고무판이 있어
요. 이런 거를 구해가지고 고무판으로 오려가지고 오래 신는다고. 군화 밑에다
가 이렇게 대가지고 못 쳐서 이렇게 신고 그랬거든요. 이 벙어리장갑 이거는,
이거 천으로 된 벙어리장갑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하루에, 일주일 세 켤레를
주던가, 그러면 이제 이, 이게 이제 고철 막 들었다 놨다 하니까 여기가 금방
떨어져버려요. 여기가 떨어지면 그걸 저기 쉬는 시간에 거길 기워서 이렇게 그
거를 저기를 해서 이제 하고, 참 그 어려운 분야에 일을 했던 그때 시절에는 다
어렵게 했겠지요. 진짜 지금 생각만 해도 막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런
거는. 예.” (DF)

이렇듯 1970년대 초반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생생하게 전해 주었는데,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작업장 내 질서는 조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그때 6명인가가 한 조인데 조장이 한 사람이 있고, 조장이. 그 사람은 장입
계산을 하는 거에요. 그러면 이제 이 ‘SC46이다’ 그러면 탄소가 얼마고, 망간이
얼마고, 크롬이 얼마고 이거를 해서 백분율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중량비로. 그
러면 ‘아, 이거는 이제 카본이 뭐 0.3%다’고 하면 그러니까 뭐 3kg 정도, 1톤 저
기니까 이것도 이게 처음에는 1톤이었다가 나중에는 1,300kg까지 용탕이, 저게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성분조절을 하는 뭐 탄산용 ‘저기는 얼마 넣어라’ 이
런 저기를 쭉 하는 사람이 조장이거든요.” (DF)

당시에는 공식적인 교육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조장을
비롯해서 선배들에게 기능을 익히는 것이 큰 과제였다. 그리고 그 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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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도 나오지 않는 전형적인 암묵지의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용해에 대한 교육은 안 받았어요. ‘우리는 잔탕이 얼마 남았고, 이 용
광이 얼마인데, 이게 몇 kg이고, 이게 장입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고, 물이, 이
쇳물 온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쇳물 온도가 이제 하이망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유동성이 좋아서 온도가 낮아도 상관이 없는데, 일반 이제 강은 한 1,580
도, 뭐 한 1,600도 정도가 돼야 저는 이 눈으로 보면 어느 정도 다 알거든요. 그
러면 그때는 광구온도계라고 해가지고 쇳물에 복사열을 이용해가지고 온도를
이렇게 딱 필라멘트에 맞춰가지고 그 색깔하고 이게 일치가 되면 ‘아, 이제
1,580도다’ 그게 있고, 손가락 굵기, 새끼손가락 굵기 정도 되는 이 정도 되는
철근이 있어요. 철근을 딱 이제 용광로에 꽂아. 그래가지고 ‘1초, 2초, 3초’ 딱
꺼냈을 적에 딱 자르고 녹았으면 ‘아, 이게 1,580도’ 이게 이게 있거든요. (중략)
눈으로 일단 보고, 그 다음에 광구온도계 이렇게 보고 이 받을 때 이제 온도다,
‘이게 1,580도 됐으니 출강하자’ 이래가지고 그냥 출강하고 이런 저기였는데,
그런 거. 그 몸으로 익힌, 익힌 거죠. 선배가, 나를 저기 키워야 돼서 저기해야
되니까 그건 지금 이건 몇 초에 해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이제 용광, 용탕계산
을 어떻게 해야 성분을 맞추고, 또 그 분석을 하려면 지금은 스코틀메타가 있
어가지고, 이제 큰 눈, 바로 연구소하고 이렇게 에어슈트 타고 갔다왔다 찍어
서 이렇게 보내지만 적은 회사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때는 또 옛날이었으니까
분석 같은 거는 불꽃테스트, 이게 글라인더에다가 이 속 뭐지 이거 시험표를
갈아서 불꽃이 뭐 이렇게 띠면 ‘아, 이거는 카본이 얼마다’라고 하는 그런 저기
해가지고, 아, 이게 0.3%짜리인데 그런 걸 갈아서 보고, 아, 불꽃이 이렇게 ‘아,
0.3%’, 좀 낮은 거 같으면 갖다 좀 더 넣고, 이렇게 해서 성분 조성하는 거를 거
기서 익혔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어떤 트레이닝 받은 거는 없고, 실제 일
하면서 선배가 하는 게 어떻게 하는가 보고 저기 하는데….” (DF)

그럼 다시 그 선배는 누구에게 기능을 배웠을까? DF명장이 근무했던
H양행에서 일하던 선배들 가운데 강원산업 직업훈련원 출신들이 몇 명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서 DF명장은 많은 일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양반(강원산업 출신의)은 일을, 일은 잘하더라고요. 일은 어느 정도의,
일을 참 잘해요. 일을 잘한다는 거는 뭐냐면 용광 온도를 낮게 하면 이 래들에
가 붙어버려요. 온도가 낮아가지고. 그러면 이 주입도 제대로 안 되고, 이 제품
도 막 줄이 이런 게 생겨가지고, 그 유동성이 안 좋으니까. 제품이 제대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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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고 또 그걸 보수하려면 쫙 이러는 사람이 다 쇳물이 여기에 부었다면 한
막 두껍게는 뭐 1cm,, 좀 얇게는 뭐 1mm 해가지고 쫙 붙어버리면 이걸 떼어내
야 되거든. 이게 아주 애 먹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잘해. 온도 이거
를 약간 좀 높게. 한 분은 노트를 그 자기 교육받고, 자기 일하면서 노트를 이
렇게 해놨어. 내가 이제 그 집, 좀 이 양반하고 친했어. 근데 이 양반 집에 놀러
가고 저기하면 그래서 그걸 나를 주는 거에요.” (DF)

당시 선배들이 적극적으로 후배들에게 일을 가르쳐 주었던 것은 아니
며, 후배들이 알아서 어깨너머로 일을 배우거나, DF명장의 위 서술과 같
이 능력 있는 선배의 노트를 받는 행운을 얻어야만 하였다. 여하튼 이러
한 과정을 거쳐서 DF명장은 4년 만에 조장 클래스로 승진했다가 대우중
공업으로 직장을 옮기게 된다. 그렇지만, 대우중공업에서 50대 선배들의
텃새로 고전하고 있던 중 창원행을 제안받고 다시 H양행에 입사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창원에서의 생활도 초기에는 그다지 순탄하지만은 않
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다시 소개하기로 한다.

2. 가난한 가정 배경과 공식교육
지독한 가난은 명장뿐 아니라 사실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
삶의 질곡이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명장들은 그러한 가난에 좌절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특히 청소
년 시절부터 집안의 경제사정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DC씨의 경우 거제도 출신인데, 배를 타며 술을 즐기는 아버지로 인하
여 여섯 살부터 지게를 지고, 어려서부터 어머니, 누나와 함께 농사를 짓
거나 나무를 해다 팔아야 했으며, 그나마 고2 때 아버지가 49세로 돌아가
시고 나서는 장남으로서 농사를 지으며 인문계 고등학교를 거의 매일 지
각을 하며 다닐 수밖에 없었다. 졸업 이후 거제도 내 대우조선 공사장에
서 막노동도 해보고, 목돈이 필요할 때는 멸치잡이배를 타거나 섬진강으
로 모래운반선을 타고 다녔으며, 이후 부산에서 장사하다가 망하기도 하
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다가 25세가 넘어서야 한국철강38)에 취직을 하
38) 현 동국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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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당시 도급으로 일하면 꽤 많은 임금(월급 9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인문계 출신이지만 사무직(월급 5만 5천 원선)이 되는
걸 포기하고 현장을 선택해서, 장사하다 진 빚을 갚는 데 주력한 것이었
다. 그렇지만, 그것은 평생 철강 관련 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39).
“그러니까 우리 집 소가 없어가지고, 우리 그 칠촌 고모 집에는 소가 있었는
데 이런 집에 그 소가 있었는데 그 소를 가지고 거기 이제 내 친구가 내하고
동갑있는데 걔는 공부한다고 농사일 안 하고 내가 그 소를 가지고 그 이제 농
사, 그 집에 농사 일곱 마지기인가? 그러니까 한 1,400평 됐는데, 일곱 마지인
가 그 농사 지어주고, 논일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소 갖고 또 우리 농사
짓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아버지 그 갑장들하고 품앗이하고. 그래서 내가
그 동네에서 애어른이라 했거든, 애어른. 애어른이라고. 논 그거 뭐 쟁기질하고
그거 뭐 그 논 썰고 하는 거, 요즘에는 경운기 갖고 싹 다 해버리지만 옛날에는
전부 소를 가지고 쟁기질을 해가지고 갈아엎고 그 다음에 논 썰고 이랬거든.
고르고 논 모 심고 다 했다 아닙니까? 이제 그런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고등
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일을 쭉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2학년, 3학년 2
년 동안을 제가 이거 농사 그 모내기 하고 이걸 쳐, 보리타작을 쳐. 그 다음에
그 나락 이거 이제 그 베 이거 타작에 들을 때 이럴 때는 아예 그냥 학교를 안
갔습니다. 아예 학교 안 가고. 그러고 이제 그 동네에서 또 품앗이도 뭐 가고
해주고 또 이제 그,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머지 이거 소도 먹여주고
풀도 뜯어다, 풀도 뜯어다주고 그러니까 그 머슴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아침에
밥 한 그릇, 이제 쌀밥 한 그릇 얻어먹고 학교 가고 그런 시절을….” (DC)

DD명장의 경우도 무척 가난한 집안 형편에 7남매 중 장남이라는 책임
감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고향인 횡성을 떠나 춘천 직업훈련
원에서 1년간 기계과에서 학습을 하게 된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업
성적이 좋아서 1년 과정 이수 후 교수님의 손에 이끌려 창원으로 내려오
게 된다.
“정부기관이면서 거기서 취업을 알선해 주는데 성적순대로 이렇게 취업을

39) DC명장은 2006년에 노동부에서 실시한 “취업․창업 성공수기 공모전”에서 우수
상을 수상하였다. 인터뷰 과정에서 DC명장은 그 수기를 필자에게 제공하고 보충
설명을 해주었다.

126

한국의 산업발전과 숙련노동: 명장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해주는데 그 성적이 좀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제일 빨리 취업을 나가게 된 게
그때는 그냥 모르고 그 뭐 교수님이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온 게 창원인데, 첫
발을 들였는데 그때 당시에 하루에 못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DD)
“기숙사에서 그때 당시에는 그 이 직업훈련원 소장님이 군 장성 출신이어가
지고요, 완전 스파르타 식의 교육을 했습니다.” (DD)

DE명장의 경우 농촌에서 가난하게 자라났지만,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뛰어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과정 때 기계 분야에서
이미 두각을 나타낸 사례이다.
“그 나름대로 저는 뭐 평소 어릴 때 조금 만드는 손재주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촌에서 방학하면 뭐 썰매 만들고, 연 만들고, 뭐 기타 등등 이런 막
만들어다 쓰는 그런 자질은 조금 나름대로. 남보다도 좀 잘 만들고.” (DE)
“선반을 전공하면서 뭐 전 기계 다루더라도 만드는 그런 재주는 저 나름대
로 있었는지 그 당시에도 다른 과목은 좀 그래도 이 공업계 계통의 과목은 뭐
엄청 그냥 제가 나름대로 좀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험 친다 하면 막 거의
만점 정도로 이렇게 뭐 받고, 이렇다 보니까 그래도 좀 어려운 가정에서도 나
름대로 좀 학창시절은 좀 물론 성실하게 좀 잘 했었고.” (DE)

중학 시절 공부는 꽤 했으나,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닌 공업고등학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DB명장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글쎄요. 그쪽으로 가게 된 배경은 공부를 잘해서라기보다도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이제 기능인은 뭐 ‘산업의 역군’, 뭐 이런 그런 표어들도
있었고, 포스터도 많았고. 또 이제 빨리 이렇게 사회인으로 성장을 한 번 해보
고 싶은 그런 또 욕망도 있었고, 예.” (DB)

명장들의 배움에 대한 갈망은 유별났다. 창원기능대학을 다닌 경우가 6
명 중 3명이지만, DD명장의 경우 취업 당시 중졸자였으나 회사를 다니면
서 방송통신고와 문성대 야간 무역학과(2년제)를 거쳐 방송통신대 경제
학과에 편입하여 졸업하게 된다. 이는 기능향상이나 이론적 학습과 무관
하게 학벌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상경계열 계통을 예. 근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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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사람이 뭐 그 … 저는 뭐 ‘그게 내가 써먹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살아가
면서 이거 조금 더 지금도 이렇게 뭐 다른 또 여기 우리 뭐 법 관련해서 이렇
게 상식적인 거를 많이 보는 편인데, 그게 재미있더라고요. 보면 또.” (DD)

이상으로부터, D중공업 명장들은 나이와 출신지역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일찌감치 생업전선에 뛰어들거나, 공고
나 직업훈련원 졸업 후 조기 취업의 길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DB명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그것은 당시 국가의 슬로건이었던 산업의
역군이 되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였다. 여하
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식교육을 통해 기능을 익히거나 최소한 인문
계고, 농고 등을 통해 기본 소양을 갖추면서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경험을 통한 숙련습득과 공식학습의 결합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고나 직업훈련원 이외에도 농고, 인문계
고, 종합고 등을 거쳐 취업에 나서게 되는데, 첫 직장으로 D중공업(당시
H양행)을 선택한 경우 이외에 다른 회사에서 경력을 쌓는 경우도 있었으
며, 이러한 경험은 D중공업에서까지 활용되는 암묵적 지식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공식교육에서 공고 등 엘리트 코스를
밟은 명장(DB, DE 등) 이외에, D중공업에 들어오기 전에 경력사원으로
다른 회사에서 일을 배운 명장들도 있다.
예를 들어 DC명장의 경우 많은 우여곡절을 거친 이후 한국철강에 취
업하여 전기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허드렛일을 도와주다가 이
후 주로 근력을 요구하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처음에 배속을 받은 게 그 15도 전기로, 전기로에 배
속을 받아가지고 참, 그때부터 쇳물을 끊이는데 그 도달을 했죠. 해가지고, 해
보니까 이거는 완전 그 노가다, 옛날에, 요즘에는 이 신식이 돼가지고 좀 많이
나아졌는데, 그때는 열두 시간 맞교대를 하는데 전부 삽질이라. 그러면 막 아
침, 야근하고 아침에 딱 보면 서로 보고 웃거든. 왜 그런가 하면 새까맣게, 이
빨만 하얗고 새까매. 예. 코도 시커멓게 또 들어가 한 줌이 나오고. 뭐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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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나, 뭐가 있나? 막 그런 그, 그 겨울 되면 추워가지고 어디 가면 변전실에,
변전실에 그 전깃불 번쩍번쩍하는 그거가 따시거든. 변전실에서 그 조금 쉴 때
눈 좀 붙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DC)
“그 제일 이제 뭐 지금은 뭐 손이 별 이거 뭐 표시가 안 나는데, 예전에 이거
전부 이거 이 불티가 튀어나가가지고 불 해가지고 화상 입은 거거든요. 그 다
음에 이제 그 그렇게 작업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설비 조작하는 거, 보수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쇳물 딱 떠가지고 딱 부으면 쇳물이 막 이렇게 튄다 아닙니
까? 튀면 그걸 보고 이제 이 우리가 탄소가 몇 % 정도 함유돼 있다는 거를 그
거는 한 그거 알려면 최하 빨리 배우는 사람이 1년 돼야 배우거든. 예, 그런 걸
처음부터 이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참들 따라서. 그때만 해도 온
도가, 그러니까 삽질하고 이런 거는 그 전기로 안에 뭐 이거 합금철 같은 거 막
떠 있거든요. 그러면 뭐 바로 이거, 이거가 아니고 이 공간이 여기서 저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던져넣어야 돼. 그런데 나는 또 뭐 촌에서 큰 데다가 또
군대생활을 공병대에서 했기 때문에 뭐 공병이 또 삽질 빼면 시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삽질하고 이런 거는 뭐 별문제 없이 하니까.” (DC)

이후 K중공업에 입사한 이후에도 DC명장은 유사한 업무를 했지만,
DC씨는 이 과정에서 선배나 감독자 누구로부터 어떻게 일을 배웠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K중공업에 옮긴 이
후 공고 출신 후배들에게 밀리지 않기 위하여 공식 학습에 나선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 여기 와서 뭐 보니까 공고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공고 실습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또 합금, 특수강을 제작, 제조를 하기 때문
에 어떤 특수강에 대한 그 지식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공고생들한테 뭐 그 실
기는 내가 현장에 가는 거를 가르쳐주면 되는데 이론적으로 내가 가르치는 게
굉장히 좀 부족한 거를 내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1984년도부터 ‘아, 이게 아니
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강기능사 1급 공부를 시작했습니
다. 제강기능사 1급 공부를 이제 처음에 보니까 뭐 이 뭐 제도고 이런 게 뭐 어
떤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저게. 그래가지고 책을 계속 뭐 몇 번씩 반복해서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좀 가고 이래가지고 1987년, 1987년도에 몇
월 달이고? 그때 1986년도에 필기는 합격했는데, 실기 이거는 뭐 내가 뭐 현장
에 내가 경력이 이제, 1978년도부터 경력이 7, 8년은 넘었으니까 이거는 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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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있다고 갔는데 아, 실기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이 시험관이 바라는 답하
고 일치가 안 되는 모양이라.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공부를 이제 좀 자
문도 좀 받고 이래가지고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1987년도 실기 합격해가지고
기능사 1급을 땄습니다.” (DC)

명장들의 학습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어서 DC명장의 경우 기능사 1급
자격증 취득에 그치지 않고, 다시 기능대학을 다니면서 기능장을 취득하
게 된다.40)
“그래서 좀 다니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 기능대학에 다니면 별로 이거 사
무실이고 그 작업자들이고 별로 보는 시야가 좋지 않아요. 4시 반 되면 퇴근해
가거든. 그 한참 일할 시간에 가버리고, 빠져버리고 이러하니까 내가, 나도 우
리 그때 반장도 못 다니고 있었는데, 별로 안 좋아했고. 그런데 보니까 좀 그렇
더라고. 그래서 참 그런 거를 볼 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가
고 싶은 마음이 나도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공장장한테 가서 “학교
를 좀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한 번 생각해 보더니 “뭐,
뭐, 그럼 가시오” 그러는 기라. 근데 “학교를 가되 맡은 일은 좀 확실하게 해
라” 하면서 내가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를, 기능
대학을 1993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1993년도에 입학을 해가지고 1995년도
졸업을 했는데, 제가 1993년도에 입학을 해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1994년도 1월
10일부로 제가 이거 지금 그 총괄직장이라고 그러는 그거를 그 우리 그 직에,

40) 그러나 한편으로 기능대학 등을 다니는 것은 일정하게 여유를 필요로 하는 것이
었다. DE명장은 이에 대한 다소 신랄한 표현을 써서 설명하였다. “맞교대했죠. 거
의 한 달 근무시간을, 지금 현재 여덟 시간 기준을 하면 한 두 달치 일을 했습니
다. 1개월, 1개월에 어떤 기간 동안에 지금 현재 여덟 시간 기준으로 하면 한 두
달분의 일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엄청난 일을 많이 했죠. 그렇다 보니
까 뭐 어떤 현장에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내가 속을 맞고 야간대학을 간다든지,
기능대를 간다든지 갈 수가 없는 그런, 그야말로 그 조직에 어떤 일을 가지고 핵
심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학교를 가게 되면 아예 그냥 그 일에 대한 부
분은 제껴 놓고 다른 있으나 없으나 하는 그런 어떤 조직으로 가지 않으면 학교
를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가고 싶은, 가방끈에 대한 부분, 지금
도 뭐 저도 언제든지 뭐 어떤 여건만 되면 배울 거는 없더라도 … (중략)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교양과목에 해당하는 부분은 물론 뭐 새로운 거를 좀 배울 수 있는
거는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뭐 기술을 배운다든지, 어떤 그 학문이든
그런 기술을 배우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는 뭐 초급대, 기능대 이런 것들은 전혀
제가 볼 때는 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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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책은 이제 내 반장은 밑에 다른 사람한테 또 넘겨주고, 내 후배한테 넘겨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직장으로 가면서, 직장으로 가니까 여기 열 명 데리
고 있다가, 직장으로 가니까 인원이 뭐 저 일용직 인원하고 이래가지고 한 50
명, 60명 가까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전공분야도 아닌 뭐 조계 쪽에, 축
료 쪽에 뭐 이런 쪽에도 레들 조립부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전체 담당을 하게
되었지. (중략) 그래가지고 1994년도 반장 맡아가지고 뛰면서 막 그때만 해도
뭐 그것 또 1994년도에 제가 또 기능장 자격을 땄거든요. 그래 기능장 그 자격
증을 따고, 1994년도 또 뭐 이거 인원도 많이 늘어났지, 관심도 늘어났지, 그
다음에 공장에 또 뭐 설비증축이니 뭐 이런 게 일이 겹쳐가지고 엄청나게 그
뭐 뛰어다녔는데….” (DC)

그러나 당시 K중공업에 입사하거나 1980년대 초반 공장이 본격 가동
되던 시절에 일한 사람들이 타 기업 경력을 통하여 높은 숙련을 갖추거나
모두 다 공식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문계고
등학교를 졸업하고 창원의 한백직업학교 1년 과정을 이수하고 입사한
DA명장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저희들 앞에 기수들은 자격증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온 사람들이 태반이었
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어깨너머로 ‘이런 건 이렇게 한다’ 물론 개중에 몇
명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희들같이 일 년, 이 년 전문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 (중략) 저희들은 거기서 나와가지고 자격
증까지 땄다고 딱 들어오니까 실질적으로 뭐 제가 자신감이 있었는지는 모르
겠습니다만, 저희들보다도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진짜 저희들보다도 못
하는 사람들이.” (DA)

또한 시대적으로는 1980년대 K중공업 시절이 되겠지만, DA명장의 경
우 선배들로부터 특별히 기능을 배우지 못했음을 강조하였다. 수평선반
기계를 담당하게 되어 사수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아,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 기억나는 게 뭐 좋은 점은 기억에는 안 나고요,
별로 안 좋은 기억만 많이 나잖아요. 사람이. 그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
역감정이 굉장히 셌었어. 지역감정.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나만 전라도 사람이
다, 이쪽에 있는 사람, 여기 사람 해가지고 뭐 조금 뭐 세세하게 안 가르쳐 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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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냥 ‘니가 혼자 알아서 하라’ 그런 타입이었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는 이제 고향이 저기다 보니까 일요일 같은 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수
가 퇴근하고 없을 적에 혼자 나와가지고 기계 연습 하고 다 했잖아요. 없을 때.
있을 때는 못 만지잖아요. 그때 당시에 막 기계 가르쳐 주라는 것도 아니고. 사
수가 손대라고 하면 손대고,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 시킨 대로. 없을 적에, 퇴근
다 하고 가고 없을 때 혼자 남아가지고 하고.” (DA)

다시 말해서 선배로부터 특별히 기능 연수를 많이 받았던 것은 아니었으
며, 혼자서 기계를 만지며 시행착오를 통해 기능을 습득해나갔다고 회상하
고 있다. 전산응용가공 부문 명장인 DA씨의 설명은 다음으로 이어진다.
“그게 그 노하우라는 아까도 이야기 식으로 했다시피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
는 게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러면 어떤 소프트웨어라는 이야기는 그 데이터가
나오는 것은 하수가 그렇게 해도 그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 아주 고수가 해도
그 데이터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만 알면 하수, 고수가 없습
니다. 손으로 하는 것은 경험이고 경력이고 노하우인데, 기계 쪽에는 잘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것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루트만 알고, 그 기
능만, 그것만 사용만 할 줄 알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수가 안 가르쳐
줘도 사수는 지 방법대로 하고, 나는 내 방법대로 할 방법이 있잖아요.” (DA)

요컨대 당시 숙련습득의 학력 배경은 두 가지로 짐작된다. 하나는 공고
(DB, DE)41)나 직업훈련원(DA, DD) 등 공식기관에서 정식교육을 받고
실습훈련까지 받아서 기술 능력을 갖춘 상태로 입사하여 현업에 적합한
기능을 익혀나가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한 기능 없이 입사하여 선
배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깨너머로 기능을 익히는 경우이다(DC, DF). 후
자의 그룹에 속한 2명은 모두 차후 기능대학 등 공식교육을 통하여 이론
과의 결합을 시도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2000년대 이후 명예퇴직을 선택
하여 회사를 나가거나 도태된 것으로 풀이된다.

41) 현장에서 숙련을 습득하기 이전 단계로서의 공고 교육은 엘리트 코스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D중공업에서 대구의 대중금속공고 1회, 2회, 3회 졸업
생이 비파괴검사 직종에서 전국적으로 최초, 두 번째, 세 번째 명장이 되었다. 또
한 현재도 D중공업 비파괴검사팀 91명 가운데 14명이 대중금속고등학교 출신이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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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업과 경영위기로 인한 혼란
명장들의 경우 D중공업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근무했지만, 앞서도 언
급한 바와 같이 처음부터 입사한 경우와 더불어 경력사원으로 입사한 경
우도 적지 않다.
DD명장이 최초로 취직한 회사는 통일산업(현 S&T 중공업)이었다. 직
업학교에 이어서 공작기계 전문업체에서 선반작업을 더 깊게 익힐 수 있
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일요일에 못다한 학업과정을 밟으려 하는데
종교활동을 강요당하게 되자, 결국 K중공업 인원모집에 응하게 된 것이
었다.
또한 DE명장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3개
월 만인 1980년 5월에 직원모집에 대한 소문을 듣고 D중공업의 전신인 H
양행에 취업하게 된다. 고등학교 시절 비교적 성적이 우수했지만, 생활의
필요와 ‘조국 근대화의 기수’라는 유인에 반응한 것이었다.
“이 기술하고 이런 입문과정하고, 어떤 그 벌써 차이가 딱 나다 보니까 또
뭐 기술 쪽으로 오히려 더 그 당시에는 그 밥벌이에 대한 부분, 진로에 대한 부
분이 오히려 그 당시에는 뭐, (중략) 그때 뭐 학교마다 공업계는 ‘조국 근대화
의 기수’라는 그런 그 캐치프레이즈 하에 일단은 공업 쪽 육성은 그때 한참 그
냥 피크였죠. (중략) 그래가지고 저희 가정도 아주 형편이 안 좋았기 때문에 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머리는 좋지만 뭐 이 기술 쪽으로 나가는 추세가
대다수였었습니다.” (DE)

DE명장은 H양행을 선택하면서 병역특례 등에 대한 고려도 없이 그냥
기계와 선반을 전공했으니까,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것 자체를 당연한 것
으로 여기고 입사하였다.
“어떻게 뭐 ‘내가 커서 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비전적인 부분들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오직 뭐 내가 어렵게 커 왔기 때문에 좀 많이 벌어
가지고 어떤 또 뭐 가정에 어떤 뭐 보탬이 된다. 어렵던 부분을 갖다가 뭐 잘
살려가는 또 그런 내용 말고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커가지고, 뭐
명장이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죠.”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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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1976년부터 창원에 대규모 기계공장을 짓기 시작했고, 그것
이 1982년에야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현장 사원들이 겪었던 고생
은 일일이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통일산업 기숙사에서) 나와서 이제 생활하면서 아, 이 H양행 들어갔을 때
도 녹록치만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여기 지
금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가 그 허허벌판 있죠? 거의 바닷물이 들어왔었습
니다. 여기 입구에도요. 제일 먼저 지은 기계공장이 있었는데 저기 뭐 지금 높
은 공장은 전부 그냥 그 공사 흙더미였었습니다. 그리고 출근은 뭐 배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저기 마산 어시장 있는데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들어오신
길을 보면 거기 완전 진흙길이었습니다. 버스 자체도 없었고요. 그래서 뭐 네
시에 이제 그 막 개발공사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조출근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네 시 차를 타고 오면 회사 와서 아침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차를 주로 활용을 했습니다.” (DD)

1980년 5월 입사한 DE명장의 경우도 창원공장이 준공되는 1982년까지
건설 노가다 역할에서 기계설치, 그리고 생산에 이르기까지 고교 시절 배운
것과 무관한 것까지 무조건 업무를 수행해야 했던 어려운 시절을 겪었다.
“뭐 주위에서는 뭐 공사하다가 뭐 떨어져가지고 사망한 경우도 뭐 비일비재
했고. 그런 가운데 저거 기계가공으로 나왔지만 그 주위에 시설물은 그 당시에,
지금은 뭐 기계 하나 딱 뼈대 놓으면 주위에 뭐 어떤 협력업체, 그 부분에 불러
가지고 와 “너는 기계의 어떤 뭐 상판 설치하고, 뭐 설치하고” 하고 다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막 용접하고 기계 하나만 딱 설
치해 놓으면 아마 기계, 기계가 엄청 그 큰 장비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뭐 집채
만한 장비 들어가는 위치에, 그 주위로는 그야말로 어떤 뭐 물을 담아 놓은 저
수지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이런 주위에 어떤 그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용접하고 지지고 볶고 막, 절단하고 막, 오만 거 다 했죠. 뭐 어쩝니까?
저희들 그 당시에 이제 경력자 정도 되면 저는 이제 20대, 한 30대 전후로 되신
분들이 이제 경력자로 단지 그런 일을 안 했지만 조금 경력자라는 그런 상황이
니까, 뭐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뭐 용접도 배우
고 절단 뭐 이런, 이런 것도 배우고 뭐 엄청 그냥 일은 많이 배웠죠. (중략) 이
것저것 그냥, 그 당시에. 뭐 용접, 절단 뭐 이런 가스 컷팅, 절단. 이래가지고 막
이 잘못되어가지고 그 용접 그 토치가 역하해가지고 막 불꽃이 역류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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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거진 뭐 가스통에 폭발할 정도 그런 사고도 접하고, 막 빠져서 떨어지고
막, 고생고생 뭐 말 못하게 했습니다. 초기에 이제 건설 당시에 저희들은 초기
멤버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환경 자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첫 그 어떤 초보자로서 일단 일을 배워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막 기
계 설치부터 온갖 그냥….” (DE)

또한 1979년 당시 H양행의 경영위기는 종사자들에게 충격이었고, 이후
커다란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그런데 여기 입사를 3월 달에 입사했는데 그게 불과 6개월 지나니까 9월
26일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에. 9월 26일 날 이 종을 빵빵 치더라고. 그때
뭐 종이라고 그러면 산소통 있죠? 산소통. 산소통 긴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거꾸로 해가지고서는 그냥 매달아 매달아놓고 망치로 때리는 게 그게 이제 뭐
점심시간, 뭐 점심시간 아니면 시간 됐었는데, 한 세 시쯤 되니까 그 종을 치데
요. 근데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가 보니까 “회사가 망했다.” 부도났다 그래가지
고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됐으니 뭐 찾아가고 싶은 데는 찾아가고, 또 뭐 이렇게
각자 대응을 해나가는데….” (DD)
“(창원)공단에서 이거 공단 내에 새로 온 기업체들이 모집을 또 많이 할 당
시였습니다. 그런데 연세 많은 분들은, 좀 되신 분들은 그래도 그런 데로 갔어
요. 갔는데, 저희도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그 다른 직장을 찾으러 막 이렇게 가
서 했는데 결국은 빠꾸 먹고 직장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확인을 했는데
뭐냐면 군대를 안 갔다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특례도 안 된다 그러고
너무 촉박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빠꾸를 먹었어요. 그래서 3월 뒤에 이제 회사
망하고 보따리 싸들고 그리고 이제 울산에 H중공업 그 사원숙소라고 이제 그
있습니다. 방어진에. H중공업 지금 있는데. 예, 숙소에 거기 가니까 막 아, 완전
히 그냥 닭장 뭐 비슷해요. 뭐 그냥. 여기서보다 진짜 떨어졌습니다. 거기는. 거
기서 또 이렇게 먹고 자고 하면서 H중공업 그때 당시에는 조선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를 출근하라고 하고는 뭐 부도난 회사에서 또 떠안기 싫은 거를
강제로 떠안아가지고, 일도 안 주고요, 가면 그냥 아침조회 그냥 우리는 뒤에
어슬렁어슬렁 있으면 뭐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런 개념이더라고.” (DD)

이러한 상황은 1978년에 창원공장으로 재입사한 DF명장의 경우도 유
사하였다. 울산에서 고생하다가 다시 창원으로 내려온 과정을 생생하게

제3장 D중공업(발전설비) 사례

135

설명하였으나,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렇듯 H양행의 경영위기에
따라 1970년대 입사자들은 혼란한 상황하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명장들이 제대로 자신의 기능을 익히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1982년 창원공장이 준공된 K중공업 시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
지만 회사의 고전과는 무관하게 명장들은 1970년대까지 대부분 공식적인
공고 교육이나 직업훈련원 교육을 받았거나, 혹은 다른 업체 취업을 통해
현장에서 경험적 숙련을 습득하였다. 이제는 자신의 잠재적인 역량을 갈
고 닦으며 실력을 발휘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제3절 K중공업 시절의 숙련축적과 역량 발휘

1. 선진기계의 도입과 시행착오를 통한 기능 익히기
1982년 창원공장이 완공되자 K중공업은 상당히 안정된 분위기에서 성
장이 예상되고 있었기 때문에 입사하고 싶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특히 K
중공업과 같이 고급 해외설비를 보유한 경우는 같은 기능을 가진 사람으
로서 한 번쯤 입사해서 일해 보고 싶은 직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료
분야의 당시 특성화공고였던 대구의 대중금속공고를 졸업한 DB명장은
부전공으로 비파괴검사를 배우고 UT(비파괴검사의 일종, 초음파탐상검
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민간업체인 한국공업검사라는 회
사에 취직했다가 1년 만에 K중공업으로 회사를 옮기게 된다. 한국공업검
사에 다닐 시절, K중공업 안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입사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제 비파괴검사들 전문업체들은 용역업체거든요. 사실은요. 서비스업
이 이제 업이기 때문에. 어떤 뭐 회사로부터 의뢰를 받고 나가서 일을 하거든
요. 당시에는 마산출장소에 있으면서도 이 K중공업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경
우가 있었어요. 또 이제 야간, 또 방사선 검사라는 거는 야간에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여기 두산은, 중공업에도 비파괴검사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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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방사선 투하하는 그런 룸이 있었거든요. 그 룸에 보면, 거기는 뭐 안전한
이런 장식이, 이런 검사가 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안전하지 않은 그런 작업
환경이 많거든요. 무슨 감마선상이라는 그런 직접 필드에서 나가서 이렇게 촬
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 느껴지는 거죠. ‘야, 이게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저런데 가서 한 번 일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희망이 있었죠. (중략) 안전장치도 잘 돼 있고. 그럼 뭐 회사가 비교가 안 되죠.
한국공업공사. 지금 인원규모, 지금 현재 인원규모 한 300명 전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한 뭐 100여 명 정도. 그러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아무래도 저 회사에 한 번 … 우연히 이제 주․단조공장에 저쪽 구석에
가면 그 당시에 소형 주조품을 제작하는 업체, 공장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가
서 야간에 방사선 촬영을 하고 새벽녘에, 그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앞에 방
사선투과 조사실 해가지고 큰 룸이 하나 이렇게. ‘야, 나도 저기 가서 일을 해
야지’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사실이 되더라고요. 얼마 안 있다가 이런
기회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좋았죠.” (DB)

사실 DB명장과 같이 비파괴검사 분야에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당시
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입사과정은 오히려 반쯤은 스카우트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즉 나중에 면접관이 될 사람이 “너 UT 자격증이 있으니
꼭 들어와라”라고 얘기해서 응시하게 된 것이었으며, 월급수준도 상당히
올랐다고 한다.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K중공업에서 명장들은 자신의 기계를 소중
히 여기고 시행착오를 통해 기계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 과
정에서 명장들의 학습에 대한 남다른 의지와 열의가 큰 도움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저는 배우기는 배웠죠. 그런데 저는 한 6개월, 7개월을 제대로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 선반은 처음에 와가지고 이거 해
가지고 한 3개월, 4개월을 했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그냥 다 마스터를 해버립
니다. 더 이상은 이게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수평적인 그 시점. 이 시점에 저
는 이제 다른 장비로 옮겼거든요. “난 이것을 다 했기 때문에 이것 말고, 더 어
려운 것으로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다른 장비로. 그래서 처음에 호로젠탈 수평
선반 하다가, 한 6개월 하다가 이게 조금 어려운, 수직으로 돼 있는 장비. 수직
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면 이렇게 생긴 장비들이 있거든요. 가

제3장 D중공업(발전설비) 사례

137

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건 조금 난이도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비로 또 옮겼죠. 제가 15년간, 14년간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장비를
한 일곱 개, 여덟 개를 배웠습니다. 하여튼 그때 당시 K중공업에 있는 장비는
내가 다 배우고, 내가 다 돌아다녔어요.” (DA)

그렇지만 뜨거운 학습의지는 DA명장의 다음 설명에서 보이는 바와 같
이 때로는 자기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렇죠. 그런데 새로운 걸 배우면 뭐가 문제냐 하면 저도 군대 갔다 오고
거기 나와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하는 사람, 사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이거 하면 조수로 해가지고 사수로 올라왔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사수로 수평이동이 안 됩니다. 수평이동, 수평이동 하면 못 배우
는 겁니다. 이거 잘 안 가르쳐 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든 적든지 무
조건 조수석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런 각오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
각오가.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각오 가지고 무슨 상황이 되더라도 그거를 이
용해가지고 내거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활용을 잘 했다고 보
는 거죠.” (DA)

이러한 과정을 거쳐 DA명장의 경우 14년간 터빈공장 내 7∼8대의 기
계를 완전히 익히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경험적 학습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하여 입사 9년차쯤에는 창원기능대 기계공학과 야간을 2년간 다니기도
하였다. 그리고 졸업하면서 기능장 자격증과 교사자격증까지 한꺼번에
취득을 하게 되고, 이후 DA명장은 교육부서에서 근무하게 된다.42)
명장들은 높은 학습의지를 바탕으로 빠른 학습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이에 따라 일찌감치 현장에서 선배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존재들이었다.
그러나 당시 기계나 설비는 선배들에게 배울 수 있는 전통적인 것들이 오
히려 적었다. 발전설비 제작은 워낙 특수기술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내
에 없는 기계나 장비를 외국에서 도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시 말
해서 선진기계를 차관을 이용하여 들여온 이후 이 기계를 정상적으로 작
동시키는 것은 엔지니어들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선반과 관련된 공
42) DA명장은 D중공업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명장과 품질명장을 동시에 보유한 특
이한 사례이다. 그는 교육부서에서 오래 근무하여 교육서비스부문 품질명장 자격
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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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마기를 35년간 다뤄 온 DD명장은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공구연마기가 그 독일에서 이제 그 수입을 하면 이제 그때 H양행에서는 외
자를 들여가지고 새로운 배전설비나 뭐 이 기간산업을 위해서 기계를 많이 사
들여 왔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회사에. 근데 그게 그냥 포장만 돼 있는 상황이
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선반이 인원은 막 신입사원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 조회를 마치고 어느 분이 “너 저기 가서 저거
이제 청소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닦기도 하고 뭐 이래 여러 가지를 해라”는
거에요.” (DD명장)
“그러는 상황인데 기계를 돌리면서 그 처음에는 이제 그게 장비를 사오면서
한국말로 돼 있는 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뭐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뭐. 그 사람들 와서 청소하고 뭐, 이게 뭔지, 뭐 그냥 핸들 돌
리면, 우리 사람 처음에 들어오면 이게 뭐 보듯이 딱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스위치도 이것도 눌러보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렇게 제가 이거는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뭐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
니까 그 처음에 찾아보니까 여기 독일어로 돼 있더라고요. 이 메뉴얼이. 그래
서 이거 번역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위에 그 뭐 사무실에서도 독일
어가 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문으로
된 게 있더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그걸 좀 번역해 주십시오” 그
랬더니 영문으로 먼저 좀 그 당시 뭐 정확히는 안 돼도 제가 그걸 또 사전을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배웠습니다. 제가 그 사실 이 공구연마는 이 ‘절삭
공에 대한 거는 제가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1세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DD)

요컨대 1970년대 후반 당시에 이미 1억 원이 넘는 공구연마기를 만져
본 선배들은 있을 수 없었고, 결국 똑똑한 후배들이 시행착오를 통해 기
계에 숙달하는 방법만이 가능했던 것이다. 엔지니어들의 경우도 이러한
기계를 다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기계가동은 자신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능인들에게 영어 매뉴얼을 번역해 주는
것이었다. DD명장의 경우 기계 작동을 혼자 해보면서 수없이 많은 시행
착오를 겪었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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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당시에 그렇고, 지금도 현장에도 보면 이렇게 저희 위에 자격증을 갖
고 있는 분들이 드물어요. 그 우리 밑으로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대
로 뭐 그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런 쪽으로 뭐 절삭속도나 뭐 과학적이나 이런
걸로 하신 분들이 우리 세대부터 좀 있지, 우리 위에는 그냥 그 많이 그래도 손
기술이나 이 뭐 등 너머로 배우는 그런 걸 갖고 일을 좀 하셨습니다.” (DD)

결국 전승되는 숙련 이외에 외국에서 도입한 기계를 다루는 경우 새로
숙련을 창달해야 하는 곤란성에 직면하고 있었으나, 명장과 같은 선두주자
들에 의하여 기능이 형성되고 축적되게 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은 DE명장의 경우도 비슷했다. 이미 1980년대 초반에 컴퓨
터를 활용한 가공기계가 도입되었는데, 선배들은 그것을 다뤄 본 경험도,
고교시절 수학적 지식을 갖추지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후배들
이 신기계를 다루는 데 강점을 갖게 되었다.
“그 당시에 컴퓨터 장비가 국내에는 극히 그 도입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 현재 발전소를 가공을 하면서 대형 장비가 아마 국내
에는 처음으로 지금 도입이 됐습니다. 컴퓨터로 운영되는 장비가. 그렇다 보니
까 그분들은 순순하게 이래 수작업을, 수동으로 하는 작업을 이제 거기는 이걸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만, 저희들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왔고, 그분들은
그래도 한 10년 정도의 어떤 그 경력을, 사회경험을 진짜, 산업적 경력을 가진
그거 말고는 이제 그분들이 실제로 뭐 우리한테 배워 줄 만한 그런 그 기술적
인 부분들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냥 완전히 그 여기서 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
가 완전히 틀리다 보니까, 저희들은 학교 갓 졸업하고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뭐 수치적인, 수치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그
냥, 더 그냥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그분들은 이런 수치놀음에 의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삼각함수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컴퓨터 좌표를 뽑아가지고, 그 좌표 뽑는다고 하는 거는 어
떤 뭐 삼각함수라든지 이런 거 피타고라스정리가, 정리 일정 안 되면 그 장비
를 운용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오히려 더 그냥 뭐 …
(중략) 그러다 보니까 크게 그런 분들이 뭐 좀 어리다고 이 ‘경력이 없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막 이렇게 함부로 다루지를 못 했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래도
이래 손, 손으로 수작업 하는 부분은 그래도 조금 그 됐지만 그런 컴퓨터 장비
를 활용하고 운용하는 데는 그분들이 전혀 이제 하기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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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이익을 좀 봤죠.” (DE)

DE명장의 경우 호리젠탈보링머신을 설치할 때 아예 영국 기술자가 와
서 같이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으니 당시 그 첨단기계를 선배들이 알았을
리 만무하며, 국내에서는 사실상 컴퓨터응용가공의 선구자라고 할 수밖
에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1995년 이후 DE명장의 경우 기술부서에 있다가 다시 생산부서로
오게 되면서 프로그래밍만 전담하게 되는데, 그것은 현장 출신 사원이 적
임자라는 회사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프로그래머는 오퍼레
이터와 구분되고, 또 엔지니어와도 구분되는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었다.
DB명장의 경우도 비파괴검사 기계는 거의 다 독일제를 들여왔는데, 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현장사원은 극소수였다. 따라서 선배로부터 어떤 노
하우를 체계적으로 배운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사실은 이 현장에 들어와서도 물론 이제 교육을 뭐 선배로부터 체계적으로
이렇게 받고 했던 그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볼 때는
그냥 들어와서 같이 일하면서 그냥 이렇게 익혀나가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거
였지, 체계적으로 각각 후배를 딱 받으면 체계적으로 어떤 뭐 룰에 의해서 이
렇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DB)

1980년대 초반 당시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1973년
입사자인 DF명장이 생생하게 설명해 주었다.
“저희가 한 일 년쯤 있다가 그 주조공장 30톤 전기로, 100톤 전기로 아, 그러
고 했는데 그쪽에 내가 갔어요. 거의 한 1981년쯤 되겠네요. 그래 거기로 내려
와서 전기로를, 전기로는 프랑스 세계은행에서 하니까, 이 설비는 미국에서 하
고, 이 설비는 독일에서 하고, 이 설비는 오스트리아에서 하고 막 이러더라고
요. 전기로는 프랑스에서 들어왔어요.” (DF명장)

즉 새로운 설비가 미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여러 나라로부터 들어
오던 상황을 묘사해 주었으며, 주단조에 관한 상당한 경험과 숙련이 있었
으나, 계속 새로운 기계에 접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새
로운 기계를 다루는 것이 항상 성공적이지는 않았다. ESR이라는 미국과
한국에 단 두 대밖에 없는 기계를 다루다가 실패한 경험을 DF명장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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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실패로 인해 현장에서 할 일이 없어져서
승진에서 누락되었지만, 거꾸로 DF명장이 기능사 1급 자격증을 따고 기
능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즉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것이었다.
조직적으로는 공구강 생산 업무를 하다가 워크롤 생산으로 배치되어서
일본 관동특수강으로부터 워크롤 관련된 기술을 흡수함으로써 이후 관동
특수강이 오히려 망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거를 ‘국산화해 보자’ 해가지고 포항제철에서 그 저기를 받아서 ‘우리가
워크롤을 생산하자’ 해가지고 일본 간토하고 이게, 관동특수강, 일본 간토하고
워크롤에서는 간, 간토 쪽이, 간토 이 마케쉐어가 제일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길 보고 기술제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술
단위를 통째로 사온 편이지. 설비 이 뭐, 그러니까 제강, 주조, 제강, 단조, 열,
저 ESR, 열처리, 가공. 전부 검사까지 해가지고 매뉴얼을 전부 다 받아 왔고
거기서 트레이닝 하고 이래가지고 생산을 딱 하니 일본 간토 우리 안 되는 거
에요. 거기 문 닫아버렸어. 거기. 우리한테 기술 팔고, 몇 년 안 돼서 거기는 문
닫아버렸어. (중략) 어떤 회사는 가고 그냥 딱 닫아 놓고 혼자 그렇고 파는 회
사가 있고, 여기에 그냥 해가지고 그거가지고 교육받고 막 이래 해가지고 하는
데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타입이었거든요. 가서 교육받고, 저기 하고, 그
사람들 데려다가 이래 해가지고 하고 오니까 수준이 몇 년 안 돼서 딱 같이 돼
버렸어요. 이제 관동이 안 되는 거지. 일본은, 거기는 얼마 있다가 그 문 닫고
이제 회사 문 닫았어요.” (DF)

또한 명장들의 학습에 대한 의지는 남다른 데가 있었다. 선진기계가 아
니어도 어깨너머로 기계를 익히고 다른 기계에 대한 호기심을 감추지 않
았다.
“그때 당시에는 선반을 굉장히 제작을 많이 했습니다. 뭐 방위, 방산사업부
하고, 저는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점심시간도 밥 먹고서는 뭐 NC반
이런 데가 있으면요, 식사하고 나서 그거 이렇게 어떻게 되나 신기해가지고 이
거 구경하고 있죠, 막 그랬던 기억이 많아요. 내가. 매일 쫓아다니면서 보고.
(중략) 그 방산부서가 있는데 거기 우리 부서도 아닌데 거기 가가지고 아, 저게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고민하고. (중략) 그래 이제 좀 친구한테도 그쪽 간
소속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야, 나 좀 거기 들어가게 해줘라”, “나 좀
구경도 하고 나 좀 사정 되면 들어가게 해줘” 그랬었거든. 같은 그 공장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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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방위산업체 이런 데는 또 통제되더라고.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출입증
도 보고 뭐 똑같은데 빨간 줄로 쫙 있어가지고 그 안에 못 들어가게 막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좀 점심시간에 좀 들어가고 그런데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
아요. 제 기억에.” (DD)

명장들이 기능적인 부분에서만 선배들로부터 일을 배우거나 아니면 스
스로 터득하기 위하여 시행착오를 거듭했던 것은 아니다. 여러 명장들은
자신의 사수, 혹은 관리자들로부터 인생의 경험과 일에 대한 태도 등을
배웠음을 설명하였다.
“아마 한겨울이었던 걸로 생각을 해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제품이 뭐 이제
퇴근시간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안 끝난 거죠, 검사가. 검사가 안 끝나고 그걸
하여간 뭐 아무튼 그 저 밤 11시까지인가, 뭐 12시까지인가 이렇게 같이 이게
드럼통에다가 이렇게 불 피워가면서 공장에. 그러고 손을 이렇게 말리고 쬐어
가면서 이렇게 일을 했던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할 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가 “하여간 니가 하는 일, 니가 하는 게 최상일 수도 있고, 또 최고가 돼야 된
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을 다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생각 나
네요. (중략)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일을 하면서.” (DB)

그 선배는 DB명장보다 다섯 살 정도 많은 사수였는데, 거제도 대우조
선 출신으로서 DB명장 이전에 유일하게 UT 자격증을 갖고 있었던 사람
이다. 그렇지만 기능과 관련해서 DB명장의 경우도 사실상 스스로 업무를
익혀나가는데, 그 이유는 앞서 말한 선배 등이 일찌감치 회사를 이직했기
때문이었다.
“글쎄요. 제가 일을 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오래 일을 같이는 안 했
어요. 그분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중략) 네, 그분도 그렇고, 장○○
라는 분이 또 그 바로 밑에 장○○라는 분이 계셨고 하는데 그분들이 같이 일
을 하다가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셨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
제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생
기더라고요. 입사 후 한 2∼3년 정도 지났을 때인 것 같습니다.” (DB)

선배들의 공백 속에서 DB명장이 입사 후 불과 2∼3년 만에 일을 주도
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똘똘한 젊은이’로 보였을 뿐 아니라 사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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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서 비파괴검사를 부전공으로 공부했고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 그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제 자격증이 있었다는 그게 작용했었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뭐 부전공이지만 이론적으로다가 이제 비파괴공부를 했
다는 게 굉장히 큰 그게 도움이 됐었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물론 이제 담당 과
장님도 뭐 이렇게 엔지니어 이런 분들이 저에게 상당히 큰 관심을 가졌던 게,
관심을 갖고 또 뭐 이렇게 뭐라 그러냐? 뭐라 그러냐? 관심을 갖고 좀 많이 배
려를 해주더라고요.” (DB)

요약하자면 일반적으로 서구에서 말하는 도제시스템을 통하여 D중공
업 명장들의 숙련이 형성되고 축적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경험적 숙
련을 암묵지 형태로 보전하고 후배에게 전승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적어
도 1982년 창원공장 준공 이전부터 들여왔던 수많은 선진기계들은 엔지
니어들에게조차 생소한 것이었다. 선배들도 어차피 처음 접하는 해외의
기계에 대해, 오히려 공고 등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후배들이 조기에
시행착오를 통하여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대졸 엔지니어
들은 매뉴얼의 번역 등으로 도움을 주었으나, 가동 부분에서 새로운 젊은
숙련공 집단의 능력은 K중공업의 생산능력 제고에 큰 힘이 되었던 것으
로 보인다. 스스로 선진기계에 대한 기능을 터득한 집단의 탄생, 그것은
1980년대 초중반 K중공업의 숙련 지도(map)를 설명하는 키워드인 것으
로 판단된다.

2. 선진기술의 흡수 및 엔지니어와의 관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K중공업 시절의 초기 기능 습득은 차관을 통해
여러 나라로부터 수입한 선진기계를 어떻게 능숙하게 작동하는가와 관련
되어 있었으며, 이때 공고나 직업훈련원 등에서 체계적 교육을 받은 우수
한 젊은 인력의 학습의지와 잠재능력이 주효하였다. 물론 그 중에서도 선
배들로부터 일찌감치 주목을 받을 정도로 능력과 태도가 우수했던 자들
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숙련 집단은 제강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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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등에서 나타나는 전통적인 숙련 집단과 나란히 발전해나갔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혼자서 모든 것을 터득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선진기계를 만든 외국에 가서 직접 보고, 또는 외국기술자나 국내 엔지니
어와 함께 일하면서 기능을 보완하고 향상시키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으
로 짐작된다.
K중공업 시절에 삼천포화력발전소 건설 등의 경험이 쌓이면서 발전설
비 제작에 있어서 기술능력을 상당히 축적하였는데, 당시 이러한 기술력
향상은 미국 GE사와의 기술제휴에 많이 의존한 것이었다. GE사의 기술
진은 창원공장에 와서 직접적인 감독을 하였는데, 이를 통해 상당한 기술
을 습득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전에 GE에서 감독관을 이렇게 상주시키면서 자기들이 직접 검사를 하
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배웠죠. 그 친구를 통해서 사실은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뭐 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초창기였으
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상주하면서 자기들이 검사하는 거를 보고, 그걸 보고
배웠던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가 먼저 검사해 놓고 자기들이 와서 또 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검사하는 거를
그 사람들 통해서 이제 우리 관리자가 하나 보고 “야, 저 친구 잘 하는데”, “그
래 그 친구.” 그 사람이 저한테 이제 마치고 돌아가면서 “기회가 되면 너 와서
연습도 하고 그래 잘 한다.” 그러고 사실 얼마 안 있다가 그 기회가 생겼어요.
물론 이제 우리 회사에서도 그런 노력을 했겠지만 또 그 친구로부터도 어떤 그
런 게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비파괴검사의
기술을 독자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때 생겼죠. 1992년부터. 1992년
에 가서 (3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트레이닝 받고 자격을 부여받기까지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독자기술력이 생긴 거죠. 그때부터.” (DB)

시기적으로 훨씬 뒤인 2000년대의 일이긴 하지만, DB명장은 독일과 일
본 연수의 기회를 갖게 된다.
“그거는 2005년도, 2005년도에 이제 독일, 감독관이 이쪽에 와서 2주 정도
상주하면서 교육을 했고요43). 그 다음 최근에 도시바에 일주일 정도 연수를 했
43) 2000년대 D중공업으로 바뀐 이후 지멘스로부터 부분품을 수주받고 납품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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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 (DB)

그렇지만 DB명장은 설계능력은 여전히 뒤지고 있지만, 생산기술 측면
에서는 이미 1990년대 중반에 선진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DB명장은 이러한 해외 기술 습득과 동시에 해외자격증을 취득하
는 기민함도 보여주었다.
“국가기술자격증하고, 다음에 외국, 미국의 비파괴검사 자격증, 그 다음에
독일에 있고. 이렇게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자격증. 사실 국내에서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하는 이 자격증은 제조업체에서는 통용이 안 됩니다.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설계 그 뭐 적용하는 제조사양이 코드, 적용 코드가 저
마스미코드, 마스미코드는 미국의 비파괴검사협회에서 발행한 자격증이 있어
야 됩니다. 당연히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일을 못 하지요. 그러다 보
니까 미국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일을 하려면.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유럽 쪽에
이게 뭐 거래관계에 많이 있다 보니까 유럽은 또 유럽 쪽의 IS에 따른 자격을
요구를 하고 있으니 그 자격증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자격
증을 갖게 되는 거죠. 1993년, 1992년도에 미국 그 비파괴검사 협회에서 친 시
험을 합격했죠.” (DB)

DB명장은 5년마다 지필고사를 통해 갱신해야 하는 미국 쪽 자격증 6
개와 더불어 독일 쪽에서는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실기 테스트까지 통과
(2003년경)하여 현재 유럽(독일) 자격증 3개도 보유하고 있다. 국내 자격
증(국가기술자격증)까지 합치면 모두 26개 정도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
다고 한다.
다음으로 DC명장의 경우 1990년 이후 신일본제철 등에 대한 연수 경
험을 갖고 있으며, 거기서 일도 많이 배웠음을 설명하였다.
“그 이제 우리가 그 큰 제품, 로타제품을 발전소, 그 우리 전기 켜놓은 한전
에 들어가는, 발전기에 들어가는 로타 같은 제품을, 대형품을 우리가 무난히
할 수 없어가지고 그쪽에다 제작의뢰를 하고 그 작업하는 환경이라든지, 검수
라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출장을 이제 일주일씩, 뭐 3박4일, 일주일씩 이렇게 많
이 다녔지요.” (DC)

정에서 오디트 및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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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DD명장의 경우 해외연수의 기회를 가지기는 하였으나, 한 번에
오랜 기간을 머문 것은 아니었고, 짧은 연수를 수차례 다녀왔다. 예를 들
어 1991년 일본과 미국 연수를 2주간 다녀왔으며, 1993년과 1997년, 2008
년에도 일본 산업체 연수를 다녀온 바 있다. 따라서 해외연수가 기능습득
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아니지만, 안목을 넓히는 데는 큰 도움이 되
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해외연수를 통하여 기능을 심화시킬 계기를 찾기도 하였지만44),
국내에서 엔지니어로부터 업무를 배우거나 익히는 것은 때로는 갈등을
수반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기능의 축적으로부터 습득한 노하
우와 엔지니어의 이론적 지식이 때로 충돌하였기 때문이다.
DD명장의 경우 엔지니어들이 자신이 개발한 방법을 인정하지 않아서
해외에 나가서 인정받은 사례를 길게 설명하였다.
“물론 여기에 그, 저희가 1991년도에 이제 발전소 개설을 처음 국산화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연수 갔다 오신 분들이 다 이게 뭐 몇 달씩,
심지어 6개월씩 갔다 오셨는데 진작 정밀히 중요한 데 있죠? 중요한 부위를 깎
는 데에는 불량이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불량이 계속 나왔는데 제가 여기
서 그 답을 찾았어요, 사실은. 회사 내에서, 찾았는데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전부 다. 믿지를 않는 거죠. 그 자기가 뭐 연수 갔다 온 자료나 이런 거를 봤을
때도 그 미국에 자료 있죠? 그거를 더 신뢰하고, 일본의 자료를 신뢰하더라고
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껏 한 거를 봤을 때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뭐 몇 개
라도 이렇게 다른 걸로 내 스타일대로 수정을 해서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했
44) 이와는 달리 DE명장의 경우는 해외연수를 통해 기능을 익힌 것은 별로 없는 것
으로 기억하며, 오히려 해외 출장을 선심성으로 배분하는 데 대한 비판의식을 드
러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뭐 해외 경험, 일본 한 번 검사 3박4일
경험 외에는 제가 나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뭐 옛날에는 솔직히 뭐 어떤 뭐 갈
라먹기 식의 어떤 해외 어떤 그런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연수 갔
다 온 사람하고 일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틀렸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맡고 있는
어떤 현장에 어떤 스페셜한 장비도 솔직히 뭐 연수는 다른 사람이 갔다 왔지만
제가 전적으로 맡고 이렇게 운용하는 그런 지금 현재 그 상황도 지금 전개가 되
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갈라먹기 식으로 이렇게, 니 갔다 와가지고 갔다 오면 끝
이라. 그런 형태로 조금 많이 흘러갔죠. 그런 거 이 일 따로 또 일하는 사람 따로.
진짜 뭐 ‘재주 부리는 사람 따로, 돈 받을 사람 따로’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그 어
떤 공기업 시절에 그런 병폐가 좀 많았습니다.” (DE)

제3장 D중공업(발전설비) 사례

147

는데 지금 다른 뭐 일은 됐지만 그거를 뭐 장기적으로 누가 증명해 주지 못하
고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뭐 정식적으로 갔다 온 게 문서가 없어. (중략) “내
가 뭐 가서 내가 특별히 할 거 뭐 있는데 이 자체를 우리가 프로세스를 증명을
해 보고 오는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두
려움 때문에 안 하시려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결국은 한 분을 제가 설득했어
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나 이런 게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좀 나름대로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뭐 같이 또 그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둘이서 떠났죠. 떠나
서 갔는데 아니나다를까, 이 연수 갔다 오신 분들이 우리가 1990년대니까 1960
년대 도면을 보고 배워 오신 거예요. 가니까 불합리한 이런 시행착오를 자기네
들도 벌써 인정을 했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바꾸라고 그러
더라고. 아, 진짜, 진짜 그때 기가 막히고 그렇더라고요.” (DD)
“그 뭐 박사님들하고 이런 과제 때문에 오시고, 식사도 저희가 대접을 했지
만 전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해봅시다.” 절대 그런 얘기를. 그런데 좀 제가 뭐 느슨
했지만 현장에서의 2억짜리를 하루 저녁에 다 해먹으니까 뭐 이건 납기 뭐 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해보자” 뭐 우리끼리야 뭐 그래가지고
한 달 한 반 정도 소요된 거 같아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전부들 다 현장에서
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 (중략) … 그래가지고 계속 막 커뮤니케이션하고 내
려오시고 또 문제가 뭔가에 대한 거를 했는데, 뭐 우리 현장에서도 “안 된다”
고 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뭐 그 기계를 사온다는 자체도 어쨌든 안 된
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안 될 거는 없다” 단지, “다소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렇
다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뒤에 빠꾸할 수는 없지 않느냐? 포기하면 나 이 발
전소 못 짓겠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틀리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작했는
데 지금은 제가 그게 한 달에 400%의 그 생산성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
에 지금 이제 처음에는 좀 부족했지만 보완, 보완, 보완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아마 제가 보기에 일본 애들이 이제 이걸 배워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온 거 같아요.” (DD)

현재도 DD명장의 경우 기계공장 터빈생산기술팀에서 엔지니어 30명,
현장기술직 30여 명과 함께 일하고 있다. 30여 년이 지나면서 공구연마기
는 2대에서 24대로 늘어났다.
이와 유사하게 DE명장의 경우 엔지니어에 대한 낮은 평가를 여과 없
이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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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 출신의 엔지니어는 현장 실무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
니다. 당시에 같이 공대 출신하고 저희들하고 이런 업무를, 기술업무하고 그
현장 장비프로그램 업무를 같이 한 번 병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대
출신들은 현장경험이 없고, 그리고 장비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스
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퇴사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 현장에서는 ‘맞니? 안 맞니?’
이렇게 아우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비 관련해가지고 연수는 갔다 왔죠, 그
작업은 해줘야 되죠, 작업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뺑 받아가지고
사직서 내고 다른 데 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대 출신들은 실물
부분이 있고, 직접 가공을 이렇게, 기계를 잡아 보지 않고, 순수하게 이론기반
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현장에 흘러가는 어떤 장비를 모르다 보니까
이 프로그래밍을 못 하더라고요.” (DE)

그러나 엔지니어들의 설명은 다소의 차이를 보였다.
“처음에는 장비를 운영하는 자체에 대해서 사무실에서 가르쳐 줬다고 보시
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런데 그거는 한 3, 4년도 안 가고 바로 우리 현장
인원들에 줬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상세 그 워킹하는 방법에서 많이 아
는 사람들은 명장 출신들이 많이 알았죠. 많이 애초당초부터 우리의 그런 데
서.” (P상무, 엔지니어)

즉 초기에 엔지니어들이 기계가동의 기본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후 실제 기계가동을 통한 작업 부분에서 사무실에서 알 수 없
는 암묵지가 생긴다는 것은 인정한다.
“예를 들어서 로타 가공 하나 하게 되면, 저는 ‘그러면 저 뭐 몇 mm를 깎고
난 다음에 폴리싱을 여섯 번 하고 난 다음에 착색을 하면 직경이 100분의 1보
다 크게 나타나는데 상층부에서는 제로로 온다’, 이런 식으로 쫙 잡혀 있어요.
그런 데서 적합이 되고, 현장 인력들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해봤죠. 그런 건 사무
실에서 못 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은 우리 명장들이 조금 더 낫죠.” (P상무,
엔지니어)

즉 초기에는 엔지니어들이 기계를 가르쳐 주었고, 다만 빠른 시일 내에
기계의 가동과 관련한 많은 영역을 숙련공들에게 넘겨주었는데, 이후 새
로운 숙련 영역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또 다른 엔지니어인 K상무의 경우도 비슷하다.

제3장 D중공업(발전설비) 사례

149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되면 그 기술도입을 한 그 상태, 그 사람들이 최초로
그 국산화나, 아니면 뭐 초기 제품들을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거
죠, 현장에.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만약에 엔지니어링 하는 그 자체를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그 ‘엔지니어링 나오는 요건들이나 이런 그, 이런 것들
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그 실현, 실현자로서 이 사람들이 역
할을 하는 거지요. 그때 트레이닝 할 때 누가 ‘How to do’라는 걸 가르쳐 줄 수
도 없고, 그냥 현재 있는 엔지니어링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How to do’를 이
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국산화를, 국산화나 초도구매에
대한 거를 참여해서 실행하는 자로서 하다가, 그 다음에 1990년대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그, 그때 받았던 처음에 실행했던 거를 다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제작, 그 근대의 그런 분위기를 참여를 하는 거죠. 그 참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배웠던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숙달
도 되고, 그 다음에 트라이 앤 에러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됐죠. 그
리고 그 와중에 이제 현장에서는 분임조활동이라든지 다른 다 개선활동들, 이
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됐고, 이제 거기에 리더로서 역할들을 이렇게 많
이 했죠.” (K상무, 엔지니어)

이렇듯 엔지니어와 숙련공의 역할과 입장이 대립적이거나 갈등적인 것
은 아니다. 예를 들어 DE명장은 GE 기술 등을 도입할 때 영어 도면을 해
석해 주는 등의 역할에서 엔지니어들이 중요했다고 설명한다.
“주로 발전설비 제작기술이 외국기술이었습니다. GE, 저것, 저희들이 기술
을, 첫 발전설비를 받는 기술 자체가 GE에서 다 넘어왔죠. GE에서 주로 넘어
왔기 때문에 GE에 어떤 그 기술자료 자체가 영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일종의 뭐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그 자료표준화, 해독, 아마 이 정도로
좀 영향을 좀 많이 발휘하셨고, 그 다음 저희들은 같이 공존했지만 현장에 어
떤 그 최종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제품공정이라든지 그 다
음에 뭐 어떤 장비에 투입됐을 때에 뭐 중요한 포인트라든지 이런 어떤 생산적
인 부분에 좀 포커싱이 되고, 그분들은 이제 어떤 자료에, 그 원어 자료에 대한
부분을 좀 해독해가지고 국산화하는 그런 과정하고 좀 완전히 양분이 됐었습
니다.” (DE)

비파괴검사 직종의 DB명장 역시 엔지니어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분업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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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우리가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제 이 제품에 있는 결함을 정확하
게 파인딩 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파인딩 한 거를 정확하
게 사실에 가깝도록 레포팅 하는 능력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런데 엔지니어면
그러면 그런 거를 제대로 이렇게 찾아내고 레포트를 할 수 있게 뭔가 지침을
만들어서 줘야 되죠. 예, 그런 게 필요로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DB)

요컨대 1980년대 이후 K중공업이 발전해나가는 데 있어서 명장과 같
은 우수한 숙련공들이 스스로 기계의 가동과 관련한 노하우를 축적해나
갔으며, 이때 옆에서 엔지니어들이 도움을 주었으며, 때로는 해외연수 등
이 큰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K중공업의 숙련형성은 이렇듯 복합
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시간적으로는 1980년대뿐 아니라 1990년
대에까지 긴 과정에 걸친 것이었다.

3. 자동화와 명장의 기술적 맥락
1980년대부터 기능의 습득과 숙련형성이 이루어졌지만, 항상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었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 자동화기기의 도입이 일반화
되었다. 이러한 자동화기기의 도입은 명장들의 숙련과 역할에 어떤 영향
을 미쳤을까?
비파괴검사 분야에 대해 우선 살펴보자. 이미 터빈 로터의 검사는 최초
로 1987∼89년 사이에 자동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초음파탐상검사를
자동으로 스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명장(후보)는 자동화
기기를 만드는 일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자동화를 비롯한 기술
영역의 확장은 계속된다.
“그렇게 되면서 10년차, 11년차(1994년경) 이렇게 가면서 사업영역이 조금
더 넓어지죠. 우리 회사의 같은 경우는 이제. 아, 아까 말씀드렸던 발전소 가동
중 검사 이런 것도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인볼브가 되고. 또 그런 거를 하
기 위해서 이제 검사기법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안 했던, 제작 중에 검사기법보
다 조금 더 다른 어떤 기법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만들고 뭐 이런 그 일들이 여러 가지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그 검사 기
술수준도 그렇고 새로운 이제 신기술, 그쪽으로 다 이렇게 접근하게 되고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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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 적응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DB명장)

이렇게 자동화기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DB명장의 경우는 특허도 10
개를 획득하게 된다. 다만, 단독특허는 없고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대개
그러하듯이 부장, 팀장, 팀원 등 4∼5명이 공동 특허를 출원하게 된다. 그
리고 회사는 이러한 과정을 장려하게 된다.45)
이러한 DB명장의 사례를 통하여 명장 선정 자체가 국산화 노력을 인
정받았기 때문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자동화 실적이 상당수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검사 기법을
새로 개발했던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검사를 사실은 과거에는 미국의 GE라는
그 사람들이 여기 상주를 하면서 자기들이 검사했던 거를 우리가 시스템을 다
갖추고 또 자격을 획득하고 하면서 사실은 독자 검사기술력을 확보를 했거든
요. 그런 것이 상당히 인정을 받았던 거죠. (중략) 그런 것 그 다음에 발전소 가
동 중 검사를 과거에는 다 선진국 프라마톤, 뭐 알스톤 이런 업체에서 다 우리
국내의 발전소에 들어와서 검사를 했어요. 터빈 쪽의 진단을. 근데 그런 거를
1980년대 후반부터 1987년도에 저희가 인천화력에 처음 가서 검사를 했는데
그때 처음 이제 국산화 기술을 적용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 발전소
에 진단하는 그런 기술, 그런 국산화 실적, 그런 것들을 많이 인정받은 것 같습
니다.” (DB명장)

즉 자동화로 인해서 기존의 숙련이 쓸모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산화
를 목표로 하면서 오히려 자동화 과정에서 명장들이 능동적 역할을 수행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는 엔지니어와의 공동특허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제 옛날 1980년대 이렇게 도입했던 장비들이 이제 노후화돼가지고 새로
운 첨단 시스템이, 윈도우 예를 들어서, 뭐 95에서 지금 뭐 윈도우 8까지 나오
듯이, 안에 시스템 자체도 컴퓨터화로 움직이기 때문에 새로운 버전이 계속 나
옵니다. 그런데 이제 부품이 없어지면 새로 이제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그런 상
황이다 보니까 그런 장비들 바꾸게 되면 제가 이제 그런 새로운 시스템 교육을
갖다가 제가 직접 실무를, 실무를 시키는 그런 쪽으로 많이 뛰죠. 최신 그 시스
45) D중공업은 특허를 장려하다가 산업기밀의 유출을 두려워하여 오히려 특허출원을
주저하던 시절도 있었다. 최근에는 다시 특허를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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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에 대해서, 윈도우를 치면 윈도우 뭐 7이다, 윈도우 8이다, 그 운용기술에 대
한 부분을 제가 우리 장비를 치면 장비에서 일어날 그런 시스템에 지금 윈도우
8에 해당되는 어떤 그 장비 시스템이다, 거기에 최신 시스템에 대한 작업자 이
제 운용, 오퍼레이팅 기술도 지금 제가, 오퍼레이터는 아니지만 장비운용 기술
도 제가 100% 전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프로
그램 기술 포함해가지고 장비 오퍼레이팅 기술까지도 제가 직접. 회사 전체에
장비만 있다, 새로운 장비가 도입된다, 새로운 장비가 그 어떻게 개조된다 하
면 저를 부르더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가지고 주로 뭐 한 3일, 5일 작게 이
렇게 기술 전수 이런 부분들은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주위에
서 이렇게 이런 호응도가 좋다 보니까….” (DE)

이와 같이 컴퓨터응용가공 분야의 DE명장의 경우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오히려 주도적으로 도입하고 응용하는 데 앞
장섰다고 볼 수 있다46). 즉 적어도 D중공업에서는 자동화로 인해 기존
숙련이 부후화되거나 쓸모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장들의 높은 학습의
지와 잠재능력을 토대로 자동화를 오히려 촉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
으로 보인다.
그것은 컴퓨터응용가공이나 비파괴검사와 같이 원래부터 첨단의 이미
지를 지녔던 영역뿐 아니라 제강과 같은 전통적 영역에서도 공통적인 현
상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매개한 것은 소집단활동과 같은 암묵지의 형식
화 및 집단화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안제도 그 뭐 저, 저거하고 특허 내는 것도 그것도 했고, 실용신안이라든
지에, 뭐 이런 제도 뭐 제안제도 그런 거는 뭐 건수까지 다 이거 뭐 그런 문화
였고, 분임조활동도 많이 했지요. 그 뭐 무슨 개선활동 이런 거 하면 그 해가지
고 제가 거기 일부 사장상 받은 것도 하나 있어요. 산업재산권 막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장상 받은 것도 있고, 지식재산권발굴 우수출원기술 해가
지고 이런 거 받은 것도 있습니다.47)” (DC)
46) 또한 현장에서 8년 동안 가공업무를 익혔던 DE명장은 1988년 기술표준화 업무
전담반으로 자리를 옮겼다. 여기서 해외 기술력에만 의존해 왔던 발전설비 제작
기술인 한국표준형원자력, 화력, 증기터빈의 핵심 제품 44종의 제작기술문서를
표준화해 국산화 개발을 앞당기는 데 일조하였다. 즉 암묵적 숙련의 형식지화 측
면에서도 명장들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47) 기록을 확인한 결과 DC명장의 경우 1986년 생산성 향상 공장장표창, 1993년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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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사내 포상제도 등을 활용하면서 K중공업 내에서 숙련은 점차
더 조직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이제 맡은 기계에 숙달되는 차원
을 넘어서 가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까지 이르렀으며, 그 점에
서 적어도 생산 영역에서 D중공업이 인수하기 이전부터 이미 기술 및 관
리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K, P 엔지
니어와의 인터뷰).

4. 명장의 사회적 맥락
명장들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반에
입사하여 일찌감치 선배들의 인정을 받았으며, 특히 선진기계의 가동과
관련해서는 선배들을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주도성은 빠
른 승진을 가져다주었으며, 따라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
DC명장의 경우 1994년 이후 15년간 총괄직장을 맡으면서 자신의 원래
제강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업무와 학습 영역을 넓혀 왔다. 자신
의 분야가 아닌 영역으로 처음 진입할 때 다시 담배를 피울 정도로 엄청
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인접 영역의 업무를 익히면서 리더십을 확립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 제강에 그런, 그런 그러니까 아까 50명, 60명을 담당을 하
면서 뭐 직종이 저 위에 뭐 레들부터 해가지고 한 네다섯 직종이 있습니다. 내
전공분야 아닌 직종들도 내가 그 관리를 다 했기 때문에 그쪽에 다 하면서, 그
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제강 부분에 다양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이 명장 될
때도 나 혼자뿐이었지만, 이 소재명장은 그 제강명장이 있어도 부분이 틀리거
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저도 제가 이거 명장 저만큼 이제 이 부분에 다양
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없다는 거야.” (DC명장)
감독자공로상, 1994년 삼천포화력준공 유공자표창(사장상), 2000년 대형강괴제조
기술개발 금상, 2005년 안전실천사례부문 부사장상, 2006년 11월 산업재산권발굴
우수출원기술 사장상, 2008년 최대경영실적 달성 공로상(부사장장) 등을 수상하
였다. 품질명장과는 달리 제안제도나 분임조활동에 따른 직접적인 포상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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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선배들로부터 인정받는 과정도 그러했지만, 후배들을 통솔하기
위해서도 솔선수범을 보이는 것은 불가피하였다. 즉 능력발휘 이외에 명
장들은 굳은 일이나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맡았던 희생과 도전의 정신
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터빈 로터의 초음파탐상검사는 한
번 들어가면 3∼4일씩 걸리는, 고도의 집중력과 인내심이 요구되는 힘든
일이었으나, 이를 흔쾌히 수행했다고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기피하는 거죠. 일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저는 그
거를 ‘내가 하겠다.’ 그래도 그때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거냐?’, ‘내가 하겠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DB)

또한 명장으로서의 자부심과 자세는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한 우물 판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제 한 길을 간다는 게, 그러면서
도 또 지금 친구들 중에도 공장장은 관리 스킬이잖아요. 근데 저는 전문스킬이
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좀 아, 이 자부심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제 개인적으로 하여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기능
직 일을 한다고 그래서 후배들한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 가서 위축
되지 말아라. 이 나름대로 이런 장인정신을 갖고 일하는 게, 이래 해도 뭐 바람
직하고 떳떳한 거다. 우리 사회가 또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대접 받는 사회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또 뭐 일본에 가 이제 독일을 비교해 봤
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독일에도 가 보면 그 장인정신을 알 수 있고, 몇 대
씩 내려가면서 했는데, 저는 제가 이 35년 했지만,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런 또 생각을 많이 합니다.” (DD)

이렇듯 명장이 된 숙련공들은 태도와 자세, 이론적 지식과 경험적 숙련
을 쌓아나가면서 완전한 숙련의 축적체로 발전해 갔다. 즉 손끝기술 및
그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뿐 아니라 반별 개선활동과 품질문제 분석 경험,
그리고 지속적 교육훈련 등이 누적되면서 현장기술, 즉 숙련이 완성되어
간다는 것이다. 요컨대 좁은 의미의 기술적 능력뿐 아니라 제품 및 공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품질분임조 활동 등을 리드할 수 있는 사회적 숙련
(social skill)도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명장들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능력은 분임조활동이나 자신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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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직에 대한 리더십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1987년 7월 K중공업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이미 감독자의 지위에 오르거나 오를 가능성이
높았던 명장들은 회사를 대신하여 노조와 대립해야 하는 입장에 서기도
한다. 명장들 가운데 비교적 나이가 많았던 DC명장의 경우는 그러한 입
장을 솔직히 설명하였다.
“저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안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노동조
합에 우리가 1987년도에 정문에서 막 데모를 하고 이랬습니다. 86년도 저게 만
들어져가지고 1986년 말, 1987년도에 정문에서 마이크 대놓고 떠들고. 제가 아
까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좋은 회사에, 밥 주고, 월급 주고, 학자금
주고 이렇게 좋은 회사에 와가지고 저 새끼들, 저거 완전히 또라이 아이가? 뭔
데 저렇게 떠드노?’ 사실 내가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래가지고 저는 뭐 그런데
는 일체 거기에 안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1988년도 조장이 됐지 않습니까? 조
장 되니까 이제 이 파업을 하러 나가는 애들 못 나가게끔 살살 이제 달래는 쪽
으로 가야 되니까 … (중략) 저는 아주 그 뭐 회사 쪽에 많이 서서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DC)

그러나 DE명장의 경우는 노조에 대해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다소 긍정
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노동조합에 대한 부분은 그 당시에는 뭐 하도 어떤 뭐 임금이라든지 복지
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열악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어떤 조합에 대한 우리
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실리를 채울 수 있는 어떤 단체가 노동조합
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조합은 있어야 되고, 뭐 또 우리의 찾을 거는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도 뭐 나서가지고 이렇게 파업을 이렇게 막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일단은 어떤 행동에 대한 부분은 같이
동참하고 이렇게 다 하고, 어떤 조합에 대한 개념은 아직까지도, 그런 가운데
서 좋게 발전하면 뭐 아주 좋은 어떤 단체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제가 볼 때
지금도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실제로 맞습니다. (중략) ‘뭐 어떤 조합의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는 부분은 필요한 것 같다’ 하고 항상 또. 지금도 뭐 조합교육
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으면 거기 안 빠지고 일단 그런데 참석하고 합니다. 그
런 부분들은 뭐 전혀 그냥 문제가 될 소지가 없고.” (DE명장)

DF명장 역시 노사관계에 대해 나름대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다

156

한국의 산업발전과 숙련노동: 명장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그 아주 대의원이나 노조간부가 이래 막 공장 안으로 밀고 들어오고 이
런 데서는 현장이니까 마음은 나는 사무실 과장으로 있고, 저기하고 하지만 한
개는 동조를 해요, 마음속에. 현장에서 이렇게 분배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아야 된다’ 하는 거는 분명히 수긍을 하는데, 그렇
게 지나치면 안 되는데, 그 선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처해 있는 환경
이 이렇지만 너희들이 가는 저기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맞다 싶어. 극렬하게 가
는 거는 아니지만, 내 저기를 이제, 내 저기 몫을 챙기기 위해서 좀 가는 거는
맞는데, 이제 안 맞아지는 건이 많지요. 노조에 간부를 하거나 저기하고 하면
아주 이거만 돼가지고 이 관리자 하는 사람들 약점만 캐려고 하고 저기하고 하
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은 않고 위에 저기한 사람 불러가지고 술 먹고 저기
해가지고 그게 우리는 이제 딱 제쳐버렸죠. 저거는 인간 아니다. 또 이제 보면,
지금 보면 그 나는 그런 표현도 하기도 했는데, 노조간부가 되려면 사고방식이
노조의 건전한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모여가지고 어디를 이
렇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걸 회사에 그대로 또 전해 주는 사람이 있거든. 저
런 건, 또 저런 건 또 아니고.” (DF명장)

요컨대 명장들은 1980년대 초중반에 이미 현장 내에서 기술적 능력과
관련하여 두각을 나타낸 집단이지만, 그리고 그로부터 반내 리더십을 발
휘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드러내기도 하였지만, 그러한 위상은 노조가
결성되었을 때 노조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
지만, 명장에 따라 승진의 속도는 다소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
은 일률적이지 않았다. 또한 개인적 성향의 차이도 있어서 D중공업 명장
들의 대(對)노조관은 보수에서 중도까지에 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4절 민영화와 국제화, 그리고 명장으로서의 역할

1. 민영화와 국제화, 그리고 노사관계의 전환
발전설비의 효율적 생산과 시장 형성을 위하여 K중공업을 민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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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논의는 1980년대 후반을 비롯하여 주기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럴
때마다 현장은 들끓었으며, 때로는 장기 파업을 겪기도 하였다. 수차례에
걸친 민영화 시도가 중간에 중단되었지만, 1998년 외환위기는 민영화를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만들었다. 결국 2001년 D그룹이 K중공업
을 인수하면서 공기업체제가 종식되고 사기업으로서 국제경쟁을 헤쳐나
가야만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K중공업의 민
영화에 대해서는 한국조세연구원 보고서 등에서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평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김현숙 외, 2007). 특히 해외시장 개척 등에서 공기
업 체제에서 볼 수 없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잇따랐다.
기술적인 능력에서 보자면 이미 1990년대부터 적어도 생산영역에서는
선진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미쓰비시중공업과도 대등한 교류회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K, P 엔지니어). 그렇지만 설계능력, 즉 원천기술 측
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남아 있으며, 이를 조기에 따라잡기 위하여
영국의 밥콕, 체코의 스코다파워 등의 회사를 인수하기도 하였다. 그 밖
에 주단조 부문에서 루마니아 업체를 인수하기도 하고, 담수화설비 부문
에서 베트남에 공장을 건설하는 등 D중공업의 국제화는 매우 빠르고 넓
게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명장들은 이제 해외공장 지도라고 하는 새로운 역할을 부
여받게 되었다. 예를 들어 비파괴검사 직종의 DB명장의 경우 2008년 이
후 루마니아에 열 번 이상 기술지도를 갔다 왔다고 한다. 그리고 그 중에
는 4개월간의 체류 근무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지도는 직
접 제강분야로 연계되어 있는 DC명장의 경우 한층 더 많은 역할이 기대
되는 것이었다.
“루마니아에 IMGB라고 하는 우리 자회사가 있거든요. 그 자회사에 가서,
제가 뭐 두 달도 가고 한 달도 가고, 뭐 두 달씩 두 달씩 가고 또 뭐 보름도 가
고 최고 짧은 기간이 15일씩 갔는데, 그렇게 가도 루마니아에 가서 지도한 기
간이 거의 약 1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기술도 거의 우리 수준으로 올
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 올려놔 줍니다.” (DC)

그렇지만 이렇게 본격적인 민영화의 효과나 국제화의 빠른 진척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다. D중공업의 인수 초기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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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까지는 경영이 부진을 거듭하였으며, 더욱이 2002∼03년에는 대규모
노사분규를 겪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2003년 말 1,300여 명이 명예퇴직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명예퇴직은 노조와의 합의하에 진행되었으며, 막대한 명퇴금48)을 수반한
것이었다. 어쨌든 구조조정은 현장의 분위기를 뒤숭숭하게 만들었을 것
으로 보인다. 더욱이 2002년 47일간의 파업을 거치면서 18명이 징계해고
되고,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된 것 등이 현장에서 점차 사용자의 우위를 가
져오게 된다. 2002년 파업 중 이루어졌던 손배·가압류를 견디다 못해 대
의원 한 명이 분신자살 하는 사태가 2003년 초에 벌어지면서 D중공업은
전국적 노사분규의 중심에 서기도 하였으나, 이미 원칙 대응을 기조로 노
사관계 질서를 바로잡고자 한 사용자의 전략과 입장을 변화시키지는 못
하였다. D중공업의 사용자는 원칙 대응을 통한 규율 확립을 한편으로 하
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300여억 원을 들여 샤워장과 식당 등을 개조하는
등 기업복지에 대해서는 시혜적 전략을 본격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전
략은 2006년 이후 8년간 무파업으로 단체교섭이 마무리되는 결과로 나타
나고 있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변화에 대해 DA명장은 공기업 시절 노사관계에 대
한 부정적 평가와, 민영화 이후 D그룹의 원칙 대응에 대한 암묵적 동의를
밝히기도 하였다.
“그런데 다른 회사도 그렇지만 저희 중공업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거에요. 그
러니까 뭐 사람이면 아무리 갑을 따진다고 보면 갑이 을한테 아무리 잘 해줘도
을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조합을 결성할 정도의 피해의식은 안
가졌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렇게 한다 하니까 우리도 ‘아, 지난번에
우리 뭐 직장이, 나한테 잘못했어’, ‘내가 꼼짝못하고 지 맘대로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냥 느끼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지, 공기업치고 그때 당시 뭐 그렇게까
지 심각성이 있지는 않은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욕심도 많이 생겼고, 뭐
냐면 놀아도 돈 주니까. 정문 닫고 놀아도 돈 주니까. 끝에 가면 다 주게 돼 있
48) 인사팀의 설명에 의하면 약 48개월분의 통상급이 제안되었는데, 이는 평균임금으
로 따지만 2년치 연봉 정도라고 한다. 그렇지만, DF명장이 설명해 주듯이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자들의 경우는 남은 기간을 고려하여 명퇴금이 산정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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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든요. 이제 D사로 왔을 때는 ‘그게 아니다’라는, 또는 ‘일한 사람은 돈을 주고
노는 사람은 돈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조금 D사에서 조금 이미지 개선을 시켜
준 거죠. 그래서 D사하고 공기업하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공기업은
‘니나 나나’ 뭐 이런 형이고, D사로 바뀌고 나서는 프로정신이 완전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야기한 거는 그때 당시 뭐 ‘K중
공업 시절에 꼭 조합이 생겨가지고, 조합이 없으니까 진짜 피해의식이 많았다’
해가지고 생겼나 그렇게는 저는 안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대의 변천하
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따라 가서 한 거고, 하다 보니까 재미있고, 하다
보니까 놀아도 뭐 나중에 보면 돈 다 나오고 뭐 더 주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습관화돼가지고 자주 해서 ‘경남 쪽이나 이쪽에서는 뭐 K중공업은 노동
은 제일 강성이다.’” (DA)

즉 DA명장의 경우 과거에는 유행에 따라 휩쓸려 노동운동을 했다는
평가와 더불어 D그룹으로 인수된 이후에는 회사의 원칙 대응에 따라 노
사관계가 정상적으로 변화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DA명장의 견해와는
별개로 D중공업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의 핵심 사업장 중 하나로
강한 조직력을 갖고 있으며, 여전히 2002년 해고자 중 4명이 복직되고 있
지 못하지만, 노사관계는 새로운 변화의 기운이 감도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사관계의 전환에서 D중공업의 현장 숙련 우대정책이 큰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2. 회사의 숙련자 우대정책과 명장 되기
2001년 이전까지 공기업체제하에서 K중공업의 노사관계는 거의 매년
파업이 일어나고, 대체로 노조의 요구가 관철되면서 파업이 종료되는 관
행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D사가 인수하면서 사용
자 측은 원칙에 입각한 노사관계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다른 한편
으로는 대규모 명예퇴직을 통하여 인력의 소수정예화를 추진하고 아울러
임금복지 수준을 높여줌으로써 충성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채찍과 당근 전략 이외에 타사와 D중공업을 구분 짓는 중요한
전략은 기술직 우대형 인사제도이며, 그 중심에는 명장에 대한 존중이 놓
여 있다. 우선 직급 체제에서 6급 사원, 4, 5급 반장, 2, 3급 직장,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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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기장으로 불렸던 현장 직제를 기술직에 특화하여 기술사원(6급), 기
술대리(5급), 기술과장(4급), 기술차장(3급), 기술수석차장(2급), 기술부장
(1급)으로 호칭을 변경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호칭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현장 근무자들을 기술직으로 우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
다. D중공업 인수 이전에는 대졸 엔지니어들은 기술직(갑), 현장 사원들
은 기술직(을)로 불리고 있었다. 이를 대졸자들은 직종과 무관하게 모두
사무직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현장 사원들은 기술직으로 일원화하면서,
사무직과 동등한 직급 호칭을 부여한 것이었다. 아울러 실제 운영에서도
자동승진이 아니라 좋은 인사고과 점수를 얻어야 승진하는 것으로 방침
을 변경하였으며, 다음 단계로 승진하면 급여수준도 실질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49).
이러한 현장 기술직 인사제도 개편에 대해서 명장들은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 향상보다도 자기의 어떠한 사회적이다 이런 걸 주가라고 합니까? 자
기 직위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뭐 ‘조장을 달았다’ 그러면 조
장 다는 거하고 차장 단 거하고는 어디 가서 명함을 내민다거나 어디 가서 프
라이드라고 할까? 두산에 대해서 자부심은 안 갖잖아요. 다른 데 회사는 뭐 작
아도 뭐 부장, 차장 이렇게 달고 있는데 우리는 반장, 조장 이러면 그 이미지가
벌써 현장 냄새, 현장 타입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직위를 바
꾸는 거가 그 뭐 ‘돈을 더 많이 준다’, 어떤 뭐 ‘보상’, 그 다음에 ‘복지가 더 좋
아진다’ 그런 것은 없어도 하여튼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부심과, 그 다음
에 자기 그 뭐라고 하나? 자기 프라이드라고 할까? 어디다 내밀면 ‘나는 D중공
업에 이거다’라고 할 정도 있는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DA)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에 사실은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이거
이제 뭔가 그냥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뭐 그 ‘빛 좋은 개살구 아니냐,’ 예를 들
면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조금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
49) 기술과장(4급, 과거 반장)에서 기술차장(3급, 과거 직장)으로 승진할 경우 월급제
의 적용을 받아 잔업수당을 받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오히려 승진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는데, 새로운
인사제도에서는 일정 시간 이상으로 초과근로가 이루어지면 그를 실제 보상하도
록 하여 승진기피 현상을 방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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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떤 그거를 가지고 추진을 했고, 또 결과적으로 그게 잘 됐다는 생각을 가
지고 있고. 분위기도 좋다는 생각도 듭니다. 현장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DB)

이런 긍정적 평가는 이미 퇴직한 DF명장도 공통적으로 언급하였으며,
엔지니어나 인사팀 관계자 등 관련 부문에서도 좋은 평가를 거두고 있었다.
기술직에 대한 우대 정책의 꽃은 명장에 대한 각종 혜택들이 풍부하게
제공되고, 업무에서도 숙련자들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우
선 대한민국 명장이 되면 국가에서 2,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데, 여기
에 더해 회사에서는 1년에 2호봉씩 승급되는 시스템에서 추가로 2호봉을
즉시 올려주도록 하였다. 아울러 명장협의회 등 상급 조직에 대한 회비를
회사가 대신 내주고, 명장들에게는 차량 비표를 배부하여 자유롭게 공장
출입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회사는 대한민국 명장 14명과 품질
명장 22명, 총 35명(1명은 중복)이 결성한 D중공업 명장협의회에 대해 연간
3,400만 원의 활동비50)와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35명
모두의 핸드프린팅을 찍은 ‘명장의 전당(Hall of Maestro)’을 사내 식당
근처에 설립(2011. 11. 6. 제막식)함으로써, 사내에서 모두의 존중과 선망
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명장으로 선정되면 사내 방송(DBS)을 통하여 이 사실을 적극 알리고,
칭찬해 주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물론이다. 또한 공식화된 혜택은 아니
지만, 명장들의 경우 정년퇴직 이후에도 다년간에 걸쳐 일할 수 있는 기
회가 부여되기도 한다. DC명장의 경우 정년퇴직(56세) 이후 현재까지 4
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DF명장은 2004년 말 정년퇴직 한 이후 2012년 말
까지 무려 8년간이나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할 수 있었다. 이들의 급여수
준은 연도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는데, 대략 70∼90%선에서 형성되므
로 적은 금액은 아니다. 또한 하던 일도 그대로 현장 지도와 사내 강사 등
을 감당하게 된다. 이는 다른 일반 퇴직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으며, 후
배들에게 명장이 우대받는다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50) 처음에는 명장들의 친목모임으로 출발하였고, 따라서 모임 때마다 부정기적으로
임원들이 회식비를 보조하였으나, 2009년 이후 공식화하여 아예 1년 활동비와 회
식비 등을 사전에 책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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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보인다.
명장들은 이러한 우대 속에서 해당 부서와 협력하여, 혹은 명장협의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부품협력사
현장 지도를 핵심으로 하는 동반성장 활동이며, 기타 봉사활동과 사내외
강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 혁신 운동인 D중공업 반
별활동과 손끝기술 표준화 활동에 대한 심사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한다.
아울러 마이스터고, 전문대 등에서 사내외 강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
행할 수 있도록 코칭기법, 강의법과 교육자료 만드는 법 등에 대한 교육
을 이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또한 표준협회 등에서 품질기법과 문
제해결방법에 대한 강의를 듣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이상 품질팀장 및 인
사팀장과의 2013.10.10 인터뷰).
다른 회사들에서 볼 수 없는 이러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이 명장이 되고자 하나, 명장이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더욱이 예전에
는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전 기록과 공적을 찾아서
서류를 작성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대목에서 명장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자신의 업무나 생활과 관련한 기록에 철저한 사실을 적시할 수
있다.
“지금 보면 제가 항상 기술적인 부분 그 노트하고, 다른 노트하고 제가 별개
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내 기술에 대한 이 핵심적인 노하우라
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우연히 오늘 가지고, 가지고 왔네요,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그 제 머리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거는 아무나 또 가질 수 있는 그
런 지식, 이런 부분도 아닌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그때 어떤 서적을 이
용한다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가지고 한다든지, 지금 제가
좀 두꺼운 노트로 전부 다 몇 권의 노트를, 작은 노트를 자투리 해가지고 전부
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좀 양이 많은 쪽으로 이렇게 이제 다시 옮긴 부
분이라가지고 이것 좀 갔는데요, 옛날 부분으로 돌아가게 되면 좀 지저분한 부
분도 많아가지고 제가 좀 나름대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림만 보면서는 전부
다 그때그때 해가지고 기록하고 이렇게 막 오려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
고 남들이 쉽게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이렇게 메모를 하고 깊은 쪽
으로 뭐 가지고 항상. (중략) 이게 뭐 계속 뭐 틈만 나면 제가 여기저기 또 필
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뭐 오려 붙여가지고 이렇게 스크랩을 해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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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직접 제가 여기는 뭐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부분만 어떤 특정인한테 전수
만 해줘도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그 노하우를 갖다가 이 전수할 수 있는
이 노트 하나만 전수만 돼도 엄청난 티칭(teaching)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료
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DE)

또한 DE명장의 경우 기계가공 기능장 자격 취득 시 모은 자료 등을 정
리하여 책자화함으로써 사내외에 걸쳐 200명 이상의 자격 취득자를 배출
하는 데 보이지 않는 기여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렇게 수많은 기술문
서를 표준화하는 데 앞장섰던 것이다.
여하튼 명장에 도전해서 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많은 준비와 서
류작업이 필요하였다. 예를 들어 DC명장의 경우 1998년에 한 차례 떨어
진 이후 2001년 신청하여 명장에 선정되게 된다.
“한 번 추천 받아 가서 떨어졌으니까 뭐 또 포기했지. 뭐, 포기하고 그냥 막
주어진 업무 일만 뭐 계속 열심히 했지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 뭐
부서에서 그 또 그 우리 파트가 아니고 또 옆에 파트인데 그, 그 선배가 ‘아깝
다. 한 번 더 나가는 쪽으로 준비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 공장장님한테 이야
기했더만 공장장님이 아, 한 번 해 보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 진짜 서
류답게 파일을 하나를 준비를 했죠. 뭐 업무시간에 안 되고 일 끝나고 나면 막
저녁시간에 기사 잡아가지고 PC 치고 막 내가 그거 해주고, 이런 거 해주고 이
래가지고 밤 10시, 11시, 12시까지 하고 막 토요일, 일요일 날도 와서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2001년도에 나가서 합격을 했습니다.” (DC)

DF명장은 1995년 명장 신청서류 작성 과정에서 사무실의 도움을 받았
음을 잘 설명해 주었다.
“대기업에 다니면 내가 조금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옆에서 채워 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단조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인원이 한
15명쯤 될걸요? 그러니까 단조, 특수생산, 열처리, 공정 이렇게 네 개 과가 되
니까 저희가 같이 근무하는 친구가 대학교 나온 사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원이나 대리가. 그 내가 이래이래 해가지고 저런 저기를 하는데 이거 좀 준
비 좀 해 보자 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옛날에 생산했던 거 빼오고, 이거이거
저기하고, 보내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제본 딱 해서, 그때만 해도 그런 저게 없
었을 거에요. 회사 안에서 제본하는 데가 있으니까 딱 맡겨서 하면 책이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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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두꺼운 게 딱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 D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서류 만드는
거는 크게 어려움 없을 거에요.” (DF)

최근에 D사는 명장 키우기와 배출하기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따라서
인사부서뿐 아니라 명장회 자체에서도 후배들을 명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다년간에 걸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제 회사에서 추천을 할 때도 조금 저희들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것
있었는가 없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회장 하고 이럴 때는 지금도 뭐 자꾸 해, 년
마다 나오잖아요. 저희들은 명장을, 저희들은 후배양성을 합니다. 5년 내지 타
임을 두고. 5년 내지. “니는 5년 후에 무슨 명장이 될 거니까 이런 거, 이런 거
해라” 미리 하고, 그 다음에 점수 되는 거 있잖아요. 노동부에 가서 뭐 시험 감
독을 하면 몇 점이고 뭐 그런 거. 그 다음 “봉사활동 몇 점이니까 봉사활동 해
라”, 그 다음 “니는 교육 강의도 없으면 제가 니 와서 여기 강의해라” 해가지고
노동부에도 강의 시작해가지고 시간표에다 넣어가지고 강의 스킬도 해주고,
이력 스펙을 쌓이게 만들어준다 이거에요. 그게 보통 보면 한 5년 갑니다. 그러
니까 저희들이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가 신청을 할 때 저희들 임원
진에서 한 번 거르거든요. 저희들 한 번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니가 뭐가 문제
가 있으니까 내년에 해라”, “다음에 하라”. 그 다음에 “니는 이번에 어떤 가능
성이 있으니 추천을 해 줄게” 뭐 이렇게 저희들도 필터링을 자체적으로 또 합
니다.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DA)

회사가 조직적으로 밀어 주고 사전에 검증하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역설적으로 이는 명장이 되기 위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정한 조직
내 정치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을 극복하고 명장이
된 DD명장은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저게 무슨 큰 떡이 되는가 싶어서 준비도 안 하고, 또 뭐 이렇게 정치적으
로 잘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뭐 어느 뭐 집단이 그렇듯이. 그러다 보니
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래 올라오는 거를 보니까 세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
까 그래 준비를 하다 보니까는 이분들 입장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거 뭐 그냥 추천만 받으면 뭐 되는 겁니다.’ 그러고 뭐 또 ‘올라가서 뭐
다 포장해가지고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래서 올라왔는데 세 분이 올라왔는데, 두 분이 하다 보니까는 그게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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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도 안 되고, 또 뭐 이런 게 되니까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포기를 하시다 보
니까 회사에서 뭐 대안이 없어요. ‘끝나는 건가?’ 이렇게 남겨놓고 저한테 연락
이 왔더라고요. 그 두 분이 이렇게 또 포기를 해버리니까 회사 망신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보고 조금 이제 “준비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기회만 준다면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
서 준비를 하게 됐죠. (중략) 그렇게 서류를 내고 뭐 1차 서류심사를 통과를 했
어요. 했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1차 서류심사 하고 2차 뭐 면접으로 해서 이렇
게 다 끝나는 그런 이, 그러니까 2차 면접이 있다고 통보가 왔더라고요. 그때.
그러면서 뭐 앞에 선배님들 얘기가 뭐 “2차 면접 가면 그거는 될지 안 되는지
모르고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불확실해서 이제 뭐 심사를 온
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온 사람이고 내가 뭐 이거를
뭐 금방 되리라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도전을 해서 현장심
사를 보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아마 커다란 또 그 플러스 요인이 된
것 같아요. 뭐 현장에 이래 가서 제가 여지껏 30년 동안 했던 자료들이나, 또
개선했던 내용 중에 그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질문도 했어요.
심사위원 분들한테도 또 어필도 했습니다. “우리 산업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더 많이 할 일이 많고 안타깝습니다. 현장에 있는 대부분
장비들이 전부 우리 손으로 이루어진 거는 없습니다. 전부 독일, 미국, 뭐 200
억짜리 기계에서부터 뭐 10억 이상 기계들인데, 거기에 쓰는 공구를 보십시오.
박사님으로 된 뭐 서울대학 공대 기술진으로 계시지만 이거 우리 손으로 어떻
게 한 게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특히 이런 부분이 안타깝고, 이래서 진
짜 뭐 여지껏 제가 해 온 과정들이 이런 뜻을 갖고 해 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또 뭐 그동안에 한 것들 중 이제 실패했던 얘기들도 쭉
하고 그랬더니….” (DD)
“이 2000년도 이전에 뭐 이리 날짜를 봤을 때 뭐 이 컴퓨터로 다 한 거 있잖
아요. “이런 거는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예
그런 것도 없었지만. 거의 뭐 제 수기로 했던 것들이고 뭐 일일이 쓴 거 있잖아
요.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또 저기 회사에 제 자료가 없는 게 많더라고요. 제
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차트에다 써가지고 작대기 짚고 이렇고 하고 그런
사진 붙이고 뭐 제 손으로 쓰고 있죠? 이런 것들인데 그걸 어떻게 뭐 내가 거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자료를 제 역사도 그렇죠. “제 역사가 그렇
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또 이 제 속으로는 뭐 또 약간 뭐 끊임없는 도
전을 갖고 있듯이 그렇게 흘러온 과정이고, 지금도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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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보람은 느끼죠.” (DD)

그렇지만 명장이 항상 선두주자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니었
다. ESR 가동에서 실패를 맛본 DF명장의 경우 이후 주변적인 일로 밀려
나 승진에서도 누락되었지만, 오히려 시간이 남아서 기능사 1급 자격증
획득과 1985년 창원기능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음을 설명하였다.
이렇게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론 학습의 기회로 삼은 것은 명
장이 되는 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
“공문이 들어오면 그래서 1995년도에 가공 쪽 파트에 있는 친구하고 나하고
경합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 저기 된 게 기능장 자격증이야. 1급 받고 7년, 7년
인데 그 안에 기능대학을 졸업해야만 기능장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자격조건
이 그때는 엄청 까다로웠거든요. 근데 그 자격조건에 내가 부합됐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사람으로 올리자’ 해가지고 내가 그때 올라간 거죠. 그
1급 받고 7년 기능대학 졸업하라고 그러면, 그런 어떤 저기를 하면 몇 사람 없
을 거에요. 그게 데모도 막 기능대 다닐 때 많이 하던데 이거를 어떤 뭐 이래
가두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열었으면 싶으면 자원이 부족한 편이었거든요. 그
때 입학자원이.” (DF)

그래서 1994년 기능대학 동기 한 명이 K중공업에서 가장 먼저 명장이
된 이후 DF 명장이 두 번째 명장으로 선정되게 된다. 그것은 자격조건을
까다롭게 했던 데서 얻은 반사 이익이기도 하였으며, 회사 내부적으로는
일이 없어서 기능대학을 일찌감치 다녔던 것이 전화위복이 된 사례였다.
당시 명장에게는 1천만 원의 상금과 9박11일 유럽 산업연수 기회가 주어
졌으나, 회사 차원의 혜택은 없었다고 한다. 즉 D중공업의 회사 차원의
명장 우대 정책은 명확히 2000년대 이후에 생긴 것이다.
한편 최근 명장이 되기 위해서도 봉사활동 실적은 중요한데, 딱히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여하튼 명장들은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
“봉사활동 제가 한 40명, 50명의 어떤 봉사회원을 거느리고 있거든요. 그런
데 여성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것도 이제 나이가 좀 많은 분들. 그런데 제가 이
렇게 나서가지고 그 사람들 이끌면서 저는 늦게 좀 합류를 했지만 그분들보다
나이는 좀 작죠. 저보다 더, 다 누님뻘들이고 이런데 제가 하는 거를 보고 이렇
게 계획을 만들어내고 이러니까 뭐, 뭐 ‘회장 해가지고 앞에 좀 나서가지고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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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회장으로 추대하고 이래가지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런 분들의 자녀들 진로지도도 내가 만들어주고, 직장도 구해주고, 물
론 뭐 그런 봉사활동을 가자고 하면 막 그 사람들이 그냥 막 따라오는 거야. 뭐
얼굴마담으로 그냥. (중략) 주로 이제 그 70명, 80명의 어떤 그 불우아동 또는
그 부모 없는 애들 고등학교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 그 사회복지단체가 조금 거
리가 멉니다. 저 고성, 행정구역으로 고성에 있는. 거기에 한 70명, 80명의 그
젖도 안 뗀 애들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거기에서 성장을 시켜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뭐 그런데 주로 1개월에 한 번 정도 그 식사 봉사해 주고, 그 다음에
또 목욕도, 한 번씩 오면 목욕도 시켜주고 또 뭐 기타 등등 이렇게 가가지고 뭐
운동회 한다든지 그럴 때는 같이 운동해 주고 뭐 그런 어떤 봉사 쪽입니다. 그
외에도 뭐 저는 나름대로 회사에서도 뭐 나가고 거기는 아무래도 비중이 크다
보니까 좀 그쪽에 일단 포커싱이 많이 돼가지고 한 번 지원을 해주고 그런 거
죠. 그러니까 1년 몰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만 해도, 물품 사주고 하는 것만
해도 1년에 뭐 70명, 80명 애들 점심 한 번 제공해 주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게 하고 뭐 나름대로 또 뭐 회사에 나오는 그 간식 같은 것도 이렇게 모아
가지고 이렇게 누가 또 가는 데 또 보내주고, 그 외에 또 뭐 밖에 공식적인 것
도 뭐 적십자사 그런 데 뭐 공식적 후원금 내고, 뭐 기타 등등 뭐. 또 해야 되고
또 뭐 해야 그런 또 명장이 또 자격이 또 그런 데 다 들어가 있더라고. 그거는
여차저차 해가지고 뭐 좋은 일 해가면서 또 내가 좋은 일을 또 받음으로 해가
지고 내가 또 더 좋게 된다는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DE)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후 명장협의회를 통한
조직적인 봉사활동 확대로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명장제도와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여하튼 평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 형식화된 틀을 강조하게 됨으
로써 오히려 진정한 장인이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정확한 사람이 명장이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조금 어찌 보면 자격
위주로, 자격 위주로, 그 다음에 되는 사람이 포커스를 맞춰 가요. 이 사람이
이 일을 안 하면 명장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특허를 내면
점수가 올라가니까 명장이 될 수 있다. 그럼 특허 안 낸 사람은? 30년이나 50
년이라도 자기 일 열심히 해도 특허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퇴색
되게 됐다고 봐야죠. (중략) 아무것도 몰라도 그것만 오로지 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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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하고는 그것 뭐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국가자격증 같이 이것 점수
따고, 이것 점수, 이거 점수 따면 그 사람이 되지, 아무리 있어도 점수 딸 그 항
목이 없으면 자기 명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DA)

DA명장의 부정적 평가는 자신이 된 이후로 카피명장이 많다는 것에까
지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2008년도 제 될 때까지는 모든 명장 서류라 할까, 이런 부분이 자
기 것만 돼 있었습니다. 자기 것만. 본인 것만. 그러니 남 것 보기도 어렵고, 만
들어진 것도 없고, 홍보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뭐냐? 아,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저부터 PC를 활용할 줄 알았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모든 데
이터를 PC에다가 다 넣었습니다, PC 속에다가. 그냥 폴더 하나 보내주면 끝나
는 거에요, 어찌 보면.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욕도 많이 얻어먹었습니
다. 저부터 뭐 카피명장이니 이런 이야기까지 다 나오는 거야. 포맷에다가 집
어넣은 사람은 저부터거든요. PC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야,
니는 충분히 명장 된다” 그래서 “내 꺼 서류 니 줄게,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면 ‘아, 내 꺼 이름만 바꾸고 이거 줘도 내 것 정보만 갖다 넣고 하면
되겠네’ 해가지고 자꾸 이제 홍보가 되잖아요. 그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참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랬는데 그때부터가 아마 그 현장에 명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좀 싹이 튼 것 같아요. 제가 할 때부터.” (DA)

또한 엔지니어 출신 상무 두 사람도 이러한 명장제도의 허점을 지적해
주었다. 즉 산업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기여한 바는 인정할 수 있지
만, 손끝기술 등에서 정말 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선정되지 않는 경우
도 있고, 오히려 바쁜 사람들은 이력 관리와 서류 준비가 안 되어 명장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중공업 내에서 명장들
이 해냈던 수많은 보이지 않는 문제해결 등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이제 원자력 사업부의 용접/제관분야를 기준으로 명장의 육성과정과 역
할을 보면 [그림 3-1]과 같다. 공고를 졸업한 엘리트 출신들 이외에도, 선
진 기업들로부터 기술을 흡수하고 현장에서 이를 실행하는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명장은 성장하게 된다. 이후 경험적 지식과 더불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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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명장의 육성과정과 역할(용접/제관분야 사례)

자료 : D중공업 내부 자료.

장 관리자로서의 실적을 축적하면서 결국 명장으로 선정되고, 그러고 나
면 다시 현장 기술 자문자로서 협력업체 기술지도 등을 통해 사업 및 사
회에 대한 공헌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육성되는 명장, 그리고 명장에 대한 회사의
뚜렷한 우대 정책은 현장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가 들어온 이후는 공장장이 명장 출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가 가면서,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명장 이런 것들이 그 기능장이나 명장 가기 위한 그
각오를 많이들 밝혀요. 신입사원들이 면접을 다 해 보면. 그래서 그런 쪽에 대
한 얻는 거 어떤 거, 모티베이션(motivation)이나 어떤 자기 타겟팅(targeting)
으로 삼는 거는 잘된 것 같습니다.” (P상무,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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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숙련의 재조명
D중공업의 생산기술체계가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크게 변화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80년대 초부터 컴퓨
터를 활용한 기계(CNC 공작기계 등)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후일 자동화
과정에서 숙련공들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오히려 숙련의 재규정에서 뒤처
지지 않고 선두주자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면 자동화설비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숙련이 지배적이 되고, 과거
의 숙련은 쓸모없어졌을까? 명장들은 자동화설비의 도입 등에도 불구하
고 숙련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소프트웨어가 쉽게 이야기하면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못 하는 것, 사람이
하기 힘든 것을 도와주는 게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런데 힘들고 못 하고, 그걸
떠나가지고, 쉽고 어려운 거 떠나가지고 아무것도 밑바탕도 없는데 이것만 하
는 거야. 이것만. 그러니까 기업체는 버튼맨만, 버튼맨만 필요하다. 그런데 저
희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버튼맨을 시키는 게 누구냐면 진짜 고수들, 다 겪
어보고 완전 뭐 20년, 30년 했던 사람이 20년에서 30년 그 사람은 지금도 그걸
하고 있으면 조금 시간낭비니까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기능사 자격증 딴 사람한테 그거 갖다가 자격증으로 주니 이게 기업체나 이런
사람이 뭘 보겠어요? 참 그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가 시험감독을 하면서도
자격증을 합격, 불합격을 시키면서도 지금 현장에서 애들을 교육시키면서도
보니까, 그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바로 기본이 없어져버립니다. 지금 현
장에.” (DA)

나아가 DA명장은 앞서 보았듯이 명장과 기능장 제도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낸 바 있다. 즉 기계가공에 대한 기본
실력이 안 되어 있는데, 그리고 현장을 모르는데, 전산 능력을 중심으로
기능사나 기능장 자격증을 남발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제일 먼저 그 기본이 밑바탕이 깔리고 있어야지, 기본이 망가지고
는 절대적으로 신규기술을 아무리 갖다가 도입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틀을 갖다가 우리는 다 다져놓고, 그 기본 틀 위에 신기술을 갖다가 오는
거를 접목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틀 위에다가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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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된다고 접목을 시켜주는 거지요. 그 기본 틀은 다 그대로 딱 정해져 있습
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DC)

DB명장 역시 초음파탐상검사 스캐닝의 자동화기기 개발에도 참여하였
고, 그것을 잘 다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을 강조하고 있다.
“기계적으로 스캐닝만 돼서 이거를 평가하는 거는 아직까지도 실제 사람 손
으로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지금 최근에 풀
자동화, 그러니까 사람이 별도로 평가를 안 하고 그냥 스캐닝하고 이 데이터를
받은 거를 가지고 프로그램해서 오픈을 해서 거기서 평가를 하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거든요. 단계인데,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커
버를 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걸로 보여집니다. (중략) 근데 그런
자동화가 이루어져도 그게 누군가가 이렇게 와서 딱 되는 게 아니고, 개발을
하면서 그 개발을 하고 적응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되는 거지, 뭐 이
게 딱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DB)

자동화가 현장의 기존 숙련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화
가 진행되더라도 기존 업무를 엔지니어들이 대체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
어 DE명장이 일하는 터빈공장의 CNC프로그램반은 8명 전원 공고 출신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엔지니어는 1명도 없다.
이렇게 컴퓨터화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숙련과 암묵적 지식이 필요한
상황은 엔지니어 두 사람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차피 뭐 명장이든 기능장이든 현장에서
기술 활동을, 그 사람도 한계는 있어요. 어차피 한계는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다 명장이라고 해서 아주 이렇게 막 누구처럼 그 분야의 완전체로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언젠가 분명한 게 기술이라는 걸 보
면 엔지니어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기능 파트가 있는 건데, 뭐 점점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술 파트가 더 크지, 기능 파트가 더 커지지는 않기는 맞
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자동화 부분, 그 다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신
시어티 이런 부분은 그런 용접들이 그것만 돼서 자꾸 커지게 나가게 되면 현장
에서도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
전히 그 사람들 완전히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서 열 내서 기초적인 그
런 부분들을 실제로 수용해나가면서 얻어지는 그 우리가 암묵지에 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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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떻게든 그거는 만들어내지를, 어느 일정기간이라 해서 그렇게 그거를 이
렇게 뭐 경험지식을 쌓지 않으면 안 돼요. 가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런데 그 부분이 때로는 작은 역할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 어떤 때는.
완전히 우리는 그 사무실에서 이래 보면 요건, 이렇게 준비를, 어떤 제작을 하
라 그러면 요건을 이렇게 주는데, 그 중에서 그 요건이 특이하게 스페샬에 꼭
넣는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될 그런 요건들을 더 넣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라’는
구체적인 절차까지도 ‘어떤 식으로 작업해라’ 하는 것도 줍니다. 그거까지 대부
분을 어느 정도 주는데, 설사 작업지시, 지시는 준다 하더라도 그거를 일단은
모션을 넣어야 되거든. 액티비티(activity)가 나와야 되거든. 그런데 액티비티
에 의한 노하우, 더 내려가면 그 액티비티한 노하우가 또 다르게 또 쌓는, 쌓이
는 거지요. 지침을 주더라도. 그러니까 그 모든 이렇게 우리가 생산활동의 모
든 부분을 다 지침화시켜서 내려주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큰 패턴을
줘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 그 중에 지침이 내려가지 않는 부분과 그
다음에 또 ‘세부적인 액티비티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K상무, 엔지니어)

이제 이렇게 자동화나 IT화로 커버할 수 없는 영역에서 명장들의 역할
은 더욱 돋보이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은 최근 동반성장의 사회적
분위기를 타고 부품업체 지도에서 발휘되고 있다. 예를 들어 DB명장의
경우 비파괴검사와 관련된 전문 사내협력업체가 세 군데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 모니터링도 담당하고 있다51). 또한 DD명장의 경우 치
공구를 만드는 독특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력사에 대한 지도 수요
도 많다. 공식적으로 2000년경부터 협력사 지도를 나가기 시작했다.
“또 항상 트러블이 날 때마다 또 연락이 옵니다. “아, 이런 난삭재 가공이 있
는데 좀 와서 좀 이 뭐 일임을 해주십시오. 코칭 해주십시오” 이렇거든요. 그러
면 누구든지 돌아가면서 해줍니다. 그래서 “당신들 조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좀 있으면 메일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보면 또 이걸 제가 우
리 뭐 팀장님이나 보고드리잖아요. 그러면 뭐 “나가 봐줘라” 그러면 또 나가서
봐주고. 수시 때가 없습니다, 그거는. 필수로 생각하면 뭐.” (DD)

51) 비파괴검사에서 가장 어려운 초음파탐상검사(UT)는 주로 직영 인원 91명이 수행
하고, 나머지 방사선검사나 표면검사 등은 사내에 들어와 있는 전문검사업체 세
군데, 요원 120명 정도가 수행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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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숙련습득의 두 가지 길, 즉 철저히 경험적인 숙련을 선배
로부터 전승하는 것과 도입된 외국장비와 기술을 시행착오를 통해 스스
로 터득하는 길이 있다고 하였는데, 전자의 경우 자동화와 IT화가 진행되
면서 낙오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D중공업에서 30여 년간 네
번에 걸쳐 시행된 명예퇴직 과정에서 이들이 주로 퇴직을 선택했던 것으
로 보인다. 특히 민영화된 이후 2003년에는 경영위기까지 겹쳐서 1,300명
가량이 명퇴로 나가게 되었다. 당시 파격적인 명퇴금을 제시했기 때문에
노조의 동의하에서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기는 했지만, DD명장에
의하면 기능 수준이 높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군포공장부터 일했던 감독
자층이 대거 그만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후배지도
D중공업의 명장들은 가난한 가정환경과 초기 열악한 작업환경 등을 모
두 이겨냈으며, 학력의 열세를 딛고 성실한 자세와 도전 정신으로 선진
기계들을 익히고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제 50대 이상이 된
현재 후배들에게 자신이 익힌 기능을 전수하고, 아울러 인생과 작업에 임
하는 태도 및 자세를 가르칠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DF명장은 후배들에게 다기능화와 사전 점검 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 현장에 사람을 딱 모으고 다기능을 교육을 많이 시켰어
요. 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용접하는 사람은 용접만 해요. 이 직군을 하는
사람은 그리 하는데, 가고 보니까 다 안 해. 이 내가 저기 한 데는 가우징부터
딱 시켰어. 이 직종은 용해에요. 가우징, 그럼 이제 트레이닝 시켜 놓으면 용접,
이걸 천천히 해가지고 “니가 여기서 일을 하려면 이 일은 다 할 수 있어야 되
니 직종에 관계없이 이 일을 해라” 이렇게 시켰는데, (중략) 그 뭐 일본에서 저
기하고, TPM, TPM 하잖아요. 저 위에 이제 막 한 5m, 6m 되는 기계 위에서
부터 타면서 피트까지 이 구리스 볼이 어디 있는지, 이 기계에 구리스 볼이 몇
개 있는지, 이 거기 들어가는 구리스가 기종이, 유종이 뭔지, 언제 뭐 3개월에
한 번씩이면 한 번씩 이래가지고 청소하면서 “니가 이 기계를 알아야 이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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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거지”, 기계 고장 나면 한쪽은 그래요. 우리 저기 공장에. 기계 고장 나
면 그 애들은 딱 열중쉬어 하고 있는 거. 형식으로 다 가버려요. 그럼 점검하는
사람들이 얘들이 들어와. 우리는 뭐 내가 그냥 그러니까 삼십몇 년 된 기계가
지금도 새 기계처럼 돌아가요. 일 년에 한두 번 뭐 고장 날동말동 해요. 그게
그런 거는 참 내가 잘 했다 싶어. 예, 이거 다기능 교육시켰고, 이, 이제 위험한
일이, 중공업 일이 위험하거든요. 이, 이제 처음에 오면 ‘이거 깊은 데는 어디
고, 낮은 데는 어디고, 이런 지형부터 숙지를 해서 일을, 작업하는데 이래 저기
해서 이 설비를 완전히 니 거를 만들어라’. (중략) 도면 쳐다보고 눈으로 보고,
도면 쳐다보고 눈으로 보고 해가지고 이거를 니 머리에 딱 넣어서, 어디에 딱
기계 고장 나면 어디 가서 뭘 잠그고, 어디 가서 끌르고. 이래 저기 하게 그렇
게 해서 그런 거는 상당히 내가 잘 시킨 것 같아요.” (DF)

그런데 기능적인 측면에서 후배들에 대한 지도에서도 컴퓨터화의 영향
이 나타나서 비교적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옛날 같이 손재주하고 기능 가지고 하면 어려운데, 지금은 사람이 하는 것
은 어려운 것은 소프트웨어가 지원을 해주면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
웨어만 잘 다룰 줄 알면 80%는 그냥 먹고 들어갑니다. 80%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 접근성이 좋다고 하는 거지, 얘네들이 우리 배울 때 같이 손으로 하
고 몸으로 떼우고, 그 다음에 자기 소질이 있어가지고 기능으로 하는 것은 지
금 그런 시스템으로 안 돼 있잖아요. 지금은 기계라도 다 컴퓨터고. PC방 가도
컴퓨터고. 전부 다 컴퓨터만 하라는데, 학교에서도 3년, 5년간을 컴퓨터만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잘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접근성이 되는 거지, 걔네들 컴
퓨터 빼버리면요, 진짜 옛날보다도 못합니다.” (DA)

즉 예전만큼 손재주가 없다고 하더라도,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만 다룰
줄 알면 선배들의 기능 수준을 상당한 정도로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가 이제 중간을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이 사람, 저 사람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 지금은 손재주보다도 전부 다 소프트웨어를 하기 때문에 애들이
잘 따라오고, 똘똘하고. 그 다음에 D맨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기 때
문에 교육은 저희들은 조금 난이도는 높게 하지만 그런 거 잘 따라왔고 잘 하
고 있습니다. 애들이.” (DA)

즉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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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취업한 젊은 인력들의 능력과 태도는 일정하게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소프트웨어 교육은 국제적으로도 표준화되어 있는데,
문제는 현장에서 OJT를 잘할 수 있는 명장들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해외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
어로 교육하는 그런 교육 담당자들은 국내나 해외나 똑같아요. 모든 것이 다
국제적으로 다 통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교육하는 내용을 독
일에서 다르게 한다 그런 게 아니라 독일 교육이나 여기서 교육이나 똑같습니
다. 일본에 가도 마찬가지야. (중략) 그러니까 저희들은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하고 그런 쪽으로만 교육을 시키는 거고, 현업에서 내려오면 또 각각의 부서에
각각 공장에 보면 명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OJT교육을, 실제로 보여
주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보여 주고,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3박자 맞아 들어가는 거죠.”
(DA)

그렇지만 기능과 지식적인 측면뿐 아니라 DB명장은 후배에 대한 지도
에서 자세와 태도를 더욱 강조한다.
“제가 기대하는 수준하고 조금 괴리감이 있다는 거죠. 저는 좀 이렇게까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만도
훌륭하다고는 생각 듭니다. 그런데 뭐 집에 있는 애들도 안 되는데. 그렇죠. 제
욕심이죠. 제,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할 때하고 지금 일을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많이 다른데 그런 것들이 조금 적절히 이렇게 잘 보완이 되고 조화가 잘 이루
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가.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아, 너무 일이 많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저는 그냥
“시간이 없다는 말, 일이 바쁘다는 말 하지 마. 나한테”, “니가, 너희는 그것보
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또 할 수가 있으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제가 즐겨 쓰는 말이거든요. “시간 없다 하지마” 일 많다고 하는 걸 가지
고.” (DB)

사실 명장의 삶 자체는 끊임없는 도전의 역사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후배들에게도 부지런한 삶을 요구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거꾸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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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요즘 젊은이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깔려 있을 수도 있다. 그렇
지만, 청년층의 나약함과 이기적 행태 등의 부정적인 평가가 일반적인 가
운데서도 후계자로 삼을 만한 후배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괜찮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지금 막내, 입사가 한 4년 정도밖에 안 되는 아
주 젊은 친구가, 그 친구는 좀 자란 고향이 태백인데, 태백영월 출신인데, 좀
자란 환경 자체가 보니까 조금은 나름대로 어떤 그 어렵게 이렇게 자란 그런
친구다 보니까 뭐 야간, 대구 야간 영진전문대인가? 야간과정 나오고, 사회에
서 어려운 부분도 접해 보고 그 다음에 학창시절 그 전국기능대회에도, 기능경
기대회에도 가가지고 뭐 메달도 수상하고 이랬더라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기
본을 다 밟고 어려운 과정을 이렇게 겪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뭐 상당히 그냥
내가 좀 이래 키워주고 싶은….” (DE)

5. 퇴직 후 재고용과 은퇴설계
명장들의 나이가 50세를 넘고, 일부는 60대를 훌쩍 넘어서고 있기 때문
에 은퇴 이후를 대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이다.
DB명장은 최근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 1기로 선발되어 활동하고 있으
며, 아울러 창원의 문성대학 특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또한 활동범위
를 넓혀 해외진출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이 분야의 레벨 3 수
준이 국내의 기사급 이상의 자격증에 해당되는데 미국과 독일에서 획득
한 이 수준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이
다. 결국 전문업체나 엔지니어링 업체 등에 취업이 가능하고 또 그런 희
망을 피력하였다.
DC명장의 경우 2009년 당시 퇴직연령이 56세였으므로 이미 정년퇴직
을 하고, 노조와의 협약에 따라 2년간 계약사원으로 근무한 후 다른 동기
들과 달리 1년씩 두 차례 기술촉탁사원으로 재고용되었다. 즉 정년퇴직
이후 4년째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구진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주로
하는 일은 현장에서의 기술개발 지원과 교육활동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때 교육은 사내 신입사원에 대한 주조 교육뿐 아니라, 인근 고등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과 전문대인 문성대학의 특임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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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는 2년이 지났는데, 최근(2013년 7월) 다시 2년간 계약을 연장하였다
고 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급여수준도 더 낫게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6세보다는 예, 그렇지요. 한 90%선까지 떨어져, 예, 90%. 그 다음에 70%
까지 또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일반 계약을 지금 나같이 이렇게 자유
계약 해가지고 1년씩, 1년씩 계약하면 70%까지 (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저는
명장이라고 한 90%선까지 주더라고요. 좀 저는, 좀 그 ‘아, 이 돈 줘가지고는
너무 적다’. 이래가지고 좀. (DC)
“내 자신을 보면 뭐 ‘재산증식은 못 했다고 해도 그 다음에 뭐 내가 뭐 많은
사람과 또 어떤 지금 현재 이 나이 될 때까지도 현직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그거 하나 가지고 아, 내 건강만 잘 유지하면 앞으로 뭐 육십다섯, 여
섯까지도 칠십 전에는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 내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을 좀 더 한참 할 생각입
니다.” (DC)

그러나 개인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명장들도 있다. 예를 들어 DD명장은
퇴직 후 개인사업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DE명장은 특이
하게 정년연장에 반대하였는데, 그것은 빨리 퇴직하고 자신의 사업을 하
기 위함이었다.
“뭐 자만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현재 뭐 33년을 넘게 근무
했는데 자꾸 어떤 그 새로운 어떤 후배들의 일자리를 또 창출해 줘야 되는 그
런 상황이고 저는 뭐 지금 당장이라도 뭐 나가면 저를 받아주려고 하는 업체들
이 엄청 많으니까, 많으니까 이렇게 좀 그런 생각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
지 자꾸 올해도 또 늘어나다 보니까 뭐 한 9년 정도? 제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앞으로 9년 정도 뭐 남은 상
태인데, 글쎄 뭐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좀
빨리빨리 좀 졸업을 하고 싶은데, 뭐 자꾸 이렇게 붙잡아 놓으려고 이렇게 하
고 이러니까 어찌 보면 좀 행복한 그런 고민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중략) 15
년 후에는 오히려 저의 어떤 그 바탕이 되는 기술을 가지고 아마 지금 현재 생
각으로는 기업체를 운영, 그러니까 오너가 아닌, 오너가 아닌 어떤 기업체를
제가 어떤 … 기술적인 어떤 총책을 가지고 아마 공장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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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거의 100% 할 것 같습니다.” (DE)

DE명장은 현재도 주말 등의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밀려드
는 기술자문활동을 소화해 내고 있다고 하였으며, 향후에도 이런 활동을
이어가게 될 것임을 자신하고 있었다. 그러한 자신감은 DA명장의 경우도
비슷하지만, 맥락은 조금 달리 설명하면서 오히려 조기 퇴직이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저는 정년(연장)을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 그래서 저희 때 어떤 사람은, 경
력을 가진 사람은 나와가지고 따로 다른 거, 후배를 교육시킨다든지, 학교 가
서 조금 한다든가 하고, 이 사람들이 현업으로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사람이 정체돼 있으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리고 정년은 뭐 저는 별로 반
갑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년을 저희 같은 경우는 왜 정년을 빨리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59살, 60세가 돼가지고 정년을 해버리면요, 학교도 못 갑
니다. 내가 지금 같으면, 지금 막상 이 자리에서 내일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
지만, 내일 당장에 회사 그만두고 학교로 갈 수 있으면 여기보다 연봉이 작더
라도 학교 갈 자격은 되잖아요. 갈 수는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돈 더 받고 60
살 돼가지고 학교 가면 이제는 지금보다 적게 받지만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년이라, 그래서 명장들도 대개 보면 그 15년으로 낮춘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20년짜리부터 받아 놓고 명장 시켜 놓고 정년퇴직 오면 써 먹을
데가 없습니다. 나이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명장들은 중요한 게 제일
뭐냐면 후배를 양성하고 키워 줘야 될 부분이 손으로, 발로는 되는데 모아놓
고 강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현장에서 그냥 용접이면 용접 하나만 20
년, 30년을 했기 때문에 이거 노트북이 어떻게 어떤데, PPT가 왜 그렇게 됐는
지, 가서 이만한 걸 알고 있는 걸 이해를 시켜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젊으면 그런대로 하잖아, 컴퓨터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명장 정도 되는 그 시대에 선 사람들은 PC시대가 아니잖아요.” (DA)

즉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빨리 퇴직하여 강
사 자리라도 제대로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였다. 또한 명장들이 강의 능력
을 배양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가장 나이가 많은 DF명장은 2004년 정년퇴직을 하였는데, 그 전 해인
2003년 명예퇴직 붐이 불었을 때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명퇴를 선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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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며, 결국 2004년부터 경영이 호전되고, 특히 주단조 사업부의 수익
이 크게 나면서 2012년 말 완전 퇴직하기까지 8년간이나 매년 계약하면
서52) 퇴직 후 계약직사원 신분을 유지하였다. 또한 하던 일도 워크롤 생
산부서의 생산과장으로서 하던 업무와 유사한 업무, 즉 설비관리 및 후배
지도 등을 맡았다. 2003년 당시 퇴직이 1년 남은 사람에게는 3천만 원의
명퇴금이 제안되었으나, 그것을 거절했던 것이 이후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저도 그때 D중공업에 기장이, 기장이라고 하면 이제 지금으로 치면 부장인
편이에요. 기술부장 그런 저기인데, 기장이 한 5, 6명 있었을 거에요. 이 사람들
이 다 나가버렸어요. 기장들이. 이제 느낌은 ‘저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기장이
면 현장에서 아주 참 산전수전 다 겪고, 저기해서 어떤 그 멘토, 표상 뭐 이런
저기로 세워놨는데, 저 사람들이 전부 뭐 명퇴한다고 해서 다 나가버리면 현장
사람이 뭘 쳐다보고 싶은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때 기장들한테 내 속으로
‘너희는 아니다’, (중략) ‘나는 정년퇴직 할래’, ‘지금까지 해 온 저기가 어딘데.
내가 이거 중간에 저기는 안 할래’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는 갔어요. 저기
가고, 그때, 그때 참 많이 그만뒀죠. 정년을 한 3년 남았던 사람들은 2년 보상
을 해줬으니까 거의 다 가버렸고, 젊은 사람 축에서도 제가 이 유추를 해보면
좀 그 잘 된, 잘 됐는지, 못 됐는지는 모르지만 성실하고, 근면하고, 뭔가 이렇
게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안 가. 돈을 3천만 원씩 이렇게 준다니까 그 돈에
딱 이렇게 된 사람은 지금 이래 분석을 해보면 ‘아, 욕심이 좀 있는 사람이다’
재물에 대한, 내가 여기에 저기, 근데 지나놓고 보면 일 년 뭐 뒤에 안 간 게
백 번 났지요. 회사가 호황기에 들었어요.” (DF)

그 DF명장은 현재 만 65세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한문 공부에만 몰두
하고 있다고 한다. 그 또한 학습의지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내가 이제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2월 달부터, 2월 몇 일인가
부터 보니까 이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 참 창원에 문화원, 도서관, 주민센
터, 또 복지관, 또 이게 각 대학 평생교육원, 여기에 무수히 많은 강좌들이 있
52) 회사계약직으로 처음에 3년 계약할 때는 퇴직 전 급여수준의 80% 정도였는데, 이
후 매년 5% 정도씩 임금이 인상되어 3년 후에는 퇴직 전 급여수준과 비슷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는 사업부(BG)별로 채용이 결정되는 본부 계약직이 되었는
데, 퇴직 전 급여의 90% 수준은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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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고요. 그래 나는 한문반 택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문교실, 소학,
명심보감, 논어, 맹자 이래 해 내가 이제 중학교 다닐 적에 명심보감을 몇 번
읽었어요. 그 저기 해가지고 좌우간 한문 좀 해가지고 보니 옆에서 보고 “그거
배워가지고 뭐 할 건데?”, “여기서 훈장 가르칠까?”, “여기 산에나 가자”, “여기
술 먹고 있는데 여기 온나”, 그런데 나는 재미있더라고요. 그래 한 두 달을 어
쩌고 하니까 그게 한자에도 급수시험이 있더라고요. 그래 ‘야, 내 기왕 했으니
이거 한 번 해볼까?’ 이제 하다가 2급 하면 3,200자인가를 익혀야 되데요. 그래
어문회에서 하는 그게 전부 100% 주관식이더라고요. 그거를 저기를 해서 한
두 달 저기 해가지고 덜컥 붙었어요. 2급을 가졌어, 그래. 그 한문을 서예 하는
부분이 있고, 저기 하는데 이제 서예는 제가 보기에, 저도 글씨 쓰는 거는 조금
‘필체가 괜찮다’라고 하는데 이건 굉장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많은 이게
시를 써놨으면 저거 내용이 뭔지를 먼저 알고 이거를 가야 되는 것 같다 싶어
서 지금은 그 한자 공부를 했죠. 한자. 그게 우리 손주 놈도 여기서 하고 있는
데, 지금 6급인가 어제 아래께 됐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게 배움의 이게 저기,
아, 저 사람이 저리 가니 그런가 싶고, 지금은 그런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날
다스리는 거고, 또 저기하고 해서 이 저기하면 울컥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나
이가 육십다섯 먹어가지고 저거는 이리를 보고 ‘와 내가 신경을 이렇게 쓰는고
해서 다스리자, 다스리자’ 싶어서. 또 그쪽에 어렸을 때 여기해서 그런지, 이쪽
에 조금 이제 취미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지금은 한문 공부만 하고 다녀요.”
(DF)

이렇듯 명장들의 경우 퇴직이나 고령화에 대한 두려움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현장에서 상징적인 효과를 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더 붙잡아두려 하고, 실제로 그렇게 우대받는 정년퇴직자들도 있으나, 정
작 명장 중 일부는 자기 사업을 구상하기도 한다. 또한 자기 사업이나 D
중공업에 재고용되지 않아도 다른 기업들에 취업하거나 기술지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60대 이후는 또 다른 황금기가 될 수도
있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DF명장과 같이 한문 공부를 하면서 또 다른 학
습의 의지를 불태울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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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 결

D중공업은 때로는 항공우주산업에 비견될 정도로 정밀도와 고기술이
요구되는 발전설비를 주로 생산하는 회사이다. 발전설비는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모두에 미치고 있으며, 여기서 나아가 보일러 기술 등이 응용
되는 담수화설비와 풍력발전, 환경설비 등의 사업까지 수행하고 있다. 만
약 D중공업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막대한 외화를 들여 발전설비를 들
여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심지어 발전소들의 수리, 보수까지도 외국기
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 회사를 1962년에
설립한 H양행에 1970년대 중반부터 차관을 통해 신기계를 도입하도록 지
도한 정부의 산업화 및 국산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또한 H양행의 부도
이후 K중공업으로 공기업화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발전설비 제작을 공기업 형태로 둘
수는 없었을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외환위기 이후의 민영화 흐름 역시
피할 수 없는 대세였다고 할 것이다. 맥주와 음료 등으로 성장한 D그룹은
이러한 흐름을 타고 기존 음료사업을 매각하고 그룹의 정체성을 중공업
사업자로 바꾸게 된다. D중공업은 기존의 생산체계를 지속하면서도 주로
해외시장 진출에 진력하여 수출액 및 수출비중을 크게 늘려나갔다. 아울
러 해외법인을 인수하기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급속히 국제화를 진척시
켜나갔다.
이러한 D중공업의 50년사는 그대로 한국 제조업의 발전사를 대표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기계산업의 불모지에서 출발하여 해외기술을 도
입하고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몇 번의 우여곡절을 거쳐 기술능력
을 축적하게 된다. 최근에는 수출뿐 아니라 해외 기지 건설 혹은 외국 자
회사 인수 등을 통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국제화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생산기술 및 생산관리 측면에서 이제는 세계 유수의 업체와 대등한
수준의 교류회를 열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렇듯 생산영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데는 경영자들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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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출신 엔지니어들의 역할이 매우 컸을 것이다. 그렇지만, 생산은 이들
경영자와 엔지니어들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바로 현장 기능인력들의
숙련이 있어야만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게 된다. D중공업에서 기능인력들
은 어떻게 숙련을 습득하고 능력을 발휘하며, 자동화 등 기술변화에 어떻
게 대응하였으며, 후배들에 대한 지도와 은퇴 후 설계는 어떻게 하고 있
을까? 이러한 의문을 통하여 기능인들의 삶과 산업발전을 매칭해 보고자
한 것이 본장의 목적이었다.
D중공업의 전신인 H양행은 주단조 공장을 중심으로 자동차부품 등을
생산하였는데, DF명장은 1973년 입사하여 초기 주단조 공장의 열악한 작
업환경을 잘 설명해 주었다. 아울러 DF명장을 비롯하여 몇몇 명장은 이
러한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선배 사원들이 후배들에게 기능을 가르쳐 주
는 데 인색했음을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깨너머로 기
능을 익혀 가면서 일찌감치 현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명장들은 일반적으로 가난한 가정을 배경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찌감치 생업에 뛰어들었는데, 따라서 남다른 생활력과 인내심 등을 보
여주었다. 무엇보다 명장들은 매우 높은 학습의지를 갖고 있었으며, 학습
능력 또한 뛰어나서 선배들이 가르쳐 주지 않는 것도 어깨너머로 기능을
습득할 수 있었다.
이 같은 학습능력과 일에 대한 승부 근성 등은 외국에서 신기계가 도
입될 때 특히 더 발휘되었다. 특히 외국의 신기계나 신설비는 선배들도
처음 보는 것이었고, 엔지니어들조차 접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시행
착오를 통하여 기계의 특성을 익히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
었다. 여기서 공고나 직업훈련원을 졸업하여 이론적 기반까지 갖춘 명장
들은 이러한 기반이 없었던 선배들에 비하여 매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
였으며, 조기에 현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다.
따라서 1980년대 중반에 이미 명장들의 현장 내 입지는 탄탄하게 다져
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일부는 감독자로 승진하면서 사회적 숙련까지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또한 명장들은 학습뿐 아니라 학벌에 대한 의지도 매우 높았기 때문에
공고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명장 2명을 제외하고 다른 명장들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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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대학이나 방송대학 등을 다니면서 업무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갈고
닦거나, 교양 수준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 배양은 다시 업무
과정에서 이들을 돋보이게 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명장들은 때로 엔지니어들에게 일을 배우기도 하고, 무엇보다 해
외 연수 기회 등을 통하여 선진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GE사와의 협력관계 등을 통하여 현장의 숙련 수준도 제
고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일부 명장들은 미국과 독일 자격
증을 습득하는 등 일찌감치 국제적 수준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능력이 출중하고, 또 학습의지와 성공의욕이 넘치는 명장들에
게 자동화 등의 기술변화는 그다지 큰 도전 요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
다. 일부는 자동화 과정 그 자체를 선도하기도 하였으며, 다른 명장들의
경우는 자동화에도 불구하고 남을 수밖에 없는 기능과 암묵적 지식, 경험
적 숙련의 영역에서 여전히 능력을 발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명장들의 빠른 성공과 일부의 감독자로의 승진은 1987년 노
조가 결성되면서 회사 편에 서야만 하는 위치를 부각시켰다. 이 같은 입
장이 공고화되면서 반노조적 정서가 여과 없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공고를 졸업한 명장들은 고졸 사원으로서 노동조합이 필요하고,
또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즉 대부분의 명장은 노사
관계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피력하였으며, 다만 적극적으로 노동운동을
하는 입장에 서지는 않았고, 오히려 몇몇은 노조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D중공업에서는 2001년 인수 이후 경영실적도 부진하고, 산별교섭과 관
련한 장기 분규 등도 겪으면서 노사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기도 하였다. 그
러나 2002년 분규에 대한 원칙 대응, 그리고 2003년 분신 사태에 대한 마무
리를 거치면서 2003년 대규모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다른 한편으로 복리후
생 수준을 높이는 등의 처방을 통하여 노사관계의 전환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D중공업에서 노사관계의 진정한 전환은 단지 2006년 이후 무분
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현장 기능 및 숙련에 대한 우대 정책과 그 효과에서 엿볼 수 있
다. D중공업은 현장 사원의 호칭을 과거의 사원, 반장, 직장 등에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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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기술대리, 기술과장, 기술차장, 기술수석차장, 기술부장 등으로 바꾸
고, 실제로 승진심사를 통하여 자동승진이 아니라 고과점수가 높은 사람
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승진에 수반하여 임금이 상승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고, 현장 내에서 ‘형님’이 아니라, 과장님, 차장님으
로 실질적으로 불리도록 관행을 형성하여 내외에서 기술직이 존중받는
문화를 구축하였다.
나아가 D중공업은 명장 배출에 발벗고 나서서 다수의 명장이 배출되도
록 하였으며, 이렇게 배출된 명장이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
였다. 명장의 전당을 건립하여 대한민국 명장과 품질명장들의 핸드프린
팅을 조각해 두었으며, 명장협의회에 연간 활동비를 배분하고, 무엇보다
명장이 되는 순간 1년에 2호봉 승급 시스템에서 추가 2호봉을 승급시켜
주었다. 또한 공장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차량비표를 제공하고 사내
외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강의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
회를 부여하였다. 아울러 명장들 가운데 몇몇은 정년퇴직 이후에도 4∼8
년간 재고용되는 행운을 누리고 있기도 하다.
이 같은 혜택에 부응하여 명장들은 동반성장 분위기를 타고 부품협력
사 지도에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마이스터고, 전문대 등에서
강의하는 것은 물론 각종 봉사활동에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
다. 명장에 대한 이런 우대 분위기 속에서 후배 사원들은 명장과 같은 존
재로 성장하는 것을 생의 목표로 삼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
며, 이는 현장의 질서를 숙련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명장들은 이렇게 산업화와 더불어 성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며, 철
저한 메모 습관 등을 통하여 자신의 성공을 제도권 내에서 확인받는 데서
도 성공적이었다. 물론 일부는 사무실의 서류 작성 도움을 받기도 하였고,
또 명장이 되기 위하여 사내에서 정치력이 뒷받침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바쁘고 손끝기술이 좋은 진정한 장인이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적으로 말할 수도 있으나, 명장들은 기
술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위, 아래의 인정을 받은, 양호한
인간관계를 구축한 사람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명장들은 일과 생활 측면에서 후배들에게 태도와 자세를 가르치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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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로서 기능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자동화와 IT화 등에
따라 후배들과의 기능 격차는 좁혀져 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D중공업과
같은 대기업은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후배들의 잠재능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들 명장과 신세대들이
어우러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능력을 여전히 단련해나가는 것이
이들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렇듯 후배들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도하는 입장에 서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명장들은 이제 퇴직과 은퇴를 준비해야 할 나이이다. 그렇지
만, 이제까지 쌓아 온 명성과 제도적 인정만으로도 이들의 차후 인생은
큰 어려움 없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나타난 바와 같이 D중공업
에 재고용되면서 하던 일을 계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사업을 하거
나 다른 기업들을 다니면서 기술지도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비파
괴검사, 치공구가공, 컴퓨터응용가공 등 특수분야의 경우는 숙련인력의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고소득을 올
릴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건강이 언
제까지 뒷받침해 줄 수 있는가일 것이다.
이상으로부터 D중공업의 여섯 명 명장에 대한 생애사적 접근을 통하여
회사의 성공과 성장 속에서 개인들은 어떻게 살았고, 이러한 성공을 뒷받
침했는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들의 구술을 재차 검증하기 위하여 인
사팀과 엔지니어 등에 대한 보완 인터뷰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확인
한 D중공업 숙련의 흐름은 [그림 3-2]와 같이 요약하여 표현할 수 있다.
[그림 3-2]에서 볼 수 있듯이 D중공업에서 핵심적인 숙련은 선진기계
에 대한 시행착오를 통한 노하우 습득과 여기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
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후일 명장의 지위에 오
르는 숙련인력들은 공고나 직업훈련원에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한 경우가
많으며, 엔지니어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기능을 익혀나갔다. 또한 일부 타
사의 경력을 포함한 경험적 지식이 중요했던 경우도 있는데, 이들의 경우
도 나중에 기능대학, 방송대학 등을 통하여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거나 교
양수준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이들이 명장으로 성장해나가는 과정에서 해
외연수 등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로 나타났으며, 몇몇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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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D중공업 명장들의 숙련 흐름

현장감독자로 승진하면서 사회적 숙련습득에서도 앞서 나갔다. 물론 조
기에 현장감독자로 올라선 명장들의 경우 일부는 노사관계에서 회사 편
에 선 활동에 나설 수밖에 없기도 하였다. 그러나 많은 명장들은 사실 갈
등적 노사관계와 다소의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관심
은 자동화를 선도한다든가, 아니면 특허 출원이나 개선활동 등을 통하여
현장의 생산역량과 자신의 숙련을 고도화하는 데 두어졌다. 이제 조직 내
외의 인정 속에서 명장으로 선정되는 것을 전후해서 후배 지도와 협력사
지원, 그리고 사내외 강사 활동 등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며, 인
정된 높은 숙련으로 인하여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걱정도 없는 편안한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다.
이상의 D중공업 명장들의 사례는 기존에 거의 밝혀진 바 없었던 우리
나라 산업화 과정의 숙련 형성과 축적, 발휘, 변형, 전승에 이르는 전 과
정을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유한 논의이다. 그것이 제1장에서 제기한
많은 연구 물음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는 제8장 결론장에서 다른 기업,
산업 명장들의 사례와 비교, 종합하면서 제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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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방법

국내 조선산업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H중공업
은 1983년 이후 세계 조선사 가운데 최고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조선산업의 발전 혹은 기업 성장사의 분석을 통해 H중공업의
경영전략, 선박건조 기술 및 운영성과(수주량, 수주잔량, 건조량) 진단과
평가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한국조선공업협회, 1995, 2005; 전은경․이상
은․김봉주, 2009; 배영일, 2009; 이은창, 2010). 또한 노사관계에 대한 연
구는 주로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권위주의 정부와 사용자
의 저임금 전략과 억압적 노동통제, 그리고 노동자의 일방적이고 강요된
희생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조효래, 1988; 박준식, 1991; 김차두․
허민영, 2002). 하지만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현장 속에서 지속적인 자기
발전을 이루어냈던 고숙련 기능인들이 어떻게 자신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현장 리더의 역할을 해 왔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어 오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H중공업 발전과 그 궤를 같이하면서 고숙련 전문인력
으로 살아가고 있는 당사자들의 생애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들의 시각에
서 주어진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현장에서 주도적 지위를 어떻
게 확보하였으며, 끊임없는 도전과 학습, 현장 개선과 품질 향상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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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체득한 고숙련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수하고 있
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970년대 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기업 현장에서 굳건히 조직인으로서 고숙련 기술에 대한 자신감과 회
사에 대한 높은 조직몰입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성
공한 노동자의 역동적 삶을 이해하고 고숙련 기능인들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사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산업의 성공한 고숙련 기능인들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연구대
상은 세계 1위 조선기업인 H중공업에 종사한 대한민국 산업명장이라 할
수 있다. 1986년 산업명장 제도가 시작된 이례로, H중공업은 개별 기업으
로서는 가장 많은 대한민국 산업명장을 배출하였다. 본 연구는 H중공업
명장들에 대한 심층 면접과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생애 과정에서 어떻게,
왜 현장 기능인력의 길을 택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채용되어 현장의 기술
을 습득하고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으며, 조선기술의 발전과 조직구조
의 변화 속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응하고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
켜 왔는지 이해하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사례연구는 H중공업 산업사의 맥락에서 명장들의 생애사를 평가하
고자 한다. 작업현장의 끊임없는 변화에 적응하고 발전해나가는 과정은
회사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분리될 수 없으며, 조직의 발전과정에서 이들
의 선택과 행동을 이해할 때 보다 회사와 개인 간 인과관계를 좀 더 논리
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H중공업 명장들의 학창시절,
초기 기술습득 및 현장 학습과정을 거쳐 현장 최고의 숙련가 및 기술지도
자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요한 성장요인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자신의
숙련을 쌓아 왔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은 어떤 배경하에서 어
떻게 조선 기능인력의 삶에 뛰어들게 되었는가? 둘째, 조선 현장에서 어
떻게 기술을 습득하고, 현장의 도전을 극복하면서 현장의 중심이 되었는
가? 셋째, 지속적인 기술변화와 현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어떻게 기술숙련
을 축적하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였는가? 또한 1987년 민주 노동운동으
로 인한 노사갈등 및 노노갈등의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넷째, 현
장의 외주화, 자동화, 전문화, 다기능화 등의 조직변화에 대응하여 고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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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로서 이들의 대응방식은 어떠하였으며, 사회와 후배들을 위해 어
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마지막으로,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어떻게 구상하
고 있는지 혹은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H중공업 역사 속에서 현장의 성공한 고숙련 기능인들의 역
할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최고수준의 숙련을 내부노동시장에
서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미래 기능인력의 고숙련은 어떻게 변
모할 것인지 그 방향을 이해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 H중공업 소개
H중공업의 역사는 1971년 그리스로부터 조선소 없이 26만DWT(Dead
Weight Tonnage : 재화중량톤수)급 VLCC(very large crude carrier)를
수주하여 1972년 조선소 건설과 선박건조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이를 성
공한 H중공업은 세계조선사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며 1974년 조선
소를 준공하였으며, 현재 울산에만 9기의 도크를 보유한 세계 최대의 초
대형 조선소이다. 설립 초기부터 조선뿐만 아니라 플랜트, 엔진제작 등
여러 사업분야에 진출하였고, 1970년대에 선박 건조시설 규모의 확대, 최
신기술의 도입을 통해 일본과의 설계기술, 생산기술 격차를 줄여나갔다.
또한 1970년대에 일반화물선, 유조선, 산적화물선 등 일반상선 시장에서
급성장하였다. 1983년 설립 10년 만에 세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한 H중공
업은 현재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다.
1980년대 조선불황에 직면하여 H중공업은 비조선 분야에 진출을 확대
하면서 해양, 플랜트, 엔진, 로봇, 중기계 등 경영다각화의 기반을 구축하
였다. 1977년부터 LNG선 개발을 진행하여 지속적인 투자와 건조기술 연
구를 통해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고부가가치선박인 LNG선을 건조하기
시작하였다. 1994년 한국 최초의 LNG선을 건조하여, 2010년까지 37척의
LNG선 건조실적을 보유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고부가가치 선박건조
시장에 진입하여 컨테이너선, 유조선, 로로선(Lo/Lo: Lift on/Lift off), 화
학제품운반선,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Offloading Vessels)
등을 건조하고 있다. 2000년대 조선시장 호황은 H중공업에게 고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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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을 중심으로 세계시장의 패권을 유지하도록 해주었으며, 육상건조공
법을 포함한 신건조공법 개발은 건조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2008년 세
계 금융위기로 인한 조선시장의 불황으로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나, 해양
사업부를 비롯한 비조선부문(해양, 엔진기계, 전기전자시스템, 건설장비,
플랜트, 기타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2012년 H중공업의 건조량은 77척, 2,906,250CGT를 기록하였고, 세
계 조선시장에서 10% 중반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H중공업의 생산설비 고도화는 생산공정의 변화를 수반하였다. 2000년
대 생산시설의 대규모화와 집적화를 이루는 동시에 육상건조공법, 스카
폴딩(Scaffolding) 총조공법, 텐덤(Tanddem)침수공법 등을 통해 선박건
조 공기를 단축하여 비용절감을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생산시스템의 효
율화 전략을 추진하여 생산공정의 흐름생산 체계화, 표준화, 자동화, 통합
생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하여 각 사업부의 생산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고, 2001년 통합생산정
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흐름생산체제를 구축하여 선후 공정 간
엄격한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적기생산방식을 이루어냈다. 이를 위해 각
생산공정의 설비자동화와 작업표준화를 진행하였고, 개별 생산라인 간
최적 표준시간 합리화를 이루고, 이와 동시에 협력업체의 부품공급 시점
까지 합리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1990년대부터 설계, 절단, 용접, 가
공공정에서 상당 수준의 자동화를 진행하였고, 자동화설비의 도입은 기
존의 공수를 상당히 절감해 주었다. 특히 용접자동화의 확대는 고숙련작
업의 단순화, 표준화를 가능하게 해주었으며, 2000년대부터 수량적 유연
화를 위한 노동하청생산의 기반이 되었다(한국조선공업협회, 2005).
H중공업 생산시스템의 변화는 노동공정 조직의 유연성을 한층 강화시
켜 주었으며, 생산성 향상의 전제조건 위에 아웃소싱, 직영인원 감축 등
으로 구체화되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조선산업의 호황기에도 불구하고
직영 근로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사내하도급 근로자 수는 증가
추세를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H중공업 기술교육원 출신은 사내하도급
업체에 입사하고 최소 1～2년, 길게는 4년 정도 근무하면서 숙련도를 향
상시킨 다음에 일부 우수한 인력만이 H중공업으로 이직한다(권승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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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2011). 사내하도급 인력은 2001년 약 35% 수준에서 대폭 증가하여
2010년 전체 생산인력의 56%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여
타 조선업체들과 비교해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강석재, 2002; 박종
식․송용한․엄재연, 2009;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2013).
H중공업 노사관계 변화는, 1987년 민주화 선언 이후 현장 중심의 노동
조합이 설립되었으며, 노동자대투쟁의 선봉장 역할을 하였다. 1990년대
중반까지 대립적 노사관계의 대표 주자였으며 한국 노조운동의 민주화와
노동계층의 권익실현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1994년까지 전투
적 조합주의에 대한 반작용이 노조 내부에서 확산되었고, 1995년 무쟁의
타결을 이루었다. 투쟁중심의 노조운동에 대한 피로감, 조합원의 안정지
향성 확대 및 사측의 원칙과 협력을 중요시하는 노사관계 정책이 결합되
면서 실리주의적 노조운동이 점차 노동조합 활동의 중심이 되어 갔다.
2002년 이후 실리주의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노사협조의 관계는 더욱 공
고해졌고, 2004년 이후 독자노선을 선택하면서 정규직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과 복지에 중점을 두는 경제적 조합주의를 표방해 오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조합주의의 이념적 기반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측과 공동
체 관계를 형성하고 회사의 발전이 노동조합의 이익보다 우선 개념이며,
회사의 발전을 통해 조합원의 임금, 고용안정 및 복지향상이 이루어진다
고 보고 있다(강석재, 2002; 노병직, 2005; 전인, 2009).

2. 조사대상과 연구방법
가.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 H중공업 출신 4명의 대한민국 산업명장을 선
정하였다.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이들이 성공한 고숙련 기능인들의 삶을
대표할 수 있는가, 즉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H중공업 종업원이
4만 명이 넘고, 지난 40여 년간 H중공업에서 퇴사한 인력까지 포함할 경
우 그 수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그들 가운데 극소수인 30여 명만이 대한
민국 산업명장으로 선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성공한 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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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기능인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명장 선정이 기술숙련, 현장
개선과 품질 향상, 기업과 사회에 대한 공헌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성과
를 국가에서 인정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명장 분야는 가급적 다양한 직종을 선택하여 기계정비(보전), 제관, 치
공구설계, 용접부문 명장들을 선택하였다. 3명은 현재 소속 분야에서 기
장(과장)과 기감(차장)으로 재직 중이며, 1명은 1997년 은퇴하여 현재 포
항에 소재한 기업에서 기술자문 활동을 하면서 H중공업퇴직자 모임의 회
장을 맡고 있다.
은퇴한 명장은 신진자동차, 현대자동차를 거쳐 H중공업 조선소 건설
때부터 회사에서 현장 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현장 노동자 가운
데 엘리트 경력경로를 가지고 있었다. 그 외 3명의 명장은 1970년대 후반
과 1980년대 초에 입사하였다. 2명은 유사한 직무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오고 있으며, 1명은 1988년 용접 분야에서 건설장비로 이동하여 새롭게
자신의 경력 사다리를 발전시켜 나갔다.
H중공업 명장들의 성격적 특성은 공통적으로 학습욕구와 자기발전의
욕구가 매우 강하고, 호기심과 강한 도전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세월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소유자들이다. 회사와 자신에 대한
<표 4-1> 조사대상 개요
성명
생년월일
고향
입사전 학력
입사연도
소속
직위

HA
1959
경북 청도
대구 경북공고
1981
공통지원부문
보전2부

HB
HC
1960
1959
경북 의성
충북 제천
경북 의성종고 영월공고
1979.9
1982
해양사업본부 해 건설장비사업본
양선행조립부
부

HD
1941
충남 홍성
1973

기감1)

기장

기술자문(직원)

대한민국 명
기계(기계정비) 기계(제관)
장분야
명장선정
2010
2008

기장

㈜서일(중소기업)

기계(치공구설계) 기계(용접)
2011

1993

주 : 1) H중공업 현장근로자 직급 : 사원, 조장, 반장, 팀장(기원(대리), 기장(과장), 기
감(차장), 기정(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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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감이 매우 높고, 강한 애사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변 동료, 선후배
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으며, 사내에서도 좋은 평판과 존경을 받고
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중소기업 기술지원, 봉사단체, 고등학교, 기술교
육원 교육 등에 참여하면서 명장으로서의 경력을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활용해 오고 있다.
나. 연구 설계와 방법
본 연구는 H중공업과 조선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숙련 기능인력의 역
할과 기여를 구술 생애사 관점에서 인터뷰 기법을 활용하여 다루고자 한
다. 일반적으로 구술 자료는 기존 문헌의 보완 혹은 대체 자료로 간주되
어 왔다. 하지만 문헌에서 설명하지 못한 생생한 경험을 전달할 수 있으
며, 해석적 사회과학(interpretive social science)적 접근으로 실증연구를
통한 일반화에 목적을 두지 않고 중요한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업사와 인터뷰의 맥락을 연결하기 위해 H
중공업 설립, 발전, 노사갈등과 현장, 숙련노동자의 역할, 기술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구조하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준(2004: 193)에 의하면, 서구 구술 생애사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독
일은 주로 ‘사료에 나타나지 않는 … 대안적 사료로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는 ‘개인적․집합적 자기표상 또는 심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
다고 주장하였다. 전자는 구술증언을 통해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을 재구
성하는 데 중심을 두며, 후자는 연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구술자 자신
의 자유로운 이야기가 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후자의 입장을 의도하였으나, 연구목적 및 인터뷰 대상자의
나이, 성격 등에 따라 혼용되어 진행되었다. 느슨하게 구조화된 질문을
제공하고 명장들이 자유롭게 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
으나, 중간중간 구체적 시기, 사건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 과정
에서 자신의 맥락이 끊어질 경우 회고 자체를 자신이 하고 있었던 이야기
들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회고의 갑작스런 전환,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질문의 무시, 기억의 한계 등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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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조선산업 명장 연구의 주요내용과 기업사의 주요 맥락들
단계

양적
성장

기업의 과제
국내 경력자 확보
신규 인력 확보
현장 관리 체계화
현장 학습 및 훈련
불확실성 대응
시행착오를 통한 개선

현장의 역할
기술 습득
빠른 적응
사명에 대한 헌신
생산 확대
빠른 학습, 지속적 개선
숙련의 고도화

기술진화
독일, 일본
기술의 배우
기

노사관계 안정
조직과 팀워크
노동조합 약화
숙련노동자들의 현장 기여
성장과 현
설비투자 확
인적자원관리
조직적, 사회적 역할
장갈등
대
친기업적 현장조직 육성 및 관리자, 노동조합, 선후배 등
지원
사회적 관계의 강조

질적
성장

혁신 역량 제고
기술 자립
전산화, 관리 능력 개발
조직분화
아웃소싱

혁신과 학습,
기술 전수
고도화, 시 흐름생산체제
스템, 숙련 공정합리화
의 단순화 유연화, 자동화, 표준화,
단순화
학습자, 혁신자에서 교사로

시스템 혁신, 신기술 적용
공정 혁신, 외주화
자체 기술개
학습, 경험, 창조 능력의 변화
발, 공정 혁신
문제해결과 불확실성 대처 능
력의 변화
학습자에서 혁신자로의 변신
암묵지와 형식지의 변화
신건조 공법
외주화, 정예화
개발, 연구개
새로운 국내외 경쟁
발
혁신과 블루칼라의 위기
연구개발, 이론, 창의력
은퇴준비와 제2의 인생

명장들의 회고에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 산업화 시
대를 살아오는 동안, 자신이 어떤 배경하에서 조선업종에 뛰어들게 되었
는지, 입사 초기 현장에서의 학습과 훈련, 선후배관계, 1987년 노동운동
고양기 시대의 상황, 작업장에서 자동화, 다기능화, 아웃소싱이 진행되는
과정에 어떻게 적응하여 나아갔는지, 은퇴 후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
지 등 H중공업의 현장 공간 속에서 엘리트 기능 인력의 공통적 특성들을
보여주었다.
인터뷰는 대면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회사가 아닌 회사 근처 별
도의 장소에서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4명을 대상으로 총 6회의 인터
뷰를 진행하였으며, 2명은 2회, 2명은 1회씩 이루어졌다. 2명의 명장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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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인터뷰를 진행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완하였다. 기록은 모두 녹취
하여 자료화하였으며, 표현 등에 대한 일정한 각색이 연구자에 의해 이루
어졌지만, 면담 내용에 대한 의도적인 가감이나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도
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제2절 가난, 산업화, 그리고 조선 기능인력으로서의 삶

1. 가난, 그리고 산업화 역군
H중공업 명장들은 어린 시절 모두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생활하였
다. 시대적으로, 어린 시절 6․25 전쟁을 경험한 명장에서부터 1960년대
급속한 산업화 시대에 유년기를 보낸 명장들까지, 집안의 흥망 속에 중고
등학교 시절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었으며, 이들에게 대학보다 기
술을 배우고 직장을 빨리 가짐으로써 집안에 재정적 보탬이 되어야 하는
것이 주어진 숙명이기도 하였다.
“내 안태고향은 만주시 용정읍 요토부라는 도시에요. 요토부라고. 거기가 내
사실은 안태고향입니다. 거기서 41년도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다섯 살 때, 우
리 아버지가 가족들 다 데리고 내려오신 거야. … 아버지가 내려오셔가지고 건
축업을 하셨어 … 금액적으로 큰 금액은 아닌데 시골에서는 제일 컸지. 우리 고
향에서는 제일 큰 회사 … (중학교 때 즈음 비가 많이 와서 공사 중인) 다리 그
두 개 떠내려 가버린 거야 … 시골에 있는 거는 영세 건설회사는 뭐 (부도가 나
고) … 그래서 나도 학교생활을 접었고 … 사업에 실패하면서, 실패하고 끝이 나
면 되는데 아버지는 막 술을 드시고, 어머니는 이제 진짜 쭉 괜찮게 어떻게 살
다가 버티고 있지만 완전히 내려앉으니까, 핍박을 해오고, 일하는 사람들 돈
달라고 하고 뭐 하니까 사람만 오면 겁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돌아버리지.”
(HD)
“할머니는 아버지하고 큰아버지 두 분이 계시는데 절대적으로 공부를 못하
게 해 … 아버지는 좀 가서 해보니깐 친구도 없고 먹고 살기 급급하다 해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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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많이 안 하시고 … 한 해 집안에 9명이 돌아가셨는데 … 9명이 죽었으니,
집안이 인자 마 박살난 거지. 부친은 제 어릴 때 … 무슨 사업을 외삼촌하고 한
답시고 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집이 상당히 좀 곤경에 처했습
니다. 처해갔고 그래서 대학교 쪽보다는 실업계 쪽으로 가자 … 제가 그 당시에
경북공업고등학교를 다니면서 … 기계조립 고게 그나마 일이 좀 고상하지 않
나? 그걸 하다 보니깐 제가 자연스럽게 이 조립하는 거하고, 장비가 고장이 나
면 보수하는 거 연관이 좀 되거든 ….” (HA)
“정말 첩첩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께서 너무 시
골에서 태어나서, 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데 결혼을 해서, 할 것이 없잖아요.
농사 말고는. 형제도 5형제이고 이러다 보니깐 제가 어릴 때 아마 강원도 태백
철암 탄광소라고 그쪽으로 이제 일자리를 구해서 가신 모양이라,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은 정말 흘러가는 물이 전부 까만 물 석탄물, 그 다음에 노는 곳도
석탄 그 무더기에서 가서 거기 뭉쳐가지고 놀고, 다슬기 잡아도 꺼먼 물에서
잡고 이랬는데 … 태백초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제가 다니다가 … 다시 고향
으로 공정동에 학교가 각 학급마다 한 반밖에 없어요.” (HB)
“제가 6학년 때 뇌출혈로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 그러다 보면 엄마 없이 자
란 놈은 뭐 뭐 어디가 뭐 어떻다 막 이러잖아요. 조금만 잘못을 해도 … ‘저 놈
저, 저 엄마 없으니깐 뭐 잘못 배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
릴 때, 절대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고 애썼죠 … 막내 동생이 100일 안 지난 상
태에서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깐 돈을 많이 벌어 왔던 그것도 … 새엄마가 자꾸
바뀌다 보니깐 차츰차츰 없어지잖아요 … 나중에 보니깐 논도 다 팔고 뭐 거의
없어 거의, 그래서 아∼ 나는 참 그렇게 안 살아야지. 내 자식들한테 가난이라
는 것을 안 물려줬으면 좋겠다.” (HB)
“저의 가정은 대가족입니다. 수입은 적고 가족은 많은 집이다 보니 늘 배고
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 아버님 혼자 벌어가지고 저희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저 … 그러니까 삼대가 한 집에서 이렇게 고모들하고 같이 살면서 대가족 아닙
니까? 그죠? 쌀을 이만큼 집어넣으면 가마솥에다가 밥 해가지고 이만큼 할아
버지가 … 드시고 손자 주려고 일부러 이제 밥 몇 숟가락을 남기시고. 그런 시
절이 지금도 생생한데, 초등학교 때나 이런 때는 미국에서 그 원조품, 옥수수
가루라든가 이런 거, 그거 죽 끓여가지고 그런 거 먹다가 이제 급식빵으로 바
뀌어가지고 옥수수빵 까실까실한 거, 그거 받아먹고 그러면서 자라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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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픔에….” (HC)

2. 1970년대 후반, H중공업 고성장과 고용
H중공업이 선박건조 시장에서 수출을 확대해나감에 따라, 1970년대 중
반 이후 현장 기능인력 부족현상은 지속되었다. 현장인력 채용방식은 전
국 각지에서 용접, 판금 등 유사한 경험을 한 숙련인력을 모집하는 한편,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자체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여 3개월의 교
육훈련을 수료한 인력을 채용하여 현장으로 투입시켰다. H중공업은 우수
인력 스카우트, 경력직 채용, 미숙련 인력에 대해서는 단기 기술교육, 현
장내 학습과 시행착오를 통한 숙련방식을 선택하였다.
H중공업 명장들은 입사 전 직업훈련기관 혹은 두세 기업에서 현장경
험을 쌓았으며 이후 경력직으로 H중공업에 입사하였다. 가난한 가정환경
에서 성장한 명장들은 좀 더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으며, 산업화와 함께 노동시장 수요가 넘쳐나는 상황에
서 시장진입과 이동이 매우 쉽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명장은 당시 정부의 병역특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H중공업에 입사함으
로써 3년의 병역의무를 벗어날 수 있는 혜택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 역시
입사지원의 매력적 요소이기도 하였다.
“저는 1976년 10월 금성사 CRT(Cathode Ray Tube : 브라운관)부에 입사를
해서, CRT제도부서의 PC(patrol check)공정과 기계조정의 업무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3년 근무하다가 문제가 생겨가 … 무작정 부산 쪽으로 내려와서
대선조선(유압기계부)에서 1년 반 정도 근무하면서 공작기계와 인연을 맺었습
니다 … 그 대선조선이 주고객인 H중공업에 대한 일을 좀 많이 했었어요 … 가
마 보니깐 중공업사람들은 곤색 잠바를 딱 입고 와서 상당히 부러워 보였어요
… 1981년 4월 대우조선에 합격했는데 … 7월에 H중공업에서 모집이 있다 해
서 … 거제를 안 가고 8월 H중공업 공무부(보전 전신) 입사해서 공작기계 보전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HA)
“(대선조선에서) … 선박수리를 남포동 이런데 배 안에 수리하러 좀 많이 다
녔거든. 2년 동안에 … 거 가면 정상적인 작업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다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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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떠가 있는데 배를 다 해체해가 수리할 수는 없잖아. 무조건 작업을 해야
되니깐 … 어떤 임기응변 이런 거는 정상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제가 항상 그런
쪽은 … (잘했어요).” (HA)
“1978년 (고등학교 졸업 후) 6촌 아재 되는 분 소개로 포항에 포항제철 고로
5차 주물로를 들어가게끔 하더라구요. 거기서 마킹사로 노가다 막일을 했죠 …
업체에서 업체로 딱 옮기면 임금이 차이가 나잖아요. ‘야 여수로 가자’ 트러스
거기 가면 그때 3,000원 얼마를 받았는데 7,000원으로 올려줄 때니깐 … 그때
따라갔어요. 서너 달 했나? … 창원에 한백직업훈련원 모집광고가 신문에 났더
라구요 … 앞으로는 대한민국도 자격증 시대가 분명히 올 거다. 이런 막일을 하
면 우선 돈이야 괜찮지만 비 오고 하면 쉬야 되거든 … 거기에 1년을 용접하고
판금부문에 대해 교육을 받고 수료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 울산 H중공업
을 가 봐라 해서 … 1979년 9월 20일부로 입사….” (HB)
“1977년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마치고 실습을 나갔습니다. 중앙선 야간열
차 타고 가방 하나 들고 … 포항제철 협력사입니다 … 실습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더 많은 게 어디냐’ 해가지고 뛰쳐나왔습니다 … 밤 열 시까지 일해가지
고 1,200원 실습비 받아가지고 뭐 하숙비 주고 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
현장 가면 다리 놓는 데 공구리 그 리어카 있잖아요? 그게 한 번 끄는 거 해
가지고 첫째 거기를 나가면 참을 주니까, 그 국수 있지 않습니까? 열 시 돼서
주고, 세 시 돼서 주고, 먹는 것도 이렇게 주고, 그때 일당도 좀 그때 한 3,000
원 정도 줬으니까, 2,700원, 3000원짜리인데 그거 받아가지고 … 그러면서 그
거를 한 두 달 가까이 했어요 … 하다가 12월에 울산으로 내려왔습니다 … (H
중공업) 기술교육원에 12월 4일 31기로 입사를 했습니다 … 31기로 들어와서
큐트, ABS큐트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또 6개월 하고….”
(HC)
“1978년 1월 현대조선에서 H중공업으로 바뀌면서 저도 입사를 했습니다. 선
제생산부에 …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소부재를 만드는 거에요. 거기서 생활하
다가 시급이 딱 받아보니까 197원. 한 시간 일하면. 평일 날은 무조건 밤 열 시
퇴근. 토요일 날은 철야, 그 다음에 일요일은 숙소에서 자다가 아침 먹고 자고
일어나면 한 세 시나 네 시 돼가지고 일어나 슬리퍼 질질 끌고 식당에 가면 라
면 하나 사 먹고 뭐 그런 시절이야 … 무조건 밤 열 시 전에는 나갈 수가 없으
니까. 숙소에 있다 보니까 너무 이제 지겨운 거라 … (그래서 회사를 관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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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HC)
“(H중공업 퇴사 후) … 강원도 영풍광업(주) 연화광업소에 가가지고 지하
640m, 360m 이런 데를 왔다갔다하면서 채광부에서 막장 생활을 했습니다. 거
기는 탄광이 아니고 이게 아연광이야. 6개월 지나고 나니까 공문부 노무과에서
“○○○씨는 특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문부로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 환
경에 들어가서 보수하는 거라든가 … (작업공정상) 정비라든가 … 기계 가공이
라든가 또 … 단조라든가 … 거기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그 기술을 선배들한테
많이 전수를 받았어요 … (형님도 후에 함께 입사하여 채광부에 근무하였으나
1982년 1월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 1982년 3월 15일 야간열차 타고 울산
에 왔는데 H중공업 용접사 모집이 있더라구요 … 경력직으로 A급을 주더라
고….” (HC)

1980년대 초 H중공업의 경력직 채용은 수시채용으로 이루어졌다. 경력
직으로 입사한 경우, 이들은 입사 당시 다른 노동자들보다 높은 급여로
계약하였다고 회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 국내 조선
산업의 월평균 임금은 경쟁국이었던 일본과 비교하여 1/3 수준이었으며,
해외 수출시장에서 원가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적 요인이 되었다(한
국조선공업협회, 2005: 115).
경력직 채용과정은 담당부서 과장, 부장과의 면접을 통해 기술수준에
대해 인터뷰하면서 채용을 결정하였으며, 대략적인 개별 임금협상을 하
고, 이후 인사노무팀 담당자가 다시 협상하여 시급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
하였다. 조직관리 체계가 미숙한 시기였기 때문에 체계적인 임금산정 기
준보다 회사와 지원자 간 협상기술이 경력직 시급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신입 기능직 노동자와 경력직의 시급은 3～4배 이상 차
이가 나고 있었다.
“경력직으로 들어오면 임금 책정을 하고 현장에서 이 사람이 숙련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나? 담담과장, 뭐 부장 이런 사람들이 면접을 하거든 … 필기시
험은 안 치는데 면접을 통해서 … 현장에서 시급 얼마? 거기서 밀고 당기기를
하는 거죠 … 거기서 인자 좋다 그러면 … 노무 쪽에 또 담당자가 있어요. 현재
당신 정도 되는 사람이 받고 있는 시급이 이렇다, 쉽게 보면 500원인데 당신
650원 달라고 하니 이건 너무 한 거 아니냐? 그렇게 계속 거기서도 깎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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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들어올 때 1981년도에 630원 정도 받은 걸로 시급이 … 그 당시에 제
또래 입사한 5년 정도 된 사람들이 보통 550원을 받고 있더라고, 제가 상당히
시기를 좀 받았어요.” (HA)
“(1978년 신입으로 들어올 때 시급 197원이었는데) … 1982년 3월 들어오고
… 다른 사람들은 460원 이래 받을 때 저는 594원으로 했습니다. A급이니까.
하여튼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시급이 많았는데 다른 사람은 이제 3개월 수습
기간이 있었고, 나는 경력사원으로 들어오니까 바로 들어오고.” (HC)
“근데 그 당시에 항상 채용할 때 기준이 400시간. 지금은 조합이 많이 개선
해서 토요일, 일요일 하면 야간 하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당시
는 야간 해도 거의 뭐 1.5, 2 뭐 토요일 야간을 해도 별로 그렇게 환수한 시간
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400시간 하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특근도 뭐
계속하고 철야도 좀 하고.” (HA)

제3절 1980년대, 조선산업 기술고도화와 현장 숙련형성

1. 밥그릇 지키기와 어깨너머로 배우기
1970년대 후반부터 H중공업은 건조설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비현
대화, 설비자동화, 설계전산화 등에 관한 일본과 스웨덴의 기술을 과감한
투자를 통해 도입하였으며, 초기 화물선, 벌크선, 목재운반선 등 중소형선
건조에서 점차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로 발전해나가게 되었다. 1980년대
초부터 건조할 수 있는 선박이 점차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설계, 생산계획,
생산공정 계획에서 컴퓨터의 활용이 급속하게 확대되었으며, 엔지니어들
의 지식과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노동집약적 생산시스템의 기계화가 진행되
었다(Kwon and O’Donnell, 2001: 144).
H중공업의 지속적인 설비투자와 기계화가 진행되어 현장의 변화가 빠
르게 진행되었던 것과 달리, H중공업 초기 기능인들은 장시간 노동을 통
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숙련을 쌓았던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의 숙련

제4장 H중공업(조선) 사례

201

은 교육을 통한 학습과 실습보다 삶의 경험과 시행착오에 의해 획득한 암
묵지였기에, 본인의 일자리와 현장의 독점적 지위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
해 숙련전수에 소극적인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이유는 우선 입사 후 본
인의 직무(제관, 용접, 보전 등)와 관련된 배치가 결정되면 특정 작업장이
나 공장에서 평생을 근무하게 된다. 숙련은 특별한 교육보다 현장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쌓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소위 ‘쟁이근성’과도 연결되어 선배들은 자신의 암묵지를 공유하거나 전
수하기보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종의 성역’처럼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였다. 둘째, 당시 노동자들의 임금은 초과근로 수당과 주말특근 수당에
상당히 의존하였다. 선배들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숙련을 가지고 해당
업무를 자신이 담당하면서 장시간 노동으로 일정수준의 임금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후배들이 성장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후배들에 대한 기술전수는 매우 소극적이며, 군대식으
로 후배들을 관리하였다. 따라서 당시 일정수준의 숙련을 갖춘 경력직임
에도, 당시 입사한 현장 기능직들은 현장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을 소위
“어깨너머로” 배웠다는 회고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당시 현장 선
후배 간 관계는 여전히 엄격한 위계와 권위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당시에 먼저 좀 들어선 선배나 나이가 많은 분들이 정석대로 일을 배운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야. 다 어깨너머로 배웠는데 … 내가 어떤 하나의 기술을
갖고 있으면 그걸 쫌 내 혼자 하는 것보다 우리 전체가 그걸 공유하면 조직이
훨씬 덕이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바꿔 이야기를 하면 한 명이 요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최고의 대접을 받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면 그런 문제
는 또 완전히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기술을 전파하는 사람이 또 다른 방향
으로 더 진보해서 조직을 자꾸 끌고 가야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야. 가르쳐 주려고 생각도 안 하고, 배우려고 어설프게 하다 보면 그 당시에
조장이나 반장들한테 쉽게 보면, 찍혔다 하면 이거는 살아남기 힘든 거야. 계
속 괴로움을 주니깐. 그러다 보면 사표 내고 간 그런 친구도 아주 많은 시기가
그 시기야.” (HA)
“○○○씨라고 직장이 참 그 양반이 머리가 좋았어요 … 우리가 참 많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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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고, 체계적이지는 않았고 또 그 당시만 해도, 내가 알고 있는 기술을 다 알아
버리면 희소성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 현장에 있는 기름쟁
이 특유의 그 생각 때문에….” (HA)
“제가 들어와가지고 인자 선배들하고 여러 가지 도면도 물어보면 체계적으
로 교육 자체가 그때는 없었으니깐.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그거 나중에 할 때
잘 봐 임마. 너는 뭐 말이 많노’ 보통 이런 투야, 왜? 모르니깐, 모르니깐 이야
기를 못 하는 거야.” (HA)
“그때 당시에 기계 오퍼레이터 한 명이면 그는 왕이에요, 왕. 신적인 존재라
감히 작동하는 버튼스위치는 청소할 때나 만지지 함부러 만졌다가는 그 와이
어브러시 같은 것 작대기 이런 거 빗자루 같은 걸로 바로 하이바 쓰고 있는데
머리 이런 데 막 때리고 이랬다니깐.” (HB)
“제가 가르쳐 달라고 해도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왜? 쟁이근성 때문에 잘
못된 … 내 아니면 안 되고 내가 가르쳐 주면 내 이 자리 뺏긴다는 아주 그 잘
못된 선배들의 생각 때문에 … 오퍼레이터 선배님한테는 정말 마 모르게 작동
을 하다가 어떨 땐 뺨도 맞고 그건 아마, 또 지금 생각하면, 안 가르쳐 주기 위
한 그거도 있는데 혹시 잘못해서 사고나면은 … 그때는 안전을 별로 생각도 안
했어요. 안전은 지금처럼 생각도 안 했는데 … 그러나 30%는 안전 때문에 그랬
는지 모르지. 하여튼 혼도 많이 나고.” (HB)
“그때 저희들이 들어가도 진짜 매뉴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선배들한테
배운 그대로 그냥 하는 거 보고 ‘아∼ 저거 저렇게 한다’였지. 왜 저렇게 하는
가에 대해서 물으면 ‘다 알게 된다’ 보통 이래 얘기하잖아요. 왜 그때 당시만
해도 나 외에는 이런 작업을 안 해야 된다. 왜? 가르쳐 주면 내 자리가 뺏기니
깐 그런 것도 있고. 그때 당시에도 … 시급제잖아요 … 8시간 이후는 이제 가급
붙잖아요 … 내가 가르쳐 주면 내가 퇴근을 하고, 나를 퇴근시키고 이 친구를
시키면 내가 돈을 못 번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HB)
“입사해서 뭐 오퍼레이터 될 때까지는 정말 눈치로 하는 거 보고 ‘아, 저런
물건은 저렇게 하는 구나’ … 예를 든다면 일반 파이프를 만들 때 철판이 와서
가공, 절단을 해서, 디자인해서 절단하고, 성형시키기 위해서 끝 밴딩을 에지라
고 그라는데, 왜 저거부터 해야 되는지 그런 거 가르쳐 주지 않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작업만 하잖아요 … 그냥 그래 하니깐 내 혼자 생각으로 ‘아∼저렇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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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되는구나’ … 작업을 할 때, 프레스하면 이 끝부터 중간에 스톱하고 또
돌려서 이래 하고 계속 나가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왜 저래 해야 되는지 처음
에는 얘기를 안 해주니까, 아 그냥 눈대중으로 깔때기는 저렇게 하네.” (HB)

2. 현장 기능인의 독일, 일본기술 배우기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 H중공업은 대형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해외에서 다양한 설비들을 수입하였다. 가공 및 절단은 과거 직접 수동절
단기를 사용하여 도면을 따라 절단하였으나, 컴퓨터에 의해 조정되는 NC
절단기 등 자동화가 점차 진행되었다. 용접기술은 선박건조에서 가장 보
편적이고 일반적인 기술이지만, 위험하고 힘들고 숙련을 요구하였다. 주
문형 생산에 따른 표준화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규모 설비를 갖추고, 기계
화, 컴퓨터화가 진행되었음에도 용접부문에서의 숙련은 현장에서 대부분
이루어졌다. 노동 강도가 세고, 자동화와 표준화가 어려운 선박건조 작업
의 특성으로 인해 노동숙련 의존성과 업무 자율성이 높았다. 회사는 생산
성 향상을 위해 설계기술 개선을 통한 공정 간 리드타임 단축, 인력재배치,
노동 강도 강화를 통한 작업효율화를 진행하였다(박준식, 1991; Kwon and
O’Donnell, 2001).
현장 기능인력의 선진기술 습득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높은 수준의 다기능화된 숙련과 엔지니어와의 협업이 필요한 보전업무에
서 일부 기술배우기가 진행되었다. 1980년대 초 대부분 공작기계들은 독
일, 일본,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 수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들 기
계의 보전업무는 해외 감독관에게 의존하였다. 이러한 해외의존을 낮추
기 위해 회사는 엔지니어와 숙련 기술인력을 해외로 파견하여 교육을 받
도록 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해외 기술자에 대한 의존도가 일
정부분 줄어들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엔지니어 분야에) … 그래도 잘 안다는 사람 몇 명을 (부산조선공사, 대우
기계, 한국기계 등에서) 스카우트해서 … 그나마 거기서 최고 A급은 스카우트
하기 힘들잖아요 … 그래서 뭐 우예 우예 하다가 보니깐 … 두 분이 기계 한 분,
전기 한 분 이렇게 우리 공모 보전 쪽으로, 두 분이 스카우트되었어요. 그 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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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독일 가서 3년을 아예 그 공장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야. 연수를 받고….”
(HA)
“유럽하고 일본 그래서 제가 암튼 뭐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이태리, 하
여튼 유럽을 10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7～8회 정도 다녀왔습니다. 일본도 많
이 갔다가 왔었고. 그런 어떤 연수부분이 많았어요. 당시에는 제가 좀 많이 다
니는 이유가 어차피 영어로 교육을 해야 되고 또 교육을 할 때 어느 정도 이해
가 될 사람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초창기에 제가 좀 많이 다녔고, 그 뒤에는 우
리도 그렇다고 실력이 좀 안 되는 사람은 영원히 가 볼 기회가 없으면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서 보상 차원에 좀 많이 보낸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HA)
“장비들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게 거의 외국 기술자들, 독일, 영국, 일본, 뭐
장비 대부분이 그런 장비들이었어요 … 독일은, 뭐 너거는(대한민국은) 아무리
뛰어나도 이런 장비를 못 만들 것이다. 이런 확신도 있었을 거고. 근데 일본은
딱 보니, 일본은 항상 우리보다 뛰어나지만 한국에 대해선 엄청나게 경계를 많
이 하고 있잖아. 그러니깐 정상적으로 도면 같은 걸 주면 점마들은 분명히 우
리를 능가한다. 그래서 매뉴얼 같은 것을 보면 형편없이(해서 보여줬어요)….”
(HA)

현장 기능인들은 해외 감독관들에게 당했던 무시와 고비용 지불에 불
만이 상당하였으며, 빨리 기술을 습득하여 의존도를 낮추고자 했기 때문
에 현장에서 관찰과 학습, 그리고 도면에 대한 공부를 통해 자신들의 숙
련을 향상시켜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독일 장비들이, 기계들이 아주 좋고 대신 가격도 엄청 비싸고 독일 엔지니
어들이 와서 저희들하고 일을 좀 많이 했었어요. 뭐 큰 어떤 설치할 때 정비할
때 이럴 때는 우리가 그만큼 실력이 안 되니까, 이 독일놈들이 사람들이 무시
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거든요 … 딱 큰 장비 같은 것을 정비하는데 분해해서
조립하는데, 우리가 청소하고 다 하면 몇 놈이 앉아서 저거끼리 커피 마시고
하다가 저거가 확인을 한다 이런 이야기야. 확인하러 들어가서 크레인으로 들
고 있으면, 깨끗이 청소한 데 이런 데 그냥 신발로 막 들어가서 막 확인을 해
요.” (HA)
“(해외 엔니지어들) 1980년대 초에 하루면 호텔 재워줘야죠. 밥 세 끼 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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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지, 차 제공해야지. 그 당시에 우리는 시급 뭐 600원, 700원 받을 때, 하루에
10시간 하면 7,000원인데, 그놈들은 하루 와서 커피 좀 마시고 놀면서 하루에
100만 원씩 받아가요. 그걸 알고 나니 참 이 속이 안 편하더라고. 방법은 결국
은 빨리 어찌 됐든 기술을 배워서 이걸, 저놈들은 안 부르면 회사도 득이고 우
리도 자존심 세워서 할건데….” (HA)
“그때부터 참 여러 가지 매뉴얼이 다 보면 독일어로 되어 있고, 일반 기계도
면도 좀 어려웠지만 … 독일 친구들이 뭐 이야기하면 그 친구들이 공손하게 해
주지도 않고, 또 뭐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영어하고 독일어하고 섞어서 이야기
하니깐 또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인자 매일 뭐 퇴근해서도 도면 같은
걸 잘 이해 안 되면 집에서 보기도 하고 회사에서 남아서 보고….” (HA)
“인자 1984～85년부터는 어찌 되었든 그 친구들도 무조건 수리를 완벽하게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 가서 지원해 주고 시간만 가면 돈 벌어서 … 이거
는 잘 안 되니깐 독일로 보내라든지 … 자존심 문제도 있고 … 기술이 상당히
좀 빨라졌고.” (HA)

3. 현장에서 돋보이기 : 제안, 품질개선
H중공업 명장들은 현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자신의 ‘기술 숙련’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체계화된 교육과 매뉴얼화된 시스템이 갖추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경험, 관찰 및 시행착오를 통해 소위 ‘책에 없
는’ 응용기술들을 습득하였으며, 현장에서 각종 사건들을 통해 조직에서
자신을 부각시켰다. HA 명장은 엔지니어와 맞서면서 자신의 역량을 부
각시켰으며, HB 명장은 분임조 발표대회에서 수차례 수상하면서, HC 명
장은 새로운 치구53)개발을 통해 회사, 동료 선후배들에게 ‘실력 있는’ 인
물로 인정받게 되었다. 명장들이 현장에서 돋보이게 되는 사건들은 다양
하지만 공통점은 품질개선과 제안, 공정개선 및 혁신 등 기본적으로 본인
의 직무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고, 이러한 성과가 일시적이지
않고 근속연수가 높아지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53) 치구란 각종 공작물의 가공/검사/조립 등의 작업을 할 때 경제적이고 정밀도 향
상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장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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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엔지니어와 현장 기능인력 간 관계는 수직적이고 위계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작업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 기능인력들은 전문
적 지식이 아닌 경험에 의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엔지니어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H중공업에 1981년도에 직장이라 하면 파워가 좋았습니다. 뭐 인원도 엄청
거느리고, 또 그 양반(독일에서 3년간 교육받고 온 엔지니어 대리)이 하라카는
대로 해야 돼. 우리는 모르니깐. 근데 … 그 양반하고 약간은 트러블은 있더라
고. 우리가 보면 이 양반은 도면을 잘 봐. 근데 이 양반은 자기가 정비를 하다
보니깐, 이 구조에 대해서 … 이야기하는 거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또 해보니
깐 안 맞다 이래가 다투게 돼 … 결론은 힘센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HA)

하지만 ‘HA 명장 사건’은 당시 고숙련 기능인의 경험을 통한 숙련이
엔지니어의 매뉴얼화된 방식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는 당시 작업현장에서 엔지니어와 고숙련 기능인력 간 작업장 내
현장파워 게임이 일정부분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고숙
련 기능인력들은 자신이 습득한 기술숙련을 인정받고자 도전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번은 … 중요한 장치를 100톤 되는 … 이 장비가격이 그 당시에 100억 했
으니깐 엄청나게 고가의 장비라. 부품 하나가 1억씩 2억씩 이래 하니깐 … 이걸
잘못 써서 고장이 난 거야. 분해 자체가 안 돼. 그래가 “야, 안 되겠다” 내가 조
장한테 … “이거는 절단기로 절단을 하자” 그러니깐 이 친구 하는 말이 첫 마디
가 “아, 이거 뭐 김대리 보면 난리난다” 이거야. 이거 그라인드로 해서 다 갈아
내야 된다 이거야. 근데 너트가 한 500파이 되는데 “이걸 그라인딩으로 해가
언제 짤라내노?” 내가 그러니깐 … “이틀 아니고 삼 일 갈아도 그 사람은 그라
인딩으로 해야 된다 …” “허튼소리 하지 말고 절단기 가져와라” … (근데) 그
대리가 봤어요. “야, 너 거 뭐 하려고 하노?” “이게 여차여차해서 분해가 안 됩
니다” “그래가?” “절단해서 하면 한 시간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을 바
락 내더라고, 도대체 작업하는 기본이 틀려먹었다 이거야. “삼 일 걸려도 그렇
게 하는 게 맞다” 그래 … (내가 금성사 일할 때 선박수리 하면서 수리작업 일
할 때 임기응변 이런 거는 좀 잘했어요 … 친구한테 절단장비 가지고 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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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 오전에 한 시간 정도 해가지고 아무튼 분해할 수 없는 것을 절단을 해
가지고 … 망치 같은 걸로 딱딱 치니깐 두 조각 딱 벌려져가지고 딱 내려와.
“야 안에 손상 갔나” “이∼야 니 정말 실력이 괜찮다” 이거야 … (좀 지나서) 그
대리가 인제 나타났어. 자기는 인자 그라인딩 할 폼을 잡고 있겠지 … 떡 와서
보니, 이게 없거든 “야, 이거 어디 갔어” “저 밑에 밖에 있네요” “뭐 했어?” “절
단했습니다” “야, 그 …” 딱 보니 깨끗하거든. 아무 말도 없고 막 가버리데. 그
다음부터는 작업하는데 절대 저한테 잔소리를 안 했거든 … 절단하고 분해하고
뭐 안 되는 거 있으면 “HA, 점마한테 이야기해 봐라” 갑자기 수식어로 이렇게
바뀌었어.” (HA)

1980년대 초까지 한국 조선산업은 일본과 비교하여 설계기술과 생산기
술은 조금 뒤처진 반면 관리기술 면에서 매우 낙후한 상황이었다(Kwon
and O’Donnell, 2001; 한국조선공업협회, 2005: 86). 정부의 조선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H중공업은 일본의 QC(Quality Control), TQC(Total Quality
Control) 등을 현장에 도입하여 실행하였다. 각 반에서 10명 이내로 분임
조를 분임장, 서기, 분임원으로 구성하고 공정마다 품질개선을 위한 활동
을 추진하였다. 개별 반은 주 1～2회 모임을 가지고 3～6개월 정도 활동
을 진행하였으며, 단계별 진행상황을 기록하여 원인분석, 결과분석 및 사
후관리까지 하나의 이슈에 대해 품질개선을 이루어냈다. 회사의 관리하
에 진행된 품질개선활동은 상반기 사업부 내 부서별 경진대회, 사업부단
위 간 경진대회, H중공업 전사품질경진대회를 개최하여 1등을 선정하였
다. 이후, 지역별 경진대회를 거쳐 전국대회에 출전하였다.
이러한 분임활동은 현장 노동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
능인력들에게 분임발표대회에서의 입상은 전체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
휘하여 회사로부터의 인정과 빠른 신분상승 및 주변으로부터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성장욕구가 강하고 학습의지가 높은
명장들은 분임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현장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 대한민국이 한창 잘나갈 때 분임발표 TQC를 많이 했어요 …
그때는 PC가 없고 전부 다 글자를 매직이나 차트를 만들어서 이래 했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인문계 나왔으니깐 조금 낫더라고. 내가 서기 하고 분임장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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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깐 발표대회 나가서 부서대회에서 뭐 1등 하고, 사업부대회 나가고 그
다음 전사 H중공업 전체 경진대회 나가서 상 받고 전국대회 나가고 그러니깐
… 그게 부쩍부쩍 남보다 잘하니깐 … ‘어, HB가 튀네’ … 아무래도 ‘저놈은 뭘
시켜도 잘하겠다’ 두각을 나타내니깐 위에서 보았을 때 ‘그래 그 친구 시켜라’
이제 이래 된 거지 … 그래서 반장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빨리 되었어요.” (HB)
“내를 나 자신을 부각시킬려면 무슨 경진대회에 무슨 대회 나가서 입상하면
그건 자동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내 나름대로 기반을 차곡차곡 쌓아
나갔죠, 이거(명장)하고 관계는 없는데 나중에 명장 서류를 할 때 보면은 좋은
스펙이 되더란 얘기죠.” (HB)

H중공업의 다각화 전략에 따라 신규 사업의 추진은 현장 기능인들에
게 또 다른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 1985년 회사는 건설장비 부문을 신설
하여 주문자생산방식(OEM)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회사의 인력공급은
내외부에서 이루어졌으며, 신규사업의 확대는 현장 기능인들에게 또 다
른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1988년도 5월 달 되니까 사내에 공개모집 … 공정부에서 저는 ‘가야 되겠
다’,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기계과 모집을 한다니까. 어차피 내가 공고
기계과 출신이니까 그 기계과 계통에서 좀 일을 해보겠다 싶어가지고 … 신설
사업본부가 도장 만들고, OEM으로 생산하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사람
을 모집해가지고 제가 ‘조선회사 이쪽 용접은 난 도저히 못 한다. (건설장비분
야는) 아무것도 난 모르니까 전부 다 새로 입사했다는 생각으로 새로 해보겠
다’ 싶어가지고 제일 밑대가리 이제 그라인딩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 (HC)
(1988년 건설장비 사내채용으로 이동 후) … “어느 날 갑자기 탱크를 만들라
고 하더라고요 … 용접탱크하고 유압탱크 이거는 만들어놨는데 합판에 걸려가
지고 변형이 만들어지더라고. 도저히 변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
(전문 외주업체에게 맡겨도) 도저히 못 한다고 … 사내에서도 돌아다니다가 안
되니깐 조선까지 끌어온 거라 … ‘아, 이건 완전히 안 되겠다. 치구 하나 개발해
보자’ 그래가지고 치구로 플레이 개발을 했었거든요. 개발하고 그걸 하고 나니
까 처음에 세 개씩 만들던 게 하루에 뭐 아홉 개, 열 개, 열한 개, 열두 개까지
도 나오는 거에요 … 이제 ‘야 이거는 용접을 하면 또 변형이 생기니까 이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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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기 위해서 용접치구를 하나 만들자. 포지션 하나를 만들자 … 맨바닥에 놓
은 거 돌려가는 거보다 포지션을 시켜놓고 용접을 할 수 있는 치구를 만들어
보자고. 그래 용접치구를 딱 만들어버렸지 … 여기에 있는 똑같은 치구를 업체
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버렸지 … 그걸로 1990년에 5급 제안상을 받게 되었어요.
… 지금 건설장비에 510여 종 정도, (제가) 소소하게 해서부터 만들어놓은
게….” (HC)

4. 높은 성취동기, 학습욕구, 그리고 메모
H중공업 명장들은 공통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취동기, 학습욕구, 실패
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의식이라는 개인수준의 심리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주어진 자신의 사회․경제적 환경 및 현장 작업환경에 대
해 순응적이지 않았고, 주어진 직무와 과업에 대해 최적화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다. 기본적
으로 회사의 목표와 개인 삶의 목표를 일치화시키는 데 주저함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 차이는 존재하였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회사에서만
국한되지 않았다. 퇴근 후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 학습하고 실험하고, 실
패하면 다시 도전하여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해나갔다.
또한 이들의 개인적 특성들은 한 시대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후술하겠
지만, 입사에서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회사의 생산공정 및 작업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본인의 사내 신분과 회사 내 역할, 숙련수준 등이 변화되
고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명장들은 여전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
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변신하는 데 두려움이 없었으며, 설정한 자신
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가. 성취동기와 학습욕구
명장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높은 성취동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욕구가 강하였다. 현장기술을 익히고자 할 때, 현
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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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문제와 부딪치고자 하였다.
“1966년, 1967년 이때에 자격증 시대가 생겼어. 자격증 시대가 … 처음으로
… 노동청이라는 데서 기능사 자격증 제도가 생겼어. 그때 내가 시험을 보러
갔어 … 당당히 자격증을 이제 땄지. 그래서 2급, 그때는 1급이라는 게 없었어.
2급만 있었어. 그래서 2급 처음 했을 때 내가 25번 … 그 다음 해 68년도에 1급
제도 또 생겼다고 … 내가 또 응시를 해서 1급, 용접기능사 1급. 넘버 1번 내가
… 운 좋게도 한 번에 돼가지고 자랑스럽게도 내가 1번. 그걸 내가 참 지금까
지도 그걸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HD)
“(입사 초기에) 제가 용접판금을 배웠지만 … 오퍼레이터 하는 걸 보니 …
‘야∼, 저걸 배워야겠다.’” (HB)
“(1980년대 초반) 사고났다 하면 … 장비가 아주 이상하게 되는 사고가 많았
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야 또 사고났네. 우리가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 좋은 경험을 또 할 수가
있겠구나, 뜯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깐. 피하려 하는 사람들이 한 80% 있고,
공구부터 챙기는 사람은 20% 있었어요. 저도 공구부터 챙기는 사람이 되다 보
니깐 그 당시에 직장이나 반장 이런 사람들이 ‘아, 야∼, 이번에도 또 고생 좀
해야겠다’. ‘고생이야 당연히 하는 거고 막걸리 한잔 사주소’ 인자 뭐 이런 식에
… 그리고 붙으면 하루 이틀 철야까지 해서 무조건 기계를 빨리 살려야 되니
깐.” (HA)

명장들에게 자격증은 자신의 숙련을 공식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기
회가 되었다. 초기에는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개인역량 강화와 미래준비
를 위한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장의 업무 속에서는 조선업 특성상(주문
생산방식에 따라 선주가 지정한 특정 용접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만이 용
접을 할 수 있음) 지속적으로 상급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자신의 숙련을
인정받았다.
“1급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또 직업훈련교사, 용접 쪽에 그걸 하다 보니까
그 훈련교사도 있고 … 배를 만들려고 그러면 상급협회 자격증이 우선 있어야
됩니다 … 영국의 로이드 거 … 일본에 지스, MK,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R
이런 것들이 … 자격증도 따고 왔고. 일본 선적협회 MK 자격증이라든지.”
(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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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 사업부로 이동한 1988년 …) 굴삭기운전기능사 2급, 1995년 지게
차운전기능사, 1999년 기중기운전기능사, 그리고 2004년 용접기능장을 취득하
였어요.” (HC)

나. 끈기와 노력
산업화 시기의 중공업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
며, 회사의 인사관리 정책에 의해 강요된 성격이 강하였다. 하지만 명장
들에게 장시간 노동은 주어진 현실이기도 하지만 본인 스스로 문제를 해
결하고자 했던 성실함, 열정, 그리고 끈기의 모습으로 회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빠르게 높은 숙련수준을 갖추게 되었다고 판단
하고 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 5시 기상, 6시 이전에 사무실로 출근하여 퇴
근하는 야근자와 항상 업무인수인계 및 하루의 일과와 안전을 위해 미리 챙겨
서 준비하는 성격이에요….” (HA)
“(1980년대 초)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한 반장까지는 주간 야간 막 했잖아
요 … 결혼해서도 야간은 안 했지만 거의 뭐 아침 8시에 출근하면은 늦게까지
하면은 보통 8시까지 해요. 그러면은 밤 겨울에는 별 보고 왔다가 별 보고 들
어가잖아요. 가족들하고 그때는 뭐 일요일 특근하고 이래 하는 거는 거의 다
했으니깐.” (HB)
“(선배들도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 몰라 몇 년씩 해도, 그러
면 어찌 되었던 많이 분해해 보고 많이 조립해 보고, 수리해 본 사람이 최고라.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니깐, 빨리 배우려
고 생각하니깐 … 그래서 매일 퇴근해서도 도면 같은 걸 잘 이해 안 되면, 집에
가지고가서 보기도 하고 회사에서도 남아서 보고….” (HA)
“(1980년대 입사 초기에) 제가 용접판금을 배웠지만 … 오퍼레이터 하는 걸
보니 … ‘야∼, 저걸 배워야겠다.’ … 무조건 주간 근무를 할 때는 아침에 6시 이
전에 출근해서 청소해놓고 그때는 뭐 청소해놓고 … 장비 닦잖아요, 군에 가면
조닦기(조이고 닦고 기름치자) 있듯이 그런 거 다 하고 … 시킨 일은 확실히 해
놓고 … 그 다음 퇴근 때에는 ‘선배님 가서 막걸리나 한잔 하자’고 그렇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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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많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잘해줄 수밖에 없다고 … ‘저놈은 변치 않고
정말 배우려는 의지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선배님들한테 많이 기술습득을 다
른 사람들보다 빨리 한 거죠.” (HB)
“○○○ 기정이 … 제가 들어갔을 때 조장하더라고 … 그분이 정말 열정적으
로 분임활동이나 … 발표는 내가 막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 영향을 상당히 많
이 받았지. 그 사람이 마킹 조장도 했고 … 일하는 것도 그렇고 … 회사 처세하
는 것도 그렇고, 직장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오늘날까지 왔을 때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줬지요.” (HB)

다. 메모 습관
명장들의 메모 습관은 직무와 연관성이 높았다. H중공업에서 가장 기
본인 용접부문에서의 숙련은 2년 정도, 제관업무는 3년, 기계가공 오퍼레
이터 CNC 운영은 5년, 기계정비는 10년 정도의 경험을 거쳐야 숙련 기능
인력으로 인정받는 경향이 있다. 직무의 난이도가 높고, 복잡성이 요구되
는 곳에서 고숙련 기능인들은 자신의 업무지식 향상을 위해 메모하는 습
관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대상 명장들 가운데 보전, 치구개발
에 뛰어난 역량을 보여준 명장들은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자신의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되었다.
“장비가 고장이 많이 있는데, 고장이 날 수 있는 소지는 엄청나게 많이 있지
만 이게 한 번 고장이 나서 이걸 수리해놓고 내일 다시 고장이 난다는 법도 없
고 1년 뒤에 분해해 볼, 고장이 안 나면 안 하는 거니깐, 어떤 거는 한 번 뜯어
보고 10년 뒤에 고장이 나는 거야. 그러면 10년 뒤에 내가 없을 수도 있고 있다
손 치더라도 기억력이 한계가 있다고.” (HA)
“어디 교육이나 뭐 가면 어찌 되었든 메모하는 습관 이게 중요하거든 … 오
늘 모여서 이런이런 토론을 했다. 저는 저녁에 가면 꼭 정리를 일기 비슷하게
해서 이런 내용 잘 적는데 … 정비하고 오면 ‘야, 이게 언제 다시 고장이 나겠
노’ 여기 딱 정자로 해가지고 적어가 그 밑에 이름 HA 적어놓고 … 메인 도면
에 걸어놓고 이것을 카피를 해놓고 몇 장씩 해놓고 언제언제 하니깐 요런 문제
가 있더라 이것은 파일로 이렇게….”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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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도에 입사를 해가 1987년부터 반장을 했는데 … 심지어 어떤 분들한
테 ‘야 제발 그 서류정리 좀 해라 철장 뒤에고 뭐 케비넷이고 온통 니 서류다’
왜? 뭐 적어놓고 도면 첨부해놓고 뭐 칼라링도 해놓고 … 프라노 밀러 하여간
이런 책들이∼ … 한 3년 넘어가면 기억은 전혀 못 해, 아 이거 고장 났는데 그
럼 업무 계획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노, 사무실에 있는 사
람들도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하고 비슷하거나 뒤에 입사한 사람들이 오면
꼭 현장에서 (그 서류들 보고) 며칠 만에 수리를 했죠….” (HA)

치공구 개발에 관심이 많았던 HC 명장은 작업내용을 메모하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한 개발공구를 스케치하면서 아이디어를 정립하고 이를 현장
에서 구체화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메모는 지금 제가 머리가 별로 좋은 편은 아니라서 그러면서 남하고 이렇
게 이야기하는 거를 기억을 잘 못 합니다. 제가 기록한 거는 남이 못 봐요. 저
밖에 모릅니다 … 스케치 좋아하고, 보통 기계도면에 삼각법을 그려야 되는데
그 스케치도 별도 안 합니다. 그냥 저만 알아보게. 그래가지고 잘하는 일이라
는 거는 현장에 맞는 치공구를 그 도면 없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설계도면 없
이….” (HC)

제4절 1987년 〜현재, 노사갈등과 현장 지키기

1987년 6․29 민주화선언 이후, 울산은 H그룹 계열사 노동자들을 중심
으로 한 노동자대투쟁의 시발지가 되었다.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재벌 대
기업들은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및 장시간 노동으로 불리는 군대식 노
무관리 체제를 유지하였다. 1980년대 초부터 현장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조직적으로 형성되어 회사의 노무관리 정책과 관행에 저항하기 시
작하였으며, 1987년 민주화의 물결 속에 억눌렸던 불만은 폭발적으로 울
산지역을 뒤흔들었다. 이후, H중공업 노동조합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1994년까지 이어진 회사의 노조파괴 전략
과 노조의 전투적 투쟁과 파업은 여러 형태의 현장조직 등장과 노동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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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서서히 현장관리와 통제력을 회
복하였고 노동조합의 집단적 힘은 약화되어 갔다. 명장들은 노동조합운
동에 소극적이거나 비판적이었으며, 점차 회사의 입장에서 현장을 지키
고 회사의 정책에 적극 부응하면서 활동하였다.

1. 현장 지키기
1987년 당시 대부분의 명장들은 현장에서 남들보다 자신들의 역량을
인정받아 왔고, 한 발 앞선 승진과정을 통해 이미 직․반장의 위치에 올
라 있었다. 이들은 회사에 대한 조직몰입과 충성도는 매우 높았으나, 노
사관계에 대한 이해는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 설립 초기
진행되었던 노사간 갈등과 파업, 전투적 투쟁 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
면서 이들은 회사의 편에서 파업을 반대하고 현장 지키기에 동참하였다.
“1987년 이후에 잘 아시겠지만 참 우리가 많은 아픔을 겪었잖습니까? 1987
년부터 저는 어찌 되었던 반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다 보니깐 1987년도 그때
에 시작을 할 때는 저희들도 동참을 했는데, 그 뒤에 자꾸 외부세력이 개입이
되고 또 조합으로 보면 외부세력이 개입이 안 되면 또 정확하게 이게 진로 자
체 힘든 시기이잖습니까. 거기에 대해 아는 게 적으니깐 그 다음부터 계속 이
래서는 안 된다. 인자 말리는 쪽에 어차피 직책은 맡고 있으니깐 … 1994년까지
저희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HA)
“저는 그때 1987년에 노사분규 일어났을 때 제가 반장이었거든요, 그때 인
제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이 친구들이 얘기한 로고송이 뭐냐면 ‘직․반장은 물
러가라, 물러가라.’ 그때 직장이 있었어요, 반장 위에. 명찰이 반장은 여기 파랗
게 반 줄, 직장은 빨간 한 줄 있어요. 작업자들이 노사분규의 주축이 돼서 하니
깐 … 저희들은 그때 처음에는 그동안 억눌렸던 욕구가 분출되다 보니깐, 거기
막 가서 기웃거리기도 하고 같이 이래 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 갔잖아요. 그
러다 보니 회사에서는 일단 반장 직장들 먼저 들어와 이러는데, 들어와서 근데
처음에는 일을 안 하지, 못 하지. 또 오토바이 타고, 일한다고 하면 오토바이
타고 윙∼∼와서 막 조패고. 그때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우니깐 맞으면 본인만
손해지, 오면 도망가고….” (H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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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키기를 선택한 당시 직․반장급 명장들은 평소 다양한 모임들
을 통해 동료․후배들과 인간적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편에
서도록 유도하는 한편, 단체교섭 시기와 파업이 진행되면 파업참가자들
을 설득하여 현장으로 복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이들은 파업이 끝
나면 어수선한 현장의 분위기와 앙금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데 최
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그게 상당기간 오래 갔어요. (1988～89년) 128일 파업할 때는 조업파, 비조
업파 생긴 거야. 조업파는 그동안 반장 하면서 반원들을 뭐 길흉사 왔다갔다
하면서 인맥을 많이 쌓아놓잖아요. 친하고 그 중에 반장이 1/3은 적다 그러면
은 반은 자기편을 만들어 놓잖아요 ‘야, 들어와 일해야 된다’ 그러면 ‘허, 반장
님 뭐 어떻고 뭐 어떻고’ ‘야 들어올 시기가 됐으니깐 들어와’ 해가지고 한 반
은 잡아 넣을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한 1/3은 들어온다고요, 그럼 그게 조업파
야, 한 명 들어오고 두 명 들어오고 1/3 들어오잖아요. 그럼 야, 니 정 의심스러
우면 누구한테 전화 한 번 넣어봐라 일하는가 안 하는가. 그러면 한다 그래 …
근데 1/3은 남는 거야. 죽어도 안 들어와. 그럼 그게 비조업파야 … 일하다가
오면 도망가고 이래 하다가 나중에 타결이 됐어. 그럼 조업파, 비조업파 이젠
한 반에 2/3, 1/3이 말도 안 하는 거야. 말도 … 진짜 노동운동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일도 안 하고 정말 열심히 쟁취를 위해서 … 저것들은 일을 하면서 돈
벌었다고 하면서, 말도 안 하고 술 먹으러 가자고 해도 안 하고 정말 대화가 단
절되었거든요. 그거 딱 무너뜨리는 데 거의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6개월 이상
1년….” (HB)

하지만 당시 조원이었던 명장은 1990년대 초까지 노동조합 활동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당시 투쟁은 젊은 현장기능인들에게 좀 더 인간
다운 삶을 살기 위한 투쟁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현장은 지켜야 할 공간이며, 전투적 노동조합 운동에 대해 비판적이
고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 128일 파업할 때지. 나는 이제 파업을, 돌팔매질하고 다니고, 최루탄하
고, 경찰들하고 맞서가지고 맨날 뭐 그때는 저도 이제 젊었을 때니까 … 최루탄
맞아가지고 …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이 되잖아요 … 집에 쌀도 떨어지고 … 그
렇게 돌팔매질하고 그래 했는지 모르겠는데 … 그때 노사분규는 … 살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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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이었었고 … 지금의 저들이(H자동차) 요구하는 거는 이게 아니라고 … 위
에서 지침이 있어 움직이는 그런 노사분규거든….” (HC)

2. 현장의 다양한 모임 : 다물단, 자원봉사단, 현수회
1987년 이후 치열했던 현장의 노사갈등은 1994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수년간 이어진 회사와 정부의 끊임없는 강경정책과
노동조합의 전투적 투쟁, 노조활동가들의 구속과 해고, 그리고 지도부 교
체에 따른 리더십 부재와 현장 조합원들의 강경투쟁 등으로 혼란이 지속
되면서 조합원들의 강경노선에 대한 피로감은 높아져만 갔다(Kwon and
O’Donnell, 2001).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는 현장관리 주도권을 확보하고
노동조합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모임을 주도적으로 구성하였고, 그 중
하나가 1995년 H중공업 다물단이었다(1987년 노동자대투쟁 20주년 기념
사업추진위위원회, 2007년 발족 기념자료).
명장들은 이러한 다물 교육을 받으면서 ‘애국애족활동’과 ‘신기업문화
활동’으로 불리는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기업의 대외 이미지 개선과 현장
내 생산성향상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종업원
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단결하기보다 회사정책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전환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물단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단원들 또한 증가되었다. 명장들은 다물단 활동에 단원으로 시
작하여 지단당, 부단장, 단장 역할을 할 만큼 적극 참여하였으며, 2000년
대에 다물단의 지도자급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다물민족운동본부라고 … 1994년부터 우리가 교육을 받았죠. 받고 난 뒤에
다물단을 1995년에 창단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그 다물단에 상당히 좀 올
인을 좀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5년, 1996년부터 해서 … 저도 지단장 한
5년 하고 부단장 2년 하고 단장을 4년(2년 후 2년 연임)을 했어요. (노동)조합
에 어떤 분류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다 보니깐 그게 딱 적
성에 맞더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도 참 많이 하고, 중국도 제가 한 10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중국 동포들 사는 거 지원 같은 것도 엄청 많이 했는데 …
2006년도에 그만두고 나니깐 H중공업 다물단 3,000명까지 되었는데 … H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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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노사안정을 어디에서 가장 많이 기여했는가 이걸 분포를 내보면 … 회사에
서 잘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H중공업 다물단에서 …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HA)
“초창기부터, HB 명장도 ‘다물단’ 단원이고, 옛날 지단장도 했고, HA 명장
도 그랬고. 초창기부터, 1995년부터 ‘다물단’ 활동을 해 왔습니다. 해 오고, 그동
안에 저는 학교 다녀서 ‘다물단’ 활동 단원으로서는 있으면서 임원은 제가 맡
았습니다. 올해(2013년) 저희 단원이 2,200명이에요, H중공업에. 노동조합 다음
에 큰 단체입니다 … 일반 봉사단체가 아니고 민족운동 하는 단체로, 점조직이
이렇게 … 올해 제가 부단장 맡아가지고. 자꾸 단장하라는 걸, 단장은 못 한다
고 지금 부단장을….” (HC)

2004년 하청근로자인 박일수 씨 사망사건 이후, 언론의 높은 관심, 민
주노총 주도의 하청문제 제기와 집회 및 시위, H중공업 노조의 무기력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조선업계 사내하도급의 문제는 H중공업 사태로 언론
에 지속적으로 공개되었고, 회사의 대내외 이미지는 추락하였다. 이에, 노
동조합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회사에 대한 높은 애사심을 가진 명장들은
회사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새롭게 봉사활동 모임을 구성하는 데 적극 동
참하였다. 회사 내 다양한 소모임들은 평소 사회봉사활동을 펼치지만, 회
사의 위기 시 혹은 노사갈등이 심각해질 경우 회사의 편에서 회사의 입장
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노동조합이 온건하고 실리적이며 협조
적 노사관계를 지향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고 있었다.
“2004년 박일수 씨 사망사건 이후 회사에 노사간 갈등이 깊어짐에 따라, 사
내 160여 개 단체 및 사원이 결의하여 회사를 지켜내고 애사심 함양과 지역사
회 발전의 기치 속에 현중사랑 자원봉사단이 출범하였으며, 총괄부단장을 맡
아 애사애업 부문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HA)
“제가 그 반노동조합활동도 좀 했었어요. 현재 직무서클 회장도 제가 맡고
있고 한 6,000명 정도 되는데, 현중사랑 자원봉사단 총괄단장도 공식적으로 제
가 맡고 있는데 … 근본적으로는 조합이 꼭 필요하지요 … (노동)조합은 건전한
어떤 조합정책이 필요한 거고 또 회사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 어떨 때는 실질
적으로 돈 좀 더 받아내기 위해서 협상을 하지만 … 어려울 때는 회사의 그런
부분을 조합원들한테도 조합에서 홍보를 할 수도 있거든요 … 지금 우리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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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래도 잘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HA)
“(2004년 박일수 씨 사건 이후) … 사실상 보면 그때 금속노조에서 … 제명을
잘 시켰다고 봐요 … (노동)조합이라는 거는 어떤 그 힘을 갖다가 합치는 게 맞
기는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가 저도, 조합원들한테 또 돌아올 수
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도 올해 좀 좋지는 않아요. 경영상에 … 회사는
좀 안 좋은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조선산업이 다 그러니까. 경기가 풀려야 되는
데, 지금 안 좋은 거는 사실이라는 거죠 … 올해 임금협상에 찬반투표 해서 가
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지 … 조합원들이 옛날하
고 틀려가지고 생각이 많이 깊어졌고. 조합도 같이 또 노력을 많이 했고. 만약
에 금속노조나 이런 데 가입돼 있으면 이 행동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뭐 회사
에 일이 있건 없건 간에 위에 상부 지침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 게 그
쪽 조직 세상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노동)조합 자체가 스스로 이렇
게 만들어나간다는 거는 난 좋다고 봐요….” (HC)

H중공업에서는 다양한 현장모임들이 조직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소모
임과 클럽활동은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연계되어 있었다. 명장들은 여러
소모임에 가입하거나 리더로서 활동을 하였다. 현수회 역시 기장 이상을
대상으로 한 중공업 내 현장 리더들의 모임으로 주로 취약계층, 저소득층
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였다.
“현수회는 현장조직에 기장 이상, 그러니깐 쉽게 보면 옛날에 기장 하면 거
의 팀장, 요즘은 반장들도 직급이니깐 반장, 팀장, 과장 머 이 정도까지 해서
기장, 기감, 기정, 대표적으로 회원이 많아요. 720명인데 1년 회비만 해도 720
명이 2만 원씩, 월 2만 원씩 내니깐 연 회비가 1억 5, 6천만 될 거에요 … ‘직무
를 선도하고 희생과 봉사활동을 펼친다’ 이래서 … 요즘 제가 …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장인정신을 어떻게 이양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많이 좀 … 사실은 회
원이 다 30년, 40년 근무하고 내일 모레 되면 다 집에 갈 사람들인데, 내 혼자
갖고 가버리면 결국 회사가 손해고, 회사가 손해면 우리나라가 손해고, 그런
부분들….”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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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1990〜2000년대, 생산공정 시스템의 체계화,
표준화, 유연화와 고숙련 기능인의 역할

1. 기술발전, 생산공정 변화, 그리고 현장 기능인력
1980년대 말 세계조선시장의 호전으로 인해 국내 대형조선사들이 대형
선박 건조를 위한 대형도크 신설 및 증설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나, 1993
년까지 정부의 조선산업 합리화 조치로 설비확충은 중단되었다.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국내 조선업체들은 경쟁적으로 대형도크 중심으로
신․증설을 진행하였다. H중공업은 1995년 8, 9도크를 건설하면서 LNG,
VLCC 등 고부가가치 선박건조 설비를 확충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설비 자동화, 선체블록 대형화 등 기술고도화를 통해 생
산성 증대에 주력하였다. 가공/소조립 공장에는 DNC자동절단 장비를 설
치하여 형강, 절단, 운반, 분류 공정을 자동화하고, 판넬공장은 자동화 절
단로봇을 설치하여 용접자동화를 가능케 했다. 2000년대에도 H중공업의
기계설비의 자동화, 다기능화 등은 확대․강화되었다(강석재, 2002; 한국
조선공업협회, 2005).
이러한 변화와 함께,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거의 모든 조선
업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인사정책은 사내 현장인력 충원의 최소화와 하
도급을 활용하는 아웃소싱 전략이었다. 지속적인 정규직 임금인상과 불
안정한 노사관계로 인해, 회사는 신규 충원을 줄이면서 노동조합의 조합
원 유입을 줄임과 동시에 인건비 절감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강석재, 2002).
H중공업에서 생산공정 시스템의 체계화, 표준화, 유연화가 진행되는
동안 이미 고숙련 단계에 들어선 명장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비교적 가벼
운 도전이었으며, 자신의 숙련경쟁력을 기반으로 보다 많은 현장개선과
성과를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명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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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숙련 기능인인 동시에 현장 감독자, 사내외 교육자, 사회적 롤 모델
로 자신의 역할을 다변화하고 외연을 넓혀나가고 있었다.
가. 자동화
자동화 장비의 도입은 명장들에게 오랜 기간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쌓아 왔던 숙련기술 가운데 일상적이고 단순한 기술운용의 편리함을 제
공해 주었다. 즉 갈고 닦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손기술을 자동화된 기기를 운용하는 기술로 바꾸었기 때문에, 자동화는
노동 강도와 현장 사고위험을 낮춤과 동시에 정확성과 생산성 향상에 도
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장비를 이제 구매를 하잖아요 … 구매를 하면 팀장을 그 현지 업체에 보내
든지 반장을 보내든지 한다니깐. 거기서 1주나 2주 가서 보고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와서 설치할 때 이 사람들이 해놔놓고 또 테스트를 해요. 장비가동을
해본다니깐 한 일주일 동안 … 자동화라는 게 요새는 수치잖아요. NC 전부 다
수치로 딱딱 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하거든. 어떻게 보면 더 쉽지. 기존에 하는
거에, 종전에는 10번 돌려가지고 야∼∼이거, 100파이를 만들 것을 … 지금은
두께 빼고 수치를 딱딱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다섯 번 만에 원이 되어 버린
다니깐.” (HB)
“자동화, 뭐 선박 같은 거는 요즘 용접도 사람이 하는 게 많이 없어요. 기계
로 짜∼악 해버리면 품질 좋죠. 사람은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실수가 있을 수
가 있거든. 근데 기계는 정직하잖습니까. 사람보다는 기계가 더 정직해요….”
(HA)
“옛날에는 용접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로봇이 들어왔잖아요. 로봇이 사람이
할 일을 몇 배, 몇십 배를 하거든요. 하루에. (사람이 하나씩 용접하던 것을) …
터치가 세 개씩 붙고요. 세 개 한꺼번에 로봇 하나가 라인에서 터치 하나만 용
접되는 거 … 그러면 그 능력이 얼마나 낫겠습니까?” (HC)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화가 현장의 일자리 수를 줄여나가고 있는 현
실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었다. 또한 후술하는 것처럼, 자동화와 매
뉴얼화되면서 과거 기능인력들이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손으로 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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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혀 왔던 노하우와 기술이 점차 축소되어 가고, 인간이 가진 창의적 문
제해결능력이 약화되어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남아 있었다.
“사람이 하던 거를 로봇이 하는데, 그럼 그 사람의 일자리가 없잖아요. (사
람을) 쓸 데가 없다니까요….” (HC)
“자동화는 작업속도가 빠르고 정확한 반면 일자리 창출에는 부정적입니다.
저희(건설장비) 사업본부를 예로 든다면, 3D 업종인 용접은 로봇이 설치되어
사람 10배 이상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용접사들은 다른 일
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립이나 지원 업무를 배워서 직종을 바꾸는 경향이 발
생하고 있습니다.” (HC)
“(1980년대 초) … 오퍼레이터가 2명이에요. 프레스로 얘기하면 양쪽에 헬퍼
가 4명씩 8명, 10명이 하나 하는 데 하루 종일 거 붙어가 이래 하는데 … 지금
은 오퍼레이터 1명 보조 1명 딱 2명이 한다니깐. 작은 거는 1명이 해요.” (HB)

나. 다기능화
H중공업의 다기능화 정책은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
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생산공정을 흐름생산체제로 전환하는 과정
에서 노동공정상 직무와 기술은 생산시스템에 맞게 재조직, 제설계되었
다. 손기술에 의존한 숙련은 작업표준화와 자동화를 통한 각 기능의 단순
화로 구체화되었다. 즉 H중공업은 난이도가 복잡하고 다기능이 필요한
부분을 줄여나감과 동시에 대체가능한 다기능들의 조합을 구성하여 다기
능화를 진행하였다.
명장들은 후배들에게 회사의 다기능 교육을 활용하도록 조언하고 훈련
도 시키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후술하겠
지만, 이러한 다기능화는 일상기술 숙련의 아웃소싱을 가능하게 하고, 저
임금의 사내하도급 활용을 확대하도록 해주었다.
“회사에서 자격취득제도가 있기 때문에 … 자기 하는 쪽에 일을 하면은 되게
되어 있어요 … 작업유형을 기술교육원에서 공시를 합니다 … 한 1년 이상 근무
를 하면 … 이론이 문제지 실제 실기를 하면 다 통과한다니깐요 … (실력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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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면 퇴근 이후에 ‘야, 연습해 너, 임마. 이게 임금하고 직결되는데 왜 안 하
냐고’ 그러면 다 하거든요. 용접 같은 경우 (자격증 수준별로) 1G에서 6GR54)
까지 있거든요. 6GR이 수당이 3만 5천 원인데 … 그걸 따려면 연습을 많이 해
야 돼 … 연습도 시키고 … 자기도 남아서 해야 되고….” (HB)
“인재교육원에서 원하는 사람에게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기원, 대리 직급 이상자들은 사내 기술대학에 입학하여 전공분
야 공부를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할 시 기술교육원에서 다기능 교육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HC)
“직영인원이 많이 안 들어오다 보니깐 직영인원을 다기능화해요. 종전에 만
약에 제관 공장에서 취부사다, 취부만 하면 된다 … 취부만 딱 해놓으면 다음
공정이 용접이잖아요. 그럼 용접사가 할 수 있도록 요렇게 했는데, 지금은 취
부사가 뭐 스믈, 서른 가지는 (자격증을) 따가지고 … 손이 딸릴 때 용접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HB)

다. 사내하도급과 외주화
H중공업은 1990년대 이후 사내하도급을 적극 활용하면서 유연성을 확
보하였다. 사내하도급의 활용은 직접고용에 따른 고비용과 노사관계비용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서 생산원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현장의 생산물량 변동에 따라 수량적 유연성
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불확실한 환경에 대처할 수 있었다. H중공업의
사내 기능인력 대 하도급 인력구조는 1990년 사내 기능인력 16,819명 vs
하도급 1,994명에서 1995년 17,809명 vs 4,645명으로 증가하였다. 사내하
도급의 활용은 2000년대 초반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2002년 직영 대
사내하도급 인력은 17,317명 vs 16,433명, 2010년 15,160명 vs 19,321명으
로 노동하청의 비율이 확대되었다.
사내하도급 인력의 기능적 숙련은 H중공업 기술교육원의 역할로 변화
되어 갔다. 1990년대까지 기술교육원은 직영근로자가 입사할 수 있는 곳
54) 용접취득자격으로 1G～6G, 6GR까지 수준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6GR은 최고 고
난위도 용접자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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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기술교육원 수료 이후 대부분 사내협력업
체로 입사하였다. 이들은 교육원에서 기초적인 기능숙련을 습득하도록
하고, H중공업의 고숙련 퇴직자들은 사내협력사에 재취업하여 신규 인력
의 부족한 숙련을 보완해 주었다. 명장들은 사내하도급을 거친 H중공업
사원들은 대부분 이미 2～4년 정도 현장에서 소위 3D작업을 거치면서 숙
련을 쌓아 왔기 때문에 H중공업에 입사하면 이미 숙련 기능인에 가깝다
고 판단하고 있었다.
“기술교육원에 들어가면 3개월 하고 … 협력업체에서 지금 인원이 많이 정
체되어 있다 보니깐 최소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돼요. 1년은 거의 명함도 못
내미는데 한 3년 정도 하면은 애들이 일을 잘해요. 지금 들어오는 애들 거의
숙련공이에요 … 근데 기술교육원, 아니 폴리텍이나 공고 졸업한 거나 이래 오
면 똑같아요 … 새로 시작해야 돼.” (HB)
“지금은 인제 협력업체의 사람이 만약에 들어가잖아 직영되기 위해서 … 기
술교육원에 들어오는 친구도 있고 … 처음에 사상(그라인더(다듬질))부터 시켜
요 … 실제 보면 굉장히 정밀하고 하기 힘든 일인데 … 조선업종에는 최고 일하
기 힘든 게 도장작업에 페인팅, 글라스팅 하는 거 제외하고 사상이 최고 그거
거든, 밑이거든. 전부 안 하려고 해. 그라인더가 전동기구여서 돌아가잖아. 이
게 흔들리잖아, 떨리잖아 … 그러다 보니 근골격계 질환이 온다고. 그러다 보니
깐 직영 같은 경우는 거의 안 하려고 하는데 … 힘든 거 이런 건 전부 (사내하
도급) 업체사람들 넣고 직영은 그런 일 안 했어요….” (HB)
“해양구조물에서 제관 쪽에서는 가공에서 파이널까지 하는데 … 자동차 공
장처럼 한 개 라인이 흘러가는데 왼쪽 바퀴는 직영이 채우고 (한쪽은 협력사
직원이) … 직영보다는 협력사가 임금이 싸잖아요….” (HB)
“협력업체의 소장들이 있잖아요. 소장들은 80～90% 정도가 H중공업에서 종
사하다가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제 소장으로 가고 일을 많이
아니깐….” (HB)

H중공업이 생산공정 및 노동공정을 유연화하면서 늘어나는 물량을 처
리하기 위해 외부 아웃소싱을 확대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조선업종의
특성상 설비건조능력을 단순히 시장상황에 따라 확대․축소하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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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중공업의 건조능력은 이미 세계 최대규모의 선박건조능력을 갖추고 있
었다. 이에, 고부가가치선박 건조를 위한 핵심 기능이나 조립은 현장에서
진행하고,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힘든 기능의 공정은 외주화를 적극 활용
하였다.
“해양 야드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해양사업) 프로젝트가 (동시에 여러 가지
추진해야 하는데 공간이) … 모자라다 보니깐 갈 자리가 없는 거야 … 절단은
아웃소싱 다 됐었어요. 롤링 하는 거, 프레스 롤링 하는 거, 그 다음에 용접하
는 장비 이런 자동 장비가 하는 것이 많으니깐 공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
파이프는 아웃소싱을 또 많이 시키더라구. 왜? 단순작업이니깐, 중소기업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HB)

라. 자동화, 아웃소싱 등에 따른 현장 기능인력의 위상
현장 경험과 노력을 통해 내제화된 숙련인력의 손기술과 노하우가 자
동화와 아웃소싱 등을 거치면서, 후배들의 현장 파워는 점차 약화되어 가
고 있다. 힘든 기피 작업은 사내하도급으로 옮겨져 갔고, 일상화된 기술
혹은 특정 영역의 작업은 외주화가 진행되었으며, 자동화에 따른 높은 생
산성은 기존 직무의 축소를 가져왔다. 작업장 구조의 재편과정을 끊임없
이 거치면서 회사의 조직관리 및 통제력은 강화된 반면, 1980년대 초와 같
은 현장 숙련기능인과 엔지니어 간 파워게임은 회사 측으로 상당히 기울
어진 것으로 보인다. 명장들은 이것을 조선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
능과 엔지니어링 간 간극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결과로 판단하고 있었다.
“분명히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없어진 것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기능
인들의) 파워가 많이 죽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 우리가 처음에는
… 어떠한 일이라도 만들어 보고 경험하고 … 관리의 측면에서도 … 시작하는
쪽에서 이해를 다 못 했으니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현장에서 손끝으로 제
품이 생산되었어요 … 초창기에는 … 관리나 기술보다는 기능에 대한 부분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했던 시기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면 기능이라
해서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근데 …
엔지니어링들은 이게 무궁무진하잖습니까 … 엔지니어링 그쪽으로 비약적인

제4장 H중공업(조선) 사례

225

발전을 했다고 … 물론 마지막에 사람이 다 만드는 거지만 … 선박 같은 거는
요즘 용접도 사람이 하는 게 많이 없어요. 기계로 짜∼악 해버리면 품질 좋죠
… 그런 부분들을 숙련이 결국 기술에 좀 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당연히 뒤져야 되는 거 아니냐.” (HA)
(일부 숙련의 노하우가 필요하겠지만) … “결국은 숙련이 옛날맨치로 사무실
있는 사람한테 … 수 틀리면 사무실 가서 책상도 차고 했거든요. 지금은 절대
로. H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무리 뛰어난 숙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그
사람에 의존해서는 회사는 안 된다. 그 사람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한 사람에 의존하다가 회사가 더 성장을 못 하고 정체할 수 있는 기고….”
(HA)

또한 좀 더 편리한, 좀 더 쉬운, 좀 더 빠른 장비의 도입에 대한 H중공
업 기능인들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편의성에 대해
명장들은 후배들에 대한 우려섞인 걱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작업의 표준
화와 자동화로 인해 근로자 개인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느끼는 편의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고숙련 노동을 요구하는 직무가 점차적으로 대체가능
한 노동으로 이동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명장들은 젊은 기능인들의 자신
들보다 낮은 도전의식, 낮은 학습욕구 및 이해관계 중심적 태도에 대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다.
“1980년대는 사업 초기이고 안정이 안 된 상태로 현장에 필요한 것을 무엇
이든 머리를 짜내서 만들어 적용하는 게 일인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 거의 작
업하는 사람들이 수작업을 해야 하였으며, 요즘은 생산물량이 늘어나고 회사
규모가 커지고 생산모델이 많다 보니 수작업 치공구를 만들어도 작업하는 분
들이 사용을 기피합니다.” (HC)
“자기가 끈질지게 자꾸 노력을 해가 자꾸 자기 영역을 확보해 나가야 돼, 그
걸 안 하고 있으니깐 중도에서 (포기하고, 안주하고) …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HA)
“우리는 닥치는 대로 일을 이것저것 다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치구 수리
도 해야 되고, 제선도 해야 되고, 뭐 공구 같은 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차 조립
도 해야 되고 … 전부 다 … 이거는 한 분야만 바라보면 안 되거든. 골고루 전부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 실질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게 시대가 자꾸 바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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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그리고 좀 머리 쓰는 걸 안 하려고 합니다. 전수 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거는 ‘위에서 그냥 지시한 거만 하면 되는데 왜 그 골치 아프게 그걸 하느
냐?’ 전부 다 이런 생각이에요….” (HC)
“먼저 문명이 발달하면 편안한 게 있는 반면에 또 잃는 부분도 많다니까요.
그게 이 앞으로 회사 제도라든가 노동조합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 어떤 기능,
기술인들이 가야 될 길은 자기 전공도 좋은데, 옆에서 자꾸만 이런저런 곁눈질
하면서 (다양한 기능숙련을 배우도록) 강요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저는 필
요한 것 같습니다.” (HC)
“사람들이 … 머리 쓰는 거를 싫어해요. 후배들은 그냥 간단한 걸 좋아해요.
그냥 바로 나와가지고 일하고 퇴근하고 또 다음 날 나와가지고 주어진, 시키는
일 하고 그런 걸 좋아하지. 더 이상의 자기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를 싫어합니다.
근데 개중에 이제 한두 명은 깨우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관리를 하
고 있습니다….” (HC)

2. 고숙련 기능인의 자기개발과 성과, 그리고 기술전수
가. 품질개선 및 생산성향상
1990년대 명장들은 각 분야에서 자신들이 배웠던 방식으로 숙련을 쌓아
갔다. 일부 명장들은 자신의 직종에서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자격을
갖추게 되고, 현장 개선의 성과를 통해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다.
1988년 건설장비 사업부로 이동한 HC명장은 같은 해에 굴삭기운전기
능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1995년 지게차운전기능사, 1999년 기중기운전
기능사, 2004년 용접기능장을 취득하면서 건설장비분야에서 다양한 자격
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HC명장은 1990년대 이후 치공구개발을 통해 생
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이루었는데, 1990년 HYDRO TANK
취부용 JIG개발, 1993년 휠로다 타이어 JIG개발, 1996년 HYD, CRANE
BOOM SUB 조립 JIG개발로 사내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HC명장은 2000
년대에는 치공구개발에만 국한하지 않고 자신과 동료들이 개발한 치공구
를 특허로 만들어 갔다. 2007년에서 2010년 사이 HC명장이 출원한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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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여 가지에 이르며, 등록된 특허가 7가지에 달했다.
“제가 특허 출원을 시작한 게 2007년도부터 … 데이터 상에는 스믈세 건 올
라와 있는데 … 여덟 건, 여섯 건이 지금 (공개되어) 나와 있고, 지금 심사 중에
… 비공개되는 … 그거 포함하면 이제 스물네 건인데.” (HC)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까지 H중공업은 건조능력 향상을 위한 투자
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시기 장비의 설치와 시운전 등의 활동이
현장에서 진행되었다. 보전업무를 담당한 HA명장 역시 공장기계 설치,
장비 문제점 개선활동 과정에서 회사의 테스크포스 팀에 보전요원으로
적극 참여하였다. 1989년 H중공업에서 처음 제작한 공작기계 1, 2호기 조
립 시운전 시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고, 1991년 중속 콘로드 가공장비 신
설, 1992년 중속 크랑크축 가공장비 신설, 1993년 터보차저용 가공장비
신설, 1994～96년 프로펠러, 기계, 크랑크 장비 증설, 1999～2000년 중형
엔진공장 증축 및 가공장비 신설 등의 과정에서 매번 수십 대의 공장기계
신․이설에 참여하면서 공정 및 품질개선, 불량감소를 달성하였다.
2000년대에 H중공업이 기존 설비의 운영 개선을 통해 생산성 극대화
를 도모함에 따라, HA명장의 주요 업무는 노후 장비의 교체, 기존 장비
의 정비 및 효율화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 2000년대 이후 T/G 레이아웃
개선, 기계, 크랑크 가공장비 계획정비, 장비 노후 시스템 교체 및 리모델
링, Balance Leaf Chain 국산화 및 관리방안 설정, 교체실시 등의 과정에
서 공장기계의 정비 및 설치에 참여하였다. 또한 50여 건에 이르는 작업
공정의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현장의 소모임 활동을 통해 시험과 검
증과정을 거치면서 장비 가동률 향상 및 원가절감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
하였다.
이와 달리, 2～3년 정도의 경험이 쌓이면 일정수준 이상의 숙련이 쌓이
는 용접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구체적 성과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숙련은 점점 좋아지는 건데 … 일 못하는 사람은 야간으로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야간부터 가고 해서 뭐 도프레다도하고 선배님들하고
같이 주야간 하면서 숙련이 향상되었죠.” (HB)
“(제관) 분야에 자격증이 많으면 좋은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4관왕, 5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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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 근데 비생산에 있는 보정부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하더라구요.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는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거기에 많이 할애를 하고, 우리는 생산이다 보니깐 뭐 생산은 솔직히 팀장 하
면 생산 신경 써야지, 팀원들 길흉사 다 챙겨야 되잖아요. 왜? 필요할 때에 또
그거 하기 위해서는 다 챙기고, 뭐 그때 네비 없을 때에 물어물어 저녁에, 컴컴
할 때 가고 이랬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HB)

나. 마르지 않는 도전과 자기개발
H중공업 명장들은 2000년대에 기능인력으로는 회사에서 고숙련 전문
가로서 기장 이상의 직위와 높은 보상을 받게 되었으며, 다양한 소모임
활동들을 통해 동료와 후배들을 이끄는 선도 그룹에 도달해 있었다. 회사
는 이들의 현장 내 활동과 대외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주었다. 명
장들의 끊임없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지와 자기개발 욕구는 자격증
에 대한 도전, 대한민국 명장 도전,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대학진학 등 다
양한 모습으로 구체화되었다.
“2000년도 지나서 기능장이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저도 서클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 총무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이제 회장하고 이런 단계를 맡아서
이래 서클에 그때, 그때 진급할 때마다 보니깐 기능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
원 중에 ‘아, 왜 기능장을 안 하냐고?’ 하면서 그때 회사에서 월 2만 원씩 수당
을 준대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2002년도 되었나, 2003년도 간 공부를
해서 인제 부산에 시험을 치러 갔어요. 그때는 실기작업은 없었고 전부 1차 4
지 선다형, 2차 논술형 … 그래서 부산 몇 번 가서 떨어지고 2003년 합격했는데
….” (HB)
“(1995년부터 2006년까지 다물단 활동에 몰입하다가 단장을 물러나면서) 매
일 뭐 봉사활동하고, 회사 왔다가 휴일날 또 뭐 하고 하다가 … 단장을 그만두
면서 갑자기 시간이 많이 남았잖습니까? 이제 앞으로 뭘 할 것인가? 그걸 고민
을 좀 하고 있었는데 … 2007년도 말에 제가 명장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 ‘명장
되려면 어떻게 하지? 할 일도 별일도 없고 심심하니깐 그거나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라니깐 ‘그거 좋은 생각인데 거기에 기계정비 분야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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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구를 개발할 때) … 데이터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
지 (자의적으로) 만들었다’ 이거죠 … 지금까지는 경험에 의해서 만들었고, 개
발하고 있는 거고. ‘아, 이건 안 되겠다’ … 그래서 ‘조금 더, 더 배우자’ 그래가
지고 (대)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주간에 일하면서 2001년도에 … 사실상 보면
제가 공고 간 거를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굉장히 마음 아파 하셨거든요 … 그
래서 울산 과학대학에 기계학부에 등록을 했습니다 … 2003년 과학대를 졸업하
고 … 2007년 평생교육원 수료를 해서 기계공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HC)

명장들의 높은 성취욕구는 명장이 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새롭게 희망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
기 위한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었다.
“2013년 대한민국명장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당진, 천안, 서울 계속
심사하러 좀 다녔어요. 다니면서 교수님 두 분을 만났는데, 제가 새로운 목표
를 하나 세웠어요 … 기능장은 뭐 2개, 3개, 4개 자꾸 따는 것은 저한테는 의미
가 없으니깐 공부를 좀 해서 기술사를 따야겠다. 뭐 어렵겠지만 그 부분을 목
표를 세워서 한 번 해봐야 되겠구나.” (HA)
“올해(2013년) 들어오면서 영어를 앞으로 한 2년 안에 … 어떤 한 친구가 인
자 옛날에 같이 근무하다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외국회사에 한국지사장까지
올라간 우리하고 같이 근무를 했는데. 나이는 어린데 그 친구하고 올 초에 제
가 내년부터는 니하고 내하고 만나면 모든 말을 영어로 하자. 실력이 낮은 친구
가 밥 사주도록 하자. 그렇게 하도록 해놨는데 어영부영하다 보니 6개월이 지나
가버리고 공부는 하나도 못했는데 … 한 번 더 그런 쪽으로 노력을….” (HA)
“제가 요즘은 뭘 배우는지 아십니까? 집에서 CAD 배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학교 다닐 때 제도를, 기계제도를 했지만 물론 대학에서 솔리드로 감으로
는 제가 했지만, CAD는 제가 안 해봤어요. 요즘 집에서 하루에 한 세 시간씩
은 자기개발 투자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애들을 지적을 못 하고. 내가 알
아야지 가르치는데….” (HC)

다. 명장의 기술전수
H중공업 고숙련 명장들이 후배들에게 교육훈련을 통해 자신들의 삶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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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노하우 등을 전수해 주는 방식은 제도화된 공식적 채널과 비공식적
채널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대내외 공식적 채널은 사내 기술교
육원 강사,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산업인력관리공단 진로지도 강사, 중
소기업 지원센터 기술지도위원 등이며, 비공식적 채널은 후배들을 위한
기능장시험 멘토링 활동이 대표적이다. 전자는 주로 ‘고숙련 기능인력의
삶’을 고등학교 혹은 훈련생들에게 교육하는 특강 형식으로 진행되는 인
성교육이라 할 수 있으며, 후자는 현장에서 기능장과 같은 고난이도의 자
격을 요구하는 시험에 대해 멘토링 역할을 하는 실무중심의 기술전수 방
식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현장에서 개인적 친소관계에 따라 후배들에
게 자신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었다.
1) 멘토링
명장들은 기술전수를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
다. 하지만 명장들이 현장에서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식이
회사의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진 않았으며, 작업환경과 개인성향에
따라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HA명장은 적극적인 동시에 사람들을 조직화화고 이끌어나가는 데 탁
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명장들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멘토링 활동을 추진하였다.
“(50대 동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H중공업 기계정비 일을 40
년 했다 하면 중공업에서는 인정해 준다 이거야 기술을. 근데 밖에 나가서 40
년 했는데 자격증이 하나 있느냐? 없다 … 정부에서 주는 자격증이 한 개 정도
는 있어야 인정을 할 건데 … 그런데 다 안 할려고 했어요 … (그래서) 30년, 40
년 한 사람이 그 정도도 안 되면 H중공업 사원이라고 하면 정말 부끄럽다, 내
가 …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깐 상당히 사람들이 좀 인식을 달리 하더라
… (그렇게 설득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기능장 준비반을 만들고 교육훈련을 했
어요)….” (HA)
“현업자율교육이라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도 시간을 1시간 정도
인정을 해줘요. 쉽게 보면 6시부터 8시까지 하루에 2시간 하게 되면 7시까지는
시간을 회사서 인정해 주고 1시간은 그 교육생들이 감내하고 보통 그렇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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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저 같은 경우는 5시 반 되면 시작을 해서 7시 반 되면 마쳐 주니깐…. ”
(HA)
“집체 교육이라는 것이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혼자 하는 것은 조금만 싫
증나면 ‘아이고 마 어려우면 다음에 시험 한 번 더 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 모아놓고 하면, 모의고사를 자주 치는 편인데, ‘저
친구는 충분히 합격권에 들어. 나는 왜 이렇까?’ 이제 집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야 … 인자 자존심도 있고 퇴근해서 일찍 집에 가서 어떤 사람들은 4시간씩
공부하는 책을 달달 외우는 거지 … 누구는 되는데 누구는 따는데 니는 이 뭐
고, 이러고 나니깐 스스로 안 하는 척하면서 … 엄청나게 공부를 하는 거야. 술
도 좀 적게 먹고 집에 일찍 들어가가 책 들고 있으니 부인이 봤을 때 얼마나
사람이 예뻐 보이겠어? 그래서 인자 이 문화를 참 주도하는 사람들이 문화를
짧은 시간에는 안 되는데 꾸준하게 끈기 있게 가면 결국은 그런 부분이….”
(HA)

HA명장의 주도적 현장학습에 대한 성과가 대내외적으로 알려지면서,
명장으로서 자부심과 리더로서의 역할에 대한 긍지는 본인 스스로 매우
자랑스러운 한 측면이 되고 있었다.
“이번에(2013년) 53회 기능장 시험이 얼마 전에 발표가 났었어요. 제 팀에만
7명이 합격됐거든. 작년에 교육을 시켜서 4명이 합격되고 나니깐 하여튼 H중
공업 역사상 한 팀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된 건 처음이다 해서 방송도 많이
도 하고….” (HA)
“젊은 친구들 근래에 몇몇 들어온 친구들 (2013년) 하반기부터 교육을 계속
시킬 그런 좀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 놓고 … 기능장도 이번에 이론 시험 또 몇
명 쳐가지고 그래서 올해 중으로 한 70% 정도는 기능장 한 개씩 정도는 무조
건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어찌 됐든 (기술)이관이 물 흐르듯이 주기적으로 그
렇게 가야 되거든 … 이거는 내가 이 분야에서 최고다 그것은 좋지만은 … 혼자
만 최고가 되어가 안 되잖습니까? 그 조직 구성원 모두가 최고가 되어야 더 높
은 어떤 목적이나 저걸 갖고 가지….” (HA)

여타 명장들은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었던 지식을 작업과정에서 가르치는 방식이었다. 비록 과거 자신
의 선배들이 밥그릇 지키기 위해 소극적이었다면, 현장 명장들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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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먼저 손을 내밀기보다는 손을 내미는 후배들
에게 전달해 주는 방식에 가까웠다.
“작업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신입사원이 오면 … 도면 보는 법을 가르쳐 주고
… 제작을 하다가 선배들은 노하우가 있으니깐 … 이런 걸 가르쳐 주고 … 공법
회의를 할 때 “아 이거는 저 반장 뭐 얘기도 맞겠지만, 이거는 이렇게 작업해
보자 이게 더 보수작업도 적고 … 작업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될 것 같다” 이
렇게….” (HB)
“현장을 감독할 때 “이거 이거 잘못됐다” 지시하고 … “요건 요렇게 가야 된
다,” 저도 현장 순회할 때 이 방법보다 “이게 낫다 요렇게 해라” 하면서 … 이게
하루하루 점점 축적이 되어서 자기 기술 기량으로 늘여 가는 거죠 … 점차적으
로 그 단계를 밟으면서….” (HB)
“(제관 분야는) 명장들이 자기 분야에 가르쳐 준다 그러면 … 이래 한다 해
도 배울 사람도 거의 없어요. 왜? 제관이라는 일은 설계에서 … 드로윙을 만들
어서 현장에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보고 ‘이것을 누가 빨리 제일 품질 좋고, 제
날짜 공기 안에 짧은 기간 안에 만드는 그거지’ … 내가 제관에 왕도다 이런 거
는 아니거든….” (HB)
“저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명장 되기까지 옆에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이 있
고, 또 회사가 있고 했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있게 된 거고 … 제 동료들한
테 같이 공동특허로 해가지고 … H중공업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그것도 이 건
설장비 생산기술부에 있으면서 근무를 하는 거, ‘다만 특허권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틀리다’ 이거죠 … 나는 나눠서 그냥, 그건 공동, 공
동특허로 내가 올려놨어요.” (HC)

2) 사내 교육
명장의 사내교육은 인성교육이 대부분이었다. 사내교육원에서 기본 기
술교육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명장들의 고숙련 기술이나 노하우를 전
수하는 것보다 이들이 살아왔던 삶을 후배들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활동이 중심이 되었다. 인터뷰 동안 명장들은 본인
들의 고숙련 기술을 교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였지만, 기술교육원의
교육정책과 교과과정에 관여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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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원에 한 달에 한 번 가서 직업훈련원생들 교양강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 2005년부터 기술교육원 신규양성과정 기술연수생 대상으로 다물
과 역사, 다물단 활동, 직장생활의 경험, 어떻게 현명하게 살 것인가? 등 비정
기적인 특강도 하고….” (HA)
“(제관 분야는) … 후배들을 위해서 기술전수, 기술교육원 와서 뭐 가르쳐 주
라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단지 하면은 뭐 명장들이 후배들에게 특강을 해달라,
인성교육을 위해서 뭐 그런 강의 요청을 받고 이러지….” (HB)
“기술교육원에서 ‘보람 있는 내 삶을 위하여’ 라는 … 내 살아왔던 이런 거를
갖다가 … 특강을 좀 들으라고. 한 3년째 … 명장 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어
가고 있습니다. 개선아카데미라든가 기술교육 강의를 하고 그런 쪽이고요 …
치공구 기초 이런 거는 제가 계속 지금 살을 붙여나가고 있어요.” (HC)
“공식적으로 201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기술교육원생 및 신입사원 대상 교
양특강, 개선아카데미 강사로 활동 중이며, 비공식적으로 대한민국 명장에 도
전하는 후배들을 위해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HC)

3) 사외 교육
명장들의 사외교육은 산업현장 교수로 중소기업체의 기술지도를 하거
나, 전문계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대학교, 중소기업 등을 방문하
여 강의를 하고 있었으며, 중소기업 기술지도와 같은 교육을 제외하고 대
부분의 교육이 인성교육 측면이 강하였다.
“한국인력산업공단하고 고용노동부가 … 제도를 하나 만들었어요. 2012년도
산업교수라고 해서 … 제가 운 좋게 그 현장교수로 선임되어서 기업체 뭐 지도,
중소기업지도 … 마이스터 고등학교 진로지도 … 대학교 같은 데도 뭐 연락이
오면 실무에 대한 어떤 보전부분 아니면 교양강좌 이런 것도 좀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연락이 오면 하여튼 가고….” (HA)
“저는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로 2년간(2012～13) 활동 … 산업인력관리공
단 직업진로지도 강사 … 마이스터고 멘토위원 4년(2010～13), 울산중소기업
지원센터 기술지도위원 3년(2007∼09), H중공업 기능장회 활동 9년(2004년 이
후∼), 국가기술 자격 심사위원 및 출제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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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고, 현대정보고 … 산학지도 교사로 갔고 … 강의도 그 과에 맞는 사
람들은 또 기술 그거도 하고 … 우리는(제관 분야) 주로 인성교육으로 많이 했
죠 … 지금은 마이스터고 제가 4년째인가 멘토링 하고….” (HB)
“고등학생들은 인성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 학생
들한테는 ‘기술은 좀 못 배워도 된다. 사회에 나가면 선배들이, 선배들한테 배
우면 된다.’ 그렇지만 사람이 안 되면 그거는(기술 노하우는) 선배들이 절대 안
가르쳐 주거든요.” (HC)
“작년(2012년) 같은 경우, 삼성중공업에 직장단 기준으로 4일 정도 내려가서
노사관계와 현장활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 4일 정도 (강의를) 갔었어요 … 중소
기업 한군데하고 3개월 정도 해서 매주 토요일 나가서 지도 좀 하고 강의도 좀
하고.” (HA)
“울산중소기업지원센터 기술지도위원은 … 한 11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었
어요. 대한민국 명장 몇 분하고 …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중소기업
에서 중소기업청하고 해가지고 지원 그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가가지고 기술
요청 했을 때 가가지고 해주는데 … 사람들이 필요한 거, 그런 거는 이제 아이
디어를 주고 … 도면을 던져주고 그럽니다. 공장 레이아웃 같은 거….” (HC)

제6절 H중공업과 명장

1. 치열한 H중공업 명장후보 경쟁
H중공업에서 명장후보 경쟁은 치열하였다. 이미 고숙련 기술을 갖춘
인력들이 많고, 다양한 사내 소모임, 서클활동 등을 통해 꾸준히 봉사활
동을 해 왔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펙을 갖춘 사람들이 많
이 있었다. 명장에 도전하고자 하는 이들 가운데 후보추천을 받기 위해서
는 회사 임원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했으며, 이는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면서 상호 간 인간적 신뢰가 쌓여 있어야 함을 의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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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장 되기도 힘들지만 H중공업 명장후보 되기가 진짜 힘들거든. 회사에 선
발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고 지금도 H중공업 같은 경우에 진짜 회사 안에서 선
발되는 것이 상당히 그 어렵고….” (HA)
“지금 된 사람도 물론 정말 대단하지만 선정 안 되고 유명한 사람도 많은데,
일단 회사에서 각 사업부마다 인제 본부장님들이 추천을 했는데 그 추천을 받
는다는 자체가 우리나라 양궁대표선수 되듯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HB)
“2003년, 2004년, 2007년 이렇게 나갔는데, 그때는 건설기계로 나가고 사실
상 서류가 완벽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부족한 것도 많았고요 …
2005년도 … 2007년에도 (결국은) 떨어졌고, 2009년, 서류는 2009년도에 건설,
치공구 설계로 도전하면 됐다고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 2011년도에 마침내
… (선정되었어요).” (HC)

현장의 고숙련 기능인과 회사 임원진 간 관계는 명장후보 선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명장들은 임원진의 적
극적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회사 내 기술숙련이 높은 인력
들이 많은 상황에서 고숙련 기능인들 가운데 회사의 성장과 안정에 기여
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인물을 임원진에서 추천했기 때문이다.
“2010년도 기감으로 진급을 했었어요. H중공업에 기감은 몇 명 안 되는데
기감 진급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었는데 … 그래서 운영지원부장이 “손 기감님
은 기감도 되고 명장까지 되면 1,500명이나 되는 다른 사람들은 할 것이 없잖
습니까? (후보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낼 사람 줄 서가지고 있습니다.” …
그래서 “나는 30년 다 되어 가는데 당신 3년이 된 사람이 무슨 그렇게 당신 멋
대로 다하나?” “당신이 결정할 것이 있고, 상무님, 전무님이 결정할 것이 있는
데, 당신이 그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나?” … (지원서를 올리
고 난 후) … 전무님 말씀 첫마디가 “어, 그거는 뭐 HA 기감 말고는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구 갈 사람 있나”, “내가 봤을 때 그 친구 보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 어렵게 (후보가 되었어요) … 이번에 떨어지면 … 진짜
영 이야기를 할 형편이 못 되었어요. 다행히 참 운이 좋게 그렇게 (명장이) 됐
고….” (HA)
“2007년에 회사 해양사업부 대표로 제가 용접부분에 (도전)했어요 … 발표하
는데 보니깐 없더라고요 … (2008년에) 저희 부서장님이 … 부르시더라고. “H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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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서류 준비하고 있지?” “아닙니다. 저 올해 뭐 아직 연락 받은 건 없고 그
래서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서류 준비해” …,” (HB)

2. 회사의 소극적 행정지원
치열한 후보선정의 경쟁이 존재하지만, 대한민국 명장이 되기 위해 갖
추어야 할 자격들에 대한 준비는 대부분 본인 스스로 해야했다. 이로 인해
처음 도전하는 명장은 미흡한 서류준비로 탈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탈락 이후 천천히 스스로 준비를 해 두면서 다음 해에 재도전에 성공하는
사례가 많고, 일부는 수차례의 도전 끝에 명장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2008년도 3월 되었는데 회사에서 ‘명장후보를 선정한다’ 이런 메일이 와서
… 뭘 내야 되느냐고 물으니깐 서류를 이거 이거 내어야 된단다. 언제까지 내
어야 되느냐? 일주일 남았데 … 일주일 안에 책을 1권 내지 2권을 만들어 내라
… 조금 정리해서 내었는데 … 사업부에 보통 1명 정도 추천을 하는데 보통 5
명 내지 6명이 추천을 받습니다. 회사에서 근데 그 추천받는 시기가 보통 한
그 2주 전에 공문이 내려와요. 그럼 첫해에 하는 사람은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왜? 그 서류를 일주일, 2주일 만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도 2008년도에 한
번 낙방을 하고….” (HA)
“지금 명장 되신 분들에게 회사에서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우리가
서류 다 자기가 만들어서 여태까지 서른몇 년씩 만든 서류를 가지고 자기가 해
서 회사에서 그냥 도장 받아서, 대표이사 도장만 받아서 올라가는 거지. 회사
서 내가 되는 데 있어 아∼∼이 서류도 넣어라 저 서류도 넣어라 이런 얘기도
안 하고.” (HB)
“서류하는 데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래서 제가 저는 제가 다했어요 … 그때
는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정말 늦게, 밤 12시에도 퇴근
하기도 하고 … 인제 서류를 만들어서 제 날짜에 딱 두 권으로 해서 주니깐,
(인력개발부에서) 됐다고 하면서 나머지는 회사에서 … 원본 대조필 이상무 그
도장을 하나하나 … 여사원이 연장해 가면서 다 찍고 복사해서 시청에 한 부,
서울 공단에 한 부….” (HB)
“대한민국 명장 제도에 대해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저는 알아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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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준비하고 … 사업본부에서, 회사에서 추천을 받으니까. 회사에서는 정말
거기(산업명장)에 깊이 관여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
는 분도 없었고 … 위에서 공문 내려오면 공문 받아가지고 전달해 주고 이런
식이었는데.” (HC)
“서류를 이 현장에 깔려 있는 거는 개발한 게 많은데 이거를 못 보여줘요 …
현장일은 내가 다 할 줄 알았지, 행정적인 거는 누가 해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
까? … 초창기 2000년도 이전에는 회사에서 손을 댔다고 그러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자기 서류 자기가 꾸밉니다. 회사에서는 ‘원본 대조필’ 하나만 찍어주
고. 내가 만든 서류를 그대로, 면접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HC)

3. H중공업에게 명장이란? 명예, 명예, 명예
H중공업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산업명장을 가장 많이 배출한 조직이다.
하지만 명장으로 선정되는 것에 대한 우대정책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 않
았다. 명장이 되기까지 고숙련 기능인들은 회사 임원들로부터 여러 측면
에서 도움을 받아 왔지만 명장 선정 이후 회사의 제도적 지원은 매우 소
극적이었다. 회사 입장에서는 기능인에게 명장의 명예를 줄 수 있도록 기
회를 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역할을 다했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명장들
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이해하지만 실망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산업명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회사가 약간 좀 굉장히 좀 저거한
부분은 있어요. 융통성이 없다 내지는 좀 신축성이 없고 딱 정해놓은 대로 …
일반관리직들은 특진이라는 것도 있어요. …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근
데 현장직은 절대 그런 것도 없더라고….” (HA)
“기능장 따면 승진 시 가산점 1점 이런 게 있거든 … 명장이 되면 거도 마찬
가지로 승진 시 가산점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승진은 없고요. 한 번
도 없고 회사에서 명장 되었다고 일계급 특진 이런 거 없습니다. 없고, 기술사
돼도 없고, 기능장은 획득하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H중공업에 기술 보유가 되
니깐 일시급으로 100만 원 주고….” (HB)

명장들에 대한 소홀한 지원정책은 여타 경쟁기업들이 명장들에게 승진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구체적인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경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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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명장에 대한 특진, 처우개선, 현장 기능인력에 대한 존중 등 명장 지
원정책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그만큼 대우받고 있지 못한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삼성중공업이나 두산중공업 이런 데는 명장이 되면 직급이 바로 2단계 올
라가 2단계, 우리 회사는 절대 그런 건 없고 …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물론 뭐 본인들의 엄청난 노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회사
가 제공을 했으니깐 ‘너거는 그 정도 명예만 가져도 엄청나게 좋은 거니까 조
용히 있어라’ ….” (HA)
“이(대한민국 산업명장) 마크 안 달면 … 모르잖아. (그런데) 두산중공업은
기술차장이던가 명칭도 아예 그렇게 바꿔서 처우개선도 하고 명장관도 만들어
서 뿌리기도 하고 회사에 그렇게까지 한다던데, 차도 뭐 주고 … 차까지 출입을
할 수 있도록 … 명장들은 차가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우대를 하더라고, 근데 우
리 회사는 그런 거 알고 있으면서 안 하더라고.” (HB)
“삼성은 뭐 1등급을 한 등급을 승진시키더라고,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 … 세
계 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한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단계적으로 200, 500 …
최고 600(만 원)인가 … 포상금을 줘요 … 삼성은 포상금을 1,000만 원 주고,
그 사람이 현장에 들어와서 생산기술직에 들어와서 3년만 되면 대졸과 같이
똑같이 임금을 준다고, 삼성은 아마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HB)

또한 일부 명장은 대한민국 산업명장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
고 있었다. 명장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증서로서 존재하며, 해외 기
업에 재입사하고자 할 때, 영문으로 된 증서가 없어서 명장임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외국에 나가서 감독 하면 좋은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라이센스라는 거
자격 그죠. 대한민국은 라이센스가 없어. 그냥 명장이라는 증서지. 그게 영문으
로 된 건 없고, 그냥 대한민국 명장 몇 호 누구 뭐 이래 되어 있다구요 … 저희
들이 요청한 게 한 장은 국문으로 하고 한 장은 영어로 해가지고 두 장을 증서
를 주라. 그럼 이게 라이센스가 된다. 이래서 작년부터 요청을 해놨는데, 아직
까지 계속 해본다 그런다는데 … 노동부에도 얘기를 했어요 … 산업인력공단에
도 이런 문제를 얘기했는데 … 그런 것은 바꿔야 되거든요….” (H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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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장모임
H중공업은 명장 출신들 간 자발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은
퇴한 선배들에서부터 현직에 있는 후배들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정기적
인 친목모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에 참여
하였다. 이들 모임은 은퇴 후 특별한 경제활동이 없는 분, 은퇴 후 사내협
력사 혹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 현직 현장교수로 참여하는 분, 현장
에 근무하는 분들로 구분될 수 있었다. 명장 출신들이 모두 비슷한 생각
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이로 인해 명장들이 주도적으로 기술전
수 활동을 펼치고 있지는 못하였다.
“울산에 있는 명장들 모임, 한 서른 명 정도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 우리 선배님들은 다 정년을 해서 직
업이 인자 없는 분들이 많아. 연금이 조금씩 나오는데 명장들에게 숙련기술지
원금이란 게 있는데 … 그 숙련기술을 사용할 때만 주는 거야 … 정년퇴임 해가
지고 그쪽에 종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받을 수 가 없는 거야. 못 받잖아, 그러
면 분위기가 이래 보면 선배님들 인상이 별로 뭐 안 좋아. “봉사활동 어떻게
뭐 해 봅시다”하면 … “마 그냥 야 그걸 봉사활동이래” 한마디 하면 후배들이
인자 선배들한테 대들 수가 없잖아….” (HA)
“명장 중에서도 현장교수가 그 안에도 있으니깐,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
람이 있는 거니깐. 그럼 거기서 아닌 사람들은 가버리고 여기만 남아서 또 이
이야기 좀 하다가 … 그래서 참 … 명장이 되고 전체적으로 산업현장 교수하고
같이 해서 이런 부분(기술 전수, 사회봉사 활동)은 어떻게 좀 더 헤쳐나가든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든가, 이게 맞는데 … 우리가 건의한다고 해가 사실 그런
부분이 되는 건 아니거든 … 우리도 뭐 그래 되면 … 교육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걸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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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제2의 인생 :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

명장들의 현재 삶은 현장 감독 및 관리, 후배들을 위한 교육과 지도, 다
양한 사내외 모임, 그리고 사회봉사 활동 등으로 은퇴를 수년 앞두고 있
으면서도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과의 인적 네트
워크 활동으로 보아 이들에게 은퇴는 제2의 인생을 위한 관문일 뿐, 두려
움과 걱정을 할 상황은 아니었다. 기술숙련에 대한 자신감과 사회적 인정,
명장 선배들의 은퇴 경로를 잘 알고 있기에 사내협력사, 지역 중소기업,
개인 사업, 그리고 휴식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능성을 두고 제2의 인생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자신 있게 그려나가고자 하였다.
가장 앞서 은퇴하여 현재 중소기업의 기술고문으로 있는 명장의 삶은
고희(古稀)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자 모임의 회장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고문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선배 명장들의 다양한 은퇴 후
삶의 경로들은 은퇴를 앞둔 후배들에게 미래의 지도이며 본인의 선택만
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
“1998년도에 정년퇴직 하면서 그 사장을 한 번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 얘기
해서 “이심근탄하려 합니다. 하나 좀 건의 좀 합시다. 우리가 쉼터가 없습니다.
집에서 있기도 그렇고 직장 갈 데도 없고 하니 이 쉼터 하나 만들어 주시오.”
그래서 결재 받아가지고 ‘H중공업 정년퇴직사원 친선협의회’, 내가 만들어가
지고 1999년 6월 10일날 정식으로 이 사무실을 오픈을 했어요 … 여기 사람들,
여기 장기 두고, 바둑 두고 뭐, 이런 것 자유의사에서 모이는 데가, 이렇게 해
서 모임을 운영을 하는데 내가 처음에 만들어서 회장이 되고 이제 한 4대까지.
원래 회장은 2년씩인데, 4대까지는 내가 하다가 그래서 그 4대까지 그걸 하는
동안에도 계속 그 어떠한 그 광명 회 사주고, 기술 공부도 이렇게 좀 했어요.
하다가 좀 멀리 가 있는 동안에 조금 산업 좀 어찌어찌하다가. 해가지고 여기
하고 있다가 다시 또 이제 또 내가 또 맡았어. 그래서 지금 7대, 8대까지 지금
내가 또 하고 있어.” (HD)

현직 명장들은 제2의 인생 설계에 구체적이진 않지만 새로운 삶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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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두려움보다는 기술숙련에 대한 자신감에 기초한 기대가 높았다. 개인
적으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와 경력경로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경로를 설정해 두고 있진 않았다.
“구체적인 것은 별로 없는데 아∼, 단지 분명한 사실 하나는 … 100세까지는
살아야 되지 않겠나. 내 생각에 80세까지 현장에 뛰면 용돈을 벌어서 안 쓰겠
나 이거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 … 자부심도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 더 좀
건강에 좀, 좀 더 충실히 하자고….” (HA)
“제가 지금 인자 나름대로 책도 하나 작년부터 해서 ‘책을 하나 만들어야 되
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좀 뭔가 분위기가 좀 … 어느 정도 그게 완벽하지는 못
하더라도 책을 한 번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기계정비 명장이 농업기계까
지 포함해서 … 한 10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압니다. 제가 7번째 명장이니깐 기
계명장 쪽에. 근데 철도차량 뭐 제철설비 몇 군데 빼고 나면 공작기계 쪽으로
사실 제가 처음이거든요. 근데 전국적으로 이 공작기계가 보급이 엄청나게 많
이 되었어요….” (HA)
“제가 요즘 뭐 서울이나 여러 가지 좀 이래 다녀 보니깐 할 일이 많아가지고
… 체력적으로는 뭐 한 75세까지 자신할 수 있을 것 같고 … 교육을 좀 하다가
보니깐 기술사 우리는 이때까지 뭐 기술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만 생각을 했거든 … 공부 좀 하면 그거 뭐 딸 수 안 있겠나, 뭐 일단 그렇게 생
각하고….” (HA)
“저를 포함한 명장 몇 분이 퇴직 후 70세까지는 후배 양성과 노하우 전수를
위해 조그만 건물을 구입하여 사회적기업으로 허가를 받아 교육시설을 갖추어,
금전적으로 큰 욕심 없이 원하는 기업이나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강의도 해주
면서 살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세 사람 다 전공이 틀리니까 힘을 좀
합치려고 그럽니다. 그런 거 이 우리 노하우를 좀 필요로 하는 데가 있을 거 같
아요 … 후배들 위해서 좀 ‘가르쳐 놓으면 나라의 인재들이 안 되겠나’ 싶어요.”
(HC)
“아들, 딸 모두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후자금을 마련해도 된다
고 보며, 은퇴 후 집사람과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
습니다.” (HC)
“지금 저희 동기 명장들이 사업하시는 분이 스물몇 명 중에 열다섯 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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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그래서 그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 그러니 그분들도 살아온 환경이 저
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이렇게 크신 분들인데, 그분들 얘기들 이렇게 많이 좀
조언을 많이 받고….” (HC)

명장들의 자녀들 가운데 한두 명은 H중공업 혹은 사내협력사에 근무
하고 있었다. 기능인으로서 H중공업은 힘들지만 안정된 직장이며, 고임
금과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명장들은 자녀들이 안정되고
좋은 직장을 가지지 못할 경우, 주저 없이 사내협력원에서 기술교육을 받
고 사내협력사에 입사하도록 권유하였다. 인터뷰에 응한 현직 명장들의
아들들은 협력사 혹은 협력사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으며, 딸은 계약
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아들이) … 울산대학교 건설환경 나와서 뭐를 해본다 이래 했는데 안 되겠
더라고. 그래서 ‘야, 기술교육원 들어가라’ 해서 1년 전에 들어갔었거든요. 1년
전에 들어가서 … 전기 쪽으로 들어갔어요 … 정말 열심히 해서 인제 학생장까
지 하고 나올 때 상도 받고, 3개월이지만 1년 3개월 만에 이번에 직영되어가지
고 … 1차 H중공업기술교육원에 나와서 서류심사 하고 … 2차는 실기 기량 테
스트 하거든요 … 3차는 인제 면접인데 … 아빠가 H중공업이면 가산점이 있어
요 … 올해 6월 달에 들어갔으니깐 두 달째 근무하고 있는데….” (HB)
“딸은 학교 선생이고, 작은 놈은 공부에 소질이 없어가지고 기술교육원 나
와가지고 지금 협력사에서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HC)
“(딸은) … 대구대 경제학과 나왔는데 그것도 지가 알아서 한다 해가지고 …
꾸준히 앉아서 … 뭐 열심히 했어. 근데 스펙은 안 되는 모양이야 … 그 웰리쿠
르트를 통해서 계약직으로 해서 드립CPM에 지금 1년 지나고 다시 계약해서
근무하고 … 세 명이 H중공업 밥을 먹고 있습니다. (H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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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요약 및 시사점

1. 산업화시기 조선산업의 현장과 고용
1970년대 서구 유럽의 조선업 쇠퇴와 일본의 주도권하에서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저임금에 기초한 가격경쟁력과 과감한 투자, 그리고 강력한
정부지원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에서 수출을 확대해나갔다. 이 과정에서,
현장의 기능인력 부족과 숙련 인력의 필요는 기업의 상시적인 문제로 나
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은 노동시장에서 신속하게 노동력을 유
인하여, 단기 교육을 거쳐 현장으로 인력을 투입해야 했으며, 고숙련 인
력에 대해서는 스카우트 등을 통해 필요인력을 충원하고자 하였다.
회사의 기능인력 채용은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직업훈련원 졸
업생 등을 수시로 모집하여 자체 교육훈련기관에서 3개월 교육과정을 거
쳐 현장으로 투입시켰다. 당시 인력들은 중고등학교 시절 가난으로 인해
대학진학이 어려운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가족에 대한 책임감, 성장
욕구, 도전의지가 높은 인적자원들이었다. 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갖
춰야 할 자격과 초기 기술을 습득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좀 더 높은 임금
과 미래의 희망이 보이는 곳으로 이동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숙련 인
력의 채용은 수시채용 공고와 실습, 면접을 통해 결정되었으나, 1980년대
초까지 현장관리와 인사관리가 체계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시방편적
이고 주먹구구 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경력직 시간급 계약은 개인
과 인사팀 간 협상기술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게 책정되었고, 신입 기능직
과 경력직 시급은 3～4배 이상 차이가 존재하였다.
1980년대까지 조선업 현장의 숙련은 장시간 노동을 통한 경험과 시행
착오를 통한 암묵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현장의 선배들은 기초 지식만 전
달하였고, 숙련 노하우 전수는 스스로 알아서 배우는 것으로 가르쳤으며,
현장 숙련은 특별한 교육보다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행착오를 겪으
면서 쌓이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로 인해 입사 초기에는 엄격한 위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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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배관계 속에서 신입 기능인력들은 직간접적 경험을 통한 훈련과 개
인 학습을 통해 숙련을 축적하기 시작했다.

2. 훈련, 학습, 현장개선
급속한 산업화는 기업의 끊임없는 새로운 기술, 장비, 설비의 도입을
수반하였다. 기업은 우선 소수의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선진 기술과 설비
를 운용할 지식을 학습하고 훈련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현장에 적용하도
록 하였다. 하지만 현장 기능인력들이 노동집약적 생산방식에서 기계화
된 방식으로 작업을 전환하여 안정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 동안 시행
착오, 경험 및 학습을 요구하였다. 회사는 거칠고, 힘들고, 위험한 작업을
하는 남성을 관리하기 위해 위계적이고, 병영적 인사관리 방식을 적극 활
용하였으며, 대다수 선배들은 역시 소위 ‘쟁이근성’을 가지고 자신의 숙련
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후배들보다 우위에서 군림하고자 하였다. 따라
서 현장의 초기 숙련형성 과정은 대부분 일상적 작업과정에서 어깨너머
로 배우는 학습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기업이 대규모 설비, 기계화, 컴퓨터화를 진행하면서 공정 간 리드타임
을 줄이고, 인력재배치를 통해 작업효율성을 강조하면서 현장 기능인력
의 운영 노하우를 활용한 현장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작업 특성상
공장 내 조, 반에서 진행되는 팀 작업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작업조 혹
은 작업반 내에 존재하는 문화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자신의 역량은 팀
내에서 발휘되어야 했다. 특히 회사가 도입한 다양한 현장개선 활동의 제
도들은 명장들이 현장에서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가 되
었다. 그 밖에도 현장에서 소위 규범으로 통용되는 관행에서 벗어난 행동
을 통해 결과적으로 기능인의 실력이 엔지니어 못지않다는 것을 보여주
었을 때 이들은 선배, 동료, 후배 나아가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명장들은 높은 성취동기, 학습욕구, 도전의식을 가지고 있
었다. 주어진 체제에 순응하면서도 자신의 직무와 발전을 위해서는 끊임
없이 질문을 던지고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다. 선배들로부터 노하우를 배
우기 위해 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문제가 생기면 끊임없이 탐구하고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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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현장 설비의 운용방식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현장의 생산성 향
상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회사 내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며, 퇴근 후 학습하고 실험
하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면서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나갔다.
명장들의 자발적 학습욕구와 도전의식은 기능적 숙련이 완숙기에 접어
든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들은 고숙련 기능인
력을 넘어서 현장의 개선과 혁신을 이끄는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였으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면 또 다른 삶의 목표를 설정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전하였다. 이러한 강한 학습욕구와 성취
동기는 현장의 동료, 선·후배로부터의 인정, 회사로부터의 인정과 빠른
승진 및 보상 등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여 이를 극복한 성공한 엘리트
노동자로서의 사회적 위상을 획득하는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또한 이들
은 공통적으로 애사심이 투철하고, 사회성이 뛰어나고, 현장에 대한 책임
감이 높고, 과업지향적이며, 차이는 있지만 기록 남기기를 중요한 습관으
로 가지고 있었다.

3. 노사갈등과 현장 지키기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진원지는 울산이었다. H중공업 노동조합운동
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중심축이 되었고, 1990년대 중반까지 격렬한 노
사갈등은 노와 사 모두에게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대다수
고숙련 명장들에게 당시 주어진 역할은 현장을 지키는 편에 서는 것이었
다. 한 발 앞서 승진한 직장, 반장의 직위를 가진 이들은 회사의 편에서
반원들을 현장으로 복귀시키도록 하고, 전투적 노동운동에 참여하지 않
도록 권유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우선
이며 회사의 발전을 통해 임금, 고용보장, 근로조건 등이 개선되어야 한
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회사가 주도하는 다양한 현장의 소모임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집단이 되었다. 다물단, 자원봉사단, 현수회 등 소
모임을 통해 평상시에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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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동료 및 후배들과도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였다. 1990년대 중반이
넘어서면서 이들의 대내외 사회적 활동과 사람관리 능력은 선․후배 간,
동료 간 동료애와 신뢰를 쌓도록 해주었고,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고숙련
기능인으로서,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리더의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이들의 다양한 소모임들은 회사의 대내외적 위기 시에는 회사의 입장에
서 현실을 대변하고 회사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조직으로 변신하여
대외활동을 하는 데 주력하였다. 결국 회사의 커다란 우산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조직인으로서 존재하며, 외부세력이 회사의 문제에 관여하는 것
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면서 현장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라는 믿음을 가지
고 있었다.

4. 기술변화, 생산공정 변화, 아웃소싱과 현장의 변화
1990년대부터 국내 조선산업은 본격적으로 기술고도화를 진행하였다.
세계 해운업과 조선시장 내 경쟁 속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동
화, 생산공정 시스템화, 컴퓨터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지
속적인 임금인상과 불안정한 노사관계로 인해 기업은 정규직 충원을 최
소화하고 사내하도급의 비중을 높이면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고 노동조
합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생산공정 시스템의 체계화, 표준화 및 노동 유연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현장 인력의 다기능화와 정예화가 진행되었다. 현장의 정규직 기능인력
들은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현장 환경개선, 편의성 및
낮은 위험성에 만족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회사는 현장 인력의 비중을 계
속 줄여나갈 수 있었다. 다기능화는 손기술에 기반한 숙련의 기능별 단순
화를 가능하게 하였고, 기능인력들은 훈련과 학습을 통해 표준화된 여러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회사는 고숙련 기능인력의 노하우와 역
량을 활용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다기능화를 통해 힘들고 어려운 기
피 작업과 일상기술 숙련의 사내하도급과 외주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엔지니어의 역할과 중요성은 비약적으로 높아지게 되었고, 기
능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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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숙련 기능인력들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
었다. 명장들은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통해 습득한 암묵지와 새로운 현
장의 설비, 장비, 기술을 접목하면서 끊임없이 현장에 적합한 개선과 혁
신을 만들어나갔다. 이들은 기능인력으로서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았고,
엔지어니 분야에 대한 학습 혹은 엔지니어와의 협업을 통해 생산 효율화
와 품질개선 및 불량감소를 이루어냄으로써 고숙련 기능인력의 가치를
여전히 인정받고 있었다. 그 배경에는 끊임없는 자기개발 욕구와 도전의
지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기능장 도전, 명장 도전, 대학진학, 외국어 학습
등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5. 교육자, 혁신주도자로서의 명장
2000년대 현장은 시스템화, IT, 자동화, 아웃소싱이 확대․강화되고,
소수 정예화가 지속되는 동안 현장 기능인력의 고령화 역시 진행되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건조능력 향상, 신건조공법 등 엔지니어의 기술 혁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고, 이와 병행하여 고숙련 기능인력들이 보유한 암
묵지의 형식지화에 대한 필요성과 기술전수가 점차 중요한 이슈로 제기
되었다.
노동시장 고학력화로 인해 생산 현장에서 우수한 자질을 갖춘 인적자
원의 유인이 과거보다 어려운 상황이며, 젊은 기능인력들의 성취동기, 자
기개발의지, 도전의식은 과거에 비해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비록 주먹구구 식이었지만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체화한 고
숙련 기능인들의 암묵지와 교육훈련과 같은 형식지를 통해 학습한 현재
기능인력의 지식과 기술수준 간에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즉 배운 것만
할 수 있는 기능인력과 교과서에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인력 간 숙련
의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명장들은 공통적으로 기술전수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다. 명장들은 자
신의 숙련이 누구나 노력하고 갈고 닦으면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
고 있었으며, 그 숙련을 자신만이 보유한다고 해서 개인이나 조직에게 도
움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들은 보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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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었다. 현장에서는 후배․동료
들을 위한 멘토링 활동을 통해 학습조직화 활동을 하거나 전통적 방식으
로 의지가 있는 후배를 발굴하여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었다. 대외적으로
는 사내 기술교육원 강사, 산업현장 교수, 진로지도 강사, 중소기업 기술
지도 등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교육, 필요한 현장기술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다만 대외 강사 활동은 주로 인성교육 중심이었으며,
기술 노하우 전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아쉬움은
남아 있었다.

6. 회사와 명장
H중공업은 가장 많은 명장이 배출된 곳이다. 명장후보가 되는 것은 우
리나라 양궁대표선수 선발전만큼이나 치열한 경쟁을 필요로 한다. 그만
큼 많은 수의 고숙련 기능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장후
보 경쟁에서 선발되기 위해서는 소위 스펙뿐만 아니라 회사를 위해 얼마
나 노력해 왔는가, 그리고 경영진과 오랜 시간 생활하면서 인간적인 신뢰
와 믿음이 얼마나 깊은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행정적 지원과 명장에 대한 예우는 미미한 수준이다. 명장후보
들은 모든 서류를 스스로 준비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처음 도전하는 후
보는 대부분 탈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또한 다른 경쟁 조선사와 비
교하여 H중공업 명장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거의 없었다. 회사의 입장
에서는 회사의 시스템 내에서 고숙련 전문가로 성장하고 회사에 기여하
였으며, 다수의 고숙련 기능인력들이 있는 상황에서 명장들만 마치 뛰어
난 역량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고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즉 H중공업에서 ‘명장’은 기능인력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명예’로 충분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명장들은 강한 애사
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다른 조선사의 명장 처우보다 못한
현실에 대해 아쉬움과 서운함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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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은퇴준비와 제2의 인생
명장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경력과 기술 노하우에 대한 자신감으로 충
만해 있고,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수행하면서 구축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신의 은퇴 후 삶에 대해 큰 걱정 없이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었다. 명장모임을 비롯한 다양한 모임들을 통해 선배들의 경력경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은퇴는 새로운 시작일 뿐, 노동시장에서의 영구적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우선 사내협력사 혹은 타 대기업의 감독관으로 이동하는 경우이다. 조
선기업들의 아웃소싱으로 인한 고숙련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원
청회사에서는 퇴직자들을 사내하도급업체에서 근무하게 함으로써 고숙
련 기능인력의 노하우와 기술을 전수하도록 하고 있다. 사외 아웃소싱을
전담하는 중소기업의 기술고문으로 이동하는 것 또한 가능한 경력경로였
다. 일부 명장들은 자신이 보유한 숙련 기술과 노하우를 창업으로 연결하
여 H중공업의 사내하도급 혹은 아웃소싱 회사로 물량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방식은 현재 고등학교, 사내교육원, 중소기업 기
술지도 등 교육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교육자로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나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은퇴 후 삶은 자신들이 어떠한 선택
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과 걱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8. 연구의 함의와 시사점
본 연구는 H중공업 최고 숙련노동자들의 생애사를 통해 우리나라 조
선산업의 발전과정에서 어떻게 조직과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 숙련가로
성장해나갈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직면했던 수많은 도전을 어떻게 극
복하고 현재의 위치에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경험이 미래 숙
련과 어떤 관계성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성공한 현장 엘리트들의 유사한 성격적 특성은 멈추지 않는 학습의지,
성취욕구, 도전의식, 열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각기 다른 분야에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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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장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와 동일시하였으며,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
을 문제해결을 위해 투자하였다. 자신의 경력개발과 성공에 대한 욕구는
젊은 시절에 그치지 않고, 시간이 흐름에도 새롭게 도전하고 학습할 그
무언가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은 회사에서, 현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리고 후배의 롤모델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끊임없는 성취욕구와 높은 성공의지는 회사의 조직인으로 체제 순응적
이고 조직지향적 모습으로 나타났다. 노동운동에 참여하기보다 회사에
의해 조직되고 지원되는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였으며, 노
동조합 운동에 대해 소극적 지지자로서 위치하고 있었다. 현장에서의 높
은 기술 역량과 회사를 위한 적극적인 대외활동은 선후배들로부터, 그리
고 회사로부터 강한 신뢰와 현장 리더십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했
음을 의미한다.
고숙련 기능인들의 혁신성 역시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이들은 해
당분야에서 품질향상, 문제해결, 개선, 특허 등 선후배들보다 현장에서 더
많은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성과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숙련과
직위가 높아짐에 따라 그 위치에 걸맞은 또 다른 성과들을 만들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후배들과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여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라기보다 존경과 인정받는 인물로서 현장을 주도하였다.
이들에게 은퇴는 제2의 인생을 위한 새로운 관문이다. 명장으로서 기술
숙련에 대한 자신감은 모기업 계약직, 협력사 임직원, 중소기업 임원, 교
육자 혹은 개인 사업 등 70세 중반까지는 충분히 현장에서 자신이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미래를 위해 은퇴한 선
배들, 그리고 오랜 기간 쌓아놓은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또 다른
도전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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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H중공업의 초기 현장기술의 역사적 배경

역사적으로 볼 때, H중공업은 조선소 건설과 선박건조를 동시에 진행
하여 성공한 세계에서 유일한 기업이다. 대형 선박건조의 경험도 없고,
기술수준 또한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조선 기능인력을 확보하고, 조선
소 건설과 선박건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을까? H중공업 현장 기능인
력의 활용은 현대그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으며, 1970년대 초
현장 기능인력들의 입사경로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H중공업 HD명
장의 생애사는 1950～60년대의 우리나라 기능인력들이 어떻게 기술을 습
득하였으며, 그리고 H중공업의 조선 기능인력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
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950～60년대 기술 수준과 기능숙련 : 경험과 시행착오>
HD명장은 1941년에 태어나 1973년 33세에 H중공업 반장으로 입사하
였으며, 그의 젊은 시절은 한국 산업사의 대표적 경로를 따라 직장을 이
동하면서 고숙련 기능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군부대-신진자동차
-현대자동차-H중공업으로 이어지는 그의 직장경력은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상적 교육훈련이 아닌 현장 경험과 시행
착오를 통해 암묵지를 습득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어린 시
절부터 토목업을 하는 아버지를 따라 현장의 일을 도우면서 철의 성질,
용접 등에 대한 기초지식을 경험으로 습득하였다.
“(초등학교시절, 다리공사 할 때) … 한 다리, 한 다리 건널 때마다 쓸려나가
서 이렇게 얽어놓는다고. 이렇게. 그 쇳둑으로 치면 시멘트라든지 이런 것이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고. 늘었다 줄었다 하거든 … 그거를 미리 방지해서 쇠로
다 이렇게 연결시켜 주고 이렇게 해준다고 … 교량공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각
종 그 철로다 뭐 이렇게 어떤 부품, 그 어떤 자재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을
… 찾아오고 이제 맡기는 거죠. 맡기면 또 가서 뭐 이제 … 초등학교부터, 중학
교부터 이런 과정에서 가서 시험 좀 하고, 가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 (시키는 일) 찾아오기도 하고 … 이제 쇠에 대한 것을 내가 조금씩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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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거죠.”
(1961년 6월 3, 4일 즈음) 부산에 병기기지사령부에서 임시로 채용하여 …
임관이 됐죠 … 나 같은 경우에 각 지역 사령부에서 이렇게 채용을 이렇게 했
고 … 군인들은 좀 기술이 좀 부족하고 … 각 그 시설물 이런 거, 기계, 장비 이
런 거를 보수하는 쪽에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거죠 …
거기에서 뭘 했냐 하면 기계 용접반 근무공정, 근무공정에서 부대 내에 시설,
영상, 보수하는 것을 했어요. 처음에. 그래 내가 과거에 집안일도 그래서 철공
소에서 그 공급기, 그 경험을 저거 해서 기술반에 이제 임관이 돼서 본격적인
어떤 기술인으로 생활을 하게 된 거지.”

1950년대 후반까지도 제대로 된 기계장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철제 자
재 역시 구하기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군부대 장비의 수리는 기술노동
자의 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뿐만 아니라, 민간 제조업 분야에서도
자동차 조립과정에서 판금, 용접 등의 기술은 열악한 수준에 있었으며,
기계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기능인력의 손에 의존하였던 것으로 회상하고
있다.
“내가 어느 때인가 총포를 재생하는, 재생하는 라인에 검사를 좀 한 거야 …
모든 총, 권총이나 이런 것이, 탱크도 그렇고 … 사용을 하다가 ‘일부 사용 못
한다’ 그러면 전부 부산에 해당되는 부대에다가 보낸다고. 총은 총만 수리하는
데, 또는 뭐 탱크는 탱크만 수리하는 데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걸 받아서 다 해
체하는 거지. 부품을 다 해체해서 … 못 쓰는 부품을 … 폐기시킵니다. … 쓸 수
있는 부품만 다시 다 펌프질을 다시 해가지고 그놈을 다시 조립해서 그걸 없는
부품을 새 거 부품을 쓰라고. … 그런 것이 이제 컨베이어 과정에 이렇게 흘러
나오지. 이런 것을 내가 좀 그런 것을 좀 했어요.”
“1950년대 말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생산 못 했으니까 … 처음 이제 우리나라
국산자동차가 나온 게 부산에서 했어 … 군인 지프차 비슷한 거, 그런 거로 해
서 껍데기는 군인들이 쓰다가 내놓은 그 드럼통, 그거 이렇게 쫙 펴가지고 이
렇게 해서 껍데기를 다 뜯어가지고 … 판금, 판금 … “빵깽”이라고 그래. 그래서
자동차 보면 뭐 앞, 뒤, 옆에 이렇게 보면서 동굴처럼 뭐 아우러진 부분이, 그
걸 철판을 다 뜯으라 그러더라고. 아래를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가지고. 이만
큼 해서 붙이고, 붙이고 해서 … 그리고 차 프레임 이거는 뭐 쇠, 철판 갖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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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자로 접어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엔진. 엔진이 제일 문제야. 근데 엔진
같은 거는 군인들 트럭 같은 거, 그거 개조하고 … 이런 덩치(엔진)가 있으면
이거 보통 3등분으로 놔요 … 뚜껑 그 다음에 헤드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넓
적한 데 구멍이 뽕뽕 뚫려가지고 피스톤이 왔다갔다하거든 … 그 피스톤이 왔
다갔다하는데 옆이 뽕뽕 뚫리면 새잖아. 그러니까 그런 아주 기초적인 것도 안
되는 그런 국산 시발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시판을 한 거지.”
“(1960년대 중반까지, 용접 수준은) … 용접도 쇠의 성질에 따라 용접봉도 거
기에 맞는 성질을 써야 되거든.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야. 1960년대 중반 될 때
까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썼냐? 철조망. 철조망도 이제 철사도 없으니까.
철판도 드럼통만 아니면 없어. 그래서 철판도 나오는 데가 없어 … 철사가 없으
니까 철조망을 또 이제 고물상 가서 사다가 뚝뚝뚝 잘라. 그래가지고 흙바닥에
다가 막 비벼대는 거야. 철조망도 10년 된 거니까 얼마나 녹이 나겠어? … 억지
로 다 베껴가지고 … 황토, 그걸 갖다가 반죽을 해가지고 그 놈을 철사에다 담
아가 그놈을 이렇게 그늘에다가 말려가지고 (사용했어요).”

1960년대 초까지도 양질의 철재가 부족하고, 미군 의존도는 매우 높았
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자동차 생산과정에 대한 HD명장의 회상에서 미
군부대에서 시장으로 유입되는 철판, 용접 자재 등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손 기술을 통해 제품을 생산해 왔다고 회상하였다.
“그 당시만 해도 군 계통에서는 미국에서 이제 그거 다 해주니까 … 아주 강
한 성질의 용접봉 (같은 것은 미국에 진짜 좋은 것이에요) …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나 어떤 공업 계통에서는 거의 군수품들이 … 일단 방출된 것도 있고, 허가
방출된 그것을 빨리 해서 억지로다가 우리나라 공업화가 이루어진 거에요.”
“(신진자동차공업에서도) … (자동차)축하고 이런 거는 전부 다 군 불하 받
은 트럭 거를 쓰는 거야. 엔진도 그걸 쓰고.”
“군인들 짚차, 짚차를 불하 받아가지고, 국산 승용차 그걸 만드는 거야. 그걸
조립, 엔진이고 뭐 밑에 바닥 이런 거는 전부 짚차로 하고 껍데기는 이제 딱 해
서 나오는 거야.”

거의 수작업으로 자동차를 만들던 시기에서 기계장비로 자동차를 생산
하기 시작한 것은 1965년 새나라 자동차가 신진자동차로 인수․합병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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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현대식 생산방식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또한 자동차 수
요도 크게 없고, 품질 역시 열악한 수준이어서 판매는 매우 부진하였던
것으로 회상하고 있다.
“부평에 새나라 자동차가 있었는데 3천 대인가 생산하고 문을 닫았어 … 사
장이 ‘그 차하고 우리도 한 번 하면 만들어 보자’ 해서 … (현대식) 기계로 탁탁
찍어내니까 그게 생산성이 좀 넉넉해진 거야 … 근데 안 팔리잖아. 그것 또 수
요도 별로 많지도 않았고, 성능이 안 좋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엔진 그거 다
부서진 거 말이야, 깨진 거 뭐 이런 것 갖다가 재생하는 그런 능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놈을 이제 안 팔리니까 … 1965년도인가 즈음에 코로나 승용차를 만
들기 시작했는데 이거 안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각 부서별로
임무를 주는 거지. 어느 부서는 세 대, 네 대 해가지고 그 승용차 조그마하니까.
한 일곱, 여덟 명이 어깨에다 메고 빈자리로다가 가는 거야. 어디 공장 빈자리.
심지어는 그 사무실 옥상, 2층, 3층으로 막 그거 들고 올라가고. 그래도 이게
안 팔려가지고 실패를 한 거야 … 하여튼 기계공작 계통에, 이제 거기서는 자동
차 프레임, 그런 그 자동차 부품 이런 거를 만드는 데에 내가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뭐 용접도 조금 하고 그 절단도 하고”

<울산산업단지 조성과 현대그룹 기능인력>
1960년대 중반 박정희 정부는 울산, 마산, 창원 등 주요 지역을 대상으
로 중화학산업단지 조성을 시작하였고, 1970년대 현대그룹을 포함한 재
벌들의 고속성장에 기반이 되었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주도하에 울산
지역에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고, 이어 조선소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중
후장대형 산업단지들이 조성되는 상황과 달리 각 산업의 현장 전문인력
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HD명장의 회고는 당시 울산의 모습과 산
업화시기 고용, 현대그룹의 불도저식 경영방식, 계열사 간 자유로운 인사
이동, 그리고 노동현장의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장시간 노동을 생동감
있게 설명해 주고 있다.
“(울산 산업단지 조성시기) … 울산이라는 도시가 딱 그 어촌 비슷하고 이쪽
에 이제 장생포가 고래 잡고 여기에 조그만 어촌마을이 삥 있거든 … 그 당시
에 울산에는 공단들이 뭐 정유공장이나 뭐 이런 것이 조금 공장 이렇게 돌아갈
때야. 65년 그 공장 짓기 전까지 그 한국비료, 무슨 뭐 영남화학, OB호삼비료

제4장 H중공업(조선) 사례

255

뭐 이래가지고 공장들이 막 돌아갈 때 울산에 큰 공장들이 한 번에 일곱여덟
개씩 생기니까 … (현대자동차) 공장의 일부분만 제 땅이고, 나머지는 그게 전
부 다 뻘밭이야 … 그 뻘밭에 자동차 공장을 지었고 … 거기에 있는 거는 드문
드문 사람들 … 고기 잡는 사람들도 좀 있고, 시내에서 방어진까지 한 12km쯤
돼요. 거기는 사실은 사람이 별로 안 살았다고 … 옛날 시골농로를 가보면 구르
마가 바퀴가 들어간 데는 푹 꺼지고 양쪽을 푹 올라오고 이랬어 … 그만큼 여
기가 열악한 동네였다고….”
“(1960년대 중후반 울산 노동시장) … 한 번에 일곱여덟 개씩 (중화학 공장
들이) 생기니까 웬만하면, 또 뭐 지인들이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취직
을 다 할 수 있는 거야. 조건이….”
“(현대자동차 기능직 취업) … 이쪽 자동차 생긴 그때서부터 회사일을 시작
했을 때인데 어부도 아닌, 농사꾼도 아닌 이런 사람들. 아, 이제 교육을 시켜가
지고 일했는데, 어려웠던 게 현대자동차를 질(건설) 때 … 현대하고 울산시하고
약속하기를 ‘자, 우리 동서로면 공장 짓는데 최대한 시에서 지원해 주고 대신
에 우리 현대자동차에서는 실업자를 많이 구제하겠다’ 이런 그 묵시적인 그런
약속이 있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막 들어온 거야….”
“(현대 현장채용 및 인사관리) … (공장건설 당시)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막 들
어온 거야 … 조직에 어떤 뭐 똘마니들하고 우르르 막 들어온 거야. 근데 이 사
람들이 와서 근무를 제대로 하겠어 ? 밖에서 건들건들 놀던 사람들이. 뭐 하루
일하고 이틀 쉬고. 이틀 일하고 삼 일 쉬고 말이야. 이제 월급이 한 4,500원 정
도 받는데 한 열흘 일하니까 천 몇백 원, 이천 원씩 받으니까 월급 탈 때만 되
면 이거 시비거리가 되었다. ‘누구는 5천, 6천 받았는데 왜 우리는 이거밖에 안
주냐?’. 지 논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그 관리자들하고
막 싸우고 막 난리야.”
“(1960년대 후반, 현장의 근로조건) (노동자 현장생활은) … 조그만 시골마을
(울산)이다 보니까 막 황토 해서 막 그래가지고 사람 생활할 수도 없고, 숙소
지어가지고 거길 막 그냥 막 몇십 명씩, 몇백 명씩 들어가서 자고 그러는 거
야.”
“아침 여섯 시에, 요즘 여섯 시 되면 환하잖아.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
야. 시작해서 밤 열 시, 열두 시 거의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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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1968년) 빨리 공장을 지어야 되는 거야 … 여섯 시 해 뜨면 일을 시작
해서 밤 열한 시, 열두 시까지 …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냥 막 맨
날 열심히 한 거지. 허화벌판에. 그러니까 뭐, 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씌우
고, (현대)건설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공장을 지키면서 파이프나 무슨 가스나
이런 거 설치하는 것을 같이 건설 사람들하고 생활도 했고….”

하지만 당시에도 기술을 가진 기능인력이었던 HD명장은 신입직원보다
5배 이상의 급여를 받았으며, 생활 역시 회사에서 하숙을 구해주는 일종
의 혜택을 받았던 고숙련 기능인으로서의 삶을 회고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입사) … 현대자동차가 1967년도에 설립해서 1968년 11월 달에
처음 국산 코티나라는 승용차를 생산을 했거든 … 내가 1968년 6월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 사무직 사원들 말고, 현장 생산직 사람들은 처음으로 네 사람을 뽑
았어. 네 사람, 처음으로. 한 사람은 기계, 한 사람은 페인트 도장, 한 사람은 용
접, 한 사람은 제관 … 네 사람인가 뽑았어. 그 당시 급여들이 기술 아주 없는
사람은 4,300원, 4,500원 막 이런 거야. 기량 있는 사람들은 차이가 나는데 네
사람들이 2만 원, 2만 2천 원 그렇게 받고 있으니까 엄청난 … 그런 식으로 내
가 입사를 했어. 2만 2천 원 … 그때는 신진자동차하고 막 라이벌이 굉장히 심
했다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어떤 그 경쟁회사인 신진자동차에 소속돼 있
었고 그때 시설, 보수할 수 있는 경험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마 나를 이렇게 받
아들였던 것 같아….”
“(미숙련 노동자와 달리) 회사에서 시골에 공장 짓는 거 옆에 민가집, 거기
방을 얻어주더라고. 하나씩. 민가집을 해주고, 필수 모기장 주고. 세탁하고는
이제 한꺼번에 빨아서 내주고. 식사는 공장 안에 함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있
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생활을 한 거지….”

1960년대 후반까지 현대그룹은 건설을 중심으로 성장하였고, 자동차산
업으로의 진출, 그리고 정부의 중화학산업 육성정책과 함께 조선산업에
진출하게 되었다. H중공업이 울산 방어진에 조선소를 설립하는 과정에
대해 HD명장은 ‘천운’으로 회고하고 있다.
“H중공업이 원래, 원래 계획은 아마 1971년도부터 했을 거야 … 1972년도쯤
돼가지고 지금 현대자동차 들어올 때에 선적장 있는데 … 거기가 원래는 다 어
촌이었으니까. 거기에 그 바다를 수출 부두 만들 거라고 그 바다를 준설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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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 이 지역이 전부 다 뻘밭이라고. 여기를 퍼서 바다를 준설을 해서 메꿨어
… 조선소 지을 거라고 이 매립지에. 자동차 바로 옆에다가 시작을 한 거야 …
바다 매립을 하면 최소한 10년 이상이 돼야 제 땅 역할을 한다고. 한 5년 정도
밖에 안 된 데다가 조선소 공장을 지을 거라고 땅 속에 파이를 박았다고 … 그
런데 그 자동차(와 달리 조선은) … 기초가 탄탄해야 돼 … 이 뻘밭에다가 그걸
하려고 한 15m, 16m 정도 파야지. 뭐 세 개, 네 개씩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러
니까 땅 속에 말이지,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 그래서 ‘땅 속에 너무 많이 들
어간다.’ 그래서 그걸 포기 … 어떻게 보면 현대 같은 경우는 천운을 타고 난 거
지. 천운을. 왜 그러냐? 여기다가 조선소 할 수 있으면 조그만, 조그만 배 만드
는 공장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자동차공장하고 늘어나지도 못하지. 자연스
럽게 이게 실패하는 바람에 이리로(방어진으로) 오는 바람에, 이게 몇백만 평
이니까. 이게 확장할 수도 있고. 이게 세계 제일 조선소가 된 거야.”

당시 현대그룹 내 계열사 간 인사이동은 상황에 따라 매우 유연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는 현장 근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H중공
업이 설립될 당시, 약 200여 명의 현대자동차 기술직과 관리직 사원들이
H중공업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1973년 당시 중공업 전체 종업원의 20～
30%에 해당되었다. 또한 현대자동차 기능직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숙련 노
동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인사이동 되었다(Kwon and O’Donnell, 2001).
HD명장은 현대자동차에서 고숙련 기능인으로서 현장관리 총괄을 담당하
고 있었으며, 1971년 H중공업 조선소가 건립되면서 H중공업으로 인사이
동을 하게 되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 1972년 말까지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 공작반하고 보수반하고 영
상반하고를 내가 총괄했어. 그랬더니 뭐 사택 뭐라든지 상수도 관계고 이거 전
부 다 관장을 하다가 4년째 … 1972년 말 조선소 지을 때에 현대자동차 여기
있으니까 … 장비라든가 모든 건 건설에서 와서 했지만 그때 필요한 것은 만들
어서 여기서 조달을 좀 해줬으니까 … 이 조달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여기에 공
단을 짓는 거에 가서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리로(H중공업으로)
발령을 받아서 간 거에요 … 그때는 그룹이니까 일반 관리직사원이고 기능직사
원도 그렇게 왔다갔다했어요. 어느 때에 조선 경기가 좋고 자동차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자동차에 있는 직원들은 여기로 와서 근무하고, 또 이리로 가고
… 내가 1973년 1월 4일부로 내가 발령받아서 근무를 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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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문제의 제기

한국의 산업화와 기업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블루칼라의 핵심 숙련노
동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평생 어떠한 방식으로 현장을 지
키면서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직장에서 성공한 노동자이면서 산업화
의 한 축을 담당했던 ‘주류 세력(main stream)’으로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를 차지하고 고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경제발전과 노동의 역할에 대한 기존의 경제학적 연구들은 이 문제를
비용 대비 효과와 노동시장에서의 수급 대상 측면으로 다루어 왔다. 다른
한편 산업화와 노동자계급의 형성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대기업
의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기간 동안 저임금,
장시간 노동, 노동운동에 대한 억압 속에서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면서 경
제, 산업, 기업 발전에 기여했던 것으로 묘사해 왔다. 기존의 연구들은 산
업과 경제의 성장과 발전 과정에서 현장의 주체였던 노동자들의 역할을
‘객체화’시킨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는 사회 발전과 노동의 관계를 당사자들의 주체적 경험의 관점에서 새롭
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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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접근 방식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한 대기업 블루칼라의
주도 세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현장을 만들어 갔고, 개인적 삶과 기업 현
장의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직면했던 ‘사회적 장벽’과 ‘물리적
악조건’을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하면서 현장을 주도해 왔는지에 대한 역
동적인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난
40여 년 동안 한국의 대기업 현장을 만들어 온 노동자들이 1970년대 기업
의 초기 성장기에 입사하여 현장의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만들어 가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학습하며 역량을 축적하고, 생산 현장을 개
선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며, 습득한 지식과 노하우를 전
수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축하게 되었는지를 그
들의 시각에서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철강산업을 사실상 주도해 온 P사에서 핵심 숙
련인력으로 성장해 온 노동자들의 생애 과정에 대한 심층 면접과 인터뷰
등을 통해 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을 받았고, 어떻게 생산직 노동자
로 채용되어 현장에 근무하게 되었으며, 현장에서 습득한 노하우와 학습
의 경험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모해 왔는지, 이 과정에서 한국의 성공한
블루칼라 엘리트 집단들이 기업과 사회, 자신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어
떠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고 그 함의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업의 성장 및 역동적 변화와 현장 주체들의 변화
를 함께 엮어 가면서 그 과정을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애사’적 접근을 요구한다. 생애사적 접근은 개인의 경험과 기업의 역사
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다시 말해 조직의 역사
적 발전 과정과 그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조직의 발
전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과 조직의 정체성을 만들어 왔는가를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한국의 철강산업을 선도해 왔던
P사를 중심으로 엘리트 숙련노동자들의 성장과 가족 배경, 학교교육, 입
사와 현장에서의 성장, 승진과 경력의 축적 과정, 후배에서 선배로의 역
할 전환, 그리고 커리어의 마지막 단계인 ‘정년’을 앞두거나 퇴직한 상태
에서 인생의 ‘이모작’을 다시 일구어 가고 있는 과정을 현장 명장들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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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제기하는 주요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대기업 블루칼라의 핵심 인재들은 급속한 산업화와 기업의 성장 과정
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의 삶과 기업의 현장을 만들어 갔는가? 이들
은 어떤 과정을 통해 현장의 중심이 될 수 있었는가? 현장의 핵심 숙련노
동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조건과 역경에 직면했고, 이러한 어려
움들을 어떻게 극복해나갔던가?
현장의 1세대들은 그들의 조직적, 사회적 리더십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었나? 이들에게 요구되는 학습과 숙련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고, 이는
기업의 변화와 더불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이들은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위기와 갈등, 개인의 생존 등과 같은 어
려움을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었는가? 노동운동과 노사갈등 과정
에서 이들이 겪어야 했던 고민과 해결 방식은 무엇이었나? 동료, 상사, 후
배, 하청 노동자 등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다양한 성격의 집단들과 어떠
한 방식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왔는가? 치열한 조직의 생존 경쟁에서
이들이 생산 현장의 엘리트로 살아남아 마지막까지 지위를 유지할 수 있
었던 요인은 무엇이었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기술 패러다
임의 전환이나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겪어야 했던 애로나 문
제점들은 어떤 것이었는가?
기업의 성장, 변화와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에서 명장의 숙련은 어
떻게 축적되고 변화해 왔으며, 어떠한 위협이 있었는가? 새로운 숙련 환
경에의 적응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이 과정에서 기업은 어떠한
방식으로 숙련노동력의 육성과 보전을 위해 함께 노력했는가? 기능적 숙
련, 이론적 숙련, 과학적 숙련 등과 이들을 온 몸으로 축적하고 체화(體
化)시킨 경험적 숙련은 어떤 관련성을 맺는가? 숙련의 형성 과정에서 기
업의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보상과 동기 부여 등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개인의 삶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는가? 기업 명장의 조직 내 위
상과 역할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이들이 축적한 숙련이 기업과 조직,
산업의 발전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였는가?
기업 현장의 주도 세력, 기간 노동력으로 자리 잡은 블루칼라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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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장에서 ‘사회적 인정(social recognition)’
이라는 어려운 보상을 획득했고, 어떠한 방식으로 숙련과 기술을 습득했
으며 현장을 이끌어 왔는가? 이들이 생각하는 산업 현장의 정체성, 노동
의 의미, 기업의 성장, 그리고 자신의 삶과 사회의 이미지는 어떠한 것이
었나? 한국의 성공을 이끌어 온 대표 산업의 핵심 현장 노동자들이 생각
하는 자신의 정체성과 이들이 바라보는 기업과 현장의 미래는 어떠한 것
인가? 직장을 떠난 다음에도 새로운 삶을 어떠한 방식으로 엮어 가면서
‘은퇴 없는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본 연구가 제기하는 이러한 질문들은 한국의 산업화와 노동문제에 대
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의 주된 목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
던 문제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 봄으로써,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현장의 사람들이 겪었던 사회적 문제들이 현장의 주인들에 의해 스스로
해석되고, 소화되며, 그들 나름의 시각에서 의미가 정립되는 과정들을 살
펴보는 데 있다. ‘기업주의’, ‘국가주의’, ‘엘리트주의’, ‘학력과 신분’, ‘성공
과 성취’ 등 질풍노도의 급속한 산업화 현장에서 사람들의 사회적 관념을
지배해 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갈등과 성장, 성취와 고통의 원천이었던
근대화의 요소들이 현장의 주체들에 의해 소화되고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담아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산업 현장에서 성공한 ‘현
장 엘리트’ 집단의 속성과 정체성의 뿌리를 이해하고, 기업사회의 미래와
발전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 일정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조사 대상과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철강산업의 명장에 대한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들은 모두 P사 소속
의 전․현직 생산직 직원들이다. P사는 1973년 창사 이래 거의 반세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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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한국의 철강산업을 주도해 온 유일한 기업이며, 현재에도 한국 철강산
업의 글로벌 대표 회사이다. 한국의 철강산업에서는 P사 외에도 5～6개
의 철강회사들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두 번째 일관제철소인 H사에서 2～
3년 전부터 고로 가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의 철강 업체들 중 원광석
부터 완제품까지 일관 종합 생산 체제를 갖추고,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권
을 다투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업체는 한국에서 P사가 유일하다.
그러한 점에서 P사의 역사는 그 자체로 한국 철강산업의 성장 과정을
상징할 뿐 아니라, 양질의 철강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주요 제조업들
까지 망라할 때 한국의 성공적인 산업화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
로 줄곧 주목을 받아 왔다. P사는 또한 민영화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전
히 대주주로 줄곧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사실상의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산업 생태계에서 독특한 지위를 차지해 왔다. 국내외의 전
문가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은 P사가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차지해 온
상징적, 실질적 영향과 의미를 단순히 특정 개인 회사나 사기업의 역사로
간주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발전과 부침 과정의 중심에서 항상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상징적 존재로 간주한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배상 자금, 즉 ‘대일 청구권 자금’을 모태로
만들어진 P사는 조업과 관련된 기본 설비와 기술의 대부분을 일본으로부
터 수입했지만, 철강재에 대한 막대한 국내외 수요를 기반으로 얼마 안
가 자립적인 수입 기반을 확립하고, 반세기에 걸쳐 한 번의 적자도 없이
꾸준한 성장을 거듭한 결과 2000년대에 들어 세계 철강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P사는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기술
을 도입하고 학습하면서 성장하였지만, 궁극적으로 자신의 스승이었던
선진국 철강 기업들을 추격하고 이들의 수준마저 넘보게 된 후발 산업화
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 회사의 경험은 특별히
중요한 학술적, 정책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P사는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의 대상
이 되거나 성공한 산업화의 사례로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아쉽게도 P사
에 대한 성공 스토리와 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부의 탁월한 지도력이나
경영자 능력 등의 논거로 제시되었을 뿐, 이 회사의 성장 과정에서 말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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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산 체제를 구축해 온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이
러한 점을 염두에 둘 때, 본 연구는 성공한 산업화를 주도해 오는 데 필수
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사
회적 주체에 대한 탐구라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우리는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8명의 P사 전․현직 명장들과 총 10
회의 심층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공식적인 지위는 ‘품질명
장’, 혹은 ‘대한민국 명장’, 두 가지로 분류되지만, 회사에서는 이 두 가지
명장을 동일한 ‘명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두 명장 집단에 대한 처우나
인사상의 차이는 두지 않는다. 인터뷰 당사자들도 자신들이 취득한 명장
자격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인사나 처우상의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사에 현직으로 근무하고 있거
나 퇴직한 품질명장과 대한민국 명장을 동일한 대상으로 설정하고 인터
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들 중 4명이 대한민국 명장, 4명이 품질
명장 지위를 갖고 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 명장과 품질명장 지위는 모두 국가가 공인
하는 명예 지위지만, 선정 과정에서 다소의 차이가 존재한다. 품질명장의
경우 주로 생산공정의 개선과 관련된 공헌도와 회사의 추천이 선정 과정
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는 반면, 대한민국 명장의 경우 본인이 획득
한 특별한 기능과 숙련, 특허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에
의해 선정된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회사로부터 우대받지 않았다고 하지
만, 사실상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회사에 대한 공헌도를 상당한 정도
로 인정받아 제철소 현장의 곳곳에서 리더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차지하
고 있다. 제철소가 처음 가동하던 1970년대 중반에 입사하여, 장기간에
걸쳐 한 생산 현장에 근무하면서 내부 승진 사다리를 착실하게 거쳐 최종
적으로 정년을 맞을 무렵 공장장, 부공장장, 혹은 소속 부서의 책임자급
까지 자신의 지위를 꾸준히 향상시켜 왔다.
이들은 기능직으로 출발해서 자신의 전문성을 심화시키고, 공장 내에
서 여러 공정들을 경험하면서 평생에 걸쳐 공장의 구석구석 자신의 업무
영역을 확장해 왔으며, 조직에서 승진 사다리를 성공적으로 거쳐 왔다.
성격적으로 매사에 치밀하고 꼼꼼하며 근면한 성격을 공유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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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욕’과 ‘목표의식’이 남다르다.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들이 자신의 일
에 대한 ‘자긍심’과 더불어 ‘애사심’이 매우 강한 사람들로, 일과 관련하여
고도의 집중력을 보여준다. 또한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이 투철하고,
조직을 위한 ‘희생정신’과 ‘집단주의’ 의식이 강하다.
이들은 사회적 지위 획득 욕구 또한 현저히 강하다. 직장에서 회사, 선
배, 후배 등으로부터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
서도 노련하게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사회적 능력’ 또한 탁월한 편이다.
따라서 직장에서의 성취와 좋은 평가는 물론, 전문성 등을 기반으로 정년
무렵 혹은 그 이후에 계열 회사나 관계 분야에의 재취업, 후배 노동자들
이나 학생 교육, ‘지역 명장회’ 등 유사한 사회적 집단들과의 활발한 교류
등 새로운 직장이나 사회생활, 혹은 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경력과 성취의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이들의 경력 지향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학
습과 연구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해서 자신의 전문성을 계속 심화시켜 해
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성장하려는 ‘전문직’ 성향이다. 또 다른 유형은
자신의 소속 부서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더불어 현장과 조직에서의
폭넓은 경험을 살려 사회적, 조직적 능력을 축적함으로써 ‘관리직’ 신분을
획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들의 대다수는 대기업의 성공한 블루칼라
로 ‘전문성’과 ‘사회성’이라는 두 가지 필수적 성공 요소들을 균형 있게 갖
추고 있다.
전문직 성향의 명장들은 바쁜 직장 생활 가운데에도 대학, 혹은 전문대
학 과정 등을 통해 자신의 학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현장의 경험적
숙련과 추상적 이론을 융합하는 수준까지 발전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관리직 성향의 명장들은 퇴직 이후에도 계열사 등으로 전직하
여 관련 분야에서 회사의 임직원으로 활동하면서 계열사와 모기업의 긴
밀한 연계를 발전시키는 핵심 인력으로 활동한다.
명장들 중 사회적 관계에 관심이 적고 한 가지 분야에만 특화된 ‘고립
형’ 인간은 드믄 편이다. 이들은 전문성도 있지만, 직장에서의 원만한 인
간관계, 동료와 협력회사 직원들과의 인간관계, 유사한 지위의 사람들과의
긴밀한 사회적 교류, 그리고 학교나 훈련기관 등 유관 분야 사람들과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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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P제철 인터뷰 대상자
이름

출생
연도

입사
연도

입사
학력

최종
학력

1

PA

1957

1976

공고

공학
석사

2

PB

1959

1978

공고

고졸

3

PC

1966

1990

공고

고졸

4

PD

1958

1976

공고

고졸

기계

포항 선재부 제3선재공장
기계정비직(품질명장)

5
6

PE
PF

1953
1953

1977
1978

농고
공고

고졸
대졸

압연
제강

열간압연직(품질명장)
제강부(품질명장)

7

PG

1948

1973

종고

공학
박사

기계

광양 제강부 조업지원팀
(대한민국 명장)

8

PH

1959

1977

공고

고졸

기계

포항 화성부 제3코크스공
장 부공장장(품질명장)

직군

소속

제어 광양 EIC 기술부 계측정
수리직 비과(대한민국 명장)
전기

제강부 제3제강공장 파트
장(대한민국 명장)

포항연구소 전기강판연구
연구
그룹 연구기술직(대한민국
기술직
명장)

간관계 유지 등 폭넓고 균형 감각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기업과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숙련노동의 역할과 기여를 기
업사와 연결된 생애사 연구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한다. 기업사의
맥락 속에서 생애사를 중심으로 노동의 위상과 역할을 재구성하는 전략
을 취한다.
이를 위해 전․현직 기업 명장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노동
시장 진입 배경, 가족 및 경제적 맥락, 학습과 숙련의 형성, 기능의 축적,
기능과 능력의 발휘와 현장 혁신에서의 역할, 새로운 기술과 조직 내외의
사회 및 기술적 네트워크의 형성, 기능의 완성과 발휘, 업적과 기억의 전
승, 경험의 사회적 공유 과정 등을 비구조화된 심층 면접 방법을 통해 추
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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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면접은 연구자와 명장의 일대일 대면 인터뷰 방식으로 수행되었
고, 장소는 대부분 회사에 마련된 접견실에서 이루어졌지만 일정상 사정
이 여의치 않았던 2명은 별도의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면담은 대체로 최장
2시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기록은 모두 녹취하여
자료화하였다. 본 연구의 서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면담 기록 자
료를 기반으로 필요한 내용을 선택, 편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서술
상의 목적을 위해 표현 등에 대한 일정한 각색이 더해졌지만, 면담 내용에
대한 의도적인 가감이나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3. 명장의 ‘사회적 대표성’
2013년 현재 P사 출신으로 전․현직 명장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은 모두 10여 명 내외에 불과하다. 지난 40여 년 동안 P사를 거쳐 간 생
산직의 수에 비하면 이들은 회사에서도 극히 희귀한 사람들이며, 전체 생
산직 근로자의 0.1% 이내에 속하는 아주 특수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이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가 성공한 블루칼라의 사회적 속성을 대표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기본적인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우리가 이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들이 지니고 있는 ‘대
표성’과 ‘상징성’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현장의 명장들은 그 수가 적고 희귀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전형성’과 ‘지표 효과’를 통해 사람들에게 기준과 목표를 제시하는 기능
을 수행한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그들의 기술과 숙련 노하우, 기업과 산
업 발전에 대한 공헌 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로서 블루칼라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명예’와 ‘사회적 인정’을 획득한 사람들이다.
이들의 지위가 고도의 상징성을 갖는 이유는 인정을 통해 대표성을 부여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극히 소수의 선발된 사람들이지만 상징적 대표성
을 지닐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본 연구는 또한 심층 인터뷰를 기업사의 맥락과 연결하면서 정리하고
자 하였다. <표 5-2>는 P사의 발전 과정과 현장의 도전, 명장의 역할, 그
리고 기술적 환경 등을 연계한 것으로 본 연구의 서술 구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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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철강산업 명장 연구의 주요 내용과 기업사의 주요 맥락들
기업의
성장
단계

기업의 과제

노동력 확보
국내 경력자 확보
신규 인력 확보
건설기
제도 정비
근무 환경 조성
규율

현장의 역할
신속한 건설
가동 준비
기술 습득
빠른 적응
사명에 대한 헌신

기술
진화

일본
기술의
습득

조업 안정
학습
훈련

현장 만들기
생산 안정
생산 확대
빠른 학습
지속적 개선
숙련의 고도화
고용과 처우

일본
기술의
개선

양적
성장

현장 적용
사고, 불확실성 대응
시행착오를 통한 개선

조직과 팀워크
신기술 적응
탈숙련화의 위협
학습 장벽의 출현
숙련노동자들의 현장 기여
조직적, 사회적 역할
지배 가치의 형성, 공고화
관리자, 노동조합, 선후배 등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개발

유럽
기술의
도입과
혁신

질적
성장

혁신 역량 제고
기술 자립
전산화, 표준화, 시스템화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부상
관리 능력 개발
계열화와 조직 분화
아웃소싱

시스템 혁신, 신기술 적용
공정 혁신, 외주화
암묵지와 형식지의 변화
학습, 경험, 이론, 창조 능력의
변화와 현장 환류 및 계승
문제해결과 불확실성
대처 능력의 변화

자체
기술
개발,
공정
혁신

후발 학습자에서 혁신 선도자로
외주화, 정예화
새로운 국내외 경쟁
기술 혁신과 블루칼라의 위기
연구개발, 이론, 창의력
새로운 진입 장벽
은퇴와 새로운 삶, 교사로서의 노동자

신기술,
연구
개발,
세계화,
기술
수출

조업
초기

혁신과 학습
기술 전수
세계화,
노하우 계승
선진화,
관련 분야에서의 지원
기술
학습자에서 교사로 지속되
전수
는 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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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제철소의 가동과 양적 성장기의 현장 만들기 :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중반

1. 제철소 가동, 공채 입사
제철소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68년 회사 창립을 전후한 시기부
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회사의 창립과 더불어 포항의 벌판에 제철소
건설본부가 마련되면서 전국에서 건설에 필요한 초기 인력을 모집했다.
제철소의 건설 기간에 입사한 핵심 관리 인력들은 P사의 전신이었던 대
한중석 출신들이었다. 1973년 제철소가 준공되기 전까지 현장 인력들은
기존 회사 등에서 입사한 경력자들이 많았다. 이들은 제철소를 직접 가동
하는 데 필요한 기초 기능을 갖춘 사람들이었다기보다 제철소 건설과 초
기 가동 인력이 결합된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아주 초창기 선배들은 인천제철 등에서 경력사원으로 뽑은 사람들이
있었죠 … 그런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제철소 건설이 이루어졌는데, 그 당
시만 해도 … 손기술 좋고, 기능이 좋으면 인정이 됐습니다.” (PF)

반면, 조사 대상 명장들은 제철소 건설이 막 이루어지고, 이제 본격적
인 공채 절차를 통해 앞으로 제철소 가동과 조업을 위해 젊은 시절부터
평생 함께 일해야 할 젊은 신규 노동력이었다. 이들은 제철소의 초기 공
채 인력으로 채용되어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이미 어느 정도 그 틀이 잡
혀 있었던 회사의 기본 제도와 시스템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
명장들의 성장 배경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입사 경로는 크게 공채와 직
업훈련생 출신으로 나뉜다. 이들은 대부분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집
안에서 자랐지만, 비교적 자질이 뛰어나 1970년대 후반 우수한 성적으로
공고를 졸업하고, 전망이 좋은 직장으로 알려진 P사의 입사 공고를 보고
치열한 공채 경쟁을 뚫고 입사하였다. 이들은 어려운 형편에서 자랐기 때
문에 대학 진학은 생각하기 힘들었다. 직업훈련생 출신자들 중 기존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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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5～6년 가까이 근무하다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입사하는 경
우도 상당수 있었지만, 모두 치열한 공채 과정을 거쳐야 했다.
“1957년생 10대 장손 3남 2녀의 장남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와주고 형제를 보살펴야 했습니다. 초, 중학교 시절에는 비닐우산
가내 수공업을 도와가며 집안을 도와야 했기 때문에 빨리 취직하기 위해 공고
에 진학했습니다. 공고 졸업 후 2차 오일쇼크로 취업이 어려워 1년 동안 집안
일 돕던 중 일간지 신문에 P사 모집공고를 보고 응시해서 합격하였죠. 공고 성
적은 우수한 편이었고, 국가산업의 철을 생산하는 일이 중요하고 보람된 일이
라 생각하여 응시하였습니다.” (PA)
“저희 아버님이 대구에 나가 계시고 이러셔서 좀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가
정형편상 ‘취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 좀 갈등이 있었지만, (진학
의 꿈은) 접고 그 이듬해 7월에 그 P사 공채로 입사를 합니다. 당시에 P사는
병역을 필한 사람도 있었고, 미필자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우리 회사의) 병
역특례제도가 유명했었죠.” (PH)

P사에 채용되기 위해서는 보통 20 대 1에 가까운 공채 시험에 합격해
야 했고, 당시 정부에서 공고를 집중 육성하던 상황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지역의 우수 공고를 졸업하거나 P사 직업훈련 과정에 합격한 P사 입사자
들은 공고생들 중에서 적어도 상위 5～10% 이내의 선발된 인재였으며,
학습 능력과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았다. P사 입사자들 중에는 대학을 중
퇴하거나, 군대를 필하고 직장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찾던 젊은이들도 상
당수 있었다. 이들은 우수한 자질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형편 때
문에 절박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하던 젊은이들이었다.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같은 시골은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당시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농과하고 양잠과가 있었는데
양잠과를 가면 돈이 된다고 해서 양잠과를 갔지만, 적성이 안 맞아 그만두고
… 군대 나와서 P사 직업훈련생 모집 광고를 보고 응시했습니다. 그때는 경쟁
률이 54 대 1 이 정도 됐을 겁니다. (다행히) 합격해서 … 6개월 동안 훈련을 받
고 P사에 입사했죠 … 훈련소는 제철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 기능이나
이런 거 가르치는 과정이었고요, 아주 기초적인 것만 배웠죠.”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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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다니다 3학년으로 복학을 해야 되는데 가정형편도 그렇고 또 그 당
시에 제가 서울에 조그만 중소기업을 다닐 때였어요. 당시는 신문 하단에 커다
랗게 P사 구인 광고를 보고 … 응시를 했어요. 72년도 10월경에 … 그랬더니 필
기시험 보고 면접 보고, 신체검사 하고. 그래가지고 73년 2월 15일 정규 입사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제철의 전로나 고로를 본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전
혀 몰랐고 … 대학 1, 2학년 때 배운 기계공학이기 때문에 응시를 했더니, 다행
히 합격이 되어가지고 취직 차원에서 그냥 입사를 하게 됐었습니다.” (PG)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 (걸어서 영월까지) … 중고등학교 그럼 6
년 정도 그렇게 다닌 거죠. 영월에서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졸업할 당시 학교
장이 추천을 해줘가지고 … (처음) 석탄공사 함백광업소에 (임시직으로) 취직
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때는 공고 기계과를 전공했으니까 (기계 수리 등을 전담
하는) 공무계통으로 일해가지고 … 한 6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별거 다 해봤죠.
한 5년 정도 하고 … (그러다가 광산이 시들해지면서) … 군대 3년 다녀오니까
이제 광산은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 차에 … P사에서 모집 공고가
났어요 … 17 대 1로 P사 공채로 1976년 1월 31일 입사했어요 … 1973년도에 고
로 1기가 가동되기 시작했으니 거의 초창기 입사자죠(다행히 기존 회사 경력 6
년을 인정받았습니다).” (PF)

P사가 당시 전국에서 우수한 고교 졸업생들이나 젊은 인재들을 집중
선발할 수 있었던 데에는 회사가 공고 출신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병역
특례’혜택을 제공하는 업체였기 때문도 한 가지 이유였다. 우수한 공고
졸업자들은 회사의 근로조건이나 임금, 복지, 그런 것들보다 3년에 가까
운 긴 군대 징집을 유예받을 수 있다는 점이 훨씬 매력적이었다.
실습 시설과 교육 기반 인프라가 거의 없었던 당시의 실업계 고등학교
상황에서 공고 교육은 교과서에 기초한 최소한의 기본 지식을 외우고 학
습하는 수준 정도를 크게 넘어서지 못하였지만, 적어도 이들은 어려운 조
건에서도 높은 ‘기초 학력’을 갖출 수 있었다. 현장 실습을 통해 즉각 활
용할 수 있는 실용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현장에 투입될
경우 누구보다 빨리 조업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익힐 수 있는 기본 자
질들을 충분히 내장한 사람들, 학습자들이었다.
“(부모님 말에 따라 서울의 공고로) 입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3년간 수업을
하고 졸업을 하고 나서 졸업하자마자 모집공고가 났었는데 그때 저희들은 자

제5장 P제철 사례

271

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기간산업체 특례로 해가지고 입사하게 됐습니다. 그
때 공업고등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교과서 위주로 가르쳤기 때문에 실습이라고
해봐야 선반이나 용접 뭐 이런 거는 많이 안 했고요. 저는 기계제도를 전공을
했어요 … 기계 제도 자격증이 현장에서 일하는 데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PD)

절대다수가 평범하고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은
온통 어서 빨리 취직해서 돈을 벌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하
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역설적으로 경제적 빈곤은 이들에게 무엇보다
강한 근로와 학습의 동기를 제공한 기본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어렵게 컸어요. 집안 족보를 가지고 남자의 평균수
명을 계산해 보니까 37세밖에 안 나오더라고. 할아버지가 지병으로 순천의료
원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하시다가 또 사업현장에서
또 돌아가시고. 그때 어머니 나이 스물아홉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 후진국 병
이라고 하는 장티푸스 걸려서 삼 년 후에 형이 또 사망하고. 그래서 할머니하
고 어머니하고 누나하고 여동생하고 그 사이에 제가 혼자 컸거든요. 그렇게 굉
장히 어렵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사실 생각도 못 하고, 학교 갔
다 오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풀을 뜯어다가 퇴비 마련했어야 되고,
겨울에는 얼어 죽지 않기 위해 또 땔감을 만들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까
지 거리가 6km였어요. 섬진강을 건너다니면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때 당시
에 학교 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논둑길로, 밭둑길로 이렇게 다니면서 큰 가방
을 메고 새벽밥을 먹고 … 그러니까 학교를 가면 피곤해요. 배가 고프고. 또 갔
다 오면 배가 고파요.” (PE)

그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일단 현장에 투입되자마자 현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 강력한 규율, 헌신, 희생정신, 팀워크,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목
숨이 걸린 위험한 현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는 근면함 등을 비판 없이 그
대로 흡수하는 ‘스펀지’ 같은 적응력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1970년대 후반
회사에 입사해서 어떠한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투지와 자신감 같은 것
들로 넘쳐나던 젊은 청년 노동자들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아직 미혼이었던 입사자들은 회사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함께
기거할 수 있었다. 기숙사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집단주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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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으로 작용한다.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현
장의 기숙사는 ‘산업 병영’과 다를 바 없었다. 목표가 주어지면 ‘고지’, ‘정
점’을 향해 물불 안 가리고 함께 매진하는 절대적 공감의 집단주의 분위
기가 입사 초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다.
“한 방에 여섯 명이 기숙사 생활을 3년 정도 했죠. 그 다음에는 회사 밖에서
살았어요. 빚 좀 내서 13평짜리 아파트에서 시작했죠 … ‘우향우 정신’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 쉽게 말해가지고 군대조직하고 똑같아요. 군대하고 똑같다
고 보시면 돼요. 지휘관 직접 액션을 취합니까? 지휘봉 들고 다니면서 말 안
들으면 푹푹 찌르고 그렇잖아요? 기합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 듣기 싫어서라도
밑에 있는 사람들 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고지 탈환하는 거, 이제 그거
와 똑같습니다 … 그런 문화죠. 뭔가 목표를 정하면 무조건 가는 거거든요.”
(PC)
“저희들은 독신자 숙소에서 살았습니다. 독신자 숙소, 그 바닥에 이렇게 한
방에 어떤 데는 침대 없어서 그냥 매트를 깔고, 일주의 교육받고 … 3일 휴가인
가? 보내주고 … 강당에서 인사명령을 불러줬죠 … 아침에 오면 아무개 어느 부
서 가라, 아무개 코크스 가라 해서 작업복 지급 받고 … (회사 역사와 안전에
대한 일반교육 받고) 현장에 간 거죠.” (PH)

젊은 고졸자와 직업훈련 과정 등을 통해 공채로 회사에 들어온 혈기
왕성한 젊은 노동자들을 현장에서 적응 가능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는 과
정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였다. 이 과정은 회사에 적응 가능한 인격체를
만들어 가는 시행착오의 과정이었지만, 당시 한국의 다른 회사들에 비해
P사의 직원 육성을 위한 체제와 제도는 훨씬 선진화된 것이었다. P사는
이미 제철소의 건설 과정에서 인사와 훈련의 기본 틀, 처우, 그리고 자체
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학교 설립을 비롯해서 나중에 P사의 특징이자 원
형이 되는 기본 제도들을 갖추었거나 막 운영하기 시작했고, 초기 노동자
들은 이미 그러한 제도와 환경 속에서 회사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회장님이 참 사고가 좋으셨어요 … 군대가 면제되잖아요. P사 와서 몇 년
근무하면 군대도 면제되고 했는데 각 지역에서 1, 2등 하는 애들만 P사 공고에
들어왔어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요새 돈으로 한 2～3백을 주니까 … 애
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술 먹고 외박하고, 또 결근하고 지각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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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니까 회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선배들이 ‘이거 안 된다’ …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인문계 고등학교 군대 갔다 온 애들도 6개월간 직업훈
련소라는 걸 만들어서 채용했습니다 … 그러니 직업이 없던 애들, 그러다가 6
개월 교육받고 … 아무것도 모르니까 선배를 하늘같이 (생각해야죠) … 요즘 말
로 사수한테 잘 따랐습니다. “청소해라”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하고 … “콜라
사와라” 그러면 말없이 콜라 사오고, 치우고 이렇게 순종하고 … 그것이 지금도
필요합니다.” (PG)

우수한 자질과 성적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고졸 생산
직으로 입사하게 되는 이들은 공동운명체 의식이 강했다. 다른 한편 유달
리 성취욕이 강한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극복하겠다는 강한 도
전의식, 신분 상승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특히 고졸이라는 학력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강렬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평생을 이어지는
긴 직장의 삶을 통해 야간 대학, 학점 은행, 사내 자격증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노력으로 학력 신장을 위해 집요한 노력을 전개한다. 놀
랍게도 이러한 노력은 그들의 자식들에까지 이어져서 명장의 자녀들 중
많은 사람들이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들의 전문 분야로 진출하
는 ‘전문직’의 길을 통해 신분 상승의 길을 성공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977년에 입사한 후 1979년부터 포항의 야간 전문대학에서 토목과를 다녔
습니다. 덕분에 지금 소유하고 있는 상가도 지었습니다 … 당시 P사는 공장을
계속 지어 갔거든요. 기계설비만 있는 게 아니고, 토목, 토목설비도 참 많더라
는 얘기죠. 그래서 ‘이왕 내가 직장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좀 배워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또 뭐 나름대로는 또 뭐라 할까요? ‘좀 부족한 면이 많다’
고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전문대학이라도 다녀서 ‘나의 어떤 자기계발을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PH)

2. 공장 배치, 현장 만들기
1970년대에 생산직으로 P사에 입사한 사원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전
공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명’한 공장에 배치된다. 배치 전 최소한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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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 정신 교육이 이루어지며, 기술교육은 제철소 근무에 필요한 운전,
용접 등 일반적인 현장의 도구들을 다룰 수 있는 수준에서 마무리된다.
이후의 것들은 현장에서 직접 부닥치면서 배워 가는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배치는 전적으로 회사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 일단 ‘제선’, ‘제
강’, ‘압연’, ‘정비’ 등 부서에 배치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생 정해
진 공장 내에서 자신의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일한다. 한 공장에서 몇십
년 일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업무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폭이 넓어
진다. 한 부서에서 평생 폭넓고 다양하면서 깊이 있는 지식을 축적하며
성장하는 것이다. 특히 1기부터 공장을 처음 가동하고, 이후 같은 공정을
건설하면서, 꾸준한 설비, 정비, 계측, 관리 등을 지속하면 결국 공장의 모
든 구석의 일과 설비를 ‘섭렵(涉獵)’하는 수준에 올라간다. 1기 설비에 투
입된 명장은 맨 처음 배치된 공장에서 40여 년 가까이 근무하는 공장의
‘귀신’이 될 줄은 전혀 몰랐지만, 나중에 그곳은 그들의 삶 전부로 전환되
었던 것이다.
“그때는 신입사원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2주인가 이렇게 (간단한 기초 정신
교육) 받고 현장에 바로 배치됐거든요 … 현장에서는 OJT라는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으면서 선배들의 노하우를 전수받으면서 이제까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게 된 거죠.” (PD)
“(처음에는) P사 P제철소 화성부 1코크스공장 운전계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당시 코크스 공장의 환경은 정말 엉망이었어요. 코크스 압출을 하는데 먼지가
날려가지고 거의 눈을 못 뜨고 다닐 정도였어요. 먼지가 막 눈에 박혔었어요
… 당시 배치된 동기들 다 빠지고 둘만 남았어요 … 그만큼 코크스 공장이 열악
했습니다 … 그런데 당시는 병역특례 받으려면 같은 직종에 계속 있어야 했어
요. 어쩔 수 없었죠.” (PH)
“당시 정신교육은 ‘우향우 정신’이 이미 정립이 되어 있었는 것 같아요 … 저
희들도 그때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 뭐 열연공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했는
데, 불량이어서 다이너마이트로 폭파를 시킨다는 얘기 나오고 … 이런 얘기들
기억이 나는 것 봐서는 그때는 P사의 정신교육을 하기 위한 기본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거 같아요.” (PH)
“입사를 해서 처음 부여받은 일이 계측기 관리하는 공구실에서 시작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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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까지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요.” (PA)

1970년대 후반에 입사한 P사의 명장들은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다가 우
리에게 이전해 준 처음 접하는 설비들을 짜 맞추고, 시험 가동하고, 온갖
위험을 무릅쓰며 고장을 수리하고, 크고 작은 사고에 대응하고, 조업의
과정에서 거의 모든 것들을 익혀 가는 ‘현장 만들기’의 한 일원이 된다.
이 과정은 거의 대부분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는지조차 모르면서 365일 밤낮 없이 익혀 가는 그
야말로 벌거벗은 ‘현장 학습’이었다.
“가내공업식으로 용광로에서 쇳물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전로에서 취련해
가지고 이것을 인고트로 만든 다음 가열해서 압연하고 열을 가하고, 이 정도였
으니까. 진짜 지금으로 보면 아득한 시절이고, 그렇게 해서도 작업이 됐나 하
는 생각도 들죠.” (PD)
“(현장에서는) 자세히 일러주고, 가르쳐 주고 그렇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뭐 노하우가 그렇게 축적된 그건 아니었었고, 선배들도 입사해가지고 2, 3년
정도 … 빠르면 1년, 그 정도 근무했을 무렵이기 때문에 설비를 … 전부 다 알고
있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 입사 이제 3년차, 2년차 선배들인데,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 그냥 같이 서로 알아가는 어떤 과정이죠.” (PD)
“그때 현장 온도가 얼마냐면 42도 정도 돼요. 소금을 먹고 일을 했어요. 이
렇게 땀 막 흘리니까, 소금 먹고 물 먹고 이렇게 해야 일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데도 보람을 가지고 퇴근시간이 언제 되는지 몰라요.” (PF)
“그 당시에 근무를 어떻게 했냐면 아침 일곱 시부터 오후 세 시까지 여덟 시
간, 오후 세 시부터 그러니까 밤 열한 시까지가 2근이라고 그래요. 밤 열한 시
부터 그 다음 날 일곱 시까지가 야근. 그래서 3, 2, 1, 3, 2, 1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근무했어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쉬는 시간이 뭐냐?
3, 2, 1 근무하고 그 다음 날 야근 들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일근 아침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오늘 오후 세 시 퇴근한 다음 … 밤 열한 시 야근 들
어가잖아요. 그 사이가 휴게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뭐 지리산도
가고, 뭐 어디 가서 다 갔다 옵니다. 유일하게 휴일이에요. 아 그걸 육걸이라고
그래요. 육걸이 … 그렇게 일하다 보면 8시간이 넘어서 결국 (하던 일을 마무리
하고 인수인계해 주면) 한 시간 정도는 넘어갔죠….” (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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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현장을 만들어 가는 과정은 잠시도 쉴 틈이 없이 사명감으로
불타 일하는, 그야말로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그런 현장이
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노동자들의 마음은 불타는 사명감 같은 것
으로 꽉 차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막연하지만 무언가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맡은 공정과 일에 대한 책임감이 이들의 뇌리를 지배했
기 때문에 실수라도 해서 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치심’도 컸다.
“그냥 무조건 오늘 하고, 시간 때우고 가고 그런 게 아니고, 뭐 지나왔다고
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불타는 사명감에, 그게 있었습니다.”
(PF)
“(초기에는) 진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당시에는 파이프를, 그러니까 사람
으로 말하면 핏줄을 전부 붙여가면서 지하에서부터 옥상까지, 기어올라 다니
고. 그렇게 어렵게 직접 하고 나니 광양도 1, 2제강은 또 우습더라고요. 나중에
는 데이터만 바꿔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PG)
“쇳물 쏟으면 뭐 참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 메모를 해서 … 후배
들은 그런 거를 발생하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거기서 11년간 생활
을 했죠.” (PG)
“(조업 초기 직장 분위기는) 내 몸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 뛰어들고, 일도 그
렇게 많이 했죠 … 궁극적으로는 회사 위해서 하지만, 어떤 내 책임감, 내가 맡
은 설비에 대해 고장 났을 때 빨리 복구해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이 솔직히 있
었겠죠. 저희 회사에 장점이 그런 분야거든요. 자기가 담당한 설비에 어떤 문
제 있을 때 그거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책임감 때문에 낮이든 밤이든 시간에
구애 없이 항상 나와서 일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죠.” (PD)
“P사에 들어가면요, 저런 문구가 있습니다. ‘자원은 유한, 창의는 무한’이라
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 지금도 정문에 걸려 있어요. 전 그게 항상 지금도 마
음에 있어요 … 그래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 막 2, 3년 안 돼서 사
표를 내고 나가는데 나는 계속 견뎠죠 … 분명히 10년 후의 인상을 봐야 된다
는 생각으로 … 그러다가 변화가 계속되기 시작하는데 매년마다 설비투자해가
지고 하면서 점점 좀 쉬운 설비로 바뀌는 거예요. 1970년대 초반부터 1980년도
초기까지는 고생 엄청 했습니다 … 도시락 싸가지고 도시락 못 먹고 간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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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왜? … 사고가 났는데, 복구를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쇳물 치우고, 안에 잘라내고 막 이러다 보면 … 뒤에 사람이 들어옵니다
… 사명감이 뛰어났죠. 그러니까 일말의 죄책감도 있는 것이죠. 남들보다 먼저
반장 되어 죄책감 같은 게 있었는지 … 자기 잘못은 아닌데 … 쇳물에 이상 있
어서 난 사고지만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 (일하다 보니) … 시간이 금방 돼가
지고 점심 못 먹고 간 적이 상당히 많았어요. 몸이 많이 망가지는 걸 모르고 투
입됐던 그런 게 많이 있었죠. 그 당시 사람들 거의 다 그랬어요.” (PF)

현장 만들기에서 개인은 의미가 없다. 모든 개인은 거대한 개미 집단과
같은 ‘전체’의 일원일 뿐이다. 그리고 그 전체는 하나의 지휘봉, 단일한 지
휘 체계에 의해 일사불란한 기계적 유기체로 움직여야 한다. 한 번 켠 불
은 꺼져서는 안 된다. 공장을 멈출 수도 있는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서는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작업부터 중요하다. 전체의 팀워크를 흔드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 ‘산업 전사’라는 초유의 거대 산업 조직이 만들어지
는 과정이다.
“1978년도에 입사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1973년도 준공이잖아요, 저보다
선배가 5년 선배밖에 없었잖아요. 선배가 거의 없죠. 그 상태에서 제가 다 배워
가면서 시작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
우에는 거의 다 국산화로 만들었어요. 지금 자부심을 갖고 막 하는 것도 예전
에 일본 제품 아니면 안 된다는 걸 3제강공장, 2제강공장 막 증설할 때도 그 토
대를 가지고 전부 다 국산화한 거예요.” (PB)
“잘 아시다시피 P사는 포항이 1, 2, 3, 4기, 그 다음 광양 또 1, 2, 3, 4기, 이
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도 계속 양성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50명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1기 가동이 시작되고 이어서 얼마 안 가 2
기 가동이 됐으니까 제가 2년쯤 있다가 벌써 조수에서 사수가, 요새 말로 얘기
하면 멘토가 되는 겁니다.” (PG)

현장 만들기의 과정은 크고 작은 사고와의 사투였다. 철강 제조 공정은
언제라도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환경과 공정이 널려 있
었다. 더군다나 작업자들은 어째서 쇳물이 터지고, 넘치고, 폭발하는지 원
인을 모르는 채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연히 큰 사고가 반복되는 경
우가 많았고, 사고가 날 때마다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데 엄청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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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을 겪었다. 이때마다 인적, 물적 희생이 뒤따랐던 것이다.
“초창기에는 위험한 수작업 많았습니다. … 지금은 자동으로 유압 시스템으
로 쇳물 좍좍 나오지만, 당시에는 스토퍼라는 도구로 사람이 튀어나오는 쇳물
을 눌러야 했어요 … 레바가 돼 있어가지고 그걸 누르면 … 스토퍼가 열리고 …
몰드로 주입을 하는데 그것도 사람이 했어요 … 지금은 전부 다 컨트롤 돼가지
고 연주공장에 가보면 쇳물을 못 봅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오픈주입이 돼가지
고 직접 쇳물을 주입했어요. 그러니까 코발트 안전모 딱 쓰고 쇳물이 나오는지
슬래브가 나오는지를 판단해서 사람이 모여서 차단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
습니다. 1980년도 초반까지. 그러니까 기능이 필요한 거죠 … (쇳물 찌꺼기를
제때 제거하지 못하면) … 사고가 나잖아요 … 그런 걸 사람이 직접 했죠. 그래
서 사고도 많이 겪었죠. 엄청나게. 주상이 전부 다 쇳물바다가 되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었어요 … 그 당시에는 (제강 사고가 왜 나는지에 대한 원리나 개
념이) 희박했어요 … 쇳물이 터져나오면 블랙아웃이라 그럽니다. 대형사고입니
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났어요 … 작업자가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습
니다만 쇳물 자체가 안 좋아서 그래요 … 탈산을 드물게 했다든지, 이런 거 때
문에 … 원인도 모르고 당하는 사고죠 …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일본에서 20
년 이상 된 사람을 불러 온 적이 있어요. 와가지고 보더니 “강 중에 수소를 제
거하십시오.” 그 말 한마디를 딱 듣고 그 다음에는 … 수소를 제거하는 처리작
업 하고 하니까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 이후 가스 성분을 제거하는 설비가
도입되기 시작했고, 사고가 점점 줄어가지고, 지금 그런 사고는 거의 없을 겁
니다.” (PF)
“그러다가 새로운 설비들이 들어오고 … 래들스토퍼 방식이 LS 이제 방식으
로 바뀌면서 사람이 편해졌고, 이 인력이. 그 다음에 이제 턴지시, TSG 턴지시
슬라이드 게이트 이런 방식이 바뀌면서 사람이 전부 다 오토로 되면서 육체적
부하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 1980년대 초반 이후부터 점점 완화되기 시작
했어요.” (PF)

1기부터 3기까지 줄기차게 이어지는 10여 년간의 현장 만들기, 사람 만
들기는 그야말로 노도와 같이 진행되는 빠른 집단 학습의 과정이었다. 일
본에서 이미 사용된 바 있는 설비들이지만, 이것을 한국에서 온전히 가동
시키는 일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기존의 산업체, 철강
공장들에서 경력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지만, 종합제철소의 핵심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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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과정을 총체적으로 짜 맞추는 작업은 처음이었다.
당시의 현장 만들기는 기본적으로 몸으로, 손으로 익히는 과정이었다.
대부분의 설비들이 수동 조작이기 때문이며, 품질 관리 등이 전산화되어
간 것은 훨씬 후의 일이었다. 따라서 사람들의 ‘눈’, ‘경험’ 등이 중요했고,
현장에서의 판단력에 의존하면서 조업 과정이 관리되었다.
“처음에는 다 육안 작업이죠. 검사다 뭐다, 수동 조작에 육안 파악입니다. 지
금처럼 뭐 자동화되어 있는 어떤 계측장치가 없으니까 … 불량도 육안으로 발
견하고 … 못하면 선배들이 짚어주고, 그래가지고 하나씩 배워 가는 것들이죠
… 제품 불량을 잡아내지 못했을 때 상사들한테 좀 꾸지람도 많이 들었고 ….”
(PD)
“당시에는 설비 트러블도 많았죠. 그때는 기계 가동하는 메커니즘도 그렇게
썩 많이 알지는 못 했고 왜 고장 나는지 원인 찾기도 좀 어렵죠. 많이 알지도
못 했죠 … 문제가 발생하면 조직 전체가 달려들고 … 육안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 알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들은 그냥 남았습니다. (PD)

3. 일본 설비 배우기
‘일본’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학습의 목표이며 극복의 대상이 되었다. 운
전 매뉴얼, 작업 지시서, 설비 도면 등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일본을 모방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해하고 적용하며, 반
복과 훈련을 통해 2기, 3기 설비를 더욱 빨리 만드는 것만이 엄청난 속도
로 팽창하던 철강재 수요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당시 한국의 현
장에서 처음 접하는 일본의 기술과 설비는 넘기 어려운 ‘산’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 그러나 일단 실전에 들어서자 현장의 기술자들은 이 산을 충분
히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10여 명 정도의 선배 노동자들
이 일본에서 6개월간 연수하면서 익힌 제강기술을 밑천으로 거대한 제강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사실상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는 과정과 별반 다르
지 않았다.
“선배들 한 열 명 정도가 일본에 6개월을 연수를 갔었습니다. 연수를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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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가지고 거기도 교안 만들고, 작업표준서 만들고 또 저희들을 150명씩 된 이
제 제강부로 배속이 됐는데, 그분들한테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 P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포항 1제강,
광양 1, 2제강 그 설비하고 데이터, 그것도 아직 그대로 다 있습니다.” (PG)
“(일본서 연수받을 때) 일본말을 못하니까 6개월 연수 갔다 온 사람들이 또
통역을 하고, 일본이 괜찮은 것이 다 한문이니까요 … 요새는 한자들이 약하지
만 그 당시에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천자문을 떼었으니까 ….” (PG)
“(외국의 설비들이어도) 영어로 돼 있지만 도면하고 같이 보면 어느 정도는
그냥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 도면을 보면서 노하우를 캐치하는 거지. 그거 설
명 보면서 하지는 않아요. 도면을 잘 이해하는 게 제일 먼저죠. 조립도나 공차
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고등학교에서 기계제도 과목에서 본 것으
로는 힘들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많이 배운 거죠. 도면 전체를 보면서, 부품도
하나하나 이렇게 챙기면서. 실물과 도면을 일치시키면서 … 기계 조립에서도
수백 가지 부품을 조립, 분해, 수리하면서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익히죠.” (PD)
“저는 일본 연수 못 갔어요. 우리 선배들은 갔다 왔는데 이제 선배들이 갔다
오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버리니까 … 우리는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받아서 … 메모 노트를 꼼꼼히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어떻게 하면 패스타임을 줄이느냐’, ‘압연시간을 어떻게 하면 줄이
느냐’, ‘그래서 많이 생산하느냐’ 해서 … 프로세스를 오밀조밀하게 바꾼 겁니다.
그래가지고 패스타임을 줄여 놓은 거예요 … 그렇게 하다 보니까 480만 톤짜리
공장을 618만 톤까지 증설했어요. 그러니까 한 140만 톤 정도를 증산을 한 거
죠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PE)

4, 생산, 생산, 생산
초기의 공장에서 ‘품질’은 아직 부차적인 관심사였다. 쇳물을 정상적으
로 뽑아내고, 공장 가동을 멈추지 않고 중단 없이 쇳물과 제품을 토해내
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급속한 설비 확장과 ‘양적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
는 값싼 철강재에 대한 국내의 마르지 않는 수요 덕분이었다. 만들기가
무섭게 팔려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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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에는 돈이 있어도 철판을 구할 수 없었어요 … 품질 따지기 전에 우
선 철판이 없어서 못 팔았던 적도 있었어요. 한 번 만들어내면 그냥 막, 막 그
냥 팔리니까. 많이 팔렸죠. 엄청나게 잘 팔렸죠.” (PF)

초기 현장에서 ‘표준 인재상’은 명확했다. 일사불란한 명령 체계와 위계
질서에 따라 모두가 함께 쉼 없이 생산에 매진하는 충직한 산업 전사가
필요했던 것이다. 더 많은 철강을 생산해서 국가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민
족주의, 근대화, 산업화의 선도 세력으로 산업 제국의 엘리트 ‘하사관’이,
현장의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습득한 ‘이상형’이었던 것이다.
“당시만 해도 … 군대 문화에요. 1년 365일 휴가를 못 낸 이유가 … 동료의
눈, 그 다음에 상사의 눈이 아주 따갑게 봐요. 그 사람이 빠지면, 특별히 잘하
는 사람이 빠지면 그 공백이 사고하고 연결이 되는 위험 부담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빠지면 저거 내가 굉장히 불안한데’ … 그 대신 수당, 돈으로 받죠.
휴가가 없는 생활을 한 5년 동안 했다고 봐야죠. 1980년도 초부터 특별 휴가
제도가 생겨가지고 월 한 번씩 쉬는 날이 생겼었죠 … 아무도 휴가 찾지 않으
니까 강제로 휴가 보내는 제도가 생겼어요.” (PF)

5. 회사의 부응
공채 경쟁을 통해 선발된 젊은 블루칼라 엘리트들은 회사와 국가의 기
대에 전적으로 부응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회사는 이들의 사기와 정
신적 동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당시의 평균적인 한국 기업들이 생각
하기 어려웠던 사람 관리 방식으로 부응한다. 전국에서 모집한 생산직 인
재들을 위해 기숙사, 아파트 단지 등 주거 인프라가 제공되었고, 직원들
이 잡념 없이 365일 헌신할 수 있는 기업 복지 체제가 이루어졌다. ‘주거’
나 ‘육아’, ‘자녀 교육’, ‘복지’에 대해서는 신경 꺼도 좋은 사회적 환경, 교
육 환경, 기업 복지 등은 365일 가동되는 공장 체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
기 위한 필요조건이었다.
“P사가 뭐 급여가 제일 많은 건 아닌데 … 복지 차원에는 굉장히 잘 썼어요.
그 우리 애들도 둘 키웠지만 그 직원단지에서 키웠기 때문에 몇 명, 뭐 맹모 뭐
삼천지교라는 식으로 거기는 뭐냐면 학교 공부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에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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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초등학교도 되고, 유치원이 있고, 중학교 가면 직업 유치원, 직업 중학교,
직업 고등학교 있는데 공부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PF)
“(백암수련관 그냥 이용하려면) 엄청 비싸요. 제일 비쌉니다. 아무나 못 들
어갑니다. P회장 그 철학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미래를
보는 점에서 탁월했어요 … 백암수련관을 만들어 줬는데 그 당시 처음에는 직
원들이 “그거 간부들만 자가용 타고 즐기는 거지, 직원들이 언제 자전거 타고
가겠나”라고 불평하기도 했어요 …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웬걸? 자가용 바람
이 불기 시작하는데 … 그걸 짓고 몇 년 안 된 사이에 전부 자가용이 불어가지
고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고… 그때 사람들이 백암온천 하면서
‘야, P 회장 철학을 따라갈 수가 없다’, 나중에 알은 거죠. 그러니까 이 경영진 그
거 생각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아, 그리고 음악당. 아,
아트홀. 제가 회장 그 편애하는 거는 아니지만, 아트홀을 그 당시에 ….” (PF)

P사의 공채 정책에서 특이했던 것은 자체 부설 공고였던 P사 공고 동
기들이었다.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했던 이들 공고생은 전성기 시절
한 해 200여 명의 졸업생 중에 70여 명씩 생산직에 입사하였고, 당시 한
국사회를 주름잡던 ‘육사’처럼 현장의 ‘사관’으로 암암리에 육성되고 특별
한 ‘자부심’, ‘엘리트 의식’을 주입하기도 하였다.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입사 동기’들은 특유의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였고, 이것이 현장의 중요한
‘인맥’을 형성해서 회사를 위한 동력으로도, 노조 운동 세력으로도 작용하
였다. 인터뷰에 응한 명장 중 두 명이 같은 공고 출신이었던 것은 이러한
상황의 산물로도 볼 수 있다.

6. 학습과 몰입
이러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젊은 시절 공장을 세우고, 가동하
는 데 헌신한 젊은 명장들은 거의 전적으로 조직과 일에 몰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3조 3교대로 계속 회전하는 근무 체계에서 개인의 여가나 행복은
생각하기 어려웠다. 오직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사고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응하고, 원리를 이해하며 현장 가동에 필요한 지식을 온 몸으로
익히는 맨손의 학습 과정, 이것이 1970년대 현장 만들기의 모습이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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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3년 처음 일할 당시 하계휴가 딱 3일입니다. 3조 3교대니까 노는 날이 하나
도 없고. 그래도 뭐 보통 10시, 11시에 퇴근들 했죠.” (PG)
“남이 하기 싫은 거. 쇳물을 직접 취급하는 거. 쇳물을 받아서 그 쇳물을, 중
간소재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 배치되어 일했어요 … 그 당시 설비는 거의 수동
이었어요 … 1976년도부터 1980년도 초반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 정
도는 진짜 지금 아마 그거 할 사람 없지 싶어요 … 그 당시에 대단했죠. 휴무제
도가 없었어요. 월차, 연차가 있었는데, 사용을 못 합니다.” (PF)

명장들 대부분은 선배들의 어깨너머로 배우거나, 스스로 깨치거나, 치
열한 학습을 통해 자수성가 방식으로 성장한다. 초기의 작업 현장에서
‘인간적 선배’는 있었지만, ‘기술적 스승’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
다. 어떤 일을 누가 체계적으로 가르치거나 학습을 받기를 기대하기는 어
려웠다. 일하면서 깨치고, 어깨너머로 배우고, 기록하고 메모하며, 치열하
게 학습하는 것이 현장에서 앞서가는 것이었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특별
히 승진이나 보상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
면서 일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제가 후판 공장에 배치되었을 때에는 다양한 배경의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신참으로 들어가서 배우려 하면 … 안 가르쳐 줘요. 노하우를 … 자기들
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이 후배한테 줘버리면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다. 그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 배울 때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안 가르쳐 주니까.” (PG)
“배우기 어려운데 안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어떤 특성이나 이런 걸 절대
갖지 않고, 강도에 따른 특성, 그 다음 온도에 따른 특성, 이런 걸 절대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때 애를 먹는 거죠 … 결국 저는 직접 운전 작업을 하
면서 조업 노하우를 다 익혔어요.” (PE)
“저는 1989년도에 직책을 맡기 시작해가지고 … 입사 13년경부터 부하 직원
을 두고 일하기 시작했어요 … 상급자가 되기까지 기술을 배우려면 … ‘니네는
그거 몰라도 돼’ 하고서 잘 안 가르쳐 주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때는 … 그거 가
르쳐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깨너머로 보면서 하나씩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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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해 가는 거죠. 그때는 그랬어요. 초창기에는.” (PD)
“회사의 금전적 보상 보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까
지 근무하면서 돈 때문에 이렇게 개선하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장
설비 자체가 문제 있을 때 ‘이놈을 어떻게 정상화시켜 줘야 되는가’ 그런 책임
감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개선이 되고 … 보상이 따라오는 것이지. 보상이 목
적은 아니었어요.” (PD)

현장에서 학습 욕구가 강한 명장들이 조업 노하우를 자신의 것으로 만
들어 가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해보는 것이 제일이었다. 체계적으
로 알려주지 않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열심히 알기 위해
노력하고, 눈치껏 열심히 메모하고, 선배들의 눈칫밥을 먹으면서 튀지 않
고 보이지 않게 노력하는 수밖에 없었다. 집단 중심의 위계적 조직에서
후배가 선배를 앞서는 것도 상상하기 힘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후판 공장은 그때 당시에만 해도 압연기술이 전부 수동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 패스 스케줄 넣어가지고 자동으로 패스가 끝나면 다음
세트가 딱딱 되는데 그때는 아니었어요. 스케줄도 없습니다 … 제 머릿속에 스
케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230슬람에 1,500폭에 2,100짜리 슬라브를 준다고 하
면 이것을 가지고 … 1,900짜리로 만들라 하면 그것을 자기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고르기 압연을 하고 폭내기 압연을 해가지고 이걸 몇 패스를 해서 철판
을 만들까 … 그래서 제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PE)

학습과 교육 등을 지원하는 회사의 제도 등이 많았고, 회사 역시 이러
한 노력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기능직 사원이 현장에서 기
술과 지식을 연마하고, 무언가를 성취해나가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개인
의 남다른 관심과 노력, 열정 등이 그 바탕이 되었다는 것이 인터뷰 대상
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직장에서 자신의 숙련을 형성하고, 학습하는 과정은 주로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끈질긴 노력, 그리고 독학에 의존했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관련 서적을 구해서 참고하고, 다
른 기관 등을 벤치마킹하면서 ‘배우자’, ‘알자’는 생각으로 측정과 계량에 관한
책을 읽고 동료들 퇴근 후에 반복적인 연습으로 측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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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아요 … 제 분야는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
는 분야여서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없어 … 국내에서 발간하는 책자 및 공업
진흥청에서 발간하는 측정관련 서적을 입수하여 읽고 때로는 선배님께 문의도
하였지만 당시 계량과 정밀측정 분야는 흔치 않은 분야여서 전문적으로 아시
는 분이 없어 스스로 독학해서 알아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 주로 책 구
해 공부하였고 현장 실무를 통하여 조금씩 익혀 갔는데, 전문적인 교육 필요성
이 있을 때 회사에서 적극 지원하여 주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죠 … 대졸 엔지
니어 분들이 현장에서 가끔 조언 등을 해주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별 도움
은 안 됩니다. 서로 업무의 방향, 추구하는 목표, 해결 방향 등이 다르기 때문
입니다.” (PA)
“초창기에는 기계, 전기만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계측, 자동
제어 이런 게 많이 필요하게 됐어요 … 1980년대부터 자동제어, 계측 이런 말이
조금씩 조금씩, 더 많이 사용되게 되었지요 … 공구실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계측기를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계측기도 많이
취급하고 다양하게 하게 되었고 … 이 분야가 아주 넓고, 힘든 분야로 느끼게
되지요 … 계측, 계장 이런 거를 이해해야 되니까 그때 책도 자주 구해서 공부
하고 뭐 이랬죠. 거의 다 독학이었어요 … 계측 분야에서는 책도 많지 않아서
당시에는 공업진흥청에서 … 발간된 한 200쪽 되는 교본으로 공부했습니다 …
가르칠 만한 선배님도 많지 않았어요.” (PA)

7. 제안과 개선
P사에서 제안제도는 상당히 일찍부터 도입되었다. 그러나 공장의 개선
이나 혁신, 제안 등에 대해 일정한 보상이 주어지고, 이를 기대하면서 현
장의 개선에 임하는 분위기는 1980년대에 들어서 조업과 가동 등이 자리
잡히고, 기술과 품질 향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부터였던 것으로 보인
다. 현장의 명장들은 기존의 설비들을 국산화함으로써 여러 방식으로 원
가 절감 등에 기여한다. 일본 등에서 들여온 설비를 개선하거나, 기존의
작업을 더 안전하게 하거나, 혹은 공정상의 분진이나 위험 요소 등을 창
의적으로 개선하는 데 이들의 개미 같은 헌신적인 일상의 노력이 다 투입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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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도경부터 P사에서 ZD(Zero Defect) … 그런 운동을 벌여 왔어요. 그
누구든지 전 사원의 훌륭한 아이디어는 제안으로 채택해서 회사에서 보상도
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P사가 아주 그게 뛰어났습니다. P사는 (제도
에서) 앞서가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원들의 아이디어를 최대한도로 이
발굴을 시켜서, 유도해서 그 아이디어를 적용을 해서 생산성에 이바지하고, 개
인의, 개인의 발전도 도모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PF)
“(회사가 제안에 보상을 하면) 큰 것은 아니나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억을
효과를 냈다. 그럼 뭐 예를 들어 10%를 주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그마한 거지만 직원들의 긍지를 불어넣어 주고, 자아실현 하는 데 유도를 했
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PF)
“발명, 제안도 많이 했죠. 제안도 수백 건도 넘죠. 작은 거 큰 거 다 하면. 많
이 했죠. 그러고 특허는 스물여섯 개 정도? 해가지고 많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딱 세워가지고 일 년에 한 두 건 정도는 반드시, 직무 관련
된 건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런 걸 갖고 있었고, 분기별로 하나 정도는 우수 제
안을 해야 되겠다. 내 나름, 그래서 자기, 자기 목표, 자기계발이죠.” (PF)
“제가 현장에서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는 제강 공장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분진을 순간적으로 소각 처리하는 굴뚝 소각 장치를 국산화한 것이죠. 매연이
처리되는 굴뚝을 밤에 보면 불이 쫙 불타 올라가요. 그 불이 없으면 가스나 찌
꺼기가 전부 대기 오염을 시켜요. 그게 착화장치라 해가지고 … ‘P사장 회장
라이터다’ 그랬거든요. 찌꺼기가 나갈 때마다 불이 탁 붙고, 찌꺼기 안 나가면
불이 꺼지고 이런 시스템을 일본에서 들여왔던 거예요. 근데 그 수입품을 (국
산화해서) 교체하면 영웅이 되거든 … 저희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은 3천만
원에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산화해가지고 … 현장에서 문제점들을 발
견하고, 문제 설비를 개선하고 개발들을 많이 하고 쭉쭉 나오면서 이제 회사에
서 ‘올해의 P사인’상을 받았지….” (PB)
“제가 담당하던 작업은 선재 공장의 정비였습니다. 이 공장에서 핵심 설비
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로울러 관련 기술과 설비들입니다. 회전 수가 아마 대한
민국에서 제일 빠를 것 같은지 모르겠는데 … 압연기 중에서는 롤을 회전시켜
주는 스탠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베어링이라든가 … 이런 것들이
굉장한 고강도 기자재를 필요로 하다 보니 예비 부품들을 비싸게 수입해야 했
습니다. … 외국 업체들은 노하우 절대 안 주죠. 그냥 부품만 사서 써라 하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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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 이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대체하는 과정이 보람이죠 … 설비를 최
적의 상태로 만들려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지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죠. (압
연) 공장에서 제 손이 안 간 설비 없습니다. 공장에 가면 다 제 작품이에요.”
(PD)

공장의 설비를 개선하고, 비싼 외국 설비를 국산화하는 과정은 끈질긴
탐구심과 인내를 요한다.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마라톤’이다. 당장 이루
어지는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10년 이상 한 공장에서 계속 일하면서 문
제점을 파악하고, 관찰하고, 설비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근본 원리를
이해해서 마침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처리하거나 설비를 국산화해나가
는 긴 시간이 요구된다. 제철소에 오랜 동안 몸담은 장기근속 핵심 숙련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철소의 현장 명장들은 기본
적으로 스스로의 동기에 따라, 그리고 여기에 회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
원이 결합되어 가면서 설비 개선과 현대화의 긴 과정을 빠르게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장에서 발명특허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면) 특허 관련 실적 보상이라 해
가지고 약간의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금전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A급, B급, C급 이렇게 특허가 있는데, 저는 C급이라 해가지고 한 80만
원 뭐 그러다가 또 우수제안이라고 해가지고 제안으로 연관되면 제안 보상금
이 따로 있고, 그거로 해가지고 뭐 ‘설비개선 잘했다’, ‘고장방지 했다’ 해가지고
표창도 받고 또 그렇게 … 하나하나 해결해낸 것이 품질명장이 된 밑거름이죠.”
(PD)
“(외국 설비가 들어오면) 설계 미스, 조립 미스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는 부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비싼 돈 주고 외국 슈퍼바이저 부를 수도 없는 거
고, 결국 하나씩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조립방법이 틀렸다고 그러면 조립방법
을 다시 정립하고, 또 뭐 부품이 조금 약하다고 그러면 좀 강도를 키우고 해가
지고 하나하나 … 개선해 가는 것이지요 … (이런 식으로 일하다 보니까) 기계
에 대해 이제 알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될 즈음은 15년에서 20년 걸립니다 … 이
제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기면서 기계 설계의 문제점들까지 찾아서 원천적인 문
제들을 개선하고, 아래 사람들까지 돌보는 거죠.”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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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초기 현장의 신분
초기의 현장 만들기 현장에서 생산직 노동자들 내부에서 대졸 엔지니
어와 고졸 현장 사원 간에, 혹은 오늘날의 이른바 ‘갑’, ‘을’ 관계처럼 ‘본
사’와 ‘협력업체’ 간의 분명한 상하 신분 구분은 그다지 명확하게 드러나
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졸 작업자들과 대졸 엔지니어도 현장에서는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대졸 엔지니어들 중에는 세칭 일류대학
엘리트 출신도 많았는데, 이들도 3년 동안은 현장에서 온갖 현업 작업을
함께 수행해야 했다. 현장 만들기의 과정에서 출신 배경은 무의미했고,
모두가 함께 일하는 분위기가 지배했다. 연주공장에 근무했던 명장은 당
시 나중에 P사 회장이 되는 엔지니어와 같은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것을
이렇게 기억한다.
“저는 (초창기에) 현재 회장님하고도 같이 근무를 했었어요. 나는 연속주조
근무했었고, 지금 P사 회장님은 제강공정 근무했었고 … 현장에는 크게 두 그
룹이 있지 않습니까? … 하나는 기능직 사원이 있고, 하나는 엔지니어다 해가
지고 기술직 사원, 이렇게 큰 구조로 … 그분은 서울대 금속공업과를 나와 엔지
니어 출신이고, 저는 공고 기계과를 나왔기 때문에 테크니션 계통 … 엔지니어
되려면 4년 대학을 나와야 되잖아요. 그분하고 나는 같은 제강 공장에서 근무
하다 만날 때도 있죠. 당시에는 엔지니어도 작업장(作業長) 제도가 있어 3년
정도 현장근무 하다가 고졸사원에게 넘겨줬죠. 당시에는 작업장이 대졸 출신
이었어요.” (PF)

대졸과 고졸의 기능이 확연히 달라지는 부분 중의 하나는 어학과 관련
된 것이었다. 대부분의 설비 매뉴얼과 작업지시서 등이 일본의 자료들이
었기 때문이다. 특히 가동 초기에는 외국어 실력이 중요했다. 엔지니어들
은 외국의 기술서와 자료 등을 번역해서 작업자들에게 해독해 주고, 작업
자들은 이것을 현장에서 활용하면서 고쳐 가는 독특한 ‘학습 분업’은 선
진 기술을 신속하게 배워 가야 하는 ‘후발 학습자’의 입장에서 불가피한
과정이었고, 대졸과 고졸은 이러한 정도에서 역할 배분이 확실히 이루어
졌지만, 공장을 현장에서 운영하고 가동하며 생산을 유지하는 데 신분의
구분이 그렇게 뚜렷했던 것은 아니었다. 물론 당시에도 현장직의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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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 능력이 이들에게 장기적으로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던 것은 사실이
다. 그리고 학습 동기가 강한 명장들은 이미 이때부터 스스로 일정한 수준
의 어학 능력 등을 쌓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졸사원들이 뭘 했냐 하면 매뉴얼을 번역해가지고 주기 바빴어요.
그 일을 엔지니어가 했단 말입니다 … 현장직 사원들이 영어를 잘하면 직접 보
고 해독을 하면 그럼 기능직 사원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바로 그
거예요 … 두드러진 차이가 어학이에요 … 엔지니어는 어학, 현장직 사원은 몸
으로 기술을 습득하는 거. 이분들이 책을 가지고 번역을 해서 주면 그거를 갖
고 공서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보고 편서도 만들고 하던 것이 거의 초창기에
하던 것들이죠.” (PF)
“지금은 아마 레벨이 올라가가지고 현장직 사원들 전부 모이면 고졸 사원이
별로 없고 전부 다 전문대 이상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 어학은 쉽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주로 번역을 해주면 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하고 이상하죠 … 그러니까 그거 이제 ‘아. 이거는 잘 설비
를 모르셔가지고 그랬구나’ 이렇게 해서 또 바로 또 수정을 하고 … 이런 건 현
장직 사원들이 더 잘해요. 설비를 매끄럽게 고치는 것도 보완해가지고 하고,
그런 작업을 또 많이 했죠. 그러니까 책도 만들고. 저도 오퍼레이션 매뉴얼 몇
권도 만들고, 기여도 하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공장 지을 때 후배들한테 책도
해주고, 엔지니어 분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많이 했죠 … 엔지니어 하는 일이 어
학을 번역하는 거. 매뉴얼 내는 거 … 결국 번역해가지고.” (PF)

현장에서 사용하는 수학 이론 등 고졸자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기
초 이론을 공유하는 것도 초기 대졸 관리자들의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으
로 보인다. 학습 동기가 높았던 명장들은 현장에서 손으로 해결하기 어렵
고, 상당한 수학적 지식이나 엔지니어링 원리 등을 알아야 할 경우 대졸
자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미분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어서 … 대졸 엔지니어 출신한테 자문을 구
했어요. 그분이 보니까 미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
움이 많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 그래서 이제 그분 만나면 ‘미분박사’ 이럽니
다 … 같이 근무하던 엔지니어가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
고.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내용은 간단하지만 설명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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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런 데서 어려운 점을 해결한 적도 있어요 … 그렇지만 보통은 혼자 공부
하고 알아갑니다.” (PA)

열악한 현장에서 힘든 생활을 못 버티고 떠난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이직이 많았던 것이다. 이직률이 낮아지는 것은 조업이 점차 안정화되고,
근로조건도 꾸준히 개선되는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나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 접하는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에서 전면적인
개입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P사의 정규직 노동자들도 초기에는 현장
과 운전실을 수시로 오가면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 위험하고 힘들며 육체
적으로 어려운 작업들, 혹은 누구나 일정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반적
작업들과 시스템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작업들이 그 경계를 드러내기 시
작하고, 이에 따라 조직에서 기능, 신분 등의 위계적 서열화가 분명해지
는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로 볼 수 있다.
“3교대 하면서 힘들어서 175명 정도가 함께 입사했는데, 한 3년도 안 돼가지
고 한 반수 정도가 사표 내고 나갔어요. 대졸사원들도 많이 나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출신들도 많이 들어왔지만 많이 나갔어요. 당시 같이 일했던
회장님 같은 분은 뭔가 비전이 있었던 거죠. 계속 해가지고 막 아이디어 내고
이러더니 뭐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더니 광양으로 가시고, 이렇게 하더니 회장
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저는 기능직으로 가고 … 그분은 관리직으로 회장까지
오르지만 … 그분과 저는 갈 길이 따로 있다고 생각됩니다 … 저는 현장직 사원
으로 기능과 기술을 익혀서 최고의 기술자로 되고 … 퇴직 이후에도 강의활동
하면서 살고 있죠.” (PF)

9. 빠른 학습, 개선, 추격
현장 만들기는 회사의 설비가 확장되고, 포항에서 광양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유사한 고로 설비들이 계속 건설되는 빠른 학습의 과정을 거치면
서 더욱 가속도가 붙어 갔다. 인력 양성 역시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갔다. 한 번 익힌 경험에 기초하여 다음 번 작업에 임할 때에는 벌써 새끼
가 새끼를 치고, 이러한 방식으로 조업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져 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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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과정에서 학습의 양뿐 아니라 질도 급속히 향상되었고, 명장들
의 설비에 대한 이해 능력 역시 심화되어 일본의 기술 감독자들에 대한
의존도 역시 급감하였다. P사의 선진기술 따라가기는 예상보다 훨씬 속
도가 빠르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중반 광양에 새로운 제
강공장이 만들어지자 이제 일본에서 더 이상 기술이나 설비를 주지 않으
려 했다. 그 정도로 빠른 기술 추격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광양제철소가 1987년 4월 28일 날 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 일본 사람들
이 이제 광양, 포항이 너무 잘 돌아가니까 광양제철소를 지어야 되는데 기술을
안 주는 거예요. 설비도 안 주고.” (PG)
“1991년 이후 일본에 모두 5번 다녀왔습니다. 포상, 견학, 관광 등 다양한 방
식으로 … 그때 일본 사람들 일하는 거 진짜 열심히 보았습니다 … 그리고 현장
에 접목 많이 했죠 … 고베의 코크스 공장과도 교류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참
실용적이라는 거 … 표준을 준수한다는 거 … 납품을 해도 결함이 안 생긴다는
거 … 그래서 벤치마킹이 참 중요하다 생각했죠.” (PH)

P사의 초기 설비는 사람의 감각과 경험이 생산의 과정에 직접 개입하
는 수동 조작 방식이었지만, 1970년대 후반 2기 설비가 도입될 때에는 벌
써 초보적인 컴퓨터 제어 설비들이 결합되어 갔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부터는 구형 일본식 설비 대신 오스트리아, 독일 등 유럽의 선진 철강 엔
지니어링 시스템과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설비의 자동화와 일관
시스템화가 전개되어 갔다.
“1984년도 제가 4월 28일 날 이제 장기 연수를 유럽으로 떠났는데 … 고등학
교 때 잠깐 1학년 때 했던 독일어 교육을 사내에서 한 8개월 받았습니다. 그리
고 대졸자 둘, 고졸자 둘이 오스트리아로 장기 연수를 떠납니다. 광양에 오스
트리아, 독일 등 유럽계 설비가 도입되면서 이제 기술도입선도 다변화되었죠.
… 독일 뒤스브르크 티센 제철소에서도 2개월 연수하고 … 유럽 슈퍼바이저, 엔
지니어 등과 일하게 되었죠.” (PG)

설비의 신예화 과정은 일부 명장들에게 최신 설비와 현대적 조업 기술
을 학습하고, 이를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명장들
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새로운 학습과 기술 업그레이드 필요에 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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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를 넘어서는 능력을 발휘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어느 때부터인
가 일본의 경쟁자들도 P사의 빠른 성장과 큰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하였
다. 일부 분야에서는 일본이 P사로부터 배워야 할 것들이 생긴 것이다.
외국의 최신 설비와 기술, 매뉴얼 등을 이해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어학’ 능력이 중요하다. 후발 산업화의 과정은 스스로 모든 것들을 개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공적으로 가동하던 선진 노하우와 기술을 빠른
속도로 따라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랜 동안 장인적 전통 등을 통해 이
어지는 숙련기술보다 빠른 학습 능력이 더 중요했다. 현장의 명장들은 학
습 능력에 관한 한 기대 이상의 기초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 일본 설
비들의 경우 일본말은 몰라도 같은 한자문화권이었기에 대부분 짐작으로
이해가 가능했다. 미국이나 유럽 설비들의 경우에도 물론 전문적인 매뉴
얼 등은 어학 능력을 갖춘 대졸 엔지니어들의 번역에 의존해야 했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실전을 통해 신속히 습득할 수 있었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고 기술 수준이 올라갔다고 해서 곧바로
일본을 넘어선 것은 아닌 것 같다. 여전히 일본과 한국 간에는 상당한 기
술력, 제품력, 축적된 노하우의 격차가 존재했고, 이러한 것들까지 넘어서
고 극복한 것은 아니었다. 도리어 치열한 품질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
심화된 ‘디테일’ 습득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가격 중심 경쟁에서
품질 중심 경쟁으로의 전환이 진행됨에 따라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람
들의 자질과 능력의 성격이 점차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할 때 엔지니어와 현장의 관계에서 아쉬운 것은, 일
본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둘이 꼭 함께 나옵니다. … 무슨 문제가 발생
하면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개선책을 찾더라고요 … 그분들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경험이 많은 실무자하고 … 엔지니어하고 협의를 해요. 대책회의를 하
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방향을 설정하는데, 우리 회사도 지금은 조금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때 당시에 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었고 … (문제가
발생하면 현장의 기술적인 해결책보다 관리적 해결책이 같이 가야 하니까 함
께) … 협력해야 합니다 … 현장 사원들은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고, 그분들은
뭔가 윗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리와 보고 능력이 있으니까….” (PH)
“일본 사람들도 P제철소에 와서 많이 배워 갑니다 … 이제 일본 제철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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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 분들이 P사의 환경을 더 배워 가죠 … (예전에는 자재들이 엉망으로 야적
되어 있었는데) … 어느 날 와 보니까 P사가 … 자기들이 상상도 못 할 정도의
집진기를 설치해 놔서 조업을 하는 걸 보고 많이 배워 갔죠.” (PH)

제4절 대량생산 체제와 현대화, 효율화 :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중반

1. 현장과 품질 개선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P사는 포항과 광양의 두 생산기지 체제가 완
성되고, 제철소는 최고의 가격 경쟁력을 보유한 대량생산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연간 2천만 톤에 달하는 제품의 생산 능력을 갖춘 생산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P사는 가격에서 일본과 어깨를 견줄 정도의 경쟁력
을 갖추게 되었지만, 제품의 질, 다양성, 부가가치 등에서는 여전히 상당
한 격차가 있었다.
양적 성장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제품의 품질과 가치로 승부해야 하는
질적 발전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품질 경쟁력의 중요성이 대두하면서
제철소에서는 본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현장 품질 개선 노력들이 이어
지고, 이를 지원하는 각종 인센티브 등이 활성화된다. 품질 향상과 공정
선진화를 위해 사내 교육훈련이 강화되고, 현장의 개선 능력이 중요한 과
제로 떠오른다.
이 무렵 명장들은 신입사원의 신분에서 벗어나 공장에서 조업 팀과 사
람들을 관리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현장 주임의 역할이 그것이다.
제철소에서 현장 주임은 단위 조업의 책임자이면서 조직을 관리해야 하
는 현장의 실행과 관리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제철소의 핵심 기간 인
력으로 막중한 임부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이들의 자질과 역량이 제철
소 현장의 성격을 좌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요구되는 직무의 영

294

한국의 산업발전과 숙련노동: 명장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역도 깊이와 폭이 크게 확장된다.
“(이런 식으로 공장 전체의 설비를 다 파악하고 관장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 20년 정도 걸려요. 좀 더 빠른 사람도 있는데, 10년은 좀 그렇고요. 한 20년
이상은 돼야 기계적인 것도 알고 돌아가는 시스템, 생산방식, 프로그램 이런
것까지 다 이해해야 되고, 또 기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계장이라
든가 전기까지 다 자동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뭐 문제점을 찾아가는 실력은 20
년 이상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PD)
“제가 1988년에 반장이 됐으니까 참 일찍 됐었죠. 그때는 설비 개선, 품질
관련, 환경 관련 설비들을 많이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어요. 예전에는 직
원들이 마스크 끼고 분진 날리는 현장에서 조금씩 일하고 이랬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야, 진짜 우리 직원들이 있어서 안 되고, 코크스 공장의 환경도 개
선돼야 되고, 근무여건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동화를 시켰습니다
… 이제는 그때 했던 설비가 전체 제철소에 전파되어 있습니다. … 제철소 현장
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설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선을 해야 되
겠다 생각을 하고 실패를 반복했죠. 이렇게 서너 차례 하면서 끝내 …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하던 것들을 … 다 바꾸어 갔으니까요 … 이 과정에서 자신감도 붙
었고요 … 이런 경험들이 계기가 되어 개선 마인드를 더 키우게 됐죠.” (PH)
“(현장에서 미팅을 하면) 다섯이든, 여섯이든 … 다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기발한 해결책이 많았어요. 그래서 … 문제해결을 할 때 혼자 생각만으로
잘 안 하고, 생각이 있으면 또 정리도 하고 … 자다가 생각이 나면은 꼭 그 메
모를 해놓습니다 … 어디 다른 데 다니다가도 조그만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
생각날 때마다 적어놓습니다.” (PH)

우선 현장에서 자신이 맡은 직무에 관한 한 ‘전문가’ 수준으로 기계와
설비의 성격, 상태, 특성, 문제점 등에 대해 파악해야만 했다. 현장의 전문
가 역할은 지난 10여 년간의 현업 지식을 통해 경험이 쌓이면서 축적되는
것이지만, 심도 깊은 이해력과 개선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설비에 대한
애착을 갖고 끊임없이 관찰하고, 메모하고, 기록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개선과 혁신을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현장에 대한 ‘헌신’과 ‘노력’, ‘열정’이 없으면 지속될
수 없다. 명장들이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거나 큰 혁신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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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것은 아니지만, 현장이 순조롭게 가동되고, 불량이 감소하고, 발생하는
문제에 즉각 대처하고, 사고를 예방하고, 교훈을 얻어내고, 현장의 문제점
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하는 ‘일상적 개선’을 이루어내는 데 이들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모든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기
록해서 후배들이 사용할 텍스트, 교본 등으로 남겨야 한다.
“저는 매일 하루 일일 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작업을 했으면 내
가 작업한 거에 대해서 생산은 몇 톤을 했고, 이 중에서 불량은 뭐 몇 톤이 났
고, 불량 중에서 또 항목별로 쫙 나오죠. 전체 두께불량, 부분 두께불량, 폭, 전
폭, 뭐 도면 전폭불량, 뭐 편강불량, 스캔불량 쫙 뽑아가지고 매일 제가 관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두께불량이 났는데 … 대처방법을 제 스스로 찾는 겁니다 …
그래서 항시 자기관리를, 그리고 메모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 습관화돼가지
고.” (PE)
“저는 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사례와 일들을 사례집으로 정리하고, 동료들과
함께 기술 교본으로 만들었습니다 … 기록이 없으면 잊어버리고, 후배들은 모
르게 되잖아요. 사고 경험도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고사례집도 냈
고, 그 다음에 심장과 혈관 같은 물 라인, 스팀 라인. 물도 여러 가지입니다. 담
수, 차명수, 정수 해가지고, 책도 내고 … 총 열 권이더라고요. 그 요새 후배들이
가끔 그 쓰고 이런 거 보니까 물론 지금 와서는 상당히 좀 업데이트가 필요한
데 제가 2008년도 될 적에 종합도 한 권을 또 냈습니다.” (PG)

혁신 활동을 장려하고,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는 회사의 정책은 개인의
성취욕을 자극하고 노동자들을 혁신 활동에 몰두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현장에서의 제안과 개선안은 채택되면 일정한 보
상이 따랐다. 작은 보상이었지만, 그러한 것들도 많이 쌓이면 상당한 경
제적 인센티브가 되었던 것 같다. 인터뷰에 응했던 한 명장은 이렇게 해
서 본인의 성장뿐 아니라 가계의 살림에도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것으로 이
야기한다. 명장 집단의 경우 성취욕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의 각종 제안이나 개선 지원 제도는 사람들의 강한 성취 욕구
와 조직 발전이 융합될 수 있는 연결 고리로 작용했다.
“P사에서 갑자기(1982년 무렵) 제안제도 ZD라 해서 나오잖아요? 제안이라
해가지고 내면 3,000원, 많으면 5,000원, 정말 좋은 제안은 15,000원, 되게 좋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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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0,000원이었어요 … 그때 마침 집안 형편도 너무 어려워서 제안을 하면 수
입이 더 생기기에 … 12만 원인가 상금을 한 번 받았어요 … 제안 보상비를 한
달에 12만 원 받았으니까 … 당시 월급이 24만 원이에요. 월급의 반을 받았어
요. 제안비, 보상비, 상당히 큰 거였죠 … 이후 제안은 저에게 하나의 습관처럼
되었어요. … 제안 포상금이 월급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PB)

2. 사람 관리
명장들에게 떨어진 또 하나의 일은 사람과 조직의 관리였다. 말단 사원
이 아니라 현장의 반장, 혹은 주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관리
해야 할 식구들이 생긴 것이다. 사람과 조직을 관리하면서 팀원들의 마음
을 읽어낼 뿐 아니라, 이들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야 하는 일 ‘사람 관리’
능력이 필요해진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 관리 능력은 이제 과거처럼 명령
만으로 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다. 위도 보아야 하지만 아래도 파
악해야 하고, 먼 것뿐 아니라 구석의 구체적인 것들까지 다루어야 했다.
“이제 사람의 마음을 사야죠. 작업이라는 것은 그룹으로 하기 때문에 … 옛
날에는 … 고참에게 발 씻는 물가지고 데였다 그러는데 그거는 옛날 일제 시대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이고, 지금은 안 그렇고, 그룹으로 일하기 때문에 혼자 잘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반원들의 마음을 사야 돼요 … P사에서는 … 간담회
비가 나와요. 조직 활성화비요. 인당 삼만 원씩인가 뭐 얼마, 제가 할 때는. 그
돈이 나오면 경주 같은 데 가서 대우를 해줘요. 콘도 같은 거를 빌려가지고 1
박2일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제 반원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건의할 거
는 건의하고 … 이렇게 마음이 어우러져야 뭐가 일이 되는 것이지 … 반원 여섯
명 중에서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사야 돼요. 그래
서 어려운 일 있으면 방문도 해주고, 생일이다 그러면 케이크도 사주고 박수도
쳐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을 사서 잘 어우러지는 게 주임, 반장의 역할이
에요. 그런 걸 하면서 마음을 사서 심지어 그 반원 집에 젓가락이 몇 개가 있는
지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런 것들까지 했어요.” (PF)

명장들이 현장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남들
보다 부지런하고, 규칙적이며, 근로 의욕이 강해야 했던 것은 물론이다.
기술적 능력과 더불어 사회적 능력의 필요성이 더해지면서 이들은 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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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완전히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상당한 세월이 지
났지만, 일상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살피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밖에
는 왕도가 없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고, 내가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남들보다 늦게 퇴근하고, 회사에 들어와서
뭐 졸거나 이런 것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지각 이런 것도 없었고요. 3조 3교대
를 하면서요. 그게 습관이 지금까지 들어가지고요 지금도 6시 30분에 출근합니
다. 9시에 시작인데.” (PE)

3. 설비 개선
제철소에서 일상적 개선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막대한 자본을 투
입한 거대한 설비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거의 평생 가동해야 하기 때문
이다. 일단 설비가 가동되고 인력이 배치되면, 설비와 인생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자신의 커리어와 축적된 노력이 ‘임베드(embed)’
되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항상 같은 공장 건물과 설비지만, 그것이
가동되는 방식과 요령은 거듭되는 개선 노력과 투자 등을 통해 꾸준히 개
선되며, 현장의 주임들은 이렇게 축적되는 현장 노하우를 생산하고 관리
하는 핵심 책임자였던 것이다. 그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폭넓은 현장의 재
량권이 주어지면서 현장의 변화에 대한 욕구와 의지 역시 식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장 경력의 ‘전성기’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포항 3기 설비가 되면서 그곳은 오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정말
배울 게 참 많더라고요 … 신설비가 들어오고 이런 과정에서 뭐랄까요? 설비관
리를 한다, 아니면 설비개선을 한다, 이런 데 대한 마인드가 참 많이 업이 됐었
어요. 그때 P사에도 자주관리 활동이 도입되죠. 자주관리 활동이 도입이 되면
서 개선에 대한 마인드가 불이 붙기 시작했었죠 … (이제) 나이도 좀 지고, 열
심히 했는지 3공장에 가면서 기술 마인드가 진짜 올라갔습니다 … 그때 제안활
동 병행해서 설비개선 활동 많이 쌓았죠 … 선입자로 반장 역할을 맡게 되었죠.
… 제가 설비 개선 등의 계획을 잡으면, 외주 직원들이나, 정비 직원들이나 자
재구매를 낸다거나 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죠. 그게 저희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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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말 큰 메리트고요. 그래서 민간 제철소들처럼 조그만 자재를 사기 위해서
어려운 단계를 거쳐 가지는 않고 제가 설비 개선 계획서를 수립해서 공장장의
결제를 맡으면 거의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제가 우수 제안, 뭐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하죠 … 기동반장 보임을 받으면서 제철소에서 제가 최연소 반장이라고
그랬어요.” (PH)
“(주임이 되면) 더 많은 후배들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었고. 그래서 현장에
일어나는 갖가지 문제점을 많이 개선을 하죠. 가서 실질적인 분임토의도 하고
… 문제점 개선을 위해 요즘의 혁신활동처럼 현장을 갑니다 … 사무실에 앉아
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먼지 나는 데를 수타 가서 봤었죠.
계속 현장에 가서 밀착을 하고, 지금도 문제가 있으면 전 현장을 먼저 가서 보
고 와서 다른 아이디어를 조합해 보고 찾아보고 합니다 … 저도 이제 통합 파
트장으로 조업과 정비, 설비 관련 일들을 다루면서 분임조 활동 등을 주도합니
다 … 그러다 보니 직원들도 이제 특허 한 건씩을 꼭 이룬다든가, 우수제안을
한 건씩 꼭 한다든가, 하다못해 … 장려상 이상 뭐 계속 타는 이런 실적을 이어
가죠. 70명 정도가 일하는 부서의 통합 파트장으로 반장들을 통솔하고 아이디
어 등을 종합하는 일을 하다 보니 … 저도 요즘 얘기하는 P사인 거기까지도 갔
었고, 뭐 명장도 됐었고 … 그렇게 36년 왔는데 … 이제 P사 고졸사원으로 마지
막 경력이라 할 수 있는 부공장장으로 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PH)

4. 외주, 아웃소싱, 협력직원 관리
현장의 후배들뿐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일해야 하는 협력회사 직원들
을 다루고 관리하는 일 역시 이들의 주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1980년대 중
반부터 P사에서도 각종 최신 설비를 도입함과 더불어 전산화, 자동화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건설기, 가동 초기에 본사 직원들이 행하던 많은
일들이 협력회사의 일로 전환되는 ‘외주화’가 크게 늘어난다. 현장의 힘들
고 위험하며 궂은일들, 꼭 필요하지만 남에게 맡겨도 된다고 판단되는 단
위 공정과 작업들이 사내에서 일하는 협력회사의 몫으로 전환되어 갔고,
현장 직원들은 이들과 함께 일하지만 이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지시하는
일들이 많아진다. 건설 초기 정규직이 직접 담당하던 것이 점차 외주화되
었고, 이러한 추세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이어져 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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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거의 다 우리가 했습니다 … 어디 가든 … 정규직 다 했죠… 아마
1980년대 후반부터 외주가 본격화되었어요. … 1980년대 초반부터 조금조금 되
다가 지금은 뭐 메인까지 …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고 … 언제부터가 확산된 것
이 아니고. 그런데 그것이 누가 했냐면 유럽도 그렇게 됐고, 일본도 그렇게 했
고.” (PG)

제철소의 인력은 20여 년간 이어진 꾸준한 효율화, 합리화 덕분에 한
때 인력이 가장 많던 시절에 비해 1/3 정도의 정규 직원만으로도 정상적
인 가동이 가능한 상태로까지 떨어진다. 아웃소싱뿐 아니라 공정 자체의
합리화가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수행한다. 회사의 입장에서 아웃소싱은
상당한 이익이면서 동시에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의 측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아웃소싱을 하면 대체로 급여가 높은 장기근속자
들을 내보내기 용이하고, 이후에는 훨씬 싼 값에 젊은 노동자들을 더 많
이 채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웃소싱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생산이 안 되고 좋
은 제품이 안 나오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장치산업에서는 … (근속연수 오래
된 사람들이) … 눈에 가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일을 안 해요 … 그러니
아웃소싱 해서 내보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철강업이 이렇게 쇠퇴되는 거고,
거기 일단 나가는 사람들 거의 다 나이 든 사람들이거든 … (나이 든 사람들 한
명 나가면) … 이제 한 사람 가지고 두 사람 힘 이상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 큰 거죠. 원가절감이죠. 행복할 수 있는 거죠.”
(PC)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 외주화는 예기치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의 새
로운 원인이 된다. 문제를 해결하고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외주화를 적극
추진하였지만, 도리어 그 외주화된 것들이 새로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
이다.
“그럼 뭐 그 사람들이 과연 이 일을 자기 일처럼 하느냐? 그 시간만 마치면
집에 갈 사람들이고 … (외주화하고 나서) 고장률을 따져보고 관리하고 투자해
가 정비비가 들어가는 거 보면 이게 훨씬 많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관리를
안 하니까 … 이 사람들은 그냥 고장 나면 P사에 전화해가지고 ‘고장 났으니까
고쳐주세요’ 이거지 일상정비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정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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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리비가 훨씬 더 들어갑니다 … 직영이 직접 하는 일은 고장 잘 안 나요. …
외주화된 거는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는 … 단순 노동은 당연히 외주화가 돼야 되고, 분업이 돼야 되겠지만 웬만한
설비관리나 생산에 대해서는 직영이 하는 게 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
이 들어요.” (PB)

5. 신분 상승, 업무 확대, 새로운 도전
본사 직원들의 작업 환경도 급속히 전산화, 자동화되어 가는 ‘운전실’의
‘오퍼레이션’ 형태로 바뀌어 가게 된다. 공장 안의 노출된 작업 환경으로
부터 보호되는 안락한 운전실 작업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현장 작업자
들은 이 운전실에서 대부분의 근무시간을 보낸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일이 이른바 ‘탈숙련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현장에서 몸으로
처리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협력회사 직원들의 몫으로 넘어갔지만, 이들
을 관리․감독하고, 효율적인 작업 진행을 위해서는 이들보다 설비의 가
동 원리와 문제점 등에 대해 더 깊이 알아야 한다. 기존의 일들이 협력회
사의 몫으로 넘어가지만, 새로운 일들이 늘어난다. 관리자로서의 ‘업무 폭
(work span)’이 더해지는 것이다.
현장에서의 신분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도전 과제들이 증가하
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조직의 진화 과정이었다. 현장에서 신
분이 등장하고, 학력의 장벽을 느끼고, 보이지 않은 유리 천장을 극복하
겠다는 갈등과 도전 의지가 새롭게 추가된다. 전체를 위해 개인을 복종시
키는 엄청난 집단주의 체제 속에서 개인의 기량을 발휘하고, 회사의 인정
을 받아 중요한 보직을 맡는 것 역시 주변과의 조화 속에서만 가능한 일
이었기 때문에 개인적 성취 역시 회사의 인사 정책의 틀 속에서 의미를
부여받아야 했다. 자칫 그 선을 넘기면 곧바로 견제가 들어올 수 있다. 그
래서 모든 작업은 가능한 한 팀 단위로 성취되고, 그 결과 역시 개인이 아
닌 작업 팀, 분임조 등과 같은 소규모 팀의 일원으로 그 의미를 획득해야
했다. 명장들이 팀의 일원으로 남긴 기록들은 개인의 성취로 기록되지 않
았고, 팀의 성과와 혁신의 결과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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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 승진과 신분의 상승은 좋은 일이지만, 새로운 도전을 의미한
다. 지시에 따라 역할만 수행하던 상황에서 관리자로서 서로 다른 신분의
사람들과 협업해야 한다. 대졸 관리자들, 엔지니어 등과 일하면서 넘을
수 없는 학력과 신분의 보이지 않는 차이도 실감하는 반면, 차이를 극복
하기 위한 개인적 노력도 필요하다. 명장들은 대졸 관리자나 엔지니어 등
과 일하면서 동일한 수준의 강렬한 ‘갈등’, ‘보람’ 등을 동시에 느끼는 것
같았다. 한편으로 신분의 차이를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수한 대
졸 엘리트 사원들과 최고의 협업을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신예화, 선진
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다. ‘노력’, ‘성실’, ‘인내’ 등은 이들의 몸에 젖은
품성이다. 이러한 것들이 엮이면서 마음 한 곳에 자리 잡은 ‘갈등’과 ‘분
노’의 감정을 억누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입사를 이래 하다 보니까 … 조직에서 문제를 좀
해결해나가고 리드를 해나가려고 하면 … 나이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작용
하더라고요 … (같은 일을 하는 교대조들 간에도) 튀면 … 견제도 들어오고.”
(PH)
“예전에는 거의 팀웍이에요. P사가 여태까지 생존이 가능한 것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발전한 건 저는, ‘팀웍이 잘 됐기 때문에 됐다’ 이 생각이 들어요 …
15명에 대해 개인적으로 실적을 받으면 실적은 나올지 모르지만 좋은 아이디
어라는 개념은 한 사람의 아이디어보다 머리에 생각 붙어 있는 다섯 사람이 모
아서 이걸 변경시키는 그것이 오히려 나아요 … 팀으로 일해야 하는데 … 지금
은 자꾸 개인적인 성과 위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잖아도 책상 밑에 넣어
놓고, 안 내놓을 수도 있다는 거지. 걱정이에요.” (PB)

6. 신 설비의 도입과 ‘형식지’
1980년대의 기간 동안 회사는 매년 큰 폭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했
고, 현장은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갔다. 설비의 신예화, 전산화가 급속히 전
개되었고, 노동자들이 배워야 할 새로운 기술, 특히 전산 설비와 시스템
운전 및 유지 관리 분야에서 새로운 학습의 필요성이 나날이 증가하였다.
그런데 새롭게 도입되기 시작한 기술은 현장의 ‘암묵지’가 아닌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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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지’였다. 충분히 검증되고, 일반화, 표준화가 진행되어 컴퓨터의 소프
트웨어처럼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어디든지 설치되면 그대로 적용 가
능한 고도의 ‘패키지’였던 것이다.
고도의 형식지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무수한 사람들의 축적된 노하우와
시행착오 경험이 바탕에 있어야 하지만, 패키지에 그러한 것들은 무명의
저작권일 뿐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구동 가능한 하나의 시스템 소프트웨
어로 만들어 가는 것은 엔지니어와 개발자, 연구소들의 몫으로 넘어갔다.
이제 작업자들은 주어진 패키지를 무난하게 소화하고, 데이터를 읽고, 에
러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자료를 입력하면서 시스템의 정보에 따라 운전
하는 운전자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자동화’에 따른 ‘탈숙련화’ 문
제와 더불어 새로운 시스템을 익혀야 하는 새로운 학습 ‘재(再)숙련화’ 요
구가 동시에 등장한 것이다. 재숙련화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 방식도 요구
한다. 과거의 집체식 교육이 이제는 높은 수준의 조업 관련 형식지 습득,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 교육 등을 지원하는 문제 중심 교육으로
그 성격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회사에서 사외 교육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런 교육과정에서 다른 동료들
하고, 교육생들하고 알게 되고. 그러면 서로 애로사항이라 할지 그런 걸 같이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인맥이 넓어지고 … 그런 교육들을 P사에서는 많
이 보내줬어요 … 효율성을 좀 따져서 횟수를 좀 제한하기도 하는데 그런 교육
을 보내줌으로써 그 … 교육을 받았다는 명분에 공부를 많이 하게 돼요. 제 분
야가 계량, 계측이지만, 사회에서 이와 관련된 물리학이나 인문 교육도 좀 합
니다. 전혀 관계는 없지만 가서 교육을 받으면 타 공정이나 과정도 알 수가 있
어요 … 그때 얘기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저희가 계측이나 계량하는
업무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PA)

1980년대 후반 P사에서는 일본에서 도입한 기존의 설비들이 대대적으
로 업그레이드되거나, 유럽 등의 최신 설비를 도입하면서 생산 현장의 자
동화가 본 궤도에 올랐다.
“일본 거는 … 탄탄해요. 일본 애들도 유럽에서 모방했기 때문에 설비에 자
신이 없어 충분한 안전도를 줍니다. 그러니까 안전도가 뭐 300%, 400%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런데 포항 같은 데 가면 그 래들 패턴, 래들 싣고 다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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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포트가 큽니다. 그런데 광양은 조그만합니다. 유럽 경우에는 105%,
107%. 안전도를 못 줍니다. 유럽 애들은 모든 것이 그 자신들이 있으니까.”
(PG)

개선된 선진 설비들이 속속 도입되고 현장의 전산화와 자동화가 진행
됨에 따라 작업자들이 몸에 익혀 온 숙련의 질과 내용을 떨어뜨려 결국
이들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탈숙련화’라는 결과로 이어졌는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시스템 전체 수준에서
꾸준하게 진행된 자동화, 시스템화의 결과 상당히 많은 작업들이 외주화
되거나, 소수의 직원들로도 거대한 공장을 충분히 가동할 수 있을 정도가
됨으로써 인력 수요가 점점 감소하게 된 것이다.
“이제는 사람들 기술력 필요 없어요 … 결국은 오토메틱, 자동화로 가고 있
어요 … 제가 지금 개발하는 것은 무인전기실, 무인 하드에 있는 전기실에 고장
이 나면 사람이 안 가고 … 포트 정보를 받아가지고 로봇한테 주면 로봇이 위
치를 찾아가가지고 리세트 시키고 … 사람 필요 없어요. 지금 제가 개발하고 있
는 게 그거예요. 개발하고, 결국은 뭐냐? 지능이 높은 전기 시스템 쪽은 살아남
는데, 나머지 기계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거라 해서 거의 학습도 안 되고 있어
요. 결국은 IT 쪽으로 무조건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게 원가절감 차원도 그렇
고….” (PB)
“그런 것들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예전에는 쇳물
을 따르는데 쇳물 따르는 운전수가 있고, 이걸 밑에서 움직이는 크레인 운전수
가 있고, 밖에 나가 신호를 하는 사람이 있고, 세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은 한
사람만 하면 두 사람은 없어도 돼요. 운전자한테 정보를 주고, 자동 오토 스타
트시켜버리면 지가 알아서 컴퓨터에 의해서 … (처리돼요.) … 제어장치가 알아
서 오게 하면 되는데, 굳이 밖에 나가서 사람이 먼지 맞고 운영할 이유가 없잖
아요? 세 명 쓸 이유가 … 한 명만 쓰면 돼요.” (PB)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정예화된 현장에서는 기존의 방식들이 사라지는
대신 계속 새로운 방식, 시스템, 소프트웨어로의 업그레이드 요구가 밀려
왔기 때문에 남아 있는 작업자들에게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
다. 지식과 기술이 표준화되고 매뉴얼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원리를 이
해하고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능력이 숙련의 핵심 요소로 새롭게 자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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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되는 과정이 진행된 것처럼 보인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동화설
비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불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작업자 스스로 설비
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조정 능력을 필수적으
로 갖추어야 한다. 기존의 숙련을 보존하는 가운데, 새로운 설비의 운전
과 가동 과정에서 과거의 경륜과 지혜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숙련노동의 핵심이 된 것이다.
“(자동화가 되어도) 요즘에는 직접적으로 몰라도 어떻게 되는지 원리를 알
아야 되잖아요? … 그 다음에 갑자기 설비가 이상이 생겼을 때, 대처를 해야 되
잖아요. 공장별로 도입 시기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980년대 중반부터 후반
사이에 열연, 후판 공장 등에서 자동화설비가 들어왔을 때 OJT를 6개월 받았
습니다 … 자동화가 되어도 본인이 설비가 어떻게 가동되는지를 직접 알지 못
하면 실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PE)
“(컴퓨터 시스템으로 넘어가면서) 어려움이 많죠. 수동으로 갈 때는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너비를 조정합니다. 후판 같은 데는요 … 물론 자동도 할 수가
있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형상이라 할지, 두께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상이 생겼다 하면 수동은 이 압화 패스 횟수
를 늘려버리는데 자동은 패스 횟수를 못 늘리잖아요. 그러니까 오작처리를 합
니다. 미스롤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 게 손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동으로 갔을 때는 ‘여기가 아,
이거 딱 해가지고 미스가 생산이 되는데 한 5분 대기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온
도가 얼마 떨어져서 롤 포스가 얼마만큼 상승이 되기 때문에 패스 횟수를 느려
야 쓴다.’ 그래서 압하를 조금씩 가가지고 패스를 늘려가지고 바로 잡아가지고
정품을 만들어내는데 이건 자동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도 자동화됐지
만 수식 모델의 이론이라 할지 원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압
연이 된다, 어떻게 해서 스케줄이 형성된다, 이걸 알아야지, 이해를 해야지, 유
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죠.”(PE)
“(1970년대 가동 초기에는) 진짜 TV에서 보는 것처럼 알루미늄 방화복 입
고, 우주헬멧 쓰고, 장갑 쓰고 … 이렇게 해서 샘플을 떠요. 샘플을 뜨면 슬라브
를 걷어내면 산소하고 반응해서 카본이 날아가잖아요. 슬라브를 탁 걷어내는
동시에 알루미늄을 집어넣어야 돼요. 알루미늄 와이어를. 그런데 박자가 안 맞
으면 샘플이 안 떠지는 거죠 … 다 수작업이죠 …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곰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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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많습니다 … 그런데 지금은 스위치 하나 탁 누르면 서브랜스라 그러는 게
쉭 날아가서 딱 하면 모든 측정치가 나옵니다.” (PG)
“(과거에는 눈으로 보면서 운전하다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각종 성분과 조건
을 계산해서 입력해 넣고 … 그러면 예전처럼 규격을 벗어난 물건들 없습니다.
격외품이 꽤 많이 발생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 후배들 보면 뭐 거의 퍼펙트합
니다.” (PG)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한 가지 사실은 확인 가능하다. 과
거 몸으로, 손으로 익혔던 많은 현장 기술들이 이제는 수리, 정비, 유지보
수, 일상 운전 등으로 분할되어 외주 협력사의 몫으로 전환되어 간 것이
다. 현장에서 이러한 것들은 공장과 여건에 따라 상이한 속도로 진행되었
고, 그 방식 역시 점진적 측면이 많았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것을 급진적
변화로 인식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세월과 함께 진행된 결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과정은 제철소에서 매년 대규모로 신규 채용해야 할 정규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인력 수요 감소는 신
규 인력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그 대신 외주화 등을 통해 보충이 이
루어져 갔다. 광양의 2기 제철소 설비가 증설을 완료하던 1990년대 초반
이 되면, 이제 인력의 대규모 유입이라는 고용 창출의 기관차는 속도가
현저히 감소하였고, 그 대신 기존 인력의 효율화와 외주화를 통한 성력화
가 새로운 추세로 자리잡아 갔다.

제5절 구조 조정, 노사 긴장, 직장 동요 : 1990년대
초반∼1990년대 후반

1. 노사 갈등과 직장 동요
P사에서는 1988년 노조가 설립된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심각한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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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긴장된 상황이 전개되었다. 당시의 긴장과 갈등의 분위기에 대한
‘경험’과 ‘해석’은 사람들마다 상당한 온도 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
장에서 이미 확고한 지위를 차지한 명장들은 노사 긴장과 갈등의 분위기
에서 회사의 입장과 정서를 대변하는 세력이 된다. 이들은 조직의 기강과
문화에 도전하는 집단적 조직화 움직임은 물론 자신만을 생각하는 개인
주의에 대해서도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다. 명장들은 조직의 기강에 도전
해서는 결국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한 사람들이며, 현장의
기강을 책임질 주임의 위치까지 힘들게 이룩한 권위와 자존심에 도전하
는 직원들을 강력히 통제하고, 기강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직장 질서
를 잡는 데 앞장섰다.
“직장이라는 거는 이렇습니다. 여기는 그냥 하루만 와서 근무 여덟 시간 하
고 가는 사람이 근무해도 되는 장소, 여기는 그러면 안 되죠. 항상 여덟 시간,
열두 시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실수하면 큰일난다 … 그런데. 기술 위에가 인성
이 돼야 됩니다. 여기는 뭐 회식하러 가도 안 오고, 조직 활성화도 안 가고, 근
무시간에 여덟 시간만 잘 한다. 언젠가는 이 사람은 도태시킵니다. 현장은, 현
장은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왕따 시킵니다. 왕따. 못 견뎌.” (PG)

당시 현장의 조업을 책임지던 주임급 명장들 대부분은 노조에 대해 ‘비
판적’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었고, 현장의 기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에 응한 명장들은 이 시기에 대해 상당히 조심
스러운 태도로 답변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속마음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현장에서 작업 기강을 확고히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현장에서 갈등을 주도하는 세력들을 배
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반대 세력들을 제압하고, 휘하 직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던 기억을 갖고 있다. 이들은 현장의 주도권
을 장악한 사람들로 노조 활동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라면 노조 가담자들을 작업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배제
하는 데 앞장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직 기강을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
입하지는 않는 경우에도 노조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은 아니었다.
“(노조 막 일어나고).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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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뭐 몰랐죠. 큰일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반장
이면 한 팀이 일곱, 여덟 명 됩니다. 주임이면 30∼40명이 되요. 반장이나 주임
에게 눈에 나면 직원은 우선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진이 안
돼요. 아주 그 끈을 제대로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문제를 일으키면 맨투
맨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 또 그때 공장장님은 하느님입니다. 하느님. 그걸로
딱 끝나니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PG)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격리시킵니다. 격리. 그때는 우리들이 아이디어
를 내기보다는 그룹미팅을 해서 짭니다. 그리고 만약 제1제강부에서 그랬다.
뭐 1제강공장은 (대가를) 받게 됩니다. 해당 공장 마크 하는 사람들 … 옷 벗고
다닙니다. 창피해서. 그래가지고 열 놈이 한 놈 이거 해가지고 마음 돌리는 거,
그런 건 뭐 그렇게 해서 그때 됐죠.” (PG)
“솔직히 우리 회사만의 문화가 남들이 보면, 다른 데서 보면 이해를 못 해요.
진짜 바깥에서 보면 이해 못 하잖아요? 그 내부에서 보면 ‘그런 갈등?’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거보다는, 물론 옛날에 노동
조합도 있었고 … 있다가 다시 또 없어졌지만, 그때 뭐냐면 ‘우리 회사가 공장
이 선다?’ … 생각도 솔직히 못 했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의 마음에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데 대다수 우리 직원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노동조
합이 있어야만 된다’ 그런 생각은 지금도 안 갖고 있죠.” (PD)
“저는, 노사분규에 이렇게 하고 그럴 시간적인 게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비는 일 년 365일 항상 대기상태거든요 … 낮이건 밤이건 문제 있으면 와서
수리해 줘야 하니까.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인 거
죠. 다른 데서 보면 ‘어, 저런 회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런데 우리 회사의 정비, 정비체제가 진짜 책임감 하나로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
가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보람도 있죠 … 남들이 보면 P사 문화가 있는 거
예요. 그게 이제 책임감. 책임감 있게 뭐 …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매
스컴에, 뭐 ‘못 돌리면 영일만에 빠져 죽자’ 어떤 그런 책임감, 그게 다 이렇게
몸에 배이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않고서는 책임감 있게 끌어갈 수도 없고, 그
런 부분은 기업의 문화로서는 누구한테 얘기해도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PE)
“지금은 … 장악들을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도 가끔 나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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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한 3년에 하나씩은 꼭 자기가 그거 뭐 개선장군처럼 해가지고 뭐 깃발을
꽂았느니 … 그럼 지금 현장에 거의 1억씩은 받는데 그 포항에 있는 민노총 현
장 애들은 한 달에 80만 원 받습니다. 80만 원. 그거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한
심한 얘기죠. (민노총 하는) 애들이 부부생활, 가정생활이 돼 있는 애들이 없습
니다. 다 집사람들이 떠나고 애들은 결손가정으로 해서 하고, 다 떠납니다. 산
교육이에요 … 이렇게 봐도 우리나라가 지금 정신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지금
많잖아요. 아이 그런 건 나 참, 어휴 진짜 그거. 뭐, 뭐, 진짜, 진짜 좀 그래요.
그래 뭐 올라가서 뭐, 뭐, 참….” (PG)

일부 명장들 중에는 노사갈등 상황에서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안게
된 사람들도 있었다. 당시 노조의 지도부는 그들과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
하고, 같은 시기에 한솥밥을 먹으면서 10여 년 이상을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 간의 감정적 관계 역시 복잡할 수밖에 없었
다. 단순히 개인적인 이해관계만이 그들의 정서를 지배한 것은 아니었다.
노조가 해산되고, 결국 현장의 주도권이 주임과 반장들로 넘어오는 과정
은 한솥밥을 먹고 젊은 시절을 함께했던 사람들이 ‘기득권자’와 ‘아웃사이
더’로 명확하게 갈리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명장들은 마음
한 곁이 아프지만 대부분 주저하지 않고 기득권 세력의 편에 섰다. 그것
은 수동적 선택이었다기보다, 상당한 정도의 신념과 자신감 등이 배경이
되고, 현실적 이해가 결합된 적극적인 선택이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노사가 따로 없죠. 진짜 국민기업,
또 어떻게 보면 대일청구권 이런 자금으로 회사를 설립했고요. 저희들 직원들
은 대부분 그런 어떤 사명의식에 대한 교육이라는 것도 인재개발원에서 충분
히 받고 왔었는데, 가장 어려울 때가 이제 그 제3대가? 3대 노조집행부인가?
고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P위원장인가 할 때가 있었는데 … 1991∼92년
도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최일선 감독자였죠. 반장이었죠 … 저도
물론 기능인이고 이러지만 조직에 질서가 없어져버렸죠. 질서가 … 회사에서
조업 회의를 해야 할 시간에 노조 설명회를 하니까 … 노조가 의견수렴 이런
걸 근무시간에 해버리니까 이게 참 정말로 … 생산활동이 되지 않았었죠. 그때
가. 저희 회사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고, … 그때가 … 열정에 좀 회의를
느끼는 그런 시기였었죠.”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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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반장으로) … 마인드가 바로 되지 않은 선배, 후배 직원들 … 케어활
동을 하죠. 공장에서 … 좀 뭐 까칠한 직원이라 할까요? 이런 직원들을 모아서
OJT 많이 보내죠 … 그때가 좀 제일 갈등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 그때 저도
많은 걸 배웠고요. 또 후배들한테 신뢰를 많이 쌓았죠 … 사표 내고 간다는 직
원도 … 올바른 인식을 좀 갖도록 … 그런 시기였었고, 또 상당히 고뇌를 하고
또 번뇌가 일어났었던 그런 시기였었죠. 그때가요.” (PH)

물론 세대에 따라 노사문제에 대한 다소의 인식 차이는 존재한다. 상대
적으로 젊은 명장의 경우에는 현재의 직장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도 어느
정도 표명한다. 노사문제에 대해서도 노조 측의 문제뿐 아니라 회사의 문
제, 조직의 문제에 대해서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조만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에게 승진이나 신분 상승 등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한다. 선배들에 비해 다소 유
연하고 실용적인 입장을 피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온건하지만 보수적인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우리 선배가 노동조합위원장 이경욱이가 나와서 누구한테 졌냐 하면 P 그
민노총, 민노, 민노 그쪽에 졌어요. 그 당시에 우리 선배 쪽으로 응원하러 많이
다니다가 하여튼 박살나기는 박살나고 … 직원들이 이제 노조 못 하게 하려고
집에 수박 사들고 다니고 했었어요. 그때 할 때는 어용 쪽에 붙어가 했지 … P
그 노동조합위원장 그때는 완전히 막 ‘P사장, 회장 머리 깨버린다’ 하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 이경욱 선배는 P사 공고 나와 가지고 중간 정도로 반어용 짓
을 했지. 그 표에 제가 일조를 좀 하기는 했었어요 … 그 민노총이, 민포라 해가
지고 되게 쎘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돼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노동조
합이 없어져버렸잖아. 워낙 세게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PB)
“사실 월급의 수준이 그때는 진짜 많이 낮았어요. 그때는 2기, 3기, 4기 막
우리 회사가 이제 계속 커지고 나가고 있는 단계잖아요 … 빨리 성장해야 하는
시기에 돈만 많이 주면 되나? 번 돈으로 자꾸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 경영자들은 ‘야, 우리 조금만 허리를 매고 좀 기다리자’, ‘조금만, 조금만.’
뭐 이게 너무 오래 간 거야. 맨날 참자, 참자 해가지고 정부에서는 4.5%, 5.5%
인상하는데, 우리는 허구한 날 먼저 해가지고 3.5% 인상해놓고는 호봉까지 생
각해가지고 5.5% 올랐다고 해가 우리가 먼저 떠들어버리고 하니까 열 받는 거
지. 공무원보다 적게 받아가지고. 그러다가 김만제 회장이 들어오면서 월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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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올라버렸어요 … 당시 P사 경영이 억수로 좋을 때야 …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해주고 싶어도 알다시피 뭐 사회적 여건이 그게 안 맞으니까 못 하는
건데, 이제 그래도 현재 회상을 해보면 그때 월급이 제일 많이 올랐구나.” (PB)
“그렇죠. 제가 회사 쪽으로는 그냥 평범하게 시키면 말 잘 듣는 사람 제일
좋아하지 … 괜히 ‘앞장서다가 내까지 잡혀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 골치 아파
지는 거잖아요. 그때 P사 공고 출신 신입사원들 많이 안 받은 이유 중의 하나
가 노동조합 이거 때문이었어요 … (같은 고교) 동문들이 갑자기 2천8백 명까
지 됐어요 … 제가 동문회장 할 때 … 그 당시 노동조합이 한참 할 때야. 그때
노동조합에 들어간 사람이 지금도 P사 공고 동문들이야 … 왜 내 동문들이 들
어갔나 보면 뭐냐, 총각이고, 혼자잖아요. 근데 타 동문들은 우리 P사 동문들을
활용한 거야. 자기들은 안 나서고, 애들한테 ‘야 잘 한다’ 자기들은 가족이 있었
어요. 가족들이 데모하는 거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P사 공고 동문들은 내
후배들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혼자 생활이잖아. 그냥 걔네들이 내 나서는
거야 … 허구한 날 P사 공고야 … 그런데 지금은 천6백 명입니다. 많이 줄어버
렸어요. 안 받아 … 제가 알기로는 이 조직에 3천 명이 뭐 P사 공고생으로 다 됐
는데, 계속 늘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선후배 관계부터 해가지고 일이 뭐
… 그렇잖아요? 다른 동문들도 있고. 다른 데서 온 사람들도 많은데….” (PB)

이들이 바라보는 노사관계의 미래와 현장 관리자들의 역할은 대체로
큰 편차는 없어 보인다. 우선은 관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들이 존
경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하고, 서로 공감하고, 겸손하고, 후배들 잘
키우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 외에 노사관계 안정화에 특별히 왕도가
없다는 것이다.

2. 승진의 벽
다른 한편 1980년대와 1990년대를 넘어서면서 회사의 노무관리 정책에
서 약간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조업 초창기에 유지되던 ‘기성 제도’가 회
사로부터, 그리고 노동자들 내에서 상당한 비판에 직면하면서 사실상 유
명무실하게 된 것이었다. 블루칼라 출신 직원을 ‘임원’의 지위까지 인정하
고 지위에 합당한 보상을 시도한 제도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노동자들 사
이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대상이 되어감에 따라 회사에서는 이 제도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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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 일반 노동자들의 ‘박탈감’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특별히 자신들에 비해 잘난 것도 없는
사람들이 ‘기성’, 혹은 ‘기성보’ 등의 특별한 지위를 획득하면서 현장의 분
위기와는 동떨어진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이 표출
되었다. 결국 이러한 분위기에서 기성제도의 운명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
로 이어지는데, 바로 있으나마나 한 사문화된 지위로 서서히 사람들의 관
심 밖으로 밀려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생산직의 궁극적인
신분 전환 기회를 닫아버리는 부작용도 낳았다. 고졸 생산직이라는 ‘신분’
의식은 안정된 직장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신분의 벽을 더 크게 느끼
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였다.
“튀어나오면 누르는 (힘이) 여기는 진짜 강해요. 한 5년인가, 10년 전인가 기
성제도가 있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에 가고 그게 부장급들이거
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회식장소에서 술 잘 먹고, 뭐 이런 식으
로 가다 보니 조직에서 보니까 필요가 없거든요.” (PC)
“기성이 되면 자녀 장학금도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정년퇴직도 60세 … 기성
되면 65세까지고요 …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 2,000년대 들어오면서 … 흐지브
지되고 아예 뽑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타깝게 없어져버렸나 봐요. 아마 회
사 사규에는 들어 있는 거 같은데, 오픈을 안 하고. 선임을 안 하죠. 예전에 기
성이 많았어요 … 다른 회사 보니까 뭐 기장도 있고 막 있더라고요. 우리 P사도
있었으면 저도 그런 걸 보고 도전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날 갑자
기 그게 없어진 거야.” (PB)
“생산직으로 이제 공장장 달고 그랬던 사람들이 … 근데 어느 순간에 술상무
로 변한 겁니다 …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필요 없거든요 … 생산직의 최고위자
로 별 역할도 못 하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 … 이게 있을 필요 없다. 게다
가 기능직에서도 별로 인정 안 하지 … 그러니 아, 잘 됐다고 없애버린 거지 …
결국 칼자루는 화이트칼라가 쥐고 있잖아요?” (PC)

3. 구조 조정과 합리화
1990년대 후반 한국경제가 직면했던 가장 큰 위기는 IMF 금융위기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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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시의 위기로 인해 가장 크게 고용 구조 조정에 직면했던 분야는 금
융을 비롯한 서비스산업이었기 때문에 P사는 고용 조정의 직격탄을 어느
정도 피해 갈 수 있었다. 그러나 P사에서도 ‘명예퇴직’과 ‘인원 합리화’ 등
의 작업은 경제위기가 물러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개된다.
역설적으로 199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수출 중심의 제조업체
들은 국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원화 가치의
하락과 더불어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이 급속히 회복되자 일시적으로 큰
직격탄을 맞았던 기업들은 곧바로 빠른 회복을 보였다. 그러나 기업들의
급속한 경쟁력 회복은 결국 과거와 같은 대규모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기업들의 경쟁력 추구 방식이 이 시기를 기점으로 노동력의 확대 대신
효율화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극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더 적은 인
력으로 더 높은 효율을 만들어내고,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 이른바 ‘고효
율 작업장(high performance workplace)’ 방식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였고,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기업들의 구조조정도 상시화되었
다. P사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러한 움직임이 고참 초기 입사자들의 명예
퇴직과 적극적인 아웃소싱 등으로 나타났다.
“제가 알기로 명퇴가 본격화된 것은 IMF 무렵입니다. 그 전에도 용퇴 제도
는 있었지만….” (PB)
“우리 회사에 1996년도, 아, 1995년도에 이제 직원들 … 기능직 직원들의 명
퇴가 있었는데 … 당시, 나이 45세 넘는 사람들, 명퇴를 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
었죠. 그러면서 … 저희 부서 같은 데는 강원도 탄광 같은 데 근무하시던 분들
도 좀 있었고요 …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다 … 물러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많이 바뀌죠 … (광산 쪽에서 근무하다 오신 경력직 직원들이) 많
이 있었거든요 … 그런 분들이 거의 명퇴를 하는 계기가 됐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 ‘쟁이’는 나름대로의 그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죠 … 그때 주임이 되죠. P제철소의 거의 최연소 주임으로 올라갔으니까 …
제가 이때 품질명장이 됩니다.” (PH)

생산공정의 합리화, 자동화, 외주화 역시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전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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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맨 캐스팅이라는 운동을 벌여가지고 이제는 공장에 사람이 거의 안 보
이게 됩니다 … 사람은 없는데 제품은 나오거든요 … 제가 알기로는 1990년도
초반 그때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해외연수를 여러 번 다녀왔
습니다만, (높은 분들이) 선진국 공장을 보고 오면 다녀올 때마다 ‘선진국에서
그 사람들은 주상인원이 세 명, 네 명밖에 없는데, 우리는 왜 열두 명씩 되느
냐?’, ‘사람을 줄여라.’ 뭐 이런 지적이 나오잖아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자동화
설비가 그때부터 적극 도입되면서 … (자동화)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줄어든 거야. 아마 1990년대 초반부터 그런 발전이 됐다고 보면 돼요.”
(PF)
“저희 공장 직원이 현재 132명입니다 … 제가 반장 할 때만 해도 인원이 뭐
240∼250명 됐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아까 말씀드린 그 1990년대 초 대비해서
는 엄청 줄은 거 같고, 그 다음에 외주 직원은 정확한 인원은 잘 파악이 안 되
는데 … 한 30명 정도? … 코크스 공장에서는 고정인원 개념은 아닙니다. 수시
로 작업 오더에 따라 변하니까요.” (PH)

4. 외주 합리화와 협력업체와의 관계, 지속적 변화
공정의 외주 합리화가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은 외주업체들의 고용
이 확대되는 것과 더불어 기존의 P사 인력이 대거 외주협력업체 사원으
로 신분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P사 직원들과 외주
업체와의 관계는 과거와는 조금 다른 방식의 진화 양상으로 전개된다.
과거 본사와 외주협력업체의 관계가 일방적, 수직적 갑-을 관계였다면,
현장에서 실제로 전개된 상황은 이보다는 좀 더 미묘하고 복잡한 성격의
것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현장과 외주업체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의 기본
측면을 유지하면서, 그 속에서 일정한 유기적 파트너십 관계, 혹은 관리
의 균형을 찾아가야 하는 관계로 꾸준히 전환되어 왔다고 보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 직원들을 현장에서 다루고, 이들과 함께 일하는 방
식의 미묘한 균형을 찾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명장의 주요한 임
무 중의 하나였다.
명장들의 진술에 따르면 협력업체와 본사 직원들의 관계는 처음 상당
히 수직적인 관계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수평적인 관계로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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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노조가 없고, 본사와 협력업체 직원들 간의
신분 구분이 확실하던 시기에 제강, 연주공정에서 일하던 퇴직 명장은 당
시의 일하는 방식과 신분 관계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1980년대에도 협력업체는 많았어요 … 그래도 노조가 없고 당시 노조도 잠
깐 생겼다 없어졌지만 갑과 을의 관계가 좀 셌죠. P사 직원이다 그런 거하고,
뭐 예를 들어서 협력업체는 그 당시에는 옷도 다 틀렸어요. 제복도 틀리고, 막
이런데, 지금은 옷이 똑같아요.” (PF)
“내가 직접 일 시키지는 않지만 제대로 일하도록 감독, 지시하죠. … 쇳물을
받는 중간용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수리가 끝나면 또 보수를 해야 되잖
아요? 보수하는 작업은 (고로를 쌓는다고) 그래서 축로 … 협력업체에서 그런
작업을 해요. 그럼 내려가서 예를 들어서 뭐 ‘코팅이 잘못 됐다’ 그러면 ‘당신네
들 이거 똑바로 하라’, ‘청소 깨끗이 하라’ 이런 거를 얘기를 하죠. 그 사람 을의
관계고, 우리는 이제 갑의 관계에서 있잖아요. 그렇다 해서 뭐 티를 낸 건 아니
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옷이 똑같아요.
제복도 똑같고, 이렇게 뭐 급여도 수준도 많이, 아마 거의 따라온 걸로 생각하
고 있습니다.” (PF)
“같이 일하던 협력업체가 성림기업이었는데 … 지금도 그 직원들하고 인연
을 끊지 않고, 그 중에 퇴임하셔서 지금 한 80이 다 되신 협력업체의 반장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30대 초반이었고요. 당시 그분들이 50대 초반쯤이 되신
분들이었는데 … 중졸 아니면 중학교도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온 분들이었
죠 … 협력업체에는 후배들도 있었죠. 20대 후반 직원들 중에는 지금 성장을 해
서 팀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 당시로 봐서는 협력업체 같으면 진짜 P
사 직원은 좀 나쁘게 하면 하늘이지, 하늘.” (PH)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조짐을 보이
는데, 1990년대의 현장을 이끌었던 명장의 진술에 따르면 협력업체 직원
들과의 관계가 일방적인 상하, 관리감독 관계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
다. 이들을 잘 다루고 최대한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람 관리
능력’이 필요했다. 신분은 다르지만, 최대한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또 함
께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명장들은 상당히 열심히 노력했
던 것으로 보인다. 세월이 지나면서 협력업체에도 은퇴한 선배 명장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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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러면서 상하 관계가 조금씩 파트너십 관계로
바뀌는 것도 발견된다. 밑의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고, 평가자의 입장에
서지만, 사실은 자신도 암묵적으로 평가받는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
는 것이다.
“저는 그 당시에 그때도 (협력업체 직원들과) 한 가족이었습니다. 일을 하고
이럴 때는요, 정말 확실히 하는데, 무슨 포상을 탔다든가, 뭐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이러면 직원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해결도 했었고요
… 그러다 보니 가정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심
지어 어떤 분들은 급여를 타서 도박 같은 거, 아니면 나이트 같은 거, 술 먹다
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러신 분들도 … 순탄치 않았지만 … 정말 그분들을
존중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술자리나 윗분들 만나는 자리에 있
을 때 저를 긍정적으로 잘 평가를 해주신 거 같고요 … 그래서 지금도 그런 분
들하고 저는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 협력업체 직원들과 함께 일하면, 그분들
안전도 꼭 같이 챙겨야 됩니다 … 분임조 발표, 뭐 우수제안 해서 상 타고 이러
면 그분들 100% 참여합니다. 100%. 참여해서 같이 식사하고 횟집도 가고 나눠
먹고. 간혹 돼지 같은 거 한 마리 잡아서 야유회도 근교에서도 하고 이랬었습
니다 … 옛날보다는 정말 많이 달라졌고요 … 협력업체에도 명장들이 있고요 …
(이제는) 어떤 책임경영 비슷한 거를 시키는 거예요 … 외주나 이런 사람들이
보조가 아니고 … 경영이익을 위해서 바람직한 역할을 나눈다는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가야 되지 않은 시기인가 싶습니다.” (PH)
“협력사들은 참 어려워요. 부당노동행위라 해서 위장도급 이거부터 해서 이
게 머리 아픕니다 … 업무지시도 법정대리인한테만 지시를 해야지 같이 있는
사람한테는 못 합니다 … 그렇지만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혁신활동이나 교육
등을 함께 하기 위해 위탁교육도 많이 시키고 … 위탁교육이니까 외주회사 사
원들에게 혁신활동 교육을 시켜 마스터라는 걸 선발하면, 이 마스터가 자기 직
원들한테 지시하고 … 마스터가 그 직원들한테 QSS 혁신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주가 하는 혁신활동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 안 하면 이제 당장 정
리정돈부터 완전히 개판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는 우리처럼 혁신활동 마
스터를 양성해서 … 그럼 자기들도 이제 우리 쪽에 벤치마킹을 와서 보고 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외주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
니다 … 교육도 필요하면 자기들이 우리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교육시
키겠다’가 아니고 우리가 돈을 안 받고 자기들 필요한 교육도 시켜달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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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달라 하니까 가서 교육시켜주고 … P사에서 아웃소싱한 분들도 협력회사
에 재취업해 가지고 서로 아는 관계도 많고….” (PB)

제6절 시스템의 고도화, IT 융합과 기술 혁신 : 2000년대
이후

1. 루틴과 혁신 사이에서
마침내 P사가 글로벌 철강산업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강자’로 올
라서고,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이 확고하게 확인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대 들어서면서부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부터 회사는 추격자의 지위를
벗어나 업계의 선도적인 위치를 주도하는 ‘혁신자’의 지위로 올라서기 시
작한다. 이 과정은 독자적인 혁신 기술 개발, 통합적 생산 시스템 구축,
고급 철강 소재의 독자 개발 등을 포함한다. 글로벌 철강산업의 선도 기
업으로 P사의 위치가 격상됨에 따라 생산공정에서 신기술과 혁신적인 기
술의 중요성도 급속히 부상하였다. 다른 한편 현장에서 축적된 기술력의
깊이와 경쟁력이 혁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초 자산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현장 기술인력,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등의 창조적 융합
필요성도 부각된다.
연구개발 분야가 기업의 핵심 경쟁우위 요소가 됨에 따라 기능직 명장
들과 대졸 엔지니어들의 협업 필요성도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 대졸과 고
졸의 현장 협업은 고참 현장 기술자들에게는 상당한 인내심을 요구하는
어려운 조직 혁신의 과정을 포함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두 집단 간에
진정한 협업과 상호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져야만 일본 등 철강 선진국을
넘어서는 혁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어떤 성취를 실현할 수 있었다. 이
러한 과정은 또한 기존의 위계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조직문화와의 보이지
않는 사투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었다.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조직의
관성은 변화의 욕구와 필요성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어 있고, 이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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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인과 조직의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만들어진다.
“저는 연구원들하고 테스트도 많이 하고 작업을 많이 했지만 항상 같이 맞
물려가지고 작업해서 현장직이 지원하고 연구해서 리포트 내고 이런 게 꽤 많
았습니다 … 연구원이 기술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다 마무리해도 … 현장직의 도
움이 없으면 그거 힘들어요. 현장 사원이 요구하는 데 응해줘야 정확한 분석이
나오잖아요. 같이 일했던 연구원들도 지금 잘 아는 사람 많아요….” (PF)

성취 욕구가 강한 현장의 기술자들은 때로 커다란 고민에 빠진다. 계속
고졸 신분으로 젊은 연구원과 기술자들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기
능인으로서의 경력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기능인의 신분 장벽을 극복
하고 연구직 등과 같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것인가의 사이에서 대부분
의 숙련 기능직들은 기능직의 신분에 만족했다. 그러나 현실의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 기능직에서 연구직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1990년대에 입사해서 상대적으로 젊은 명장 집단의 경우 이러한 고민
은 더 깊을 수밖에 없다. 과거처럼 무조건 하면 되는 시대가 지나고, 현장
에서도 혁신을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개선 노력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요구도 과거처럼 간단한 제안 수준을 넘어서 깊은 고민과
정밀한 계측, 끈질긴 연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현장의 ‘기술 장
벽’이 높아지면서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 수준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명장 기술자들은 이러한 고민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회사의 제도와 문화는 아직 현장의 노동자들로 하여금 고도의 개발에 참
여할 수 있도록 촉진할 정도로 선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전
히 스스로 고민해서 ‘자수성가’ 방식으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신입사원 때 … 별것도 아닌데 고참들은 자신들의
자리에 오지 못하게 하고 … 심지어는 궂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야간 되면서
라면까지 끓여서 바쳐야 돼요. 고참들은 에어컨 되어 있는데 빵빵한 데 가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모니터만 가지고서 그것만 관리하면서 온 가지 것 다 느끼
는 거예요. 작업장이 연공서열이다 보니까 … 나는 이것을 깨고 싶었어요. 올라
가고 싶었어요. 바로요. 그래서 (스스로) 기술 분야를 택했습니다.”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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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기술자의 중요성
고도의 통합된 정보 시스템에 의해 공장의 설비들이 자동화되고, 전자
정보 시스템으로 관리되어 간다고 해도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제품 혁신
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기름때 묻히면서 갈고 닦은 경험과 숨은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리 뛰어난 이론과 획기적인 연구개발이라 할지라
도 반드시 현장에서 검증되고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생산 과정의 루
틴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현장 명장들의 지원은 필
수적이며, 이들의 협력이 있어야만 혁신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다. 그
렇기 때문에 혁신이 이루어졌을 때 그 결과는 큰 변화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과정은 잘 느껴지지 않으면서 진행된 꾸준한 노력을 통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철강산업에서는 한 번 설비를 도입하면 그걸 거의 평생 써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설비의 특성과 관리 요령에 대한 이해는 중요해요. 휴대폰이나 그런 것
들처럼 한 번 쓰고 버리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정의 변화와 혁신도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점진적으로 일어나요” (PC)
“기술연구소에서 신분은 연구원 … 실제로는 연구원 보좌하는 거예요. 그 사
람들이 이론적으로 뭔가 기술개발 할 거고 … 그렇지만 저는 생산 현장의 중간
노하우가 있어요. 그분들이 없는 것이죠. 연구원들은 이론적인 것밖에 모르잖
아요. 이분들은 1+1은 무조건 2가 되어야 되거든요 … 이론적으로 이렇게 분명
히 뭔가 튀어나와야 되니까 안 튀어나오니까 죽어나는 거고 저는 이제 조건들
을 제시하죠. 쉽게 말해서 똑같은 설비를 돌려도 똑같이 떡을 만들더라도 손맛
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죠. 그게 기능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죠. 그런 것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죠. 자기가 직접 설비를 다
루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현장 출신이 연구개발에서 꼭 필
요한 이유이지요.” (PC)
“저는 계량, 계측 업무에서 기반을 다졌습니다. 제가 하는 분야가 P사에서
주력은 아니지만 … (현장에서) 제품들이 나오기까지는 계량, 계측 업무가 지원
되어야 제품을 일정하고 균질하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더 정밀하게 하고, 설비를 국산화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 요즘 원전 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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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두께를 측정합니다 … 감마레
이, 엑스레이 그런 원소를 이용해서 측정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외국에, 독
일이라 할지, 일본 뭐 이렇게 그런 업체들이 공급을 해요. 그런데 그 내용에 있
는 소스라 할지, 두께를 측정하고, 컨트롤 해주는 노하우를 안 알려줘요 … 처
음에 이런 장비가 들어올 때는 한 대에 한 10억씩 이렇게 해요 … 부품도 비싸
고 … 그래서 국산화에 착수하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계측 업무가 많이 소요되
죠. 여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저는 두께 측정의 정밀도를 유
지하는 데 기여했어요. 굉장히 그 짧은 시간에 두께를 정밀하게 제어해야 됩니
다 … 그게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짧은 거리와, 짧은 시간에. 10mm 그 철
판을 눌러서 압연해가지고 6mm로 만들어야 돼요. 편차는 한 30마이크로? 많
은 경험과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량하고 측정하고 몇 번
실패를 반복하면서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PA)

현장에서 기술자들이 최신 설비와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은 연구실이나
사무 환경에서 개발하는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들은 이론보다 실
행, 시행착오, 계속적인 도전과 새로운 시도 등을 통해 부족한 어학이나
기초 능력의 한계를 부단히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방식으
로 개선을 도모하고, 새로운 기술을 접맥하고, 어느 순간 특허를 포함한
고급 기술까지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손에 기름때 묻혀 보지 않은
사람들의 머리와 현장의 경험을 연구 개발과 융합시키고 접맥시키는 현
장 기술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인 이유이다.
“그냥 처음에는 몸으로 부딪쳐서 기술을 습득하고 그 다음에 매뉴얼을 보기
시작한 거죠 … 매뉴얼은 설비와 함께 들어오거든요 … 설비 메뉴얼은 영어나
일본어 등 대부분 외국어로 되어 있어요. … 그래서 단어를 찾아서 보기는 힘들
고 그냥 거기에 맞추는 거죠. ‘아, 이게 역방향이다 보니까 리버스라고 하는 거
구나’, ‘이렇게 표준 방향이 돌아가는 게 코드구나.’ 그 다음에 그 부품이 이게
뭐 방향전환?, ‘아 디팩토리구나’, ‘이게 또 …’ 그렇게 매치를 시키는 거죠. 작동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더라. 또 일본어로도 표현되어 있
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가는 거죠. 대충.”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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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넘어서기, 품질 관리의 질적 고도화
회사의 기술력이 글로벌 수준에 근접함에 따라 일본과의 격차도 상당
히 좁혀졌다. 어떤 부분에서는 넘어서는 경우도 생겨났다. 그러나 여전히
기술의 깊이에서 일본과의 격차는 존재한다. 현장에서 일본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만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선배와 후배, 생
산 현장과 연구개발 등의 관계 전반에서 더욱 창조적이고 융합적인 협력
문화 형성을 요구하지만, 현장의 문화와 제도적 환경은 아직 이러한 수준
까지 발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금은 일본 뛰어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 뛰어넘으려면 아직 멀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 아주 디테일 한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그 양반들은 자기가 신입사원부터 해서 끝날 때
까지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해서 노트 전체를 이렇게 물려주거든요. 그런데 저
희들은 과연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거 같으면 정년 연장해가지고
진짜 숙련기술자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못해요….” (PC)
“그래도 제가 입사했을 때는 기술력이 일본에 비해가지고 엄청 뒤진다고 그
랬거든요. 특허수준이나 이런 게. 그런데 제가 한참 특허하고 막 할 때, 2007년
도에 우리 P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 비율이 일본 제철소하고 맞먹는다 했었고,
그러다 2009년도에는 앞섰다고 했었어요. 그 정도로 P사 직원들은 특허 기술
개발에 올인 엄청 했는 거예요. 이게 아마 P사가 있는 원동력인 것으로 생각돼
요.” (PB)

P사의 경쟁력이 국제적 수준에 올라서면서, 품질 관리의 중요성은 더
욱 커졌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품질 수준이 높은 제품으로 시장에서
승부해야 하는 질적 경쟁을 선도해야 되었기 때문에 품질관리 기법도 계
속 새롭게 전환되고, 고도화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
“Zero Defect 나와 가지고 자주관리라는 게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 후에
ECR제도가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Six Sigma제도로 변경이 되면서 자주관리
제도는 점점 퇴보가 되고 … 지금은 분임조활동은 거의 지금 없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Six Sigma로 대체가 된 거죠 … 이제는 이론도 알아야 되고, 원리
도 알아야 되고, 학습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바뀌어 갔다는 거죠.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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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 아예 Quick Sigma 해가지고, 더 빨리 효과를 내는 활동이 벌어지고 있어
요.” (PF)
“Six Sigma 활동의 근본 목적은 품질, 결함 백만 개 중 3∼4개의 결함을 추
구하는 거 … 자동차 100만 대 중 3∼4대의 결함이 나오는 거는 거의 무결함이
라고 봐야 되잖아요. 고객만족을 시켜주다 보니까 점점 품질경영이 되잖아요.
P사에서 나온 제품은 그냥 볼 것도 없이 OK 하는 그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 활
동을 한 거지 … 자주관리 분임조활동 시작돼가지고 ECR 제안제도도 같이 출
발을 하다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니까 분임조활동, 즉 자주관리 활동은 점점
사라지면서 Six Sigma로 대체가 되면서 지금 Six Sigma하고 제안제도만 살아
있는 거죠.” (PF)
“이제 P사도 특허소송에 걸리잖아요. 신일본제철 같은 데서 특허권을 침해
하면 안 되니까 직원들한테 특허를 독려하잖아요. 무슨 물건을 쓰면, ‘아, 신일
본제철 거다’ … 그래서 지적재산권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제 거기로 가는 거
죠.” (PF)

4. 문화적 갈등
현장의 혁신 능력이 중요하게 부각되지만 제도나 문화는 여전히 보수
적이며, 변화에 저항하는 견고한 힘이 존재한다.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
중심의 보상 문화 간에 존재하는 긴장과 갈등을 극복해야 하지만, 현장에
서 개인의 창의력과 도전 정신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것은 아니
다. 기존의 확립된 회사의 강력한 문화는 개인이 함부로 두드러지는 것에
대해 상당한 저항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개인적 보상은 거의 없습니다. 승진이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요.
특허 한 건 출원하면 뭐 10만 원 정도 보너스 더 주는 정도예요. 특허를 출원하
면 지적소유권도 회사에 귀속되죠. 개인적인 보상은 거의 없어요. 특허를 출원
해도 전부 회사가 갖는 거죠. 개발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어요 … 노력
한 것에 비해서 회사에서 보답해 주는 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 그냥 정
부에서 주는 명장 타이틀만 있는 겁니다.” (PC)

조직의 힘과 개인 간에 갈등은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더욱 자주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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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조직의 단합과 개인 사이에 빚어지는 갈등 속에서 조직의 단결력과
개인의 혁신 동기를 융합해야 하는 새로운 고민이 등장하였다. 상대적으
로 젊은 명장들은 오늘의 P사 조직에서 여전히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시
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남들보다 먼저 앞서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집단적 견제 분위기가 사내에 여전히 강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유능한 개인이 생산직 사회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
가 막힌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창의력을 충분히 인정하고, 이를 개
발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직 아니라는 것이다. 회사가 의도적으로 그런다
기보다 노동자들의 조직사회 분위기가 더 그렇다는 것을 지적한다.
“(현장에서의 생산활동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거보다 한 사람이 없어도 다
른 사람이 보완할 수 있어야 하잖아. 내가 한 개의 어떤 능력보다 다섯 개의 능
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은 건데 … 그렇게 되려면 같이 공과를 인정해 줘야
할 수 있는데 다섯 사람 다 했는데 ‘니가 잘 했다’고 얘한테만 인정해 주면 그
다음에 절대 이 사람한테 협조 안 합니다. 지금 이러면 합니까? 안 하죠. 현장
은 진짜 그거예요. 근데 좀 안타까워요.” (PB)

다른 한편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생산직이 자
신의 자리와 본분, 지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블루칼라의 고민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았다.
“현장직이 연구직으로 간 경우도 있지만, 엔지니어 그룹에 가가지고 … 커나
가기가 어려워요. … 구조가 그래 돼 있습니다 …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걸 벗어
나가지고 다시 새로운 세계로 가서 도전하는 거는 좋지만 그분들은 그분들의
세계가 있어가지고 … 거기서 치고 올라간다는 건 지금 그건 내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현장 기능직사원은 … 자기 분야에 최고가 돼가지고
그 기술을 후배사원들한테 전수를 해가지고 훌륭한 기능과 기술을 가지고 그
거를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나가야 되는 거지 … 꼭 회장이 되고, 엔지니어
가 되고, 석․박사가 되어야지만 성공하는 길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죠.” (PF)
“조직에서 순응하면서 튀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방
식이죠. 그래서 튀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해요. 남들이 하는 만큼 중간 정도 간
다고, 그런 사고가 많거든요 … (고졸 블루칼라가) 이런 대기업 현장에서 연구
직으로 부서를 뛰어넘는 거 진짜 힘듭니다. 4년제 대학 나와서 박사나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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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랬으면 수월하지만 … 힘들어요. 차라리 밖에 나가서 대학원 나와가지고 다
시 취업해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여기서 갈 수 없습니다. 그게 조직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조직 전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튀어나오는 거 절대
안 키워줍니다.” (PC)

개인의 성취가 회사의 지원에 의해 가능했던 것인가, 개인의 성취는 반
드시 팀의 일원으로 평가되어야 하는가, 집단주의 조직에서 ‘튀는 개인’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가 등이 새로운 과제로 등장한 것이다. 집단을
중시하는 ‘노무관리’에서 개인을 중시하는 ‘인적자원 관리’ 방식의 중요성
이 점점 더 부각됨에 따라 회사의 인사노무 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조직이 크면 클수록 조직적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슬로건도 ‘한
사람의 생각보다 열 사람의 아이디어가 모여서 뭐 된다,’ ‘멀리 가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좋다.’ 그 얘기는 한 사람이 튀어나오는 것
은 대기업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게 지금 여기는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어떤 성과물이
나왔을 때 그거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 그래서 누구 말처럼 깔
아 누른다는 게 크지요. 어떤 선을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 넘어섰을 때는 얘는
무조건 그쪽 밑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마흔여덟 살 되다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하는 생각 들어요
… 그냥 여러 사람의 생각이 모여서 하면, 여러 사람 그렇게 무리 중에 뛰어날
필요도 없고, 뒤처질 필요도, 중간 정도만 가서 떡이 있으면 공동으로 먹을 수
있는 뭐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PC)

5. 학력, 직종, 신분 장벽 넘어서기
이들이 공장에서 지위 사다리를 올라가는 데 ‘학력의 장벽’은 현실적으
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항상 큰 장벽이었
다. 특히 어학의 장벽은 이들에게 가장 큰 정신적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어 같은 거 많이 딸려요. 진짜요. 왜냐면 그 양반들은 앉아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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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보거든요. 전부 다 영어로 된 것을 쫙쫙 보는데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그
것을 봐도 몰라요 … 2007∼08년도에 저희들이 공사계획을 잡아서 제강 공장을
다시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 결국은 뭐냐 (어학능력이 딸린다고) 판단을
했었어요. 30년 다 넘어가지고 내 노하우를 새로운 설비에 제공시켜서 그거를
진짜 좋게 해야 되는데, 내가 말로 표현해서 외국 사람들한테, 설계하는 사람
들에게 내 사상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거쳐서 전달하니까 정상적으로 반영이
안 되더라 … 우리 블루칼라도 개인 역량계발을 해서 … 짬짬이 어학학습을 했
었다면 30년 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그걸 반
영했을 건데 … 결국은 설계를 다 해놓고 난 뒤에 보니까 … 현장에 대한 기술
력도 좋지만, 기술력에 어학이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겠다. 블루칼라도. 그래
야 성공시대로 가는 길인데, 제가 37년 입사경력을 갖고 있지만, 가장 가슴 아
프고 한 것도 잘 고치고, 수리 잘 하고 그거 외에는 후배들한테 남겨줄 수 있는
어떤 재산이 없더라는 게 가장 아쉽죠 … 좌우지간 블루칼라도 어쨌든 간에 어
학에 대해서 참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제가 후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 (특히)
영어가 가장 큰 벽이죠.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공고 다니면서도 조금
해 왔었어요. 영어는 물론 배웠지만 사용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 저는 뭐 어
떻든 어학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PB)

현장의 명장들은 기술자로 출발하였지만, 세칭 일류대학 출신 엔지니
어들과 상대해서 조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학력과 상당
한 정도의 자격, 현장에서의 업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절한 학력이 구
비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던 것이다. 이것이 그들로 하
여금 항상 긴장하고, 항상 학습하고, 항상 더 높은 자격증과 학력을 갈구
하게 만들었던 중요한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년차가 될 때 뛰어나가고 싶었어요. 그냥 아 … 좀 … 그 좀 대학 좀 나와서
하다못해 고등학교 실습 선생님도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
건이었거든요? 그런 것을 했으면 이렇지 않았을 것인데 하는데 그 단계 되니
까 또 애들이 살살 커가 나오니까 경제적으로 뭐가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걱정하다 보니까 마흔여덟 살 됐는데 이렇게 질질 끌면서 오더라고요. 결
론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제가 명장 대열에 있지만, 그렇게 늦지 않아요. 상당히
빨라요. 여기 오신 분들 보면 전부 다 오십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빨리 클 수
있었고, 아직도 지금 요즘 자신감이 자꾸 부족해져요. 자신감이. 뭔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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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예, 한 단계 올라가면 그 위에 것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요즘에
는.” (PC)

고졸 생산직이 현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오래 일해도 공장장, 부공장장
등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극히 소수의 예외적인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도 큰 불만 요인의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은 기성제도 등이 유야무야되면서 개선되기보다는 박탈감이 심화되는 양
상으로 나타난다. 정년 직전의 명장들도 공장장, 부공장장 등 책임자급이
되지 못하면 이러한 불만과 불합리를 고졸에 대한 신분 차별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학력 간 차이와 승진 격차 등은 명장이 되어서도 여전
히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응어리 진 불만 요인이지만, 이것이 집단화
된 형태로 표출되지는 않고 있다.
“대학 출신은 엔지니어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오퍼레이터 개념으
로 돼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제일 흔한 느낌이고 우리 직원들의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공대생들하고 차별을 안 둔다’고 하지만 …
좌우지간 공대생들은 공장장, 부공장장 이런 것들도 15년만 되면 다 하는 거
야. 그런데 (생산직은) 뭐 30년 돼도 못 하고 (기회가 거의 없으니) 열 받는 거
야 … 기능직 중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기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같이 경쟁을
시켜줘야 되는데. 말은 뭐 진급, 승진 다 된다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닌 상태로
계속 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반발이 심한 겁니다. 지금.” (PB)

1990년대에 입사해서 신분 상승과 성취 욕구, 자존심이 남달리 강했던
한 고졸 출신 명장은 신분과 직종의 장벽, 연공서열의 한계 등을 넘어서
기 위해 남들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경우도 생기
는데, 그것은 생산직에서 연구개발 부서로의 신분 전환 시도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학력 신장에 대한 욕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
는데, 이 중의 하나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학 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는 것이었다.
“(신분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했거든요. 예, 그 중
에 저거더라고요. 특허더라고요. 제가 지금 연구소 와 있지만 그 당시 기능인
들이 특허를 한다는 것이 힘들었거든요 … 1996년도에 특허를 한 열몇 건 해가

326

한국의 산업발전과 숙련노동: 명장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지고 P사 전체에서 발명왕이 되었어요 … (대졸) 연구원들은 대학교 나와서 명
문 대학에서 박사학위 가지고서나 1년 내내 하는 것이 발명활동이에요. 특허활
동이에요. 저는 현장에서 기름때 묻혀 가면서 했던 개발이고. 그때 제가 느낀
게 ‘아하! 이거다!’, ‘발명의 길로 가는 것이 제일 빠를 것 같다’, 신분상승 뭐 이
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특허 가지고 있는 게 한 300건이 넘어가요.”
(PC)
“1999년도에 학점은행제가 생겼어요. 최초로. 1회로 … (당시) 기술사하고 기
능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지게차 등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
고 하면 40학점씩 줘요 … (학점은행을 통해) 120학점. 거기서 학사자격증을 받
고 … 그런데 현장에서도 자꾸만 대졸자들이 더 늘어나면서 … 이런 게 … 자존
심을 자꾸 건드리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퇴직 전에 순천대학교에서 석․박사
를 받았습니다 … 2007년도에 받았는데, 2008년서부터 지금까지 제련, 제철제련
공학 강의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11일 날 학기말고사하고 종강했습
니다. 1학기 … 지금은 순천대학 겸임교수입니다.” (PG)

6. 노동과 삶의 질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모든 것이 일 중심으로 돌아가던 P사의 직장
문화에도 일정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노동의 질’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노동자들의 여가에 대한 욕구가 커짐에 따라 근무 형태와 노동시간,
그리고 근로조건 등에서 빠른 속도로 개선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부터였다. 24시간 연속 3교대 근무 제도가 4조 3교대 제도로 전환된
것은 노동자들의 노동과정에 대한 불만을 누그러트리는 데 상당한 역할
을 했고, 이에 따라 처음으로 ‘여유’, ‘가족’, ‘여가’ 등이 노동자들의 생활
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다.
“당시는 지금 와서 생각을 하니까 바보같이 일을 한 거죠. 지금, 근데 그 당
시에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365일 노는 날이 없는 거야. 3조
3교대는. 여덟 시간씩 근무하니까 3*8에 24. 그 다음에 휴가가 3일. 결혼휴가도
3일. 그런데 지금은 거의 20몇 일, 22일씩이나 줍니다 … 요즘은 할 달 가까이
놀죠 … 지금 4조 3교대 하면서 사고도 많이 줄었어요.” (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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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도 그게 후회가 되는데, 지금 애들이 남매 있지
만 유치원, 초등학교까지는 애들하고 나들이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때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던 게 지금도 후회가 돼요 … 그냥 대충 해도 먹고사는 데에 지
장 없고, 정년까지 간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왜 순간순간마다 가족들하고
좀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저는 퇴근하자마다 맨날 일 붙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혼자 독학으로 해야 되니까 … 계속 집해서도 일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 그
게 지금 아쉬워요. 아직도 애들은 항상 얘기해요. 개똥이네 집에 누구는 썰매
장에 가서 뭐 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각하면 애들이 아
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했지?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PC)

그러나 모두가 함께하는 집단주의 분위기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나타났
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호봉에 따라 함께 승급하는 단일호봉 제도가
개인의 자격과 능력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직능자격 제도로 전환되었
고, 이에 따라 강력한 집단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가운데 개인의 성취와
능력을 조화시키는 것이 조직의 큰 과제가 되었다.
명장들의 직장 문화와 가치관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세대차’를 통해 일
정한 부분 감지된다. 다시 말해 조업 초창기에 입사한 명장들과 1990년대
이후 입사한 명장 간에 조직 문화에, 개인의 성취, 평가와 보상 등에 대한
인식에서 일정한 ‘온도 차’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회사가 추격자의 위치에서 선도자의 위치를 다투는 지위에 오르게 됨
에 따라 현장에서는 품질과 혁신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과 기법들이 도입되었다. 특히 사내 정보 공유 시스템의 도입,
인트라넷을 통한 전체 회사의 통합적 관리 방식 등 전산, 정보 시스템의
발전은 그야말로 하루가 다른 변모 양상을 보였고, 이러한 변화는 끊임없
이 새로운 학습을 요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얼마나 고령화되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우향우 해가지고 바다로 가
라? 힘들죠 … 과거에는 젊은 혈기에 의해서 막 따라가잖아요 … 그런데 요새는
워낙 아주 세부적인 것, 디테일 한 것까지 신경 써야 되니까, 그래야 (일본을)
넘어올 수 있거든요 … 과거에는 그냥, 그냥 쥐포에 뼈 같은 거 네 개 다섯 개
해도 먹었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것까지 잡아
내야 돼요. 그래야 저기 선진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일본 등과) 동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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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가는 건데, 그게 아직도 멀었어요.” (PC)

7. IT 융합과 시스템화의 도전
P사는 IT 기업은 아니지만 한국 제조업의 생산과 경영 관리 전 분야에
서 IT 도입과 확산을 주도해 온 기업이었다. IT 기술은 위험한 생산공정
에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데 필
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기업의 노동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IT 기술이
없었다면 현장에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충분히 차단된 안전한 운전실에서
작업하는 오늘날의 생산 과정을 실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기업의 IT화는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몇 번의 단계적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처음에는 1970년대 후반 일부 단
위 공정에서 컴퓨터 제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
리고 1980년대 후반에 진입하면 IT를 활용하여 공정을 넘어 제철소 전반
을 연결시키는 디지털화가 이루어진다. 인터뷰에 따르면 1990년대까지도
P사에서는 여전히 매뉴얼 조작에 의존하는 기계적인 요소들이 많았다고
한다. 1990년대까지 압연 공정에서도 컴퓨터 제어 시스템보다는 눈으로
직접 조작하는 수동 조작 방식에 많이 의존했다고 한다. 2000년대에 들어
서면서 비로소 조업 과정에서 축적한 제어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컴퓨
터화가 확실히 정착되었다고 한다.
다른 한편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제철소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생산
과정뿐 아니라 경영 및 관리 시스템 전반을 IT로 결합시키는 통합 시스
템으로 발전하였다. 30여 년에 걸쳐 중단 없이 진행된 IT화는 현장 작업
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새로운 시스템과 기술에의 적응을 요구해 왔던 것
으로 보이며, 이 과정은 상당한 적응 비용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구조적
선택이었고, 현장의 명장들 역시 여기에 적응하면서 일하는 방식을 변화
시켜 왔다. 조직은 좀 더 슬림화되었고, 현장도 소수의 정예 핵심 인력을
중심으로 재조직되었다. 사람이 줄어들었지만, 남은 사람들은 새로운 기
술과 시스템에 적응해나가야 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가 된 것은 1980년도 훨씬 넘어서죠. 과거에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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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누르면서 … 조작하던 것을 … 지금은 컴퓨터 하나 가지고 다 합니다 … 마우
스 하나 가지고 … 화면이 안 된다 그러면 또 다음 화면 부르지 않습니까? 화면
한 40개씩 들어가 있죠. 물론 메인 화면은 한두 개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은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컴퓨터 회사인가, 제철소인가 구별이 안
갑니다.” (PG)
“(1990년대 중반부터) IT 열풍이 많이 불죠 … 회사에서도 IT 자격을 따라고
많이 권장을 합니다 … 그때 저도 IT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부 내에서 제일 먼
저 (워드, 엑셀, 등 IT 관련 자격증을) 땄죠 … 결국 우리 조 전원이 다 땄죠 …
자격증을 따면 회사에서 노트북을 줍니다 … 그때 정말 P사가 IT 쪽으로 참
잘 대응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그때부터 업무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
다….” (PH)
“공장장, 계장, 주임, 반장 이렇게 가던 공장 조직에서 계장제도가 1995년 무
렵부터 없어집니다. … 당시 학부 출신 계장제도가 없어지는데 컴퓨터가 일조
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지 않느냐 싶고요 … 옛날에는 기안을 하면 수
기로 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쓰다가 그때 막 컴퓨터를 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업무들이 거의 다 전산화가 된 거죠. 1999년부터 4, 5년 사이에
부서 사람들이 IT를 엄청 배웠죠 …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때 컴퓨터를 다 하
고, IT자격을 따고 … 각종 협회의 자격증들을 취득했죠 … 이제 2004～05년 무
렵이 되면서 무인자동화 쪽으로 상당히 기여를 하죠. 저희들 부서 쪽에도 코크
스롤 한 번 가열하면 차가 네 대가 있어야 되는데 … 이제 한 세트로 돼서 하고
요 … 심지어는 두 사람이 교대로 운전을 하던 걸 무인자동화 개념으로 갔으니
까요. (여기에 IT가) 기여를 많이 했었고,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 직원들의 의
식도 자동화 개념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웬만한 설비는 … 전산하고 같이 연결
돼 있고 … 품질 쪽 정보도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액션도 하고, 그
때부터 정보공유, 소통이 잘 된 거 같아요. 특히 생산, 품질, 작업에서 책임 소
재까지 다 파악이 되고 … 이렇게 금방 다 같이 공유가 되고. 기여를 한 게 많
죠.” (PH)
“개선, 투자, 보완 이런 것도 많았고, 특히 전산화, 자동화, 무인화 이런 쪽으
로 많고, 그 다음에 오랜 조업을 하면서 쌓이는 노하우 이런 걸로 인해서 제 느
낌은 정말 … 1990년 후반부터 2000년 초반 이 사이에 전산, 자동화 쪽으로 엄
청스럽게 발전을 하는데 … 그 다음에 육체적인 작업들도 장비화 과정에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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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줄은 거 같아요. 육체적으로 움직여서 해야 될 작업들이 장비화가 되면서
많이 줄었죠 …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도 많이 줄었죠.” (PH)

학습과 지식 공유의 방식도 인트라넷 등을 활용한 각종 정보공유 전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근본부터 바뀌는 양상이 나타났다. 사람들이 수기
로 기록하고, 노트로 공유하던 소집단의 현장 지식 공유 활동들이 이제는
온라인 인트라넷으로 전환되어 폴더를 통해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선배로부터 후배로 위계적, 수직적으로 넘겨지던 지식과 정보
도 온라인을 통해 수평적으로 공유되는 방식이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현
장의 지식 공유 방식이 이제 큰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의 장
인들이 축적한 손끝의 생각하는 기술은 이제 컴퓨터의 폴더 속으로 빨려
들어가 누구나 필요할 때 검색해서 꺼내 사용하는 익명의 형식지로 전환
되었다.
관리자들 역시 인트라넷을 문제 해결과 지식 공유의 핵심 수단으로 활
용한다. 공장장이 수시로 ‘오늘 공장에서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
책을 강구해 봅시다’ 등과 같은 방식으로 과제를 제시하면, 여기에 직원
들이 댓글이나 생각 등을 다는 방식이다. 상향식(bottom-up)보다는 하향
식(top-down)의 과제 제시가 여전히 주된 것이지만, 해결 방안이 모색되
는 과정은 과거보다 훨씬 수평적, 유기적이다. 기계적인 명령과 하면 된
다는 사고방식이 유기적인 협력 방식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제가 최고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학습동아리, 학습방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 토론, 오프라인 토론이라는 거는 … 뭐 술 마실 때만 뭐 ‘야, 의쌰 의쌰’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이 방을 만들어 주는 게 학습동
아리에요. 그래서 P사에서는 학습동아리 참 잘 만들어냈다 생각해요. (온라인
학습동아리는) 2004년 무렵부터 … (최근에)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거
의 다들 하려고 하는데, 학습동아리가 발생되면서 … 예전처럼 전임자가 없어
지면 자료도 다 없어지거나 노하우 전수 중단되는 거 많이 사라졌습니다. … 개
인이 내놓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도 이제는 학습동아리 폴더에 들어가면
… 모든 사람들이 같이 보는 거고, 거기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 토
론도 하고, 토 달아주고 다 알게 돼 있어요.” (PB)
“KSI라고 … 지식을 계속 업데이트 시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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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동아리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IT 쪽으로 많이 가면서 이름을 바꿨더라
고요. KSI로 바꿨는데, 우리 직원들이 활발하게 학습하고 기능이 향상될 수 있
었던 거는 학습동아리를 잘 활용한 부서는 엄청나게 온라인적으로 학습이 됐
다.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잘했다 봅니다 … 우리 직원들 노하우도 많이 저장
돼 있고, 지금도 필요하면 예전 거라도 정보만 조회해도 예전 데이터들을 볼
수 있으니까 … 그게 참.” (PB)
“이전의 학습은 무조건 오프라인이죠 … 그런데 연수원에서 가서 오프라인
으로 해가 각 부서 모든 사람들 모아 놓고 교육을 시켜봐야, 집체교육 받아봐
야 뭐 받고 나오면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 졸고 뭐 이래 … 그러니까
연습으로 나오는 거 머릿속에 한두 가지 빼고, 나머지 다 잊어버리고 와요. 그
런데 … 지금은 연수원에서 하는 거는 현장에서 안 되는 부분들만 정신교육부
터 하지 전문적인 것은 오히려 온라인 쪽에서 학습을 많이 해요.” (PB)

평생 현장을 지키면서 개선을 주도해 온 현장의 간부들 중 명장의 지
위로 나아간 사람들은 이제 50대에 들어선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
지는 현장의 기술적 변화와 새로운 학습에의 도전에 상당한 부분 성공해
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다. 결국 공장의 모든 과정을 한눈에 파
악하고, 현장을 감독하면서 공장의 살림을 책임지는 ‘부공장장’의 지위까
지 오르기 때문이다. 물론 공장장은 대졸 출신 관리자, 경영자의 몫이었
기 때문에 사실상 P사의 고졸 블루칼라 노동자가 오를 수 있는 자리는 부
공장장 정도가 최고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8. 고령화의 역습
최근 들어 걱정거리의 하나는 고령화와 세대 간 단절이다. 고령화에 대
한 명장들의 인식은 개인에 따라 상당한 온도 차가 있다. 세대 간 단절과
전통의 단절, 숙련의 단절로 결국 제철소의 현장 경쟁력 저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은 선배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걱정
은 분명 일정한 실체가 있는 듯이 보인다. 다른 한편 후배들의 능력과 향
상된 기초 능력, 그리고 체계적인 훈련으로 젊은 후배들이 제철소의 현장
을 더 발전시킬 것을 믿는 ‘낙관론’도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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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들의 전통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중간 허리가 없어서 걱정이에요 …
(중간 허리가 없으니까) 하물며 15년 되는 사람이 최하에요. 밑에 직원이 없다
니까 … 15년 된 애 밑에 2, 3년 된 애들 들어오면 있잖아요? 나이가 이제 23∼
24세가 들어오고, 이 사람이 서른여덟, 서른아홉이에요. 뭐, 뭐 대화가 잘 안 되
니까? … 세대 차이가 나니까 얘들은 늘 뭐 인터넷 들어가고 조회하는데 … 그
러니까 … 저같이 (젊은 시절) 선배에게 붙어가지고 ‘형님 뭐 이건 뭡니까?’ 이
래야 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형님’ 할 수도 없고
‘선배님’ 할 수도 없고 … 이래서 기술력이 퇴보될 수 있다. 회사에서 이런 거를
생각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걱정되는 부분의 하나에
요.” (PB)
“일부 내보내고, 명예퇴직 제도 만들고, 회사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생산량은 있는데, 직원만 많아서 이득을 남길 수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한 번 모집할 때 왕창 한 3천 명, 2천 명 모집했다가 그 다음
또 사람 꼬이니까 이제 모집을 안 해버리니까 그 다음 아웃소싱해가지고 다 보
내버렸지. 중견사원들이 거의 다 나갔는데. 결국은 사이사이의 사람들이 다 빠
져나가면서 지금 4조 2교대 되면서 사람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집
하는데 2, 3년짜리만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PB)
“이제 생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구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
에 품질에 대해서는 엔지니어 쪽이 많이 들고 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지금 봐
가지고 그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어떤 체계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아까 말
씀대로 노하우를 전수하는 체계가 돼가지고 습득을 해야 되는데 … (P사 같은
회사는 결국) 실제로 현장에서 트레이닝을 해야 노하우 전수가 되는 건데 …
(아무리 말로) 설명해 봐도 설비 막 돌아가는 소리 나는 현장에 와서 다시 해
봐라 하면 그거는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교육시켜놔도 뭐 머릿속에
든 거는 있겠지만 잘 안 되죠 …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대로 Off Job으로
가서 교육을 아무리 받아도 습득이 안 된다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Off Job, On Job 상태에서 트레이닝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기구가 지금 없다는 겁니다. 있어도 직영 수가 워낙 줄어가지고 자기 업
무 하기 바빠서 밑에 사람 데리고 트레이닝 할 시간 별로 없어요 … 제일 중요
한, 40년 가까이 문제점을 무수히 보고 느끼고 해서 축적한 숙련 경험이 현장
에서 없어진다는 게 걱정됩니다.”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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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들에 대해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불안감은 없습니다
… 저는 사람을 만났을 때 단점보다는 장점을 잘 밀어줍니다. 제 밑에도 젊은
직원들이 20명 가까이 있습니다. 개중에 물론 일부 직원은 조금 능력이 떨어지
는 건 맞아요. 상대적으로 보면.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후배들 정말 대단
한 실력입니다. 저희들이 옛날 10년 배우는 걸 1년 만에 배우고요, 그걸 저는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 옛날에는 지가 실습해 보
고 뛰어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괜찮더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은 앞에 선배들이, 그런 걸 다 정리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배우고 들어왔는데,
학교에서 다 배웠는데, 그리고 정보가 정말 많은 시대인데, 능력이 뛰어난 거
는 당연한 거다. 과소평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PH)

9. 경쟁 업체, 경쟁 국가
P사는 최근 예전에 직면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차원의 도전을 느끼
고 있다. 경제성장의 엔진이 식어 가면서 철강 제품에 대한 내수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국내외의 새로운 경쟁자들이 대거 등장
한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새롭게 등장한 경쟁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P사로부터 기술과 인력을 전수받았던 국내외 기업들이다. 일본 철
강업체들이 P사를 키웠지만 결국 P사에게 자신의 자리를 상당 부분 양보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 이제 P사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직면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유일한 일관종합제철소로서의 독점적 지위도 몇 년 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현대제철의 가동이 시작된 것이다. 사실 현대제철은 P사의
퇴직자, 전직자들이 그들의 조업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한 꼬마 P사라 해
도 과언이 아니다. P사는 이 작은 P사의 등장을 그다지 크게 보지 않았
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이주해서 만든 공장이 단번에 P
사와 거의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곧바로 생산하는 것을 봄으로써 다른 경
쟁자들도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도전은 해외에서도 일어났다. P사가 ‘일본 학습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P사의 학습자였던 중국 제철소들이 P사와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기술을 향상시킨 것이다. 2000년대에 최고의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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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제철소로 화려하게 세계 시장에 등장했지만, 이제 P사에서 ‘최고’라는
지위와 그들이 쌓아 온 자존심은 새로운 시장, 새로운 경쟁, 그리고 새로
운 환경의 도전 앞에서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현재 당진의 핵심 설비는) P사에서 빠진 인력이 가동하는 거로 볼 수 있
고, 결국 P사 모델이 가동되는 거지요. 거기는 고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다 갔습니다 … 빼 간 것은 아니고, 주로 퇴직
자들이나 퇴직 예정자들이 … 현대제철은 고로뿐만 아니고, 제선, 제강, 압연까
지 전부 다 저희 직원들이 가서 했어요 … 여기 생산직들이 다 만들어 준겁니
다.” (PE)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신설비가 들어오면서 아웃소싱으로 나갔던 사
람들이 거기로 다 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퍼레이터들은 여기서 했던 사람들하
고 똑같다고 봐야 돼요. 신설비를 관리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따라오잖아요.
기술수준이 어떤 거 보면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년, 20년
더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 현대체철이 저렇게 빨
리 따라올 줄 몰랐죠. 현대제철이 그렇게 빨리 따라온 것을 보면, 결국 우리가
했던 것들이 별것 아닌 것도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르고요. 남들도
그 정도 여건이 주어지면 한다 이거죠. 더군다나 이제 중국이 막 올라오고 있
지 않습니까?” (PC)
“중국에다 전기 강판 기술을 우리가 전수해 주고 공장 지을 때 설마 얘들이
이렇게 우리와 동등한 수준으로 올라올 줄 몰랐거든요. 지금 다 올라와 있어요
…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 실지로 이루어지는 기술들은 그렇
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도 보면 …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것들 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따라오는 거고 이제 같이 경쟁해야 되니까 더 치열해지잖아요 … 우리가
오히려 (잘한다는) 착각 속에 살지 않았나 생각 들어요.”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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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성공한 블루칼라, 그들은 누구인가?

1. 명장의 정체성
한국의 철강산업을 이끌어 온 P사의 명장들은 이제 정년을 몇 년 남기
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회사가 특별히 큰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력을 통해 끊임없이
일과 직장에 헌신해 온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인간들이다. 기업가들처럼
큰 재산을 일구지는 못했지만, 분명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그들의 특징과 속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은 어려울 뿐 아니라
조심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기반으로 ‘한
국의 성공한 블루칼라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성공한 명장들의 첫째 특징은 이들이 근면하고 끈질긴 노력형, 학습형
인간들이라는 점이다. ‘꾸준한 학습과 부단한 노력’이 이들의 으뜸가는 정
체성의 요소인 것이다.
“궁금하면 또 찾아보게 되고, 찾아보게 되고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자꾸 찾
게 되다 보면 깊이가 더 깊어지고, 또 이제 다른 분야에도 이렇게 알고 싶으면
찾아보고 하다 보면 약간씩 더 넓어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좀
많은 부분을 알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PA)
“지금까지도 … 후배님들한테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공부하
고,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일도 역시 뭐 ‘일이라는 게 노동이기보다는 나이 먹
으면 먹은 만큼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에 있어야 된다’ 그
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요. 그래서 주위에 계신 분들
은 학교 다니기가 어려운데 통신고등학교, 통신대학이라 할지 이런 데를 다니
고, 그래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PA)

명장들의 둘째 특징은 ‘강한 책임감’과 ‘자긍심’이다. 명장들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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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은 개인적 자질과 회사의 독특한 탄생 배경,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
해 형성된 P사만의 집단적 정서와 맥을 같이한다. 책임감과 자긍심은 여
러 가지 어려움, 주변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회사를 엮어 준 중요
한 심리적 유대의 끈이었고, 회사를 떠나지 않았던 요인의 하나였다.
“S엔지니어링에서도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봉급 세 배 더 줄
게’, ‘좀 와다오.’ 근데 안 갔습니다. 의리라는 게 있잖아요? P사가 날 만들어주
고, P사가 있음으로써 우리 애들 교육 다 시키고 와이프하고 의식주 해결 다
하고 이렇게 생활해 왔는데 저기서 좀 많이 준다고 해서 나는 거기 가면 안 돼.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런 의리는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리가 없으면 길게
못 갑니다 …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 걔들도 그런 방식으로 삶
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PE)

셋째 특징은 ‘메모광’ 기질이다. 이들은 자신의 현장의 모든 것들에 대
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특히 자신이 맡은 업무와 공정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의 집중적인 관찰과 기록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메
모광 기질은 그들이 일구어낸 현장에서의 수많은 크고 작은 혁신의 기본
바탕이다.
“저는 … 지금도 노트가 있었잖아요.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몇 월 몇 일 어
떤 작업을 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고, 어떤 사고가, 왜 났다’, ‘그때 주조 온도
는 얼마였고, 어떠어떠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런 사고가 났다’ 이렇게 쫙 시
트를 항상 적어놨었죠. 메모를 해놔요. 수첩에 딱. 그리고 집에 와서는 그놈을
다시 노트에다가 다시 복기하면서 일을 배웠습니다. 메모광이었어요, 메모광
….” (PE)

넷째는 ‘업적주의’를 통한 인정이다. 명장들의 대다수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스스로 일어선 사람들이다. 이들은 조직에 충성하고, 현실에 순
응하는 보수적 기질도 있지만,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업적과 성과를 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현장에서의 업적은 이들이 학력과 신분의 장벽을
넘어서는 중요한 수단이었으며, 승진을 위한 거의 유일한 발판이었다.
다섯째 특징은 ‘솔선수범’이다. 솔선수범은 겸손과 배려라는 독특한 행
동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러한 행동은 특히 경력의 후반부로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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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두드러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은퇴한 명장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
보면서 결국 강한 인내심이 동반된 겸손과 배려의 자질, 그리고 말이 아
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솔선수범 때문에 자신들이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었
고, 또 현재 후배들에게 무언가를 전수하는 교사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
각한다.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동료 간에 어떤 관계든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항시 걔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도 제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거
든요. 그럼으로써 애들이 따라오고 인정을 해주고 그런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따라옵니다 … 그래서 항상 걔들한테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출근도 뭐 여섯
시 반. ‘야, 저 사람 뭣 하러 저렇게 일찍 올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전 저 나름
대로 와서 책 봐요. 한두 시간 동안 책 보고 퇴근도 늦게 해요. 보통 한 시간
반 늦게 합니다. 퇴근을. P사에 근무할 때는 근무시간이 한 열일곱 시간씩 됐
었어요.” (PE)
“포항에서 여기 광양으로 와 보니 열연공장에 제철공고 나온 애들 … 그러니
까 걔들한테 뭔가 주어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는데 내가 걔들한테 해주는 게
없으면 걔들이 뭘 나를 가르쳐 주겠냐고 … 그래서 매일 가서 마데 가지고 청
소를 했습니다. 매일, 그래 출근하자마자 마데 화장실 가서 빨아가지고 청소를
하고 퇴근 30분 전에는 또 빨아가지고 다음 조가 들어가면 기분 좋게 들어오
게,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청소를, 그걸 계속했어요. 그 다음에 궂은일은 다 찾
아서 했어요. 양변기가, 화장실이 막히면 똥물을 퍼내고 … 제가 구멍을 뚫었습
니다.” (PE)
“후배 사원들이나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는, 솔선수범 행동을 보이며 그
동안 터득하고 습득한 노하우를 주기적으로 알려주며 지속적으로 실시 여부
를 확인하는 것이 방법이지요.” (PA)
“배려도 많이 해줘라. 당신도 언제나 P사 맨이 아니다. 3개월 후에, 아니면
1개월 후에 또 우리 M테크에 와서 근무를 할지 어떻게 아느냐. 어디 가서 어
떻게 아느냐. 그때 생각하고 당신을 관리해라. 그냥 그런 얘기 해요. 그럼 맞거
든. 사실은 맞거든.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많이 반영을 시켜줘요. P사 직
원들하고 어떤 사고방식이라 할지, 배려하는 방법, 이런 것을 굉장히 폭넓게
해주고 그러죠.”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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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서 정말 할 말 제대로 하면서도 격려를 많이 하거
든요. ‘야, 참 고맙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 와서 있는 거야’ 그러
면서 얘기를 하면서 등 두드려 주고, ‘업무도 없네’ 하면서 걔들 문제점 해결해
주려고 그러고. 걔들이 얘기를 하면 내가 그걸 해결해 주고.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PE)

마지막으로 한 가지 특징은 집단 속에서 멘토의 역할이다. 이들의 대부
분은 젊은 시절 거의 모든 것들을 스스로 몸으로 익히고 배웠지만, 정년
을 앞둔 고참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전수
하는 데 매우 관대하며 적극적이다. 현장에서 뒹굴며 스스로 배워야 했던
자신의 어려움을 후배들에게 그대로 투사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한 팀
과 조직의 책임 있는 리더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최대한 후배들에게 전
수하는 것에서 직장 생활의 마지막 보람을 찾는다.
“제 분야에서 후배들을 지금까지 함께 일하면서 육성하고 있어요 … 이론적
인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강의스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
분들이 참 어려운 점이 많았고, 어찌 되든지 제가 느꼈고, 깨우친 거를 알려주
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만의 기술은 아니잖아요 … 이제 스터
디그룹도 만들고 회사 내에 카페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자료들을 올리고 그
러면서 같이 토론도 하고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제가 ‘너무 이런
이론적인 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학교도 좀 다니고 그래서 늦깎이지만 학교
도 좀 다니고. 야간에 전문대도 다니고, 뭐 또 다른 분야도 잠시, 디자인도 좀
공부 좀 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순천대학교 산업대학원 야간 기계공학과를
다녔어요. 지금 수료까지는 해놨고, 이제 석사 논문 작성 중입니다. 석사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느낀 점이 많이 있어요 … 한 분 교수님은 참 판서를 잘
하시면서 조리 있게 잘 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점도 제가 배워야 될 부
분이고, 또 인터넷 강의도 즐겨 봅니다 …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관련된
정밀측정 산업기사라 할지 자격증도 따게 되고 이쪽 분야에 앞으로도 좀 관심
갖고 업무를 할 것 같고요. 아마 한 5년 안에 정밀측정 분야에 명장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PA)
“제가 지금은 활동도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우리 학교에 보면은 마이스
터 애들, 걔네들 이제 기술전수를 많이 해요. 그동안 걸어왔던 어떤 스토리 같
은 거 … 어디든지 요청하면 다 가서 후배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싶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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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에 관련되어 있는 애들이 이제 지도도 하고 그 다음에 전국대회 가면 심사위
원도 나가고. 그 다음에 지방 경기대회 나가 심사도.” (PC)
“어느 단체나 집단이나 그런 건 있겠죠. 일을 잘하는 친구 밑에는 이렇게 시
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직책에 따라 일하는 분야와 공정이 정해져 있거든요 … 솔직히 그것
만 운영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 모두가 함께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팀을 이루
면서 일을 하는 거죠 … (그러니) 긍정적인 생각과 문제의식을 갖고 보는 눈하
고, 그냥 8시간 근무하고 월급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 하여튼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많이 리드를 했죠.
그런 식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것들, 당위성 … 하면서 좋아졌을 때는 항상 하
위, 부하 직원한테 다 물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죠. 과거에 우
리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선배가 해줘야 될 일들은 분명히 해줘야 된다는 생
각을 했기 때문에 … 내가 어떤 직책을 맡은 다음에는 후배들한테는 계속 노하
우도 다 알려주고, 다 공지해 주고….” (PD)

2. 은퇴는 없다
성공한 명장들은 회사를 떠나서도 지속할 수 있는 한 계속 자신의 경
력과 일을 추구하는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은퇴 후 이들의
삶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그 첫째는, 자신이 현직 시절 관리하고 감독하던 계열회사의 임직원으
로 재취업하는 경우이다. 현역 시절 관리하던 외주하청업체가 은퇴 후 다
시 그들의 직장이 되는 것이다. 이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경력을 시작하지
만, 자신들이 축적한 노하우와 지식을 전수할 여지는 충분히 많다.
“지금 전직한 M테크에서는 (P사에서 공장장 하다) 보좌역 하는 의미로 갔
었어요. 그래서 사실 P사 직원들하고 우리 계열사나 협력업체 직원들은 생각
하는 사고라 할지 이런 게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생각, 사고방식이라 할지,
지적 수준이라 할지 이런 것을 상향시키기 위해 제가 갔던 거예요. 처음에 가
서는 그런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업무보다도 더 시급한 게 있더라고
요. 왜 그러냐면 포장품질이 불량이 많이 나요. 보통 3.1% 불량이 나고 있더라
고요. 그래서 그 업무를 같이 하면서 포장품질 관리를 하게 된 거죠. 지금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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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6ppm, 0.0003 이렇게 … 불량이 네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 같으면 뭐 생
각도 못 했죠.” (PE)
“포장에 문제가 뭐냐면 (수출을 위해) 적도를 넘어가서 멕시코나 이런 쪽을
갔을 때 물이 침투해서 녹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봉을 어떻게 잘
하느냐. 물이 안 들어가게. 그걸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느냐, 그
것을 고민하고 계산하고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꿨던 겁니다 … 제가 가
서는 1년 후에 전부 바꿔 놓은 거죠.” (PE)

둘째는, 자신의 경력과 축적한 지식을 기반으로 각종 강연, 후배 교육,
평가, 그리고 가능한 경우 자원봉사 등을 통해 비교적 독립적인 삶을 살
아가는 경우이다.
“정년퇴임 후 8년 정도 넘었지만 여전히 강연, 심사, 교육 등 바쁜 일상을 소
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 고등학교를 제일 많이 다녔는데, 지금 중학교 배
정이 많고, 초등학교도 가끔 가고. 엊그제는 잡 월드? 성남에 새로 생긴건데.
전국에 학생들 모이는데, 거기서 진로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것
도 하다 보니까 계속 (강연 요청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 폴리텍, 일반대학도
가고….” (PF)

계열사 재취업, 독립적인 활동 등으로 이들의 삶은 여전히 분주하다.
은퇴 후에도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명장들은 주변의 ‘좋은 평가’가 얼
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한다. 현역 시절 조직에서 좋은 평가를 받음으
로써 자신이 지금 누리는 분주한 삶이 유지되는 기반이 된다는 것을 강조
한다.
“저는 기성보를 했습니다. 기성 정년은 65세, 기성보는 60세, 일반 직원들은
56세가 정년이었으니 4년 더 했죠. 원래 2004년도에 나가야 되는데 한 4년 더
했어요 … 이후 이직해서 16명이 근무하는 포스그린이라는 계열사에서 생산본
부장(전무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P사에 근무할 때는 한 장 정도 받았는데,
지금은 거의 90∼95% 받습니다 … 그리고 제가 서브 잡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
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제, 채점, 면접 위원으로 가기도 하고요 ... 고용노동
부 자격심사위원으로 되어 있고. 이제 2학기만 나가는데 순천대에서 1년에 반
학기씩 출강합니다. 또 이 지역에 새마을금고라고 있어요. 거기에도 사외이사
로 나가고 있고, 회사 다니고, 모임도 여러 개 있고….” (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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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형태이건 그들이 일하던 회사와의 ‘인연’과 ‘관계’라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큰 도움이 된다. 자신이 직장 생활을 통해 평생 쌓
아 온 ‘인적 자본’뿐 아니라 ‘사회적 자본’을 결합시켜 은퇴 없는 삶을 지
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은퇴한 명장들은 가능하면 최대
한 그 인연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강하며, 현역 시절보다 더 사회적 관계
를 중시한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은퇴 없는 삶을 지
속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퇴직하고, 계열사 가서도 친정하고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P사 있을 때 얼마나 성과를 올리느냐. 인정을 얼마나 받았느냐. 얼마나 있으면
서 잘 했느냐. 여기에 따라가지고 같이 근무했던 상사들이 생각해서 (퇴임 후
일자리를) 주는 거지요. 그래서 계열사라 할지 외주사라 할지 이런 데 관리자
들끼리 연락을 해가지고 … 어디서나 자기가 하기 나름이죠. 자기 잘못하면 개
판 치고 그러는데 쓸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 인맥관리라는 게 중요
한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가 성과 내고 잘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 ‘아, 저분 정말 잘 하신 분이야’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그런 평가를 받고 가서
또 근무하고 그런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 상사한테 정말 뭐 속된
말로 비벼가지고 좋게 보여서 다른 회사 가서도 만약에 과거에 자기가 그 사람
들한테 배려를 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잘못 가졌다면 지금 그 회사 직원들이 그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PE)

명장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 속에서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무사
히 정년에 도달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P사라는 큰 ‘장원’에 들
어옴으로써 자신들의 삶이 이 정도까지 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생산직
으로서 이러저러한 아쉬움은 남지만 성공한 인생으로 생각한다.
“P사 근무한 지 지금 37년하고 지금은 6개월 됐습니다. 6월 달 기준으로 생
일이 6월인데 이 달이 정년 56세 되는 달입니다. 정년이 됐어야 되는데 1년 전
에 또 직원들끼리 합의를 하고 투표를 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가지고 2년을
연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2년 연장하고 저 같은 경우는 1957년생인데 이제 재
고용 1년, 그래서 3년 남았어요 … 7월 1일부터 이제 90%를 받습니다. 연봉 개
념으로 … 저로서는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해준 회사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
사합니다. 뭐 막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입사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살게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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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처자식도 잘 있고 건강하고 지금까지 먹고살 수 있었고.” (PA)
“저도 언젠가는 OB가 될 거고, 그래서 선배들 재취업 케어도 합니다. 일 년
에 한두 차례 이렇게 만남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혹 전화도 한 번씩 해보고,
경조사 같은 거는 … 메시지도 다 넣어 드립니다 … 특히 1995년도 명퇴를 하신
이런 분들은 정말 좋지 않은 이미지를 아직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저희들하고 계속 연결을 해 가면서 여기 건설 현
장이나, 아니면 레저업체에 가서 관리를 해서, 이쪽 P사 후배들하고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995년도에 P사에서 45세 이상 장기근속 사원
들이 주로 명퇴 대상이었죠 … 그때 저는 생각을 달리 하죠. 마냥 정년퇴직은
아니다. 뭔가 평상시에 자기계발이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많이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죠.” (PH)
“제가 보는 시각은 저를 포함해서 … 변화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 후배 사
원들이 와서는 진짜 일당 오, 삼을 금방 하는데, 선배 사원들의 고정관념은 아
직 기득권이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게 빨리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나의
부족한 거는 후배가 채워주고 … 나의 노하우를 같이 접목을 해서 쓰고, 또 회
사가 발전하고, 공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아직 선배고, 옛날 어떤 직책을 가졌고, 이런 의식은 좀 빨리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 지금은 많이 바뀌어 가는 거 같고. OB님들도 자기의 평생이라 할까요?
거의 20년 이상 다닌 직장을 긍정적이고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PH)

P사에서 평생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성공적인 경력을 일구었지만, 이
들에게 P사는 여전히 거대한 ‘밥그릇’, 수많은 사람들이 얽혀 희로애락을
겪으며 살아가는 거대한 ‘장원’이다. 그래서 문제도 많고, 걱정도 상당하
다. 선배들은 그들의 장원이 더 발전하고 알뜰하게 관리되면서 후배들에
게 전수되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결코 생각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여
곡절과 갈등, 그리고 쇠퇴의 위협이 항상 상존하는 걱정의 대상이다.
“예전에는 지역사회에서 P사 사원들을 노란병아리라 (비꼬면서) 대화가 안
통했는데, 이제는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관계가) 많이 좋아졌
어요 … 예전에는 P사 사람들하고 주민들하고 안 좋았죠. 택시도 잘 안 태워 줄
정도였어요 … 지금은 안 그렇죠 … 제가 봤을 때 회사에서 잘했다고 생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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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사회 환원 쪽에 그 지역민들하고 같이 가는 활동이 아마 가장 잘했다.
그것 때문에 P사가 그래도 직원들이 편안해야 회사 와서 일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PB)
“P사에서 은퇴하고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계속 무언가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 P사에서 퇴직하신 분들은 늘 보면 무슨 사업을 해
도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을 회사에 있다가 나온 사람은 사업을 해도 잘 안
된다 그래요 … 그러니까 뭐 OB라 이러잖아요? … P사에서 정년퇴직을 하신 분
들도 65세까지도 재취업해서 할 사람 많아요. 예전에 56세에서 정년퇴직 해서
갈 데가 없어도 OB들 … 재취업 기회가 억수로 많아요. 계열사도 있는데, 자회
사가 워낙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자재나 설비 공사 납품
이게 생각보다 많아요.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발주를 내고 다 이거 하잖아요?
… 저한테도 전화 오는 게 많죠….” (PB)
“(다른 부담으로는) OB가 너무 많으면 이제 머리 아픈 거야. 진짜 사람이
정이잖아요? 물론 뭐 윤리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똑같은 입장에서 이
렇게 해야 되지만 그래도 같은 값이면 OB, ‘아이구, 내 아는 선배가 가져갔으
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인데, P사 역사가 자꾸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저도 마찬가지로 좀 있으면 나가면
우리 후배한테 야 내가 그거 그래도 참 뭐 같이 또 반장도 시켜주고 뭐 이래
했는 부하가 이제 파트장 하고 있는데, “야, 그럼 누구 파트장이야, 나 이제 좀
먹고살게 야 이거, 이거 좀 구매 좀 하는데.” 맞습니다. 식당을 해도 그렇고. 그
러니까 식당을 하던 뭘 하던 로비 이게 생각보다 많고 지금 있는 OB들이 P사
안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나중에 들어와야겠지만 …
윤리적인 문제도 발생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
고 좀 힘든 거 같아요 …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이야기로 하면 그때 P사가 있
었기 때문에 퇴직하고도 아, 진짜 먹고 살 수 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조금 주
인의식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는 어떤 분위기는 됩니다. 어떻든 간에 P
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옛날 갈등도 좀 완화되고….” (PB)
“일자리도 그런 식으로 구해지는 경우도 생겨요. 자식들보고 아빠 퇴직할
때 되었는데, 아빠 계실 때 원서를 내라 … 그래서 들어오면 이제 2세가 근무하
는 거예요 … 꽤 많이 생기고 있죠. 그러다 보니 부모들이 아, 얘 대학교 가서
뭐 이런 거 하는 거보다 차라리 아빠 퇴직하기 전에 먼저 아빠 있는 회사에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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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들어가서 정착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에서 진짜 좋은 대학교 안 보내는 부
모도 많아요 … 전문대학 다니다가도 입사 기회가 생기면 ‘빨리 내라’ 이래가지
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PB)
“그러고 또 P사가 포항지역, 경상북도 지역에서 P사를 좋아하는 이유들이
그거잖아요? P사 직원, 그러니까 포항 근방에, 근교에 그 지역민 30%, 40%,
100명을 뽑으면 30명은 지역민을 뽑겠다. 그것 때문에 이 근방에 있는 우리 자
녀들이 많이 들어왔죠. 최근 들어서. 엄청 들어온 거예요.” (PB)
“그러다 보니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고 … 그래서 진짜 … 제
가 인사부서 사람도 아니지만 … 기본 자질이 엄청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돼요
… 예전에는 블루칼라라 해도 들어올 때 치열한 경쟁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들
어왔는데 지금은 이 근방에 30%를 뽑는다면, 100명 중에 30%가 이 근방인데,
이 근방에 P사공고 외에 사실 보면 전부 다, 이런 이야기 해서 죄송하지만, 제
가 P사공고 나왔다고 아니고, 뭐 영일고등학교, 영일공고, 뭐 어디, 경주 무슨,
뭐 무슨 공고 … 이건, 그거는 진짜 갈 데가 없었어요. 이거 진짜 갈 데가 없어
서 외지로 유학 보냈다 이러잖아요? 부모도 울고불고 해가지고 이제 갈 데 없
으니까 이래 보내 논 애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 1등부터 10등 한들 사실 포
항에서 안 되는 직원들 자녀잖아요? 근데 걔네들 30%를 뽑으니 와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 기초적인 걸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할 거에요? 진짜 미치는 겁니다.”
(PB)

이들은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배우고 익힌 것들을 후배들에게 전수함으
로써 그들의 혜택을 사회에 되돌려주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 하청
업체, 중소기업, 공고, 대학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교육, 강연, 실습 등을
지도하며 자신들의 경험을 전수하는 것을 상당한 보람으로 생각하며 오
늘을 살아간다.
“많은 작은 중소기업 …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종사하는 사람도 그
렇고, 마인드가 많이 부족해. 일손도 부족하고요. 그쪽에 가서 제가 했던 설비
나 의식, 또 환경, 좀 깊이가 들어가면 측정, 정비관리 유지, 이런 것을 기여를
좀 하고 싶어요 … 제 꿈이 어렸을 때는 과학자였어요. 그런데 이 회사를 다니
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 제 꿈이 구체화되고, 제가 하는 일이 더 좋았던 것 같
아요.”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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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후에 제가 가르친 후배하고 저하고 지금 아홉 살 차이인데 한 5년 안에
는 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 제가 적극적이라 할까? 그래가지고 막 하
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우회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특허 이런 것도 잘
하고 있고요 … 이제 그 후배님이 명장이 되는 날 제가 후배님을 잘 육성하고
… 그리고 후배들은 그 밑에 또 후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서른세 살 먹
은 후배인데 아주 열심히 하죠. 그분도 제가 이름에다가 전화번호부를 써놨습
니다.” (PA)
“P사 본사에 있다가 계열사로 가서 경험한 걸 제가 본사 파트장들이나 공장
장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얘기 많이 해줘요. 너희 아직 변하려면 멀었다. 사
회가 환경이 변해 가는 걸 왜 모르냐. 누구 말로는 배려하고 뭐 경청하고 그런
다는데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우리 직원들이다. P사 직원이 아니고 M테크 직
원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잘 해준 거, 안 해준 거 보려면 M테크 직원한테 얘
기를 들어봐라. 그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해서 저도 작년에 심리상담사 1급 자
격증을 받았거든요.” (PE)

제8절 요약 및 함의

1. 현장 만들기의 특징
철강산업에서 진행된 숙련형성 과정은 기본적으로 ‘압축적 후발 산업
화’를 주도한 선도기업에서 블루칼라 핵심 노동력이 어떻게 형성되어 갔
는가를 잘 보여준다. 현장의 핵심 인력이 형성되는 과정은 학습과 훈련을
통한 ‘노동력 만들기’였다. 이는 국가와 대기업이 주도한 노동력 모집, 신
속한 학습과 체제 적응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는 주어진 기술
과 조업 노하우를 얼마나 빨리 학습하고 신속하게 생산에 임할 수 있는가
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은 다양한 영역에서 양질의 기초 능력을 지닌 인력을
공채를 통해 모집하였고, 주로 공고 출신 우수 졸업자들이 현장의 기간
인력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 가정 형편은 어려웠지만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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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이 우수하고 높은 학습 잠재력과 강한 성공 동기를 지닌 젊은이들이
대거 회사에 몰려들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생산 현장의 기본 틀과 고유한
정체성이 다져졌다. 회사는 높은 학습 능력과 성취 욕구, 조직에 대한 충
성심 등을 갖춘 우수한 기초 인적자원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었다.
초기의 생산 현장을 만들어 갔던 사람들은 거의 모든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했던 ‘자수성가형’ 인간들이었다. 이들은 입사 직후 관련 업
종에 종사했던 선배들로부터 최소한의 지식만을 전수받았고, 설비와 조
업 분야에서 일본의 기술을 수입하고, 기본적인 도움을 받아 설비 가동을
시작했다. 설비에 대한 기본 이해는 주로 대졸 기술자, 엔지니어 등이 입
수하여 번역한 매뉴얼을 통해 그 윤곽 정도를 파악하고 조업에 임하는 방
식으로 학습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현장 투입 직후부터 엄청난 위험과 희
생이 동반된 현장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제조공정 노하우를 빠른 속도
로 축적해 가는데, 이는 거의 온 몸으로 연마하는 조업 기술이었다. 이와
같은 조업 초기의 현장 만들기는 직인이나 수공업적 숙련이 아닌 ‘학습과
훈련(learning and training)’을 통한 인력의 ‘양성(cultivation, building)’
이라는 점에서 ‘노동력 만들기’를 주된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과정은 선
발 산업화 국가에서 진행된 전통적 도제 숙련과는 그 길을 달리한다.

2. 기업의 역할
초기 P사의 현장은 기본적으로 기업 주도적 성격이 강하였고, 그 문화
와 행동 양식의 기본 모델은 ‘군대’에서 원형을 발견할 수 있다. 회사는
가난한 집안의 젊은이들에게 군대식 규율, 애국심, 지위 상승과 성취에
대한 열망을 분출할 수 있는 기회와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어떤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목표와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에너지를 효과
적으로 결집할 수 있었다. 압축적 후발 산업화의 현장 노동자들은 단기간
에 많은 양의 지식을 습득할 것을 요구받았고, 기업은 오직 학습과 훈련
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적, 물적, 사회적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필
요에 신속히 대응하였다.
기업은 현장의 엘리트 블루칼라 노동력을 조직적으로 육성하고,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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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와 사회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현장 노동력을 강
력한 힘으로 통합하고, 이들이 함께 공유하는 집단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지원하는 각종 제도적 기제들을 만들었다. 현장 엘리트 노동력을 발
굴 육성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한 인사제도는 블루칼라에게 승진과 신분 상
승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지만,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하는 제철소 특유의
문화적 정체성으로 굳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개인의 특별한 재능이나 자질보다 설비의 효율성과 순조로운 가동, 그
리고 막힘 없는 공정의 흐름을 유지해야 하는 일관종합제철소의 특성상
개인의 탁월성이나 기량보다 전체와 함께하는 팀워크가 중시되었다. 이
때문에 제철소에서는 뛰어난 개인에 대한 특별한 예우나 혜택 등을 제공
하지 않았고, 명장들은 오로지 스스로의 힘으로 그들이 지향하던 목표를
추구하고 기량을 닦아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사에서 핵심 명장들의
성장은 신분 안정을 위한 다양한 인사 및 복지 제도, 현장의 개선을 촉진
하기 위한 각종 제안제도 등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3. 훈련, 규율, 학습
초기의 노동자들이 기업 시스템으로 흡수, 통합되면서 선진 기술과 설
비에 대한 지식을 고된 학습과 훈련을 통해 익혀 가지만, 이를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 다양한 경험, 지속적 훈련이 축적되
는 장기간의 학습 과정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했다. 노동자들의 훈련
은 현장 내외에서의 고밀도 학습을 모두 필요로 했지만, 조업과 관련된
학습의 중심은 작업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 학습’이었다.
현장의 가동과 운영 과정에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고, 운전 노하우의
중요성이 중요해지는 것과 더불어 기술이나 기능이 점차 노동자들 내부
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지만, 이러한 학습 과정은 특정 작업 집단이
나 소속 공장 작업반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팀 작업의 성격이 강하였다.
개인보다는 조직과 규율, 팀워크를 중시하는 문화가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개인의 특출한 능력이나 혁신적 창의력은 집단 속에서, 집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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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발휘되어야 하는 구조가 정착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블루칼라 명장들은 선배가 가르쳐 주지 않
는 기술과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스스로 끊임없이 탐구하거나 선배의 어
깨너머 지식을 부단히 넘보고, 현장 설비의 작동 원리와 개선 방식을 찾
거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강렬한 성취 지향성을 갖고 있
었다. 개인의 능력과 기여도를 일정한 부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P사가
학습자에서 혁신자로 올라서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 이후 일어난 변화
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장의 명장들은 그들의 지위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가 요구하
는 강한 학습 기준을 충족시켜야 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끊임없이 학
습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적 요구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했다.
현장의 경험적 지식과 더불어 새로운 기능을 습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
격’기준, 즉 형식지의 습득은 제철소 현장에서 승진, 승급, 평가 등에서 항
상 중요한 기본 요구사항이었다. 현장의 명장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
식지’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강한 자기 향상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
P사의 명장들은 놀라운 자발적 학습 욕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이들의 학습 욕구가 생성되는 배경에는 상대적으로 불우했던 과거를 극
복하고, 중산층 주류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사회 자본’과
‘학력 자본’을 획득하기 위한 성취욕이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작용하고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대부분 학습에 열정적이었고, 기록을 중시하
였으며, 현장의 과업에 집중하였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었다.
현장의 블루칼라들이 느끼는 학습 장벽은 의외로 ‘외국어’에서 돌출되
었다. 현장의 모든 설비와 매뉴얼들이 한때 일본어, 독일어 등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외국어를 모르는 현장 사람들은 엔지니어들을 통해 기본 매
뉴얼과 설비 운전에 관한 기본 지식을 넘겨받게 된다. 개인에 따라 상당
한 편차가 존재하지만, ‘어학’은 고졸 블루칼라와 대졸 엔지니어의 신분을
가르는 중요한 사회적 진입 장벽의 하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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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 관리
제철소에서 정규직의 신분과 위엄을 지키면서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현장의 정규직이 익혀야 할 필수 노하우이자 사
회적 관리 능력이었다. 기득권을 지닌 정규직 신분으로 협력업체 노동자
들과 일을 하면서 이들을 지휘․감독하지만, 역으로 이들의 자발적 인정
을 받아내지 못하면 현장에서의 기강을 세울 수 없었다. 명장들은 관리직,
동류, 협력업체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사방에서 신뢰와 믿음을 쌓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명장들은 상당한 경험이 축적되고 일정
한 지위를 획득한 이후에는 사회적 관계를 관리하는 데 많은 정성을 기울
이기 시작한다. 이들은 좋은 사회적 능력이 회사에서뿐 아니라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와 사회활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 이
상으로 사회적 관계에 오랜 동안 공을 들이고, 조직을 위해 봉사한다.
‘산업 관료 조직’의 특성이 강한 제철소의 조직문화에서 어떤 개인적
수월성은 좀처럼 인정받기 힘들다. 사람의 수월성은 오직 조직 속에서,
조직의 일원으로서만 그 의미를 지닐 뿐이라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강
하게 공유되고 있다. 이것이 없으면 조직의 힘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생각
이 저변에 깔려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람됨에 대한 평가도 오랜 동
안 함께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축적되게 된다. 장기간의 사회적 상호
작용을 거치면서 신뢰를 쌓지 못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문제가 드러나고
한계를 노출하므로, 항상 꾸준하게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고 주변과 잘
관계하는 능력이 오래 가고, 오래 남는 비결이었던 것이며, 명장들은 현
장을 지배한 평생의 생존 법칙에 충실했던 사람들이다.
1990년대의 격렬했던 노사갈등은 P사의 숙련노동자들에게 여전히 가
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지만, 이들은 현장의 조장, 반장 신분으로 현장
의 기강을 바로잡고, 노조의 도전에 맞서 조직을 관리하고, 부하 직원들
이 일탈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결정적으로 공헌한 사람들이었다. 세월이
흘러 현장에서 밀려나 아웃사이더가 된 노조 세력들에 대해 안타까운 감
정을 일부는 갖고 있지만, 노사의 갈등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면 주저 없
이 회사를 살리는 것이 현장의 ‘정의’라는 생각으로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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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노사갈등과 경제위기, 기업의 구조조정과 외주화 등 회사의 중
요한 고비와 분기점마다 현장의 주인으로 기강을 지키고 제철소가 정상
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며, 현장의 현실을 회사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이를 전파하는 데 누구보다 열심히 앞장섰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적으로 상당한 갈등과 부담감을 수반할 수도 있는 것이었지
만, 결과적으로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5. 기술의 변화, 현장의 변화
바깥에서 볼 때 제철소의 건물과 설비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철소의 현장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설비가 들어오
고, 사람들이 순환되며 물갈이가 일어나는 역동적인 공간이었다. IT, 통
합정보 시스템, 인터넷 등은 이러한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온 핵심 기술
이었고, P사는 이 분야에서 한국의 제조업 현장을 선도해 왔다. 1990년대
를 넘어서면서 현장의 IT화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작업 환경도
개선되었지만, 기간 인력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어갔고 현장은 소수의 핵
심 인력을 중심으로 슬림화, 효율화되어 갔다. 이 과정은 중단 없이 진행
되는 인력의 정예화를 필연적으로 동반하였고, 이에 따라 그 규모는 줄었
지만 남아 있는 정규직 핵심 인력에 대한 학습 요구 역시 계속적으로 고
도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P사 가 추격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혁신자의 지위에 올라서면서 점차
연구개발 중심의 기술집약적 혁신이 현장의 흐름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
러한 과정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엔지니어링 중심의 현장을 요구하
였고, 현장에서 몸으로 체득한 암묵지와 조업 기술은 언제라도 폐기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고도의 형식지도, 조업 과정에서 습득
한 현장의 깊은 암묵지를 지닌 명장의 노력과 결합되지 않으면 제대로 작
동될 수 없었다. 명장들은 현장에서 몸으로 체득한 ‘암묵지’와 외부로부터
정리되어 도입되는 ‘형식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이들
은 현장의 공정과 조업의 실무 책임자로서 대졸 엔지니어와 더불어 현장
의 두 축을 만들어 갔다. 조업 기술의 고도화와 더불어 ‘이론지’, 혹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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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지’ 이해 능력을 지닌 엔지니어와 연구개발 분야의 주도권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형식적인 지식과 이론들은 명장들이 현장의 구석구석을 평
생 누비며 체득한 암묵지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했다는 점에서 현장 핵심 기술인력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장 핵심 인력들이 직접 수행하던 일들 중 많은 부분이 외주
노동자들의 몫으로 넘어가는 추세는 구조적인 것이었다. 현장 지식과 경
험을 제대로 갖추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는 능
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연구개발과 외주 등 현장의 다양한 측면들을 통합
적으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의 중요성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

6. 명장과 회사
한국의 다른 대기업들과 견주어 볼 때 P사에서 명장의 사회적 지위는
그리 견고한 편은 아니다. 명장이라고 해서 회사가 특별한 처우와 지위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며, 명장이라는 칭호는 하나의 개인적 명예 수준으로
인식된다.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 부여나 조직 차원에서의 예우는 없다.
모든 것이 하나의 정교한 일관 관리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제철소의 속
성상 뛰어난 개인의 두드러진 모습보다는 조직 전체의 일사불란한 팀워
크와 협력이 더 중요하게 간주된다. 때문에 제철소에서는 개인보다는 조
직을 우선시하고, 개인의 뛰어난 창의성과 혁신력보다는 전체와의 조화
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명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한 주요한 이유의 하나로 산업의 속성을
무시할 수 없다. 설비 중심의 장치산업 현장에서 손기술보다는 새로운 설
비,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스템 통합이 중요하다.
현장은 이것들을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운영 노하우를 증진하고, 개량 등
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P사에서 주요한 혁신은 연구개발
영역으로 주도권이 이행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독자적으로 많은 혁신을 달성한 사람들이 상
대적으로 소외감, 혹은 처우 등에서 서운함 등을 느낄 여지는 상당히 있
고, 명장들 중 일부는 이러한 기업문화에 대해 비판적이다. P사에서 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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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위가 높지 않다는 것은, 블루칼라의 상대적 지위가 점차 중요성을
잃어간다는 것을 함의한다.

7. 아웃소싱, 시스템 혁신, 블루칼라의 위기?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아웃소싱은 현장 숙련을 위협하는 중요한 구조적
흐름의 하나이다. IT를 중심으로 전체 공정과 회사의 관리 체제를 통합하
는 시스템 혁신, 인터넷 기반 IT 융합은 현장에서 숙련의 지위와 의미, 정
체성 등을 근본에서 다시 규정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현장 작업자들
이 수행하던 많은 일들이 아웃소싱 업체들의 몫으로 넘어가고, 혁신 설비
와 기술들은 체계적인 연구개발 과정을 통해 도입되는 흐름 속에서 현장
의 ‘분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P사의 지위가 학습자에서 창조자로 전환되고, 고도의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된 혁신 기술 등이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는 과정은 블루칼라
의 현장에서는 정말로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 현장의 노동자들에게도
기계 조작이나 공정 모니터 등을 넘어 도면을 알고, 이론적 솔루션과 작
업 루틴을 창조하고, 추상적 이론과 지식을 익혀야 한다는 새로운 차원의
학습 요구가 크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의 경험과 더불어 체계적
이고 시스템적 지식 생산의 세계에서 숙련 명장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찾
고 현장에서 고도의 실무 경험과 이론적 지식을 결합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새로운 학습과 지식의 습득, 해외 진출 등의 과정에서 언어
능력이 블루칼라 커리어의 지속적 발전에 일정한 장벽이 될 수 있다. 특
히 새로운 세대의 젊은 노동자들에게 그렇다. 일본 기술이나 유럽 기술
습득 과정에서 설비 이해와 조작 기술 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언어 능력
등이 중요하지만, 이는 주로 대졸 엔지니어에 의존해 왔다. 앞으로 생산
직이 관리와 융합, 지식 전수, 표준화 등에서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추구
하는 데 외국어 능력이 주요한 장벽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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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습자에서 혁신자로
2000년대에 P사는 학습자에서 혁신자로 또 한 번의 구조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선진 기술의 학습과 도입을 넘어 스스로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고 혁신을 이끌어가야 하는 기술과 혁신의 선도 역할이 부각되면
서 블루칼라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학습의 장벽 또한 크게 높아졌다. 이론
적 지식, 추상적 개념, 시스템 운용과 창조적 혁신 능력이 현장에서 차곡
차곡 쌓아 온 경험적 지식과 융합되어 기술 혁신의 선도자로 진화해야 하
는 과정에서, 이론적 지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형식지와 경험적 숙련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암묵지의 창조적 융합에 적합한 블루칼라의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이 새로운 세대의 현장 작업자들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다른 한편 인력 수요 감소에 따라 신규 채용이 계속 줄어들고, 노동절
약적 기술 혁신이 진행되면서 현장에서는 기술전수 문제가 새롭게 부각
되었다. 기본 자질이 우수한 신규 인력이 고갈되고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
와 함께 생산직종에서 우수 인재를 구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현장에
서 요구되는 기술 수준과 지식 장벽은 단순 조업이나 정비 수준을 넘어
종합적 이해력과 추상적 사고력, 논리적 능력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에서 축적한 숙련과 노하우의 전수는 아
웃소싱, 해외 진출 등과 더불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
성도 상존한다.
최근 들어 P사는 학습자, 도전자에서 혁신자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국내외적으로 경쟁이 격화되고, 도전자들의 실력이 일
취월장하고 있고, 국내외의 도전자들도 P사를 넘어설 수 있는 충분한 잠
재력과 실력이 있다는 것을 점점 더 현실로 느끼고 있다. 후발 추격자들
도 과거 P사가 그랬던 것처럼 P사를 추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P사의
명장들이 본래부터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직 부단한 노력
에 의해 오늘의 지위를 성취한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경쟁자들도 충분
히 P사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서서히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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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은퇴와 새로운 길 찾기
성공한 명장들은 회사를 떠나서도 지속할 수 있는 한 계속 자신의 경
력과 일을 추구하는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은퇴 후 이들의
삶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그 첫째는, 자신이 현직 시절 관리하고 감독하던 계열회사의 임직원으
로 재취업하는 경우이다. 현역 시절 관리하던 외주하청업체가 은퇴 후 다
시 그들의 직장이 되는 것이다. 이곳에서도 자신들이 축적한 노하우와 지
식을 전수할 여지는 충분히 많다. 둘째는, 자신의 경력과 지식을 기반으
로 각종 강연, 후배 교육, 평가, 그리고 가능한 경우 자원봉사 등을 통해
비교적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명장들은 대
체로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적절히 결합하면서 은퇴 후에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인생 이모작’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한 의미로 볼 때, 이
들의 의식에서 ‘은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의 삶은 퇴직 후에도 여전히 분주하다. 현역 시절 조직에서 좋은
평가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지금 누리는 분주한 삶이 유지되는 기반이 된
다. 직장 생활을 통해 평생 쌓아 온 ‘인적 자본’뿐 아니라 ‘사회적 자본’을
결합시켜 은퇴 없는 삶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P사에서 평생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성공적인 경력을 일구었지만, 이
들에게 P사는 여전히 거대한 ‘밥그릇’, 수많은 사람들이 얽혀 희로애락을
겪으며 살아가는 거대한 ‘장원’이다. 그래서 문제도 많고, 걱정도 상당하
다. 선배들은 그들의 장원이 더 발전하고 알뜰하게 관리되면서 후배들에
게 전수되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결코 생각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여
곡절과 갈등, 그리고 쇠퇴의 위협이 항상 상존하는 걱정의 대상이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배우고 익힌 것들을 후배들에게 전수함으
로써 그들의 혜택을 사회에 되돌려주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 하청
업체, 중소기업, 공고, 대학 등에서 교육, 강연, 실습 지도 등을 통해 다양
한 형태로 자신들의 경험을 전수하는 것을 상당한 보람으로 생각하며 오
늘을 살아간다.
은퇴 이후에도 강연, 자문, 봉사, 재취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력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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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의미 있는 삶을 지속하고 있는 이들은 분명 블루칼라 계층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항상 ‘기득권’, ‘보수’, ‘주
류’, ‘귀족’, ‘특권’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이들은 분명 한국사회의
생산 현장에서 강한 기득권 세력임이 분명하며, 이를 부인할 수 없다. 그
러나 이들이 인생의 후반기에 획득한 기득권은 주어진 특권, 물려받은 신
분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노력에 의해 성취한 자산이라는 사실 또한 명백
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블루칼라는 ‘강한 기득권자’로 규정될 수도,
대접받을 수도 있다. 이들의 출신 배경과 성취 과정은 한국 대기업의 성
공한 정규직 노동자들이 사회의 강한 기득권층, 성취 세력으로 자리 잡으
면서 어떠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핵심 현장을 지켜
온 이들이 그 규모에서 양적 외연을 확장한 것은 아니다. P사의 현장에서
는 계속적인 신설비 도입과 첨단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 블루칼라
의 수는 계속 줄어들었고, 이들의 규모도 늘어나지 않았다. 지속적인 외
주화, 구조조정의 과정은 이들의 외연 확장이 제한되거나 축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이 힘들여 습득한 현장의 노하우와 지식 기반의 상당
한 부분도 이제는 컴퓨터의 알고리듬과 데이터베이스로 전환되어 기계
속에 내장되는 ‘자동화 패키지’가 되었다. 때문에 이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노하우와 디테일의 빈 구석을 찾아 개미처럼 일해야만 한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10.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기업과 더불어 자신의
경력과 정체성을 형성해 온 한국의 성공한 블루칼라 집단인 명장의 형성
과정과 이 과정에서 한 사회와 조직의 핵심 집단으로서 이들이 직면했던
문제들을 심층 면접을 통해 조명해 보고, 이들의 경험이 한국의 산업화와
노동에 대해 함의하는 시사점을 찾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한국의 산업화를 이끌어 온 대기업의 현장 핵심 인력들은 기업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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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진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옴으로써 묵묵히 산업화의 전
과정을 뒷받침하였다. 이들은 회사의 성장, 성공과 더불어 자신들의 사회
적 지위를 꾸준히 향상시켜 왔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중산층의 핵심 부
분을 형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높은 기초 학습 능력과 자질, 성취 욕구, 충성심, 애사심과 일에 대한
헌신 등을 특징으로 하는 이들은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계속 진행된 학습
과 혁신 장벽을 극복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성공했을 뿐 아니라 블루칼라
의 사회적, 문화적 형성 과정을 주도한 집단이 된 것이다. 이들의 성공이
한국사회에서 특별히 의미가 큰 것은 이들이 취득한 기득권의 대부분이
‘성취’의 결과이기 때문일 것이다.
기존의 체제에 적극적으로 순응하고, 기업의 요구에 부응해 온 이들은
보수적인 측면과 더불어 혁신적인 요소를 동시에 갖고 있다. 현장의 위계
와 규율, 복종의 체계를 만들면서 반노조적 성향이 강하지만, 조직 내에
서 이들의 현장 장악력과 사회적 관계를 지배하는 힘은 크게 도전받지 않
았다. 그것은 이들이 높은 학습 능력과 현장에서의 기술적 지도력을 통해
그들의 권위와 신뢰를 꾸준히 축적하는 데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기술의 습득과 문제해결능력, 현장의 혁신을 주도하는 능력 등에서 이
들은 탁월한 학습 능력과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현장에서 상사와
후배들 간에 복잡하지만 중요한 사회적 관계를 엮어내는 데 놀라운 유연
성과 주도력을 발휘한 사람들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들은 또한 정년을 거쳐 회사를 떠난 다음에도 회사와의 다양한 관계
를 통해 그들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은퇴 이후에도
모기업의 계열사 임직원으로, 혹은 산업 현장 강사 등으로 활발한 독립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유사한 이해를 지닌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며, 후배들을 키우고, 그들의 장래를 위해
자신의 경륜과 지혜 공유를 아끼지 않는, 지치지 않는 ‘성취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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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방법

1. 문제제기
자동차산업의 생산 현장 하면 떠오르는 것이 흔히 뉴스 화면에 비쳐지
는 컨베이어벨트 라인이다. 끝없이 흘러오는 작업 대상에 대해 볼트와 너
트를 체결하여 부품을 장착하는 일은 아무래도 단순반복 작업의 연속일
뿐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 라인을 설계한 엔지니어의 기술적 능력
이외에 자동차공장의 생산현장에는 이른바 숙련은 필요 없는 것일까? 그
렇지만 도요타와 관련한 일본의 많은 문헌들은 자동차공장의 숙련에 대
해 논의하며55), 실제로 자동차공장에는 컨베이어벨트에 따라 움직이는
의장(조립) 라인 이외에 프레스와 차체, 도장, 엔진 및 트랜스미션 등의
가공, 금형 제작 및 공작기계 운영, 그리고 품질과 보전 등의 다양한 부서
가 존재한다. 따라서 자동차공장에도 대한민국 명장이 존재할 것으로 추
측되는데, 실제로 명단을 찾아본 결과 국내 주요 3사에 모두 명장이 근무

55) 도요타자동차의 숙련의 성격에 대한 小池和男(1991)와 野村正實(1993) 사이의 논
쟁이 유명하며, 최근 이를 ‘양산형 숙련’이라는 개념으로 재정리한 伊原亮司(2003)
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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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장에서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대표
주자인 Z자동차를 대상으로 하여 자동차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명장들의
생애사는 어떻게 오버랩 되는지를 고찰하기로 한다.
Z자동차 및 Z자동차의 명장들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통하여 얻고자 하
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Z자동차의 생산부문의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또한 현재 Z자동차 생산시스템의 특징은 무엇인가? 기술
과 기능 간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56) 둘째, Z자동차 생산부문
의 발전과정에서 현장 기능인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셋째, 성공한 기
능인으로서 명장의 개인적 배경은 무엇이며, 어떤 공식 교육과 비공식 학
습을 통하여 숙련을 형성하게 되었는가? 넷째, 명장들이 습득한 숙련은
자동화나 IT 기술 적용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변모해 갔는가? 다섯째, 명
장들의 직장 생활에서 노사관계는 어떤 맥락으로 상호작용하는가? 여섯
째, 명장들은 최근 어떻게 자신의 숙련을 활용하는가? 후배에 대한 지도
에서 중점은 무엇인가? 일곱째, 명장들은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 어떤 구
상을 갖고 있는가?
이상의 여러 질문들을 통하여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명장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성공한 기능인들의 삶은 어떠하였는가에
대한 전체상을 그려보고자 한다.

2. 사례대상의 개요
본장의 사례대상인 Z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기계산업의 기반이 거의
없었던 1967년 설립되어 2009년에는 세계 5대 메이커로 도약할 정도로
40여 년 만에 기적적인 성장을 이룬 한국의 대표 기업이다.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등 많은 개도국들이 자동차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자국의 메이커를 육성하고자 하였으나, 사실상 성공한 기업은
전 세계에서 Z자동차 하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57). Z자동차의 성공
56) 자동차부품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술과 기능 간 관계를 한일비교를 통해 접근한
연구로 조성재․전우석(2011)을 참고할 수 있다.
57) 2009년 중국이 세계 1위 생산대국으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VW, GM, 도요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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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포드자동차와의 합작이 1970년대 초반 일
찌감치 결렬된 이후 고유모델 개발에 착수하였고, 이후 1990년 독자엔진
개발에도 성공함으로써 자립적 발전의 길을 고수했던 것에서 핵심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99년 이후 신경영진이 등장하여 글로벌 톱5를 목
표로 해외공장을 잇따라 건설하고 품질경영과 모듈화를 적극 추진한 것
도 고속성장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Z자
동차의 노사관계는 연례적인 파업과 상대적 고임금으로 인하여 불합리의
상징이 되어 있기도 하다. 여하튼 Z자동차 성공의 요인과 그 그늘을 따지
는 것이 본고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이상과 같이 간략히 정리하되, 이
같은 빠른 성장 과정에서 생산부문의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숙
련 및 기능, 그리고 노사관계와의 관련성 속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표 6-1>은 이러한 생산부문의 발전을 생산방식 개념을 이용하여 단
계별로 정리한 것이다. 생산방식은 흔히 기술체계와 작업조직의 총합으
로 정의되는데, 생산의 기술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찰함
으로써 생산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틀로 간주된다. Z자동차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포드자동차와 일찌감치 결별하고 고유모델
포니의 개발에 나서게 되지만, 생산 측면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업
체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1970년대는 군사독재 시절이었기 때
문에 병영적 통제를 토대로 대량생산방식의 기반을 구축한 시기로 기록
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엑셀 개발 등을 토대로 해외 수출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으며, 울산 2공장과 3공장을 잇따라 건설하면서 규모
의 경제와 더불어 생산기술을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하
였다. 특히 1990년 준공된 3공장은 자동화의 학교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최첨단 설비들을 갖추면서 Z자동차 생산방식에서 중요한 결절점이 되었
다. 그러나 1987년 노동조합의 결성은 그 이전의 노동력 이용 방식에 대
한 전면적인 문제제기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저임금, 장시간 노
동 모델에 일정한 수정이 불가피하였다.
초국적기업들이 생산을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 고유 메이커인 치루이, 지리, BYD
등은 아직은 역량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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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1990년대에 노사간 타협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990년대부터 회사는 시스템합리화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
동화와 IT 전략을 강화하였으며, 숙련에 기반을 둔 작업장 내 타협 시도
는 실패로 돌아가기 일쑤였다. 더욱이 1998년 IMF 외환금융위기를 배경
으로 한 1만여 명의 대규모 고용조정 경험은 노사간 대립을 구조화시켰
다. 이러한 상처 이후 등장한 신경영진은 모듈화와 IT화, 자동화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품질경영을 선언하여 비용과 납기보다 품질이 우선시되
는 새로운 관행을 창출하였다.
이상의 변화 과정에서 Z자동차의 생산방식은 한편으로 포드 등으로부
터 습득한 대량생산방식의 운용원리를 적용하는 것과 동시에 미쓰비시
등 일본 업체들로부터의 작업장 운영 노하우를 흡수하는 것이기도 하였
다. 이렇게 처음부터 하이브리드 형으로 출발한 Z자동차의 생산방식은
이후 노조와의 갈등적 관계 속에서 때로는 노동배제적 자동화(이영희,
1993)가 강화되기도 하였으며, 적어도 숙련경시형 기술체계가 성립하였
<표 6-1> Z자동차 생산방식 발전의 시기구분
시기

경영(이윤)전략

기술체계

작업조직

생산방식

1기
(1967∼79)

병영적 테일러주
대량생산방식의
고유모델 개발 포드주의 도입 의와 일본식 작
기반 구축
업관행의 병존

2기
(1980∼89)

성장을 위한 축
변형된 테일러주
포드주의와 일본
대량생산방식 성
적(저가소형차의
의와 노조의 등
식 JIT
립
대량판매)
장

3기
(1990∼98)

모델구성의 다양
정보기술을 이용
화와 양적 성장 시스템 합리화 전 네오테일러주의 한 대량생산방식
와 작업장 갈등 의 유연성 제고
의 지속(volume 략
& diversity)
와 외연 확장

4기
(1999∼현재)

네오테일러주의
글로벌화를 통한 시스템 합리화 전
불완전한 고품질
의 변형(노조 우
이윤과 성장의 동 략, 모듈화, 품질
ㆍ저비용 유연 대
위의 작업장 노
시추구
경영
량생산방식
사관계)

자료 : 조성재 외(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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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58). 작업장 내에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간의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
하였으며, 따라서 인간노동의 역할과 잠재성은 저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러한 기존 연구들이 타당하다면 Z자동차에서 성공한 기능인들
의 대표 격인 명장들의 삶은 어떠했을 것인가? 혼란스러운 대립과 갈등
의 현장에서 그들은 어떻게 숙련을 축적하고 발휘하고 후배들에게 전승
하고 있는 것일까? 이른바 숙련경시형 생산방식 속에서 그들의 위상은
무엇인가?

3. 연구접근법과 방법론
본장은 Z자동차의 생산부문의 발전 과정에서 성공한 기능인들인 명장
들의 생애사를 조명함으로써 산업발전과 기능인들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산업발전 과정에 대한 문헌 연구와 더불어 명장
들에 대한 구술사적 접근과 심층면접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대한민국 명장의 명단을 검토한 결과 Z자동차에서 6
명의 명장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사전 접촉 결과 연락두절
이나 면담 거절이 있어서 실제로는 3명만을 인터뷰할 수 있었다. 3명에
대한 구술사만으로 자동차공장의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한민국 명장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성공한
기능인들인 품질명장 2명을 추가로 인터뷰하였다59). Z차 내에 현직 품질
명장은 25명이 있는데, 특히 자동차공장에 고유한 의장 공장의 숙련 내용
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장 쪽 명장을 섭외해 줄 것을 울산인사팀에 요청하
58) 조형제․김철식(2013)은 최근 논문에서 Z자동차의 노사관계가 대립적 성격을 유
지하면서도 담합적 성격이 강화되어 왔는데, 이와 같은 전환은 Z자동차가 유연생
산을 실현하면서도 작업자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숙련절약적 생산방식으로 이행
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평가한다.
59)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 명장 중심으로 작성되었지만, Z자동차는 사실 대한민국 명
장보다는 품질명장에 중점을 둔 기업이다. Z자동차는 품질명장 제도가 시행된
1991년 이후 2012년까지 41명의 품질명장을 배출하여 명장수 누적 기준으로 국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하에서 보듯이 2007～10년까지는 1명도 배출하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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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렇게 진행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명장들의 구술 내용을 산업사적 맥
락에서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생산기술 영역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H상무를 보완적으로 면담하였다. 명장들에 대한 면접은 2013년 5월부터
10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ZA명장은 두 번 인터뷰를 하였고, 다른 명장
들과는 한 차례 두 시간 정도의 면담을 가졌다. 면담장소는 울산인사팀
회의실과 명장의 소속 부서 사무실(ZB, ZC)을 이용하였다. 엔지니어인 H
상무에 대한 면담을 제외하고, 명장들과의 인터뷰는 모두 본인들의 동의
를 얻어 녹음되고 녹취록이 작성되었다.
<표 6-2>에서 볼 수 있듯이 명장들은 1955∼62년생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따라서 전형적인 베이비붐 세대임을 알 수 있다. 입사한 연도는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중반에 걸치고 있으며, 이 시기는 Z자동차
가 한창 성장 가도를 달릴 시기이나 아직은 기술능력이 충분치 않았던 시
기이다. 5명의 명장은 1990년대 중반에 2명, 2002년 2명, 2006년 1명이 명
장으로 선정되었으며, 전원 첫 번째 도전에서 명장으로 선정되었다. 명장
들의 학력은 ZC씨만이 공고 출신이며, ZA, ZC, ZE 명장의 경우 다른 회
사 경력도 없이 오직 Z차에서만 평생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 Z자동차 피면담자 개요
선정일자 분야

직종

성명

2002.11.1

금속

주조

ZA

1997.11.3

산업
응용

도장

ZB

2006.11.17 기계

계량

ZC

2002

품질명장

ZD

1996

품질명장

ZE

생년/입
사연월

학력

특기사항

대구직업훈련원/ 생산업무에서 개발
6011/
창원기능대학 1년 업무로 이동, 품질
7704
/방송대 중문과 졸 관리업무 등
5701/ 진주대아중졸/현 대륙공업사 경력 후
8309 재 방통고 재학중 Z차서비스
계량계측분야만
6211/
영월공고/충주공전 평생 근무, 품질향
8503
상 기여
인문계고졸/경주 생산직->사무직
6208/
실업전문대/방송 ->일반직 전환, 지
8605
대 경영과
원과장 후 생산과장
와이어하네스 부품
55년생/ 울릉종합고(어업전
검사 ->품질본부
8107 공)
의장신차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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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 명장들의 구술 내용을 중심으로 본문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녹취록 중 일부를 인용할 때 최대한 원래 진술 내용이 드러나도록 하였으
나, 심한 사투리와 어법이 맞지 않는 부분을 일부 손보았음을 밝혀둔다.

제2절 생산시스템의 구축과 명장의 성장

1. 창업과 성장(1967∼87년)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공업의 선두주자로는 기아산업과 새나라자동차,
그리고 신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등을 들 수 있는데, 건설업에서 성장한
H그룹이 자동차산업에 뒤늦게 뛰어들면서 1967년 Z자동차를 설립하게
된다. Z자동차는 포드와의 합작을 통하여 기술능력을 습득하고자 하였으
며, 그 일환으로 탄생한 것이 코티나 승용차였다. 그렇지만, 포드자동차는
기술이전에 인색한 반면 높은 부품값과 설계값을 요구함으로써 Z자동차
는 포드와의 결별을 선택하게 된다. 이후 Z자동차는 고유모델 개발에 나서
서 자신의 주도하에 이탈리아의 차체 디자인과 미쓰비시의 엔진 등을 조합
하여 포니를 시장에 내놓고 단숨에 국내 1위 업체로 도약하게 되었다.
당시 자동차기술이 전혀 없던 단계에서 고유모델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Z차 사사(社史)인『30년사』기록에 의
하면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일본 등 여러 나라로부터 기계와 기술을
도입하여 소화하는 데 급급하였다. 그렇지만, 포드와의 결별 이후 이러한
모든 기술도입 과정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것은 중요한 전략적
기반이 되었다.
이후 1980년 불황을 계기로 시행된 정부의 자동차공업 합리화 조치로
인해 상용차 생산은 못하게 되었지만, 승용차 부문에서는 대우자동차와
의 복점 구조하에서 빠른 성장을 이루게 된다. 그러면서 Z자동차는 북미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데, 이를 위하여 울산공장의 생산능력을 45만 대로
확충하기도 하였다. 1986년부터 시작된 북미시장 진출은 놀라운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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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어 한때 ‘엑셀신화’로 칭송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수출 확대와 서울올
림픽을 전후로 한 내수시장의 자동차대중화(motorization)에 힘입어 2공
장과 3공장을 잇따라 건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시장에서 한 해 30만 대 이상씩 팔리던 엑셀 등 Z차들은
1989년을 넘어서면서 품질문제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된다. 1980년
대까지 Z차의 생산기술과 현장의 조직역량은 아직 많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로서는 최대형 차인 그랜저가 그 당시(1986년경)에 처음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만들어질 때 후드나, 각종 문 같은 후드나, 도어나, 트렁크나 이런 것
들은 일본 미쓰비시에서 포장을 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조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하고 여기 파트만 여기서 저희들이 뭐 양쪽으로 해가지고 붙였고,
그 위로 파트는 다 가져와가지고 조립해서 만들어 가는 그 차를….” (ZD)

이렇듯 명장의 기억에 의하면 포니나 엑셀 이외에 그랜저 등의 고급차
를 만들 능력은 매우 취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품조달과 관리 역
량 역시 아직은 한참 모자란 상태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제가 입사할 적(1981년경)에만 해도, 그때부터 제가 하네스를 담당했는데,
회로불량이 포니 나올 적에, 이런 게 하나 있을 적에 회로불량이 한 번 나면 그
전 컨베이어, 한 컨베이어, 한 이백 몇십 대 그냥 똑같은 불량이 나옵니다. 쭉
똑같은 차 이래 나오면 회로 검사를 제대로 안 하고, 검사판 제대로 못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이 로트는, 로트 불량이지. 결과적으로.” (ZE)

결국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품질불량 문제로 엑셀신화는 무너졌으며,
1990년대 내내 Z자동차는 미국시장에서 점유율 1%를 넘기지 못하는 상
황이 계속될 뿐이었다. 그러나 Z자동차는 이러한 한계들을 돌파하여 1990
년대에는 빠르게 기술력을 향상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생산현장의 숙련
수준도 역시 빠르게 제고되었으며, 부품협력업체의 수준들도 업그레이드
가 계속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제3절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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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장의 가정 배경과 공식교육 이수
위와 같이 Z차가 성장하고 있던 한쪽에서는 산업화 과정에 동참하는
개인들의 선택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초기에 Z차에 입사했던 경력사
원들60) 이외에 본고가 면접 대상으로 한 1955∼62년 사이의 베이비부머
들이 다양한 교육적 배경과 타사 경력을 지니고 Z차로 모이게 된다. 이들
은 당시 경제상황을 반영하듯이 대부분 가난과 많은 형제들 속에서 어렵
게 학업을 마치거나 중도에 꿈을 접고 조기에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할
형편이었다.
예를 들어 ZA명장은 경상북도 상주가 고향이지만, 부모님의 직업 때문
에 의정부에서 자라났으며, 이후 다시 상주로 와서 중학교를 다니게 된다.
2남 3녀 중 장남으로서 가정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은 포기하고 대구
에 있는 직업훈련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1년간 기능을 익힐 수 있었다.
ZB명장 역시 3남 1녀 중 장남으로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못 되
어 중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게 된다.
“중학교 3학년 올라가가지고 1학기 때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다가 완전,
사업이 결국 안 됐습니다. 장사를 하시다가 그, 그 이후에 이제 뭐 가세가 다
기울었어요. 이제 사실은 중학교 다닐 때 ‘공고로 가야지’ 하고 그런 꿈을 꾸었
는데, 가정 형편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에요. 근데
또 포기를 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제 바로 밑에 동생이 두 살 터울인데, 제가
고등학교에 가면 동생이 중학교에 못 갈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72년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정확하게 1971년 말에 어떤 회사에, 진주대륙공업사
라는 데 취업을 나갔거든요.” (ZB)

이와 유사하게 ZC명장은 강원도 영월 출신으로 아버지는 광업소 직원
이었고 1남 5녀 중 독자였다.
“글쎄요. 뭐 그 당시는 다 어렵게 살았지만,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위로 누나 있지, 그러니까 딱 두 살 터울이니까 상당히 좀 어려
60) 그 중 한 명의 당시 상황에 대한 서술은 제4장의 ‘보론’을 참조. 이 명장은 특히
Z자동차 등에서 일하기 전에도 다른 자동차공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우리
나라 자동차공장의 초기 모습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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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시기였고, 그래서 저는 뭐 대학보다는 취업을 목적으로….” (ZC)

그래서 공고를 진학했지만, ZC명장이 졸업할 1980∼81년 당시 한국경
제가 불황이어서 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 결국 다시 전문대학에 진학
하여 기계과를 다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공고와 전문대 기계과의 경
험은 이후 계량이라는 특별한 분야의 전문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밑거
름이 되었다.
다음으로 ZD명장은 현재 Z자동차가 소재한 울산 양정동 출신으로서 3
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울산공고를 가고 싶었으나, 부모가 못 배운
한 때문에 인문계고를 고집하여 W고등학교로 진학하였다. ZD명장은 이
과 출신이지만, 전문대 경영학과로 진학하여 학업을 마치고 군대를 제대
한 후 입사하게 된다. 후일 현장에서 공정개선 업무를 하면서 방송대 경
영학과로 편입하여 졸업함으로써 결국 4년제 대학 졸업장을 얻었는데, 경
영학과를 다녔기 때문에 기술적 업무와는 무관하게 학벌 높이기를 한 것
으로 풀이된다.
울릉도 출신인 ZE명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수년간 농업과 어
업에 종사하거나 군 생활을 하다가, 친척들이 울산 등에서 취업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울산으로 나와 취업하게 되었다. 역시 가정 형편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으며, 6남 4녀 중 여덟째로 자라났다.
이렇듯 명장들의 가정은 대부분 가난에 찌든 모습이었으며, 산아제한
정책이 본격화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형제 수도 많았다. 흥미로운 것은 이
들 중 장남이 많다는 것인데, 가난한 집안을 일으키기 위하여 좀 더 책임
감 있게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이 결국 조기 취업과 차후 성공
의 기반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 배경과 관련해서는 ZC명
장 이외에는 공고 출신이 없으며, ZA가 중졸 학력으로 직업훈련원을 거
쳤으며, ZE씨는 Z차의 성내훈련원에서 6개월 과정을 이수하던 중 현장의
필요에 의하여 3개월 만에 취업된 경우이다. 따라서 Z차의 경우 사례대상
명장들로만 보면 공식교육의 배경은 그리 우수한 편은 아닌 것처럼 보인
다. 그렇지만, 엔지니어인 H상무에 의하면 Z차의 경우도 당연히 부산기
계공고, 금오공고 등을 졸업한 우수한 인력들이 적지 않게 입사하여 중요
한 직무를 채우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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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사와 숙련의 습득, 그리고 경력의 활용
앞서 Z자동차의 사례대상 명장 다섯 명의 학력적 배경이 그다지 뛰어
난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들 외에 일반 작업자들의 경우는 더욱더 학
력이나 경력이 미흡한 경우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뭐 그때만 해도, 저희들 때만 해도 뭐 자동차 이거는 크게 들어오려고
하면, 생산직 들어오려고 하면 어렵지도 않고, 그냥 뭐 신체 건강하고 뭐 했었
어요. 했는데, 뭐 자동차보다는 그 당시만 해도 석유화학단지라든지 이쪽에 이
런 데가 엄청 좋았죠.” (ZE)

따라서 울릉도의 종합고등학교에서 어업을 공부했고 나이도 27세에 이
르렀던 ZE명장도 쉽게 Z자동차에 취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명장으로 후일 성공하게 되는 분들의 취업과 초기 경력
은 그리 단순치만은 않다. 나중에 엔진개발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
는 ZA명장은 입사 후 5년 11개월간 주조부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는데,
그는 처음부터 두각을 나타낸 경우이다. 그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직업훈
련원 1년을 거쳐 18세에 입사하자마자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대표로 나가
동상을 획득하게 된다.
“그럼 그 한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가지고 한 다섯, 여섯 명이 역할분담을
해. 피스 나눠서. 그런데 제가 조금 깨끗하게 하고 좀 빨리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이제 저는 신입사원이고 나이도 어린데 중간에 보면 40대 고참도 계시
고. (중략) 중참 그러니까 분위기 잡는 중참들이 그러죠. “야, 니는 뭐 그래 빨
리 하냐, 많이 하냐.” 그게 끝나고 나면 옆에 좀 나이 많은 어른들도 계시잖아
요. 그분들이 좀 더디면 “야 저것 좀 가서 도와줘라.” 그러면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하고 같이 입사한 사람들도 똑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아주 목표수량만을 이렇게 뭐 근근이 이렇게 하시는, 하
고 그랬는데 조금 이렇게 좀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개월, 그
해에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반장님이 그러시는 거에요. “야, 이런 기회가 있는
데,” 그게 전국기능경진대회에요. “기회가 있는데 내가 보건대 니가 나가야 되
겠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옆에 있는 분들이 “아, 그러면 혼자만 기회를 주느
냐, 참 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켜보니까 그것도 하루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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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것도 아니고, 저거 습관도 그렇고 뭐 하여튼 쭉 지켜보니까 괜찮을 것 같
아서 이제 추천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다른 애들도 웬만큼 동의가 되거나 묵
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래서 나가게 된 거죠. 나갈 때 저희들은 자동
차 안에 판금, 용접, 자동차 정비, 기계가공, 그때 하여튼 열 몇 명이 나갔어요.
그 해에. 그 각 산업분야들이 여기 다 있잖아요. 전자, 판금, 용접 등이요. 주조
는 내가 나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을 같이 한 거죠.
그쪽에서. 이제 거기서 할 때 공교롭게도 다 메달 권에도 안 들고, 저 혼자만
메달 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
눈에 띄다 보니까 게으름 피우고 싶어도 잘 못 피우고….” (ZA)

이렇게 ZA명장의 경우 1977년에 전국기능대회에서 입상을 하게 되는
데, 이미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중반에 걸쳐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설명한다.
“맨 처음에는 설비가 없잖아요? 신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환기에 맨
처음에 모델 하시는 분이 “아, 여기 R을 갖다가 뭐 15R로 만들어 보자”, “근데
이 재질은 지금까지 없었던 재질인데 뭐 알루미늄, 드알루미늄으로 만들어 보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드알루미늄으로 케이스 R을 뭐 20R 줘서 만들었는데,
아, 이거 해보니까 떨어뜨리면 깨지더라”, “야, 그럼 안 깨지게 하는 방법 없
냐?”, “아, 그럼 한 번 열처리 한 번 해봅시다.” 예를 들면 열처리인 거야. 아니
면 뭐 비파괴실험 하든지. 그랬을 때 맨 처음에 보는 게 “어, 그거 어디다 하
지?”, “똑같이 하는 데 있나?”,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새로 만들
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건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퀜칭오일을 몇 도 해보
자”. 뭐 이래가지고 자료 갖다줘가지고 아이디어 나오면 “아, 그럼 어떻게 하
지?”, “통, 통 만들어 그럼”, “통 만들어 어떻게 온도 올리지?”, “아, 그럼 불
때”. 바로 그거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에요.” (ZA)

즉 ZA명장은 생산부서에서 일하다가 6년이 안 되어 생산기술부로 옮
겨갔는데, Z차 최초의 독자엔진인 알파엔진 개발 당시에 생산기술부에서
시작품을 만들어 보면서 노하우를 쌓았다는 설명이다.
“맨 처음에는 이,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던 물건이었는데 “아, 이렇게 각을
줘서 해보자,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상 만든 거나 그런 거는 우리가 처음 깎아
야 되잖아요? “그거 소재를 누가 하지?” 소재. “깎는 건 누가 하지?”, “저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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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다음에 “아, 이거 했는데 모서리가 이게 앳지가 되다 보니까 잘 망가지
는데”, “이거 망가지면 손이 거칠어지고 힘드는데 그럼 이거 앳지를 이렇게 부
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 그러면 “아, 그거 뭐 그럼 뭐 어떻게 해봅시다.”
그때 이제 역할 주어지는 부분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런 역할들이 주어지
면 그거 하는 거죠. 그것들이 거쳐서 마지막에 이놈이 양산될 때는 이제 엔진
하나 개발하는 기간, 차 개발하는 기간 따라 하는 거죠. 20개월, 30개월 하면서.
그거 가지고 실패하면 새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차 한 대 나오는 데 몇 년 이
렇게 되니까.” (ZA)

1980년대 후반이 되기 이전에 이미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한 숙련 습득
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은 흥미로운 지점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
는 개도국 업체의 독자엔진 개발에 숙련공의 역할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이러한 시행착오와
부단한 도전은 사실 명장으로 성공하게 되는 개인들의 기질적 특성이기
도 하였다. Z자동차에 입사하기 전 지역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11년간
근무한 바 있는 ZB씨의 술회이다.
“대륙공업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남들보다 못한다는 이야기, 남들보다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기 싫었거든요.” (ZB)
“이제 그렇게 해도 참, 남들보다 좀, 내가 하고 싶어서, 남이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그냥 시키기 전에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하다 보니까 위
에서 선배들도 인정을 좀 해주고, 나름대로 시간 관리는 잘 했다고 보는 거죠.
남들이 3년 만에 터득할 거를, 저는 1년 만에 터득하고. 터득하다 보니까 내 자
신의 무형적인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급여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
주에서 제가 1983년도에 그만두고 퇴직을 한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표를 안
받아주는 겁니다….” (ZB)

이러한 부지런함과 일에 대한 철저함, 승부근성 등으로 스스로 업무를
익혀나갔는데, 몇몇 명장들의 경우는 선배로부터 기능을 배우거나 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저하고 같은 그룹에 한 3명 정도가 있었거든
요. 3명, 한 3, 4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선배 이름이 강○○ 씨라고 아직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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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생생합니다. 이 선배가 기능을 안 가르쳐 주기로는 아주 소문난 선배에요.
(중략) 안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시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이 남으
니까, “야, 이거 해” 그러면 퍼뜩 해놔 놓고, 남은 시간을 선배 하는 거를 이러
고 옆에서 딱 보고 있으면 하거든요. ‘알았어, 다음에 내가 할 거야’ 그때 그 당
시는 제가 참 이 선배들이 기능을 갖다가 후배들한테 참 전수 안 해주기로 유
명했었다고 하더라고요.” (ZB)

결국 어깨너머로 기능을 배울 수밖에 없었고61), 그만큼 시간은 오래
소요되는 것이었다. 자동차정비 도장의 장인이었던 ZB명장의 경우 처음
상용차 퍼트 작업부터 시작해서 이후 하체, 적재함, 트럭 앞면 스프레이
작업 등 점차 어려운 영역으로 옮겨갔으며, 이 과정에서 중간중간 승용차
업무도 배우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단독작업이 충분히 가능
하게 되기까지 5∼6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은 동료들보
다 2∼3년이 빠른 것이었다. 즉 선배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높은 학
습의지로 빠르게 기능을 익혀나갔던 것이다.
1970∼80년대까지 선배들이 기능을 가르쳐 주지 않았던 이유 중의 하
나는 임금 결정 메커니즘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즉 1980년대 중후반
이전에는 임금이 회사와 개인 간 교섭에 의해 결정되거나 사장의 후의에
의해서 올려주는 관행이 일반적이었다.
“월급이 그, 항상 봉급을 예를 들어, 요즘처럼 뭐 일률적으로 몇 %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일을 좀 잘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은 예를 들어서, 기본적, 기본 페
이에서부터 한 번 더 올려주고. 딱 월급이라는 게 정해진 개념이 없거든. 내가,
우리가 지금처럼 임금협상을 해가지고 뭐 몇 월 달에 몇 % 이게 아니고, CEO
맘이거든. 그때 사장 마음이거든요. ‘어, 쟤 열심히 하네’, 어 쫌...” (ZB)

그리고 그것은 ZB명장이 대기업이라는 Z차써비스에 취업할 때(1983
년)도 마찬가지였다. 이미 진주 지역에서 일 잘한다고 소문난 ZB명장의
경우 거의 반장급 바로 아래 수준인 시급 805원(월 29만 원)을 처음에 책
정받았다.
61) 그렇지만 도장의 마지막 단계에 고객의 회사 이름 등을 새기는 작업은 서○○라
는 선배가 도와주었음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자신만의 서체를 개발해야 하는데,
우선 가로 세로 비를 3 : 2로 하라는 핵심 노하우를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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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진주에서 일 잘한다는 소문이 나다 보니까 Z사 입사할 때도 그
당시 제가 시급을 805원 받았는데, 현장에서 시급 805원이면 반장급 바로 밑에
되거든요. 제 위에, 여기도 제 위에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전부 다, 저보다, 제
가 제일 맨 뒤에 입사했지만 경력이 저보다 많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제가 그 사람들보다 시급이 많았으니까요.” (ZB)

이렇게 1980년대 중반까지는 내부노동시장이 발달하지 않았고 임금체
계와 관리가 엉성했기 때문에 선배들은 자신의 노하우를 쉽게 후배들에
게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썰미
가 있고 손재주가 있으며, 학습의지가 높은 개인들은 빠르게 기능을 습득
해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ZB명장이 그러했는데, 중학교 졸업 이후 11년간
근무하던 지역의 한 정비소를 그만두고 대기업인 Z차써비스에 취업할 때
높은 임금을 책정받았으며, 1983년 입사하여 2년 만인 1985년에 반장으로
승진하면서 사장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ZB명장의 경우 내부노
동시장에서 기업특수적 숙련을 익혔다기보다는 외부에서 일반적 숙련을
익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자동차정비라는 분야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ZC명장의 경우 전문대를 졸업하고 병역 의무를 마친 이후 Z
차에서 사람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응시하여 쉽게 입사를 하게 되었
다. 공고 시절 용접자격증도 땄지만, 전공은 기계과 선반이었고, 이 점이
주목을 받아 입사하자마자 현재 부서의 예전 명칭인 소형품질관리부로 배
치받아서 측정과 계량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계량업무란 현장에서 널
리 쓰이는 측정기 자체의 정확도를 검증하고 교정하는 업무를 뜻한다. 즉
측정기를 측정하는 독특한 분야이다. 만약 측정기 자체에 오류가 있으면
대량으로 품질불량이 나기 때문에 공업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분야이다.
“그래서 어떤 선배로부터, 뭐라 그럴까? 그냥 어떤 표준보다는 어떤 기록량
으로 서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어떤 표준이 있기는 있었지만 상당히
그런 것들이 FM은 아니고, 어떤 선배님들이 이렇게 하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교정하는 것도 예,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전수를 많이 받았죠.” (ZC)

그리고 그 선배들은 산업기술시험원(KTL)이라는 데서 교육을 받고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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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익히고 온 사람들이었다. 이 계량 분야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국
가기관과의 연계 관계가 대단히 중요했으며, 현재는 국제적 표준 시스템
(KOLAS62))에 속하여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선배들 중에 보면, 우리 자동차에서 있던 분들이 좀 우수한 분들이
세 분인가 있었어요. 나와서 (KTL 주관 정밀도 경진대회에서) 입상도 하고, 1
등상도 받고. 그래서 그거가 조금 뭐라 할까? 계속 좀 이어졌다 할까? 저도 거
기를 … 여기도 있을 텐데, 대회 상장이 … (중략) 1989년도에 나갔네요.” (ZC)

결국 계량이라는 특수 분야를 다룸에 있어서 ZC명장은 ZB명장과는 달
리 선배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고 설명하였다. 즉 분야와 개인에 따라
서 선배와의 관계나 노하우에 대한 접근도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ZD품질명장의 경우는 처음부터 손끝기술이 좋다거나 해서 선배들의
주목을 받았던 다른 산업명장들과는 달리 도장부에서 ‘일을 너무 못해’ 의
장부로 전환 배치된 흥미로운 사례에 속한다. 전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
고 군대를 다녀온 이후 1공장 도장부로 1986년에 입사해서 자재관리 업무
등을 하다가 2공장이 건설되면서 1987년에 도장부로 배치받게 된다.
“거기서 제일 마지막 정말 뭐 차에 모양을 내는 마지막 칼라를 이렇게 스프
레이하고, 요즘은 뭐 거의 로보트가 다 하지 않습니까? 로보트가 다 하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그거 다 사람이 합니다. 로보트가 하는 거 없고 전부가 사람. 그
래서 그 칠을 많이 하고, 기술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이 손끝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다. 왜? 그거를 많이 당기니까. 그것도, 그것도 패턴을 딱 맞춰서 계속
해야 되니까 그 각도로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펴도 이거 이렇
게 있습니다. 그분들. 예. 그 정도로 돼야 칠을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근데 제
가 가니까 거기 고참 한 분이 부스 안으로 들어와 보래.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
어가니까 여기 저 칠을 이렇게 한다, 기마자세로 서서 뭐 이렇게 같은 뭔가를
당기고 같이 내려가야 되고, 뿌려야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벽에 판을 하나 세워놓고 한 번 해봤습니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줄줄 흘러내

62)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의 약자. 예를 들어 Z차 아산공장의 경
우 2001년 이후 KOLAS로부터 국제공인교정기관인정서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
다. 이러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고가의 설비들이 필요한데, 당연히 그러한
설비를 다루고 개량할 수 있는 숙련공이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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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 교육을 했네요. 또 엄청 그거를 교육
을 할 때 그 사람들은 그래도 뭐 10년, 적어도 몇 년 이상 이렇게 한 분들이라
정말 뭐 이렇게 다 하고 가면서 착 하는데, 뭐 일주일 정도 했다고 해서 바로
차에 뿌릴 수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좀 미안했죠. 남들이 일을 하는
데, 제가 못하지 않습니까?” (ZD)

그래서 ZD명장은 의장부로 배치받게 되고, 이후 다시 3공장 의장부로
배치받았는데, 3공장에 온 이후로 지금까지 공정개선과 생산관리과장 등
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요컨대 ZD명장의 경우 생산직에서 (고졸) 사무
직, 그리고 다시 (대졸) 일반직 업무로 지속적으로 직군을 전환하면서 자
신의 적성을 찾아간 경우인데, 의장부서에서 일하면서 각종 제안을 수없
이 제출하여 전국 제안 왕과 품질명장이 된 경우이다. 즉 손끝기술이 뛰
어나거나 기계에 대한 실천적 장악보다도 공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중심
으로 한 특기를 살려나간 경우이다. 이하에서 다시 소개하기로 한다.
ZE명장은 앞서 소개한 대로 울릉도에서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다가 친
척들이 대거 울산으로 이주하자, 자신도 27세에 울산으로 나와 Z차 직업
훈련원 6개월 과정에 들어오게 된다. 용접업무를 배웠으나 회사 업무가
바빠지면서 3개월 만에 현업에 투입되었는데, 처음에 맡았던 것은 도장부
의 외관 페인트 검사 업무였다. 이후 1년여 만에 의장검사부로 배치 전환
되었는데, 이후 30여 년간 줄곧 핵심 부품 중 하나인 와이어하네스 검사
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 와이어하네스를 맡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특별
한 기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다 기피하는 업무였기 때문이다.
“이거는 뭐 불량이 워낙 많이 나니까 3D업종보다 더 한 거에요. 서로 안 하
려고 하는 거에요. 그러니 처음 뭣 모르고 와가지고 이거 하라고 하면 하는 수
밖에 없잖아요.” (ZE)

이렇게 남들이 다 싫어하는 일을 떠맡았으나63), 여기서 능력을 발휘하
여 품질명장까지 올라서게 되는 것이었다. 와이어하네스 부품 검사 업무
는 특별한 기능을 요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선배로부터 어떤 기능을 배웠
63) 다들 싫어하는 일을 떠맡았으니, 다른 명장들의 경우처럼 기능을 가르쳐 주지 않
으려고 방해하는 선배가 있을 리 만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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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거나 하는 기억은 별로 없으며, 엔지니어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거나 하
는 것도 거의 없다. 차량마다 회로의 숫자가 수천 개에 이르고, 또 한 모델
에서도 사양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집중력이나 꼼꼼함이 요구될 뿐이다.
이상으로부터 명장들의 초기 입사와 배치 과정이 개인마다 상당한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품질명장들은 어떤 기능이 뛰어나거나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일을 못해 다른 부서로 배치받아 후일 제안 왕이
된 경우도 있다. 이들 두 명은 기능장은 말할 것도 없고 기능사 1급, 2급
자격증조차 갖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 명장 3명은 공고와 전문대 등에서
상당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들어와서도 선배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
은 ZC씨와 같은 경우도 있고, 선배들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어깨너머
로 익힌 ZB씨의 경우, 그리고 입사 후 선배들의 눈에 띄어 그 해에 바로
전국기능대회 입상으로 주목을 받은 ZA씨의 경우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3명의 잠재적인 능력은 매우 출중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것보다 일에 대
한 근성과 성실함 등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고 판단된다. 물론 품질명장
들의 경우도 일에 대한 꼼꼼함과 인내심 등이 출중했음은 물론이다.

제3절 성장과 숙련의 심화

1. 성장과 노사관계의 진통(1987∼98년)
Z차는 1986년 울산 2공장, 1990년 3공장에 이어 1990년대 중반에는 아
산공장과 전주공장도 완공하는 등 생산능력을 빠르게 확장해 왔다. 그만
큼 늘어나는 국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는 수출 증가율도 매우 높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시장에서 엑
셀신화를 복구하지는 못하였으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Z차의 역량은 꾸준
히 향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편으로는 삼성이 자동차사업에 뛰
어들고 대우자동차가 무이자할부판매 등으로 국내 시장을 교란하는 등의
공세로부터 수위 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치열한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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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장 내부적으로는 1987년 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갈등이 만성
화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Z차 경영진들은 1987년 이전의 병영적 통제가
이완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노조를 매수하거나 억압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전투적 운동을 통하여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동조합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1993년 우리나라에
서 두 번째로 긴급조정이 Z차에 발동될 정도로 Z차의 노사갈등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노사갈등은 그렇지 않아도 기술중심주의적 접근을 해오던 경영
진들의 사고를 더욱 경직되도록 만들었다. 가능한 한 인력을 로봇으로 대
체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사내하도급 활용도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노무제도의 변경을 통하여 노동자들을 포섭하고자
하는 시도도 이루어졌는데, 1990년대 초중반에 걸쳐서 직능자격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노사간 협의는 관심의 초점이 되기도 하였다64). 그러나
결국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노사 양측은 제도 변경에 실패하였고, 결
국 경직적 승진제도와 안정성이 떨어지는 임금체계가 지속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앞서 설명한 노동배제적 자동화(이영희, 1993) 전략과 상
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숙련보다는 로봇과 IT 기술에 의존한 생산방식이
굳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단적 노사관계 측면에서
는 노조를 제압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전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때
마침 불어 닥친 IMF 외환금융위기는 사용자에게 고용조정 기회를 제공
하였으며, 1998년 전쟁과 같은 노사갈등 끝에 결국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등으로 1만여 명이 회사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는 한때 사용자의 승리를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보였으나, 예상보다
빠른 호황의 도래는 다시 작업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
하였다. 여하튼 1998년 고용조정의 경험은 2000년대 이후 매우 갈등적이
고 소모적인 Z차의 노사관계를 구조화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4절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이러한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특히 1990년대에 생산기술 및 생산관리
64) 직능자격제도를 포함하여 생산직 교육훈련제도의 변화 및 주요 내용과 그를
둘러싼 노사관계 등에 대해서는 조형제(2005)를 참조하시오.

376

한국의 산업발전과 숙련노동: 명장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능력의 발전은 눈부셨다(H상무). 그것은 외국기술의 도입을 통해 일단 생
산을 하고 수출을 하는 것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Z차에게 있어서 제품
기술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1990년대까지 Z차
를 지탱했던 경쟁력의 핵심 요소는 생산능력의 발전이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노동배제적 특성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부분적으로는 숙련의
향상을 동반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숙련의 동반 현상에 대해서는 후술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명장들이 기억하는 열악한 작업환경을 통하여 어
째서 1987년에 노동운동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앞서 간략히 소개한 바와 같이 1986년 입사한 ZD명장은 1990년 3공장
의장부에서 공정개선 업무를 맡기까지는 4년여 동안 1공장, 2공장, 그리
고 도장부와 의장부를 옮겨다니며 천덕꾸러기 신세였다. 그 와중에 1988
년에 대의원을 1년간 했는데, 이것이 또 그의 사내 경력을 복잡하게 만들
기도 하였다. 여하튼 본인의 말에 따르면 조직적으로 노동운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적성이 맞지 않아 부서를 옮겨다니는 과정에서 대의원
경력이라고 하는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세월이 흐른 이후 ZD명장은 결국 지원과장, 또 생산과장이 되어 노조활
동을 저지하는 입장이 된다. 우선 2공장 도장부에 대한 1987년 직전 상황
묘사를 살펴보자.
“그 당시에는 그 보상 뭐 그런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이에 일
을 하면서 뭐 하여튼 흙탕물 속에서 일을 해라, (그래도 했고) 뭐 페인트를 그
냥 뭐 마스크 없이 그냥 뿌립니다. 그래도 ‘이게 뭐 3D다, 우리 몸에 건강에 해
롭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못 했죠. 요즘에 와서 워낙 환경적인
부분, 또는 개인의 어떤 헬스에 대한 그런 거, 건강에 대한 것도 찾고 이렇게
하니까 뭐 발암물질이다 등등 이렇게 나오지, 그 당시에 일을 했던 분들은 그
런 개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ZD)

이러한 사정은 Z차써비스에서는 더 열악한 것이었다.
“울산 자동차 라인에 들어가는 동일한 도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전체 도장
열처리를 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TT66이라는 오리지널 고온 소비향 도료인데
그 당시만 해도 컨테이너 두 개 박스 붙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서 될지 모르
겠지만, 근데 컨테이너 두 개 박스를 이거 붙여가지고 이거 하다 보니까,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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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이런 최신 설비가 아니고, 배기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배
기가 안 되는 겁니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 선체 도장을 갖다가 그 당시에 할 때
한 시간 반에서 최소한 두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동안
에 컨테이너박스 안에 갇혀가지고 스프레이를 한다고 생각 한 번 해보시면 노
랗게 이제,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보호라는 개념이 방독마스크, 요즘 뭐 방독마
스크, 방진마스크 그런 거 없었어요. 가재마스크 딱 두 장 딱 끼고 하면 처음에,
처음에는 한 장만 끼고 하다가 나중에 한 장은 물을 적시고 한 장은 아무래도
습도가, 습기가 좀 있으면 호흡하기 좀 편하잖아요. 두 장을 겹쳐서 끼고 한 시
간 반을 두 시간 동안 앉아서 스프레이로 하면, 그러면 하다가 앞쪽에서 뒤쪽
가려면 그 당시 열처리실 안에 사각 귀퉁이에 물 빠지는 구멍이 네 개 있었어
요. 홀이. 앞쪽에서 뒤쪽까지 갈 때 스프레이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콧구멍 대
고 숨 쉬고, 네 귀퉁이마다 숨 쉬는 거에요. 그러면 하고 나오면 이 이빨하고
눈동자만 본연의 칼라고, 다른 거는 흰 차를 도장했다, 온 몸이 흰색, 빨간색이
면 빨간색. 또 그럼 모자도 제대로 못 쓰는 경우, 모자에 쓰면 모자에 써도 이
게 티가 나니까요. 이 머리를 신너로 닦아야 되요. 그리고 하고 나면 바로 못
걸어나와요. 사람이. 파리 그 에프 킬라 마신 것처럼 중독이 돼가지고. 그러면
뒤에 담벼락에 가서 구토도 하고. 비틀거리고 나와 가지고 이게 자빠지기도 하
고. 처음 입사했을 때, 1983년도 입사해가지고 이게 80 한 7년도, 80 한 7년도
까지 그렇게 했어요. 한 5년 이상은 아마 그렇게 했어요.” (ZB)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면서 기능을 익혀 갔지만, 후일 명장으
로 성공한 다섯 명의 피면담자들은 모두 앞장서서 노조활동을 벌이거나
하진 않았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노조활동보다는 “일”에 대한 승부근성이
강한 사람들이었다. 물론 때로는 노조에 대해 정서적 공감대를 갖고, 또
ZD명장처럼 한때 1년간 대의원 활동을 하기도 했지만, 노와 사의 양쪽
사이에서 눈치를 보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부품검사 업무
를 주로 맡았던 ZE명장은 1987년부터 2008년까지 조합원 신분을 갖고 있
었는데, 주로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라인 작업자들과는 달리 파업하고
나가고 그런 것이 눈치 보였다고 솔직히 털어놓기도 하였다. 여하튼 어지
러운 노사갈등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명장들은 노사갈등에 휘말리는 것보
다는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현장 내에서 자신
의 입지들을 만들어나갔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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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의 성장 속 숙련의 심화와 역량의 발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Z차에서 1990년대는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노사
관계에도 불구하고 생산기술 및 관리 능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시기이
기도 하였다. 그 중 소재생산의 기본은 이미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있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완성차 개념으로 보면 좀 다른 차원이고, 소재로 봤을 때는 적어도 1980년
대 후반, 1990년대 초에 소재부분은 이미 (선진메이커) 수준에 다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도요타의 수준이나 미쓰비시는 뭐 그렇다 치고 뭐 우리 흔히 기
술의 혼다 그러잖아요? 혼다나 이 ‘소재부품들을 놓고 비교하면 저희들은 뭐
뒤질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저는 ‘그 시대, 그 연도가 적어도 1980년대 후반쯤
에는 같은 레벨에 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ZA)

도장부문에서 11년의 경력을 갖고 입사한 ZB명장은 1983년 입사 후 2
년 만인 1985년에 사장 표창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기능과 이론을 스스로
갈고 닦아서 1995년과 1996년 2년 연속으로 Z차써비스 내 창안경진대회
에서 수상을 하게 된다. 그가 제안했던 구도막 제거방법에서 건식샌딩 신
공정 개발로 20억 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누리기도 하였다. 즉 이미
1990년대 중반에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것
이다.
계량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명장이 된 ZC명장의 경우 선배
들로부터 계량업무와 관련한 많은 노하우를 배웠지만, 각종 계량기의 표
준화와 기준서를 만드는 작업(문서화)을 착실히 주도해나갔다.
“이 전체 그런 어떤 그게 없어요. 그냥 서로 말로만 “야, 이렇게 꽂아서 이렇
게 한다”고 이렇게 나왔지, 그런 어떤 표준을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좀 부족
했었죠. 그래서 점점, 점점 이렇게 측정기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좌우간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좀 특이한 부품들이에요. 뭐를 교정을 하면 ‘여기 어
떤 기준을 만들자’. 그리고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서 뭐 검사는 어떻게 하고, 이
때 허용 오차는 어떻게, 이때 합격을 찍어야 되고 이런 것들, 측정기마다, 마다
이거를 쭉 분야별로, 분야별로 해서 쭉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쭉 했었습니다.”
(Z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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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분야를 ZC명장의 노력 등에 의하여 확장해
온 역사를 갖고 있다.
“국가, 이런 우리나라에서 인정된 제도를 국제적으로 같이 인정되는, 아까
저 ISO17025에 의해서 운영되는 체계로 바뀐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울산에
있을 때는 제가 처음 들어갈 때, 1985년 당시는 저희는 분야가 몇 개 안 됐어
요. 근데 이게 분야가 열네 개 분야가 있거든요. 길이, 힘, 질량, 전기, 전자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음향이라든지, 총 열네 개 대분류가 크게 있거든요. 분
류가. 아까 여기에서 이 분류들이, 보면 여기에서 크게 분류들이 그렇게 나타
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그 Z자동차가 제가 입사할 때는 어떤 한 세
개 분야를 지정을 받았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한 10년 더 근무했거든요. 그래
서 제가 그 인정, 저는 그 일을 많이 했어요. 아까 표준 관련해서 인정을 내가
따는 업무를, ‘아, 이번에는 내가 수온을 따야 되겠다’, ‘뭐 온도를 따야 되겠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가서, 딱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받고, 내가 장비 다 사고,
장비 셋업 시키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 지정을 딱 받아놓고, 저 또 빠지고 다른
사람이 하라 그러고. 또 다 끝나고 또 내년 프로젝트는 이런 식으로. (중략) 예,
뭐 그랬는데, 그게 꼭 저 혼자 따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
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제가 주도적으로 쭉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략)
그 뭐 자랑보다는 하여튼, 일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저하고도 좀 적성
이 조금 약간 맞은 것 같아요. 맞는 이유가 계속 새로운 업무를 계속하다 보니
까 뭐 거의 제가 10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어요. 이 셋업만 하다 보니까. 보통
셋업 하려고 그러면 보통 한 그 장비 구입하고 다 하려고 그래도 1년은 그냥
가거든요. 한 개 분야가.” (ZC)

요컨대 계량과 같은 특수 분야에서 공고와 전문대를 졸업한 ZC명장의
이론적 지식은 상당히 도움이 되었으며, 산업기술시험원 등에서 단기교
육을 마친 선배들의 지도를 받아 기술 수준은 더욱 업그레이드되었다. 여
기에 명장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도전의식과 책임의식 등이 겹쳐지면
서 상당한 수준의 업적들을 쌓아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그 자체로
회사의 기술능력 향상을 의미하였다. 다시 명장의 기질적인 부분을 ZC명
장에게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자.
“그렇죠. 뭐 저는 여기 있다가 오더가 떨어지면 어쨌든 그거를 뭐 쇼부를 봐
야 되니까, 뭐 어차피 이거를 끝을 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내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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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늦게 남아서라도 그런 거를 내가 해놓고 그런 쪽이기 때문에 조금 위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했겠죠.” (ZC)

이러한 태도와 잠재능력을 바탕으로 업무 자체에서 많은 성과를 올렸
으며, 1991년과 1993년에는 사내 제안발표대회에서 우수제안자상을 받기
도 하였다.
때로는 이러한 숙련공들의 역할은 엔지니어의 책상머리 지식을 뛰어넘
는 것이기도 하였다.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쟤네들은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일본에 가서 본 거
에요. “아니 뭐 별거 아니네, 그거” 그래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런데 저 관리자 그룹에 계셨던 분들은 뭐 부장님 이런 분들 “야, 신기하네” 이
래요. “임 주임, 이거 만들 수 있겠니?” 속으로는 만들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요, ‘전부 별거 아니네’, ‘옛날에 찰흙 가지고 놀았던 건데’, ‘찰흙을 견고하게 만
들어서 거기다가 용탑을 붓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딱 내 머릿속에는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연구소나 다른 데서는 ‘야, 0.1mm를 이렇게 어떻게 만
들지’ 고민하고 있는 거고, 나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았네’ 이거야. ‘손에 찍
었던 이거 이 지문 나타나는 거가 0.001mm인데 그거 물건으로 만들어내면 될
거 아니야’ 그러고. 그래서 일본에도 몇 번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때는 일본
의 기술자들이 우리 국내에 상주를 했었어요. 부근에. 아시다시피 경영하시는
분 중에는 아라이 고문이라는 분도 계셨었고. 그분 말고도 현장에도 군데군데
비정기적으로 엔지니어들을 초빙해서 뭐 한 달씩, 일주일씩 이렇게 해서 뭐 기
술 자문 역할 하게 하거나 이렇게 했었어요. 결국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
게 거창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결과물 나오는 걸 보면 ‘왜 그것 때문에 돈을
줘야 되지’ 하는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 기회를, 그런 기획이나 그런
기회를 나한테 줬으면 하는 생각. 내가 가졌으면 하는 생각. 아까 조금 전에 말
씀드렸던 게 그런 얘기라니까요. 정밀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찰흙은
안 만져보신 분이나 책으로만, 논리적으로만 ‘야,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해서 이
렇게 만들지’ 하는 생각만 했던 사람들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ZA)

즉 일본 기술을 흡수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엔지니어가 모르는 영역
에서 숙련공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다.
와이어하네스 검사 업무를 맡았던 ZE명장의 경우 1987년을 전후로 하
여 새로운 부품투입 시스템이 도입되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즉 모델 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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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수, 그리고 한 차량에 들어가는 전기회선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를 서열납품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10여 년의 시간이 다
시 흐르면서 이제 부품업체에 나가서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던 부관부라
는 부서도 없어지고, 부품업체가 스스로 품질을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바
뀌게 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부품업체들의 실력이 증진되었기 때문이
기도 하다.
ZE명장은 이렇게 회사의 기술능력이 발전되는 과정에 주로 분임조 활
동과 제안활동으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 특히 1995년에 쇽업소
바와 하네스가 엉키는 현상을 풀어내는 분임조(7명) 활동으로 대통령상
을 받게 되면서 다음 해인 1996년에 품질명장으로 선정되게 된다. 또한
그 전부터 제안활동에도 열심이었는데, 1990년대 초반에 쏘나타의 휴즈
박스를 개선하는 제안을 통하여 1억 원 이상의 효과금액이 나는 것으로
평가받고 백만 원의 포상금을 받기도 하였다. 기타 방수 장치가 필요 없
는 실내 커넥터를 비방수 처리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원가절감에 기여
하는 제안도 1년에 20∼30건씩 제출하였다고 한다.
“그런 부분들을 붙이고 없애고 하는 게, 그런 게 주로 절감이 많이 되죠. 실
제 하려면 실차에 대해가지고 좀 많이 알아야만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도면
만 보면 되지도 않는 거죠.” (ZE)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장 업무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아이디어들이었다. 이렇게 현장업무로부터 습득한 노하우와
개선 아이디어들은 2002년 이후에는 신차개발 단계로 이전하게 된다. 즉
생산단계 암묵지의 선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에 다
시 설명한다.

3. 자동화 및 엔지니어와 숙련공의 관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Z차에 있어서 때로는 노동배제적 자동화라는
개념이 동원되기도 하지만, Z차에서 숙련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성장
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ZA명장의 설명에 의하면 열처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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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화되고 시스템화되었지만, 여전히 숙련은 꼭 필요하다.
“맨 처음에 그 이 열처리가 현재, 현재 상태까지 오기까지 맨 처음에 저는
드럼통에다가, 우리 그 드럼통 있잖아요. 드럼통에 오일을 넣어서 물의 온도
맞춘다고. LPG 가지고 가열해가지고 온도계 꼽아가지고 물 온도 맞춰 놔놓고,
그 다음에 열처리를 해서 제품을 끄잡아 내서 막 퀜칭하고 온도를 변화시켜가
면서 해봤다고요. 그러다가 그을음이 이제 패치타입으로, 대차사용으로 넣었다
가 뺐다가 이렇게 하는 식으로 바뀌어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자동
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을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가장 최근에는 어떻게 하
냐면 하나하나가 다 뱃치가 아니고 한 개, 한 개마다 정확한 시간에 끄잡아내
서 정확한 온도에 담그는 방법까지 생산기술이 시스템화되어 가기도 하고 발
전하는 거에요. 그렇지만 그 중간에 이것들을 확인하거나 검증하는 게 결국은
그거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물 온도를 맞춰서 어떤 온도에서 가장
이상적인 기지조직을 만들어 낼 건가 하는 것들은 사람이 시험하고 분석하고
한 결과를 가지고 설비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ZA)

또한 자동화가 꼭 탈숙련화로만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작업자의 편의
성이나 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도 자동화가 이루어진다.
“그 이후에 이제 앞 쇼바를 그때, 요즘은 뭐 다 이렇게 액셀러레이터, 뭐 모
비스나 이런 데서 액셀러레이터 다 해가지고 딱딱, 딱딱 들어오는데 그 당시에
는 사람이 어떤 기계를 놓고 이렇게 조립을 했어요. 스프링 하나 놓고, 스프링
하나 놓고 압착시켜가지고 그럼 워셔 놓고 너트로 쪼이면, 공구로서 쪼이는데,
그 작업을 쭉 했죠. 3공장 갈 때까지. 근데 그 작업이 굉장히 위험했어요. 이게
왜냐면 이거 어느 때보다 위험했고, 그 당시에는 작업량이 엄청나게 많았죠.
정말로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스프링, 그 우리가 쇼바가
이렇게 완충하는 스프링 그거 쇼바, 쇼바 자체에 오일이 들어있어서 그런 완충
도 하지만, 이 스프링으로 완충하는데, 이 스프링도 가지 수가 그 당시에 한 스
물네 가지 정도, 쇼바의 사양은 뭐 한 근 서른 가지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은 사양을
매칭 시켜줘야 되고 국가별로 다르고, 차종별로 다르고. 이렇게 하니까 좀 매
칭 시켜줘야 되니까 그런 게 있었고. 그게 위험한 거는 스프링을 이렇게 압착
하니까 그 장비가 참 무서운 거는 이거 상상도 못 하는데, 이건 단순히 아래위
로 이렇게 뚜껑처럼 탁 닫고, 팍 누릅니다. 그런데 이빨이 여기로 딱 있어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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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스프링 잡아주는 게 있는데요, 이 두 개 딱 있으니까 스프링이 돌아요. 이렇
게. 밀려들어가면서 압력에 의해서 회전하면 총알처럼 튀어나와요. 탕 튀어나
오면 딱 위치가 여기 복부위치인데, 탁 맞아가지고 스프링 안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중략) 그러다가 그게 워낙 위험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너무 위험하다”
막 저기도 하고, 그게 또 스페이스를 너무 많이 차지했어요. 그렇게 많은 걸 하
니까, 많이는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라인에서 서브공정으로 빼고,
거기서 빼서 “자동으로 좀 조립할 수 있게끔 하자” 해가지고 자동조립장비를
만들었죠. 특히 사람이 스위치만 누르면 속에 안 넣고, 스프링 넣고, 스위치 누
르면 지가 내려와서 자동제어, 터키 콘트롤되면 딱 줘가지고 가고 그렇게 됐던
거죠.” (ZD)

ZB명장의 경우 자동차서비스의 도장 영역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들과의
접점은 거의 없다. 따라서 ZB명장과 같이 내외로 인정받는 실력자가 새
로운 설비나 도료의 도입을 오히려 선도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저는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새로운 제품이나 어떤 새로운 장비에는 호기
심이 많아요. “그냥 갖고 와봐. 테스트 한 번 해 볼게.”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수용성도료를 갖다가 전화를 하면서 회사에다가 요구했던 조건이 첫
째, 조제실에는 개념 자체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달라. 내가 원하는 대로. 두
번째 CCM 측정기를 도입해 달라. 이게 장비가 천만 원이에요. 이게 보통이.”
(ZB)

전국에 있는 23개 Z자동차의 서비스센터 가운데 창원써비스센터는 ZB
명장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거나 실행한 경험이 있
다. CCM 측정기라는 것은 조색제의 종류와 혼합비별로 컬러 특성 데이
터가 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사용자에 맞는 배합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개
발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색상변화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
션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배합시간을 단축하고 자동차 색상의 정확도를
높였는데, 이러한 첨단기계 도입을 엔지니어가 아니라 명장이 선도했다
는 것이다.
한편 ZD명장의 경우 3공장 의장부에서 공정개선 업무를 맡았는데, 신
모델이 투입될 때 엔지니어와 함께 공정설계를 같이 담당하였다.
“근데 공대 출신자들이 좀 날까, 물론 이제 그런 분야 쪽으로 전장이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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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통이나, 전자 쪽으로나 이런 데는 공대 출신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오기
때문에, 조금 빠르고 낫습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 접목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분이 낫냐?’ 이렇게 했을 때, 현장에 접목은 또 쉽지 않거든요. 그 장단점이 물
론 있는 겁니다. 근데 공대 출신들이 그런 엔지니어적인 측면에서는 빠른 것도
있죠. 빠른 게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 접목하는 거는 차라리 현장에서 좀 현장
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좀 빠를 수 있습니다.” (ZD)

즉 엔지니어들은 현장 사정을 잘 모르고, 자신과 같은 현장 숙련자가
이를 매개해야 됨을 강조한다.
이상으로부터 대립적 노사관계의 고조 속에서 노동배제적 자동화가 전
개되었을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중요도의
차이는 있지만, 숙련이 작동하고 역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엔지니
어인 H상무 역시 Z차의 생산기술 발전 과정에서 노조나 노사관계는 우선
적인 고려사항은 아니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상으로부터 적어도 1990년대
까지는 Z차의 생산기술 및 생산관리 역량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엔지니
어와 숙련공의 분업과 협업이 대단히 중요하였으며, 자동화가 숙련을 배
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숙련을 매개로 하면서 진척되었던 것으로 판단할
근거들이 제시되었다.

4. 회사 성장 과정 중의 개인 발전
명장으로 대표되는 숙련공들이 자동화의 진전을 매개하고 현장의 생산
기술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과정은 한편으로는 1980년대 후반
이후 형성된 내부노동시장에서 승진하는 과정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경력을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ZA명장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일찌감치 입사하여 처음부터 선배들
의 주목을 받았는데, 생산부서에서 근무하다가 1983년 생산기술부로 옮
기게 된다. 거기서 했던 역할은 신제품개발 단계에서 시작품을 만들면서
시행착오를 통해 문제 없는 엔진을 개발하는 일이었고, 양산품에 대해서
도 품질 문제를 찾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게 소재기술에서 그 이후부터는, 소재기술팀이 생긴 이후부터는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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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과정에 불량이 나거나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지원해가지고 해결
하기도 하고, 개선하기도 하고 아, 이거를 준비도 하고. 그런데 생산볼륨을 높
이거나 하는 것들도 여기 소재기술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신제품 나오는 것들,
새로 개발되는 것들도 소재기술에서 하게 되고. 그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
내외적으로 우리 소재에 어떤 문제나 이런 거 있을 때 여기 소재기술에서 지원
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자 기능을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ZA)

즉 역할이 바뀌어 생산부서 내에서 숙련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숙련
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 재료시험 담당으로 업무가
바뀌면서 다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사실은 한 부분에서 일하는 기능공 입장에서는 자신 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 위에서 보면, 흔히 하는 얘기로 박사님들이나
30, 40년 일하신 분들이 보면, 5년, 10년, 15년차가 알아봤자 … 더구나 대기업
에서 어느 한 부분의 기능을 제공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창원기능대학에 가려고 했었고, 마침 재충전도
되고 회사에서는 월급을 다 주니까. 그리고 회사에서 교재비나 연구활동 비용
까지도 준다고 해서 잘됐다 해서,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보자 해서 한 거죠.
거기 가서 실제 교수님들하고 실제 … 나이가 이제 교수님들하고 비슷해지더라
고요. 맞짱 뜨면서 해보니까 교수님들은 오히려 책에 나오는 얘기만 아시지 현
장에서 일어나거나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교류하면서 배우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기 시작한 게
기능장 취득하고 기술사 취득하면서 3, 4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주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조금 얘기할 수 있는 정도 되겠다 하는 정도지, 아직도 주조에
대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숙련되느냐 질문에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ZA)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ZA명장은 입사 후 18년차인 1995년에 기능
대학을 1년간 다녔고, 거기서 큰 도움을 얻었음을 설명하였다. 즉 경험적
숙련과 공식 교육 및 이론적 학습이 결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회사에 이러한 혜택이 없어졌다고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한편 품질명장의 경우 제안과 분임조활동의 실적이 중요한데, ZD명장
의 경우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안이 가져다주는 상금뿐 아니라 보
람에 대해 일찌감치 눈을 뜨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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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입사를 해가지고 사실은 뭐 제안이 뭔지, 이런 거를 잘 몰랐어요. 정
말로 뭐 그걸 다 이렇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뭐 제안하면 뭐 이렇게 돈도 준
다고 그러고, 그때 또 한 번 뭐 제안 활성화해가지고 제안만 서너 명 티켓, 그
천 원, 천 원씩 이거 인정해 줬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냉장고 산 사람, TV도 산
사람 많은데, ‘아, 저렇게 하는 거네’ 그렇게 하고, 한 번 제안을 내가 ‘아, 이런
게 제안을 하는구나’ 한 번 딱 2공장 있을 때 딱 썼어요. 썼는데 아, 이게 상금
이 딱 된 거에요. 상금이. 저도 전혀 모르고, 상금이 딱 된 거에요. 상금을 10만
원 주는 거에요. ‘와, 뭐 이런 게 있네’ 그런 거 또 그게 하루하루 또 제안을 하
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설비를 바꿔줬던 거 같아요. 불편한 거를. ‘야, 이거 되
네’ 그게 시작이었던 거 같아요.” (ZD)

이러한 1990년대의 회사와 개인들의 성장은 그대로 Z차의 경쟁력 기반이
되었다. 이제 이러한 역량을 토대로 2000년대의 도약이 기다리고 있었다.

제4절 신경영진의 등장과 엔지니어링에 의한 숙련 흡수

1. 국제화 및 품질경영과 모듈화, IT화(1998∼현재)
1998년 대규모 고용조정을 거치면서 Z차의 노사관계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조합원들은 고용안정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으며, 다른 한
편으로 ‘언제 잘릴지 모르니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벌어보자’는 전투적 실
리주의도 중첩되었다. 더욱이 고용안정 개념은 협소하게 해석되어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전환배치의 거부 속에서 작업장
운영은 경직되었으며, 생산효율은 점차 떨어져 갔다. 또한 고용조정의 안
전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사는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을 16.9%까지 쓸 수
있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이 비율은 30%를 오르내렸다. 전반적으로 Z
차의 내부노동시장은 불안정화 속에서 분화되고 또 경직되었으며, 효율
성이 떨어져 갔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이 1999년 이후의 시기는 Z차가 가장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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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1999년 새로 경영권을 장악한 MK 회장 체제
는 세계에서 600만 대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는 5대 메이커만 생존할 것이
라는 글로벌 과점화설에 경도되어 생산능력을 확장하는 데 주력하였다.
국내에서 수출을 확대하는 것은 환리스크와 무역마찰의 위험성 등이 있
기 때문에 해외생산이 요구되었으며, 이를 위해 Z차는 기존의 인도 공장
과 터키 공장에 더하여 중국, 미국, 체코와 슬로바키아, 브라질과 러시아
등으로 현지생산을 확대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Z차는 품질경영을 선언하
고 미국시장에서 파워트레인 부분 10년 10만 마일 무상보증을 약속하기
도 하였다. 1980년대 후반 엑셀신화 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던 국제경쟁력
의 시험장 미국시장에서의 도약을 위해서는 품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의 표현이었다.
코스트와 납기를 희생해서라도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경영의
전 부문에 걸쳐서 일층 강화되었으며, 이는 생산 공장의 운영은 물론 제
품개발과정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즉 생산 공장 운영에서 이중,
삼중의 품질체크를 강화하면서 비정규직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인간 노
동의 실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각종 자동화, 반자동화 설비와 도구들
이 늘어났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품질불량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제품개발과 양산준비 단계에서 엔지니어와 숙련공의 사전 작업을
크게 확장한 것이었다. 세계 어느 메이커도 시도하지 않은 남양기술연구
소에서의 파일럿 생산이 단행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수천억 원을 투자하
였다. 즉 과거에는 양산 라인에서 숙련공들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던 양산
준비 작업이 기술연구소 책임으로 넘겨진 것이었다. 울산의 숙련공들은
이제 남양으로 출장가서 자신의 노하우를 쏟아놓게 되었으며, 양산단계
에 들어가서는 가장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만이 노동자들에게 기대되었
다. 일에 대한 흥미를 잃은 작업자들은 노조활동과 임금인상에만 매달리
는 양상이 10여 년에 걸쳐 전개되게 된다.
이러한 국제화와 품질경영을 한편으로 하면서 Z차에서는 1999년 이후
모듈화가 진행되었다. 모듈화란 자동차에 들어가는 2만여 개의 부품 가운
데 특정한 기능과 인접성에 따라 수십 혹은 수백 개의 단위부품을 사전
조립하여 조립라인에 투입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완성차 조립공정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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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과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이는 품질 향상과 조립성 제
고 등을 위해 고안되었는데, 완성차공장의 고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
문에 노조가 대립각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모델 투입을 계기로 모
듈화율은 점차 상승하였는데, 이는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이 위협받지 않
는 이상 노사간 타협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시기 품질경영은 부품협력업체들에게도 강제되었으
며, 단가인하 관행 때문에 부품업체들의 효율향상은 자의든 타의든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지금 다들 글로벌 현대자동차 글로벌 기업이라고 해서 그림 같은 이야기만
많이 해요. 저 위에. 근데 실제 차가 만들어지는 건 저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잖
아요. 볼트 하나 조이거나, 기계로 가공을 하거나, 품질은 여기서 좌우되는 거
거든요. 그래서 제가 품질본부 소속으로 항상 기회 되면 그런 얘기를 하죠. 올
해도 협력사 대표자 모셔다가 세미나 하고 실패사례, 품질목표 특강을 하면서
도 늘 얘기하는 게 최고경영자가 품질업무 하시는 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제
조하고 만드는 공정에 가서 개선하거나 활동하셔야지 사무실에서 해가지고는
그 회사, 저희들이 협력사(부품사) 없이는 완성차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부품
만드는 현장에 가야 된다.” (ZA)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Z차는 2009년 목표로 했던 글로벌 톱5 메이커로
도약하는 데 성공하였다. 여전히 국내에서 갈등적이고 소모적인 노사관
계의 대명사로 남아 있으면서, 그리고 작업현장의 경직성과 비효율이 온
존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러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을까? 그에 대한 답
을 추구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 아니므로 각설하고, 이러한 일견 모순되
게 보이는 사태의 전개 속에서 1990년대까지 Z차 내에 일정하게 형성되
었던 명장들로 대표되는 숙련은 과연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을 것인지
가 우리의 주요 관심사이다.

2. 숙련의 형식지화와 조직적 대응의 부문별 분화
많은 한국기업들에서도 그러하지만, 특히 Z차는 경영환경 자체도 급변
하고 그에 대한 대응도 신속하게 변화한다. 1999년 이후의 성장과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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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은 그러한 점에서 Z차에 대한 연구와 해석을 어렵게 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Z차가 급작스럽게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란 점에서, 앞절에서 설명한 1990년대에 발화된 현장의 숙련
기반은 대단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숙련공들은 엔지니어들과의 공동 개발 활동을 통해 특허를 취
득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암묵적 지식을 형식지화하는 중요한 경로였다.
“제가 갖고 있는 거는 특허, 혼자 특허 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하나가 있
고요, 공동으로 한 게 지금 두 개가 있고, 그래서 세 개가 돼 있고, 나머지 두
개가 지금 심사 중에 있는 게, 확정 안 된 게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토탈이
다섯 개.” (ZA)

회사는 당연히 특허 출원을 장려해 왔으며, 특허를 얻게 되면 다소의
포상금이 주어지기도 한다. 그뿐 아니라 명장들의 개인적인 노력을 통하
여 기록을 남기고 형식지화하려는 노력도 꾸준히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
인다.
“금속재료에 그 유투브에 나온 동영상들, 원자나 전자의 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결정 핵 생성 이런 것들을 유투브를 한 몇 개월을 뒤졌어요. 뒤져
가지고 한 일곱 개로 뽑아내고, 백 몇 개를 내가 다운받아가지고 다 보고 이렇
게 해서 일곱 개로 첨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학에 금속재료, 기계재료 2학년,
3학년 때 공대에서 배우는 것들을 그림 이미지 스캐닝하고 글자 토 달고 설명
달아가지고 한 3, 4백 페이지 되는 거를 오랫동안 편집하고 다듬고 또 워드작
업 하고 해가지고 팀에다가 쫙 다 나눠줬어요. 딱 나눠줬더니 “와!” (중략) 그
거를 요즘은 통신망이 좋으니까 다 자료들 다 개인 채널로 다 보내주고. “아,
그걸 어떻게 정리했냐”고 박○○ 차장이라고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야, 이거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이거 한 학기 동안, 아니 일 년 동안 두 학기를 머리에
쥐나도록 해도 학점도 제대로 못 받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던 거를 이 많
은 페이지를 작업해가지고 줬다”고 자기가 커피를 한잔 하자고 그러더라고. 처
음에. 커피 한잔 하자고 그러기에 “왜?” 그랬더만 커피 한잔 하러 나가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뭔가를 잘 몰랐는데, 그 설비를 해놓고 토 달아 놓
은 거를 보고 그 이해가 됐다면서 그런 친구도 있고….” (ZA)
“그게 금속의 어떤 기본 메커니즘, 구성, 그 다음에 변형이나 깨지거나 크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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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거나 하는 원리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해서, 지금은
직접 그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앉아서 “야, 이거 책 펴놔놓고 자료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매달 페이지가 적거나 양이 많거
나 종류가 다를 뿐이지, 매달 하여튼 뿌립니다.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대부
분은 그러니까 받아만 놓고 안 읽을 것 같은데 가끔 이렇게 술 먹거나 뭐 이렇
게 커피 한잔 할 때 보면 “야, 지난번에 그 열처리 뭐 어쩌고, 아, 지난번에 그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를 보면 그거 다 보나 봐요. 그러면 되는 거죠. 뭐. 그렇
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ZA)

이렇듯 일부는 엔지니어와 공동으로, 일부는 엔지니어의 기대수준을
뛰어넘으면서 명장들의 숙련은 형식지화되고 동료 및 후배들과 지식을
공유하는 내부 메커니즘 구축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렇지만, 계량부문에서 표준화와 문서화를 위해서 20년 이상 일해 온
ZC명장은 최근 적절한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스템이 진전
되지 않으면서 조직 내 기술역량이 떨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앞서가는데 설비 이런 투자들이, 그러면 이거를
가공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가공 공차들이 사실 요구하는 게 어느 정도냐 그거
에 따라서 이거 항온항습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이 저
기 그 설계에서 나오는 스펙은 그래도 좀 100분의 1 공차, 이런 공차로 아직까
지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문제는 안 되는데, 선진국은 자꾸만 이렇게 가니까
이 설비투자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그 이 설비의 효율성들이 굉장히 떨어
지는 거죠. 그렇게 비싼 설비를 갖다 놓고 사실상 또 이렇게 많이 QC 인원이
또 이렇게 (중복)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은 좀 효율성
면에서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점점, 점점 사람들이 그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그 장비를 관리하고 이런 노하우 있는 사람들이 참 다
빠져나가거든요. 충원이 안 되잖아요. 아시겠지만, 또 뭐 비정규직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ZC)

아울러 ZC명장은 계량부문의 아웃소싱이 널리 확산되고 있어서 Z차도
내부역량보다는 외부의 시장에 이러한 업무를 맡기게 되지 않을까 우려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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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지금 직원이 안 고치고 그냥 저쪽 공장 가면 업체 사람을 부른다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요. 옛날에 우리 그런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많
았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점점 없어지는 거죠.” (ZC)

1세대 혹은 1.5세대인 ZC명장의 뒤를 이을 후배들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세대가 이룬 개선과 표준화, 문서화의 역량은 시장에
의존하는 식으로 후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내부
적으로는 ZC명장이 근무하는 팀이 인사고과나 승진에서 불리한 경우도
많아 후배들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최소한 여기에는 4개월 이상을 트레이닝을 하고 좀
교정업무를 맡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사람을 일단
안 주는 형태가 지금 흘러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지. 이게. 여기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저기 울산 교정실도 마찬가지고.” (ZC)

후배들에 대한 숙련의 전승이 우려되지만, 그 이전에 현장의 역할은 줄
어들어 왔는데, 왜냐하면 신모델 개발 단계에서 기존 숙련들이 우선적으
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자동차에서 매우 복잡하고 한 번
오류가 발생하면 원인을 찾기도 어려운 것이 와이어하네스이다. 와이어
하네스 업무만 30여 년을 수행했던 ZE명장의 경우 부품검사 업무를 담당
하던 때 신차 양산준비 업무에도 가끔 종사했지만, 2002년 품질본부 의장
신차팀으로 배치된 이후에는 신차개발업무에만 전념하게 되었다. 이는
신차개발단계에서 품질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한 회
사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02년 이후 ZE명장은 개
발단계에서 조립용이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개선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파일럿 생산을 남양기술연구소에서 하기 때문에 주로 남양기
술연구소 출장을 많이 다니게 되었다. 또한 해외 신차개발 역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라인을 점검하기 위하여 인도65), 미국,
체코, 터키 등 해외공장으로 출장가기도 한다.

65) 가장 최근에 ZE명장이 한 일은 인도 전용생산모델인 i10을 개발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현장에서 점검하기 위하여 인도 출장을 48일간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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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크를 해가지고 검사성적서 이거 딱 해가지고 얼마 치수 다 정리해가
지고 하지만, 실제 라인에 가서 장착 파일럿, 장착해 보면, 아, 이 부위는 예상
외로 또 이렇게 꼬일 수도 있고, ‘분기 방향이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 아, 이거는 또 작업자들이 ‘작업성이 나쁘다’ 그런 경우도 있고, 엄청
나게 많죠. 그거는. (중략) 작업성 뭐, 만약에 루트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쯤 이쪽 방향으로 있다, ‘작업자는 이쪽에서 하는데, 이쪽으로 해주면 좋겠다’
이러면 이쪽으로 옮기면 이것도 작업성 개선이잖아요? 내가 이쪽에 가 이거를
와이어를 제껴 이쪽을 작업해야 되는데, 분기 방향이 나 이쪽에서 작업하는데
여기로 넣어주면 바로 여기서 꽂을 수 있잖아요. 이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 (ZE)

이렇게 개발단계에서 품질불량의 가능성을 철저히 사전 점검하고 작업
편의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조치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기존 현장 작업
자 출신의 경험적 지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남양기술연구소
의 파일럿 생산공장에서 2년간의 개발 과정을 통해 가장 단순한 형태의
생산 및 노동과정을 만들어서 울산이나 인도 공장에 넘겨주면 그 다음부
터는 루틴한 작업만이 반복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역설적으로 이제
생산현장의 양산단계에서 분임조활동 등은 침체되었다(ZE명장의 평가).
그것은 노사관계의 악화 속에서 작업자들의 모럴이 떨어졌기 때문일 수
도 있으나, 반대로 기대가 없고 역할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인 원인일까?

3. Z차에서 명장 되기와 역행적 조직문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견 숙련이 필요 없어 보이는 자동차공장이
지만, Z차에도 공고 출신의 엘리트들과 숙련공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렇
지만, 장인 수준에 오른 실력 있는 숙련공들이 모두 다 명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력 이외에 다소의 운도 작용하며, 조직적인 지원이나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필요할 수도 있다. Z차에서 명장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사회
적 맥락에서 가능한 것일까?
Z차는 오래 전부터 ‘우수기능인 예우규정’을 두고 기술사, 기능장,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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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 명장, 품질명장, 기능올림픽 우수자에 대한 승진이나 포상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런데 그 포상금은 과거 100만 원에서 10여 년 전에 200만
원으로 오른 이외에 다른 혜택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대한
민국 명장에 대한 신청을 권장하는 등의 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에서 명장부분은 추천하는 게 없어요. 회사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할
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명장은 개인이 신청하는 거잖아요. 회사에서는 신
청을 독려하는 건 없고, 오히려 저희 Z차에는 제가 해마다 연초가 되면 올해도
마찬가지였었고, 연말이 되면 일련의 자격시험 일정표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개인이 전에는 노동부, 지금은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 제도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
요. 그래서 회사에서 본인이 신청하고자 할 때 재직증명서라든지 서류들을 갖
춰 주는 역할을 지원하는 거고 그 외에 회사에서 명장을 하라고 추천하거나 하
지는 않죠.” (ZA)

추천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인센티브가 없고, 또 의욕이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Z자동차에서 뭐 한 20년 가까이 어느 한 분야에 이렇게 몸 담아가
지고 역할을 하셨던 분들은 다 그 레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왠
지 모르게 H중공업이나 P제철이나 이런 데 비해가지고 저희 Z차에 계시는 분
들이 없어요. 하시는 분, 도전하시는 분, 도전이라는 말보다 그런 데 의욕을 가
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 (ZA)

요컨대 회사 전체의 조직 방침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알음알음으로 권
유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명장 신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명장과
관련한 조직적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ZA명장은 현재 회사 내에 대한
민국 명장이 자신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검색해도 안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니 명장의 숫자가 적기도 하지만, 명장들의 모임이 이루어질
리도 없다66).
66) 아산공장에서 근무하는 ZC명장의 경우도 회사 내 명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ZC명장은 2006년 명장으로 선정된 동기 모임은 계속 하는데, 1년에 네 번
동기모임을 갖고, 전국 모임은 신입명장 환영회를 1년에 한 번 갖는다. 충청도 지
역 모임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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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서 근무해 온 ZB명장은 신문에서 명장 신청공고를 보고, 인근 H
정공의 기존 명장을 찾아가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한 후 주변의 도움을 얻
었는데, 특히 원효로의 본사에 있는 제안사무국은 ZB명장을 이미 잘 알
고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 작업 등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고 한다. 결국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97년에 한 번 만에 명장에 선정되게 된다. 이 ZB명
장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선배들이 기능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고전한
바 있고, 또 매우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일했던 경험 때문에 명장과 같
은 높은 지위에 올라 세상을 바꾸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한
적도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때 제가 딱 나름대로 응어리 진 게 ‘내가 언젠가는 어
느 궤도에 올라가면 나는 우리 후배들한테 이런 전철은 안 물려준다. 절대. 과
거 내가 기술 배울 때 선배들이 물려주지 않았던 어떤 똥고집, 노하우, 나는 이
거 분명히 개선한다’. 그리고 제가 명장에 선정될 때 지금 고인이 되신 그 정○
○ 대한도장협회 회장이 “당신이 만약에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되면 뭐를 할 것
인가?”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제가 만약에 대한민국명장에 선
정된다면 제가 과거에 기술 배울 때 그리 열악하고 힘들었던 작업환경, 선배들
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갖다가 후배들한테 전수 안 해주는 것, 그건 제가 개
선하겠습니다. 후배를 위해서 노력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 뭐고 전수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랬더니 그 면접 보시는 분이 하
시는 이야기가 “중학교밖에 졸업 안 하고, 나이도 어린데(당시 40세), 아는 게
너무 많다.” (ZB)

이렇듯 명장들은 개인적 성공을 위해서도 도전하였지만, 또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도 명장이 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조직적 도움을 얻어 쉽게 명장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명장들이 항상 조직 내에서 우대받고 고속 승진하던 사람들만이 되는 것
은 아니었다. 승진에서 밀리던 ZC명장의 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측정기를 교정하는 계량직종의 경우 유럽에서는 공업의 기본으로서 매
우 중요하게 생각되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90여 개의 크고
작은 전문업체가 생길 정도로 널리 확산되었지만, Z차 내부에서는 후선
부서이기 때문에 ZC명장의 경우 승진 등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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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이 회사업무는 매우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대학을 더 다닌다든가 하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 여하튼 생산직으로 입사했다가 1990년경 일반
직으로 전환된 경우인데, 이후 승진속도는 좀 늦은 편이었다. 그런데 같
은 계량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끼리의 교류 과정에서 대한민국 명장
제도를 알게 되고, 마침 잘 아는 공군 기술자가 첫 번째로 계량 분야에서
명장을 취득하게 되자, 이에 도전할 마음을 갖게 된다. 회사는 특별히 도
와준 것은 없으며, 거의 혼자서 옛날 서류들을 찾아서 정리하고 서류 한
박스분을 들고 신청하게 되었다. 바로 직속상관은 될 가능성이 없다고 서
류제출 이틀 전까지도 결재를 하지 않았으나, 결국 결재를 받고 제출하여
한 번 만에 명장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그렇지만 회사 전체로는 대한민국 명장에 도전하는 분위기는 위축되었
음을 설명하였다.
“근데 이게 이제 뭐라 할까? IMF 지난다 할까, 뭐 그러고 나서 이게 다 없
어졌어요. 그 사람들(용접, 판금 등의 기능인들) 뭐 나가고, 이래가지고 뭐, 중
공업은 좀 활성이 됐었는데 자동차는 그게 완전히 죽었습니다. 다 아웃소싱 되
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계신 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뭐라 할까? 제안제도 이런 것 때문에 품질명장은 상
당히 많이 했는데, 이 대한민국(명장) 이쪽으로는 좀 없었습니다. 도전하는 사
람이.” (ZC)

이렇듯 인터뷰 대상인 3명의 Z차 대한민국 명장은 모두 회사로부터 결
재를 받기는 하였으나, 조직적인 권유나 선발 과정을 거친 적이 없으며,
개인적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준비하여 명장이 된 경우이다.
그렇다면 품질명장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품질명장은 절차상 회사의
추천을 받아 2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여하튼 회사에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품질명장은 제안과 분임조활동의 실적을 품질
본부에서 제안마일리지 누적 등을 통하여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고 회사의 추천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명장이 되는 과정 자체
는 단순한 편이다. 예를 들어 ZD명장은 수많은 제안을 현장에서 해오고
있었는데, 실적이 쌓이자 품질본부에서 전국 대회에 나가볼 것을 권유하
고, 결국 전국 제안 왕 타이틀을 따게 된다. 그리고 전국 제안 왕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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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딴 그 다음 해에 회사는 품질명장에 도전할 것을 다시 권하고, 서류 작
성을 도와주어 무리 없이 품질명장이 된 것이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내에서 얼마나 많은 제안을 했는가인데, ZD명장
의 경우 조립이 끝나고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까지 과거에 왁스와 디왁싱
때문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던 것을 부직포로 씌워놓는 방식으로 바꾸도
록 하는 제안을 통하여 수백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도록 하였다.
회사에서 이렇게 특급제안으로 분류되면 2백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그
밖에 연간 수백 건씩의 제안을 통하여 사내에서 일찌감치 인정을 받았던
경우이다. 물론 직군 전환을 통하여 다른 생산직들이 잘 하지 않는 공정
개선 업무를 맡았지만, 공정개선 업무를 하는 모든 사람이 품질명장이 되
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발군의 역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품질명장이 되어 현재도 울산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인사팀 확인결과 19명이다67). 그 19명 가운데 1990년대에 선정된 인원은
11명이며, 2002년 2명, 2003, 2004, 2006년이 각 1명씩이며, 이후 한동안
품질명장을 배출하지 못하다가 2011년에 2명, 2012년에 1명이 선정되었
다. 분야별로는 엔진, 변속기, 소재, 툴링, 품질관리 등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로부터 Z차의 경우 2011년과 2012년을 예외로 하면 2007∼10년까지
1명도 배출되지 않은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최근 들어 품질명장
과 관련한 조직적인 활동이 별로 없거나 품질명장에 추천할 만한 인원풀
이 없거나의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필자가 여러 정황을 미루어
짐작컨대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있으나, 주가 되는 것은 이들을 끌어
내고 조직화하려는 노력을 회사가 별로 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품질
명장들끼리의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68), 처음 선정될 때 포
상금 200만 원 이외에 추가적인 혜택은 별로 없다. 또한 사외강사나 사내
강사로 활동하는 경우도 별로 없는 것으로 보아 현장에서의 역할은 공식
적인 직제에 국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품질명장이
67) 전주공장에 6명이 있어서 현직 품질명장은 Z사 내에 모두 25명이다.
68) Z차 내 현직 23명의 품질명장들 모임이 있기는 하나, 출석률은 높지 않다고 한다.
(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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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자 하는 개인들은 극히 일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명장회 차원에서 어떤 개선활동도 좀 하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안하기
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면, 제안을 하면 하는데, 사실 그 품질명장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각 부서별로 이렇게 다 있으면서 다들 바쁜 분들이에요. 또 대부
분이 중요 업무들을 맡고 있더라고. 그래서 뭔가 테마를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나씩 이렇게 좀 해결해 주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추진하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공간적으로도 저희
들이 뭐 어떤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예.
그리고 뭐 저같이 또 어디 생산을 맡고 있다든지 이러면 같이 그 조직에 따라
서 계속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하기는 좀 어렵다. 그 다
음에 특히 뭐 3공장, 저희 경우의 케이스라면 주말도 계속 근무를 하니까.”
(ZD)

즉 Z자동차 내에서 품질명장과 대등한 수준으로 일할 수 있는 숙련노
동자층이 얇다 보니 현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모두 일정한 보
직을 맡아야 하고, 보직을 맡고 있는 한 추가적으로 제안과 개선 활동을
심화시킬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현장에서 품질명장은 그냥
과거에 따놓은 자격증에 불과하다.
“질문 : 현장 내에서 어떻게 후배사원들이 품질명장이라고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존중하는 분위기는 있습니까? 명장의 답 : 품질명장인지를 잘 모르
죠.” (ZD)

즉 품질명장이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것과 같은 일은
없다. 아예 모르기 때문이다.
최근 Z차의 경우 58세 정년이지만, 조합원은 1년씩 두 번 더 같은 급여
수준으로 계약을 연장해 준다. 그렇지만, 과장으로 승진하여 일반직으로
직군전환이 된 경우는 58세에 그냥 나가거나, 아니면 1∼2년 정도 더 연
장해 주기도 한다. 즉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일반직
이 역차별 당하는 구조인데, 그것은 품질명장이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다. 즉 특별한 우대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2008년 과장으로 승진한 ZE
명장의 경우도 정년을 앞두고 실제로 두 번 더 계약을 할 수 있을지 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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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이 크다고 언급하였다.
“자동차는 승진하려고 안 합니다. 정규직으로 와가지고 대학 출신자들은 뭐
자기 그게 있으니까, 잘 앞으로 계속해나가는 편이니까 승진하려고 하겠지만,
뭐 우리같이 못 배우고 고졸 출신들은 생산에서 와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열이
면 열 진급하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치
고도 이 Z자동차처럼 진급 안 하려고 하는 회사는 없을 겁니다.” (ZE)

여하튼 ZE명장의 경우도 1995년 대통령상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가
지 증빙서류들을 품질부서 내 담당과장이 꾸며서 품질명장 신청서를 내
고, 회사에서 추천한 두 명은 그대로 품질명장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품질명장이 되어 회사로부터 2백만 원의 포상을 받고 부서 회식한 것이
다였다. 그 이후 회사로부터 어떤 혜택이나 우대를 받은 기억도 없다고
한다.69)
“ZE명장에 의하면 최근 몇몇 개인들이 품질명장이 되고자 기록을 쌓는 모
습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일부일 뿐이며, 무엇보다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려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한다.” (ZE)
“분임조활동을 하면 요새 같은 경우에는 뭐 젊은 사람들이 잘 하려고 하겠
습니까? 우리 그 전에는, 할 적에는 뭐 어디서 하라면 무조건 했죠. 요새는 뭐
노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기 하기 싫으면 뭐 … 그래서 자동차는 진급을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저도 뭐 진급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뭐 억지로 회사에서
시켜가지고 하는 거죠. 뭐. 자동차는 그렇습니다. 정규대학 나와가지고 하는 사
람들은 정말로 자기가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조합이라고 뭐 과장 됐다고 해가
지고 특별히 달라진 거는 없고, 자기 일 자기 그대로. 이제 조합원 아니니까,
이제 자유롭지 못하지. 조합원들은 엄청나게 그거를, 보호를 받고 있는 거에
요.” (ZE)

Z차 내에서 생산직 출신이더라도 과장급 이상으로 승진한 사람은 적지
않다. 그러나 과장급 이상이 되면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후
다른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승진
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되게 된다. 뛰어난 제안을 하거나 분임조활동을
69) 한 달에 만 원씩 하는 전국품질명장협의회 회비는 회사가 대신 내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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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자신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것은 바보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다.

4. Z차에서 숙련의 위상 저하와 노사관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Z차에서 명장은 개인들에게 해보고 싶은
비전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까지 개발되었던 현장의 숙련은
이미 형식지화되거나 개별화되었다. 결국 Z차에서 숙련의 위상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ZA명장은 1990년대에는 그래도
회사가 숙련에 대한 투자를 했었는데, 최근에 그것이 줄어든 것을 안타깝
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죠. 그런데 그때(1995년) 창원기능대학에 같
이 가서 공부한 사람들이 직업훈련교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기능장 취득하고,
나름대로 공부한 걸 바탕으로 우리 성내연수원이라고 그쪽에 대부분 학습 지
도하는 분들이 자동차 정비나 용접이나 판금이나 기계가공, 정밀가공측정 이
런 것들 했던 사람들이 같은 선후배였던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때 재충전
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없더라고. 보통 다 알잖아요. 회사 인사발령이나
게시판 보면 다 뜨는데 요새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조직이 커지니까 이런
것들이 잊혀져 가는구나 … 저도 굉장히 미래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는데 Z차
가 100년 가려면 결국 현장에서 제조하는 사람, 엔지니어 손이 연결되어야 하
는데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저희들 세대 앞뒤 10년차 되는 사람들이 저희 회
사에도 이제 다 떠나기 시작해요. 굉장히 고민스럽죠. 그런 고민을 경영자가
하셔야 하는데 … 10년 후, 20년 후에 현장에 제조하는 끈을 어떻게 가져갈 것
인가 제가 보기엔 별로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거.” (ZA)

ZA명장은 개인적으로 울산공장에서는 물론 전주공장에서도 5년간 근
무하면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무던 애를 써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생산현장의 학습 분위기는 실망할 정
도이다.
“반에, 보통 반에만 숙련 반원이 있다고 치면, 그 다음에 그 중에 한두 명이
라도 색다른 길을 가거나 하면 이제 보는 거에요. 바라보는 거야. ‘나도 따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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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말까?’ 이렇게. ‘따라갈까 말까?’ 하다가 누가 한 명이 따라가면 ‘어, 쟤도 가
네. 나도 한 번 가볼까?’ 하고 붙어버리면 이제 그거는 불이 붙는데, 없어 지
금.” (ZA)

앞의 명장 되기와 관련한 항목에서 ZE명장의 설명을 통해 알 수 있었
지만, 이제 숙련향상을 통한 승진이란 비전은 몇몇 개인들에게만 해당되
고 전반적으로는 일반직 전환, 특히 승진은 오히려 고용불안으로 이어진
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ZA명장도 이하에서 보듯이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나, 여전히 도전과 실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그래도 대리까지는 노조원 자격이 있으니까 거기는 노조가 보호해 준다는
건 있는 거고요. 저도 아시다시피 노동조합 창립될 때 한창 뜨거운 여름에 같
이 참여하고 현장에 생산직으로 있었으니까. 다 그 속에서 자라왔지만 노동조
합이 조합원을 신변보장을 해준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
하거든요. 아무리 잘못해도 다 보장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잘못한 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는 거지. 다들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처음 과장 진급한다고
했을 때 “왜 진급 하냐?” 실제 제 동기들도 대리로 진급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이 많아요. 저녁에 술 먹는 사람 중에도 있어요. “왜 안 하냐?” 하면, “진급해
봐야 불안한데 왜 하냐?”는 쪽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자기 자신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봐요. 불안하다는 건 경쟁에서 자기가 여기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안 되죠.” (ZA)

그러나 ZA명장은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일 뿐이다. 이제 Z차 내에서 개
인 비전은 ‘명장 되기’와 그를 위한 자기계발보다는 노조활동 하는 데서
찾아지고 있다.
“기회가 된다면 많은 그 현장활동 하시는 분들의 방향이, 회사 쪽 방향으로,
아무튼 노조활동이나 하시는 분들이 샤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쩌다
가 술을 한잔하거나 뭐 대화를 해보면 “야, 니들 뭐 그래 그 열심이냐?” 막 노
조활동만 열심히 하냐 하면, “형님, 일은 똑같은데, 회사 일은 출근해가지고 똑
같은 일 반복되는 일을 몇 년째 몇 년째 똑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요령
도 생기고 뭐 이렇게 여유가 많아져요.” 요령이 생긴다는 게 여유가 많아진다
는 얘기야. 여유가 많으니까 생각할 게 자기 머리는 좋은데 자기는 뭔가를 몸
이 꿈틀거리는데 없는 거야. 자기계발, 자기계발 쪽으로 방향만 제시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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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쪽으로 막 갈 수는 있고, 자기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안 보여. 그러니까 이거
(노조활동), 이거 하는 거야. 이거는 쉽거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그
뭐 대자보나 뭐 유인물이나 신문 같은 거나 이런 거 보시면 수준이 이제 확 드
러나져요.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이 보면 뭐 문맥, 글자, 단어 인용하는 거, 상대
방을 이렇게 어떤 설득하는 것 하는 것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그러죠? 그게 좋
은 애들은 많은데, 시간도 많은데 그런 거 안 해줘. 그런 사람들이 각 부서나
큰 부서 생산부서, 큰 부서에는 인원이 뭐 100명, 200명 되는 데도 있어요. 뭐
의장부서 이런 데는 100명, 200명 단위로 되기도 하고 작게는 뭐 50명 이렇게
되는 부서단위에서도 다 역할이 있거든요. 항상. 뭐 팀 작업은 그런 역할을 하
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생산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많은 사람 중에 그래도
주로 어떤 지금 현재는 이거 목소리 큰 쪽이 이 밑에 생산하는 쪽이죠. 이 사람
들 중에 그래도 다만 몇 명씩이라도 자기계발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
면 따라가기도 할 거라는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ZA)

결국 생산직도 자기계발을 하고 역량을 향상시키면 일반직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거란 비전이 없다. 또한 그에 앞서 그렇게 실력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이 생산현장 내에서 주어지지 않는다. 결국 승진 기피 현상
이 만연되고, 이는 생산직과 대졸 일반직 사이의 거리감을 재확인하는 것
일 뿐이다.
ZD명장은 생산직 출신으로서 고졸 사무직을 거쳐 일반직으로 직군전
환을 하였지만, 이른바 현장 출신이기 때문에 작업자들에 대한 접근성이
대졸 사원들보다 좋았다. 따라서 노사관계 대응 차원에서 일단 대리를 달
면서부터 빠른 승진을 하게 된다.
“이쪽에 제조부서는 다 대졸 사원들, 이제 4년 졸업한 우리 일반직 사원들이
다 생산과장 됐죠. 그런데 제가 거기 가게 된 것도, 저는 뭐 어떤 일이라도 주
어지면 제가 하지만 뭐 제가 거기 들어간 과가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노사관계에 있어서부터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공장에 사업부장
을 하고 계시는 이사님께서 “니가 가라. 방법이 없다. 너 고생시키는 것 같지만
너가 가라” 그래서 제가 가게 됐고….” (ZD)

즉 2004년에 생산과장으로 승진하였는데, 그것은 대리가 된 지 3년 만
의 파격적인 일이었다. 그만큼 2000년대 초반의 갈등적인 노사관계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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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할 수 있는 적임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ZD명장은 이
후 차장도 5년 만에 시간에 맞춰 승진하게 된다. 그리고 더욱더 노무관리
차원에서 역량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것은 한편으로 그가 생산직 출신이
기 때문이다.
“지금 현장에 우리 대졸 출신 생산과장 분들은 현장에 나가면 반장이나 이
런 분들한테 함부로 이렇게 큰 소리를 내거나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딱 현장에 가서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 막 혼내버려요. 혼내고, 뭐, 반장
들이 내가 나가면 벌써 이렇게 쫙 자세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실제 제가 갔을 때 그 과가 산재가 무더기고, 하여튼 뭐 공상, 품질문제 등등
대의원이 이거 협의를 안 해줘 가지고 우리 계장들이 가서 컨베이어를 작업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죠. 아예 산재도, 아예 올해
와서는 뭐 산재도 없고, 아주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몰라요, 우리
지금 사업부장을 하시는 분이 사람 하나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질지는 몰랐다
고 말씀하시던데, 예, 그런 거가 뭐 저한테 하나씩, 하나씩 들리는 얘기들로서
도움이 됐지 않았느냐.” (ZD)

이는 거꾸로 말하면 노무관리에 있어서 Z차 내부에 여전히 대졸 사원
과 고졸 사원, 그리고 사무실 일반직과 현장 생산직 사이에 벽이 두껍게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해법은 ZD명장과 같이 생산직 출
신으로서 현장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갖는 숙련공 혹은 관리자를 육성하
는 것이지만, Z차에 있어서 그런 노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 생산직은 여
전히 노동조합 이외에 비전을 가질 여지가 없는 것이다.

5. 후배 지도와 부품업체 및 해외공장 지도
Z차 내에서 명장의 수도 적고 위상도 약하지만, 기존 명장들은 나름대
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한다. 명장의 역할 중 중요한 한 가지는
역시 자신이 가진 숙련을 갖고 부품업체나 해외공장 지도, 그리고 무엇보
다 후배들을 길러내는 것이다. 물론 해외공장이나 부품업체 지도는 자신
의 회사 업무 중 하나가 되기도 한다.
“그거는 이제 국내, 국내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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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해외공장에다 시도를 하고 또 업시키고 이런 역할들을 하죠. (중략) 모
사가 여기다 보니까 여기에 수준을 최대한 수평적 내지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
는 역할들이 우선은 기본으로 가져가야 되고.” (ZA)

후배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ZA명장은 요즘 젊은이들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저는 학습능력은 조금은 차이 있을지 몰라도 또 다른 쪽에 재주가 다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실제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또. 뭐 이렇게 어떤 몰입을 하
는 거라든지, 아니면 손재주가 있다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사회개념으로 보면
학습능력이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었겠죠.
자기 친구들이나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면 뭐 성적 받는 요령이 좀 부족했
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신에 아주 몰입해서 집중하는 능력들은 또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ZA)

즉 학력이나 스펙보다 집중력을 갖고 덤벼들려는 후배들이 있고, 그 후
배들을 가르치고자 한다. 잠재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ZB명장은 현재 자동차 도장 분야에서 유일한 대한민국 명장인데, 후배
들도 그러한 영광을 갖게 되길 바라면서 창원시 최고근로인, 전국기능경
기대회 메달리스트, 종국에는 대한민국 명장에 도전하도록 격려하고 채
근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자신의 반에서 근무하는 8명 직속후배
들은 모두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을 모두 획득하였다.
이와는 달리 ZE명장의 경우 특별히 후배를 양성한다는 개념은 없는 것
으로 보였다. 의장공정에서는 품질불량의 가능성을 사전에 잡아내고 생
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업무를 부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일 것
이다. 즉 후배양성에서도 의장공정은 탈인격화된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서 ZA명장과는 달리 ZD명장은 후배들의 업무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생산과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회사생활에 대한 거라든지, 품질
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거기 집중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요즘 교육을 해보면 자기 표현을 확실히 합니다. 딱 하고, “그건 아닙니다”,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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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이렇게 딱 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현장에 가보면, 가서 보면 자기 행
동에 대한 책임이 또 없어요. 예. 그게 달라졌다는 거에요. (중략) 공정이, 제가
1공정에 일을 하면 ‘제 뒤에 2공정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불편할까 안 할
까’ 그런 걸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사고는 전혀 없어요. 그냥 내 꺼 하
는데 ‘내가 실수를 했다, 그러면 그 뭐 실수한 거고’, 뭐 그런 생각 같아요. 요즘
에 보면.” (ZD)

즉 자기 주장이 강한 것만큼 의무를 이행하는 데는 소홀하다는 것이다.
결국 후배들의 개선능력이나 제안능력에 대해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후배
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ZD명장
은 강의시간 등에 생산직 후배들에게 목표를 갖고 매진할 것을 요구한다.
“생산직사원들이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나도 생산직 출신이다. 꼭 꿈을
가져라”, “그냥 뭐 어떻게 그냥 하루 왔다가 하루 가면 된다 이런 생각 하지 말
고 뭐가 됐든 좋다. 어떤 목표를 하나만 정해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매진했
으면 좋겠다.” 꼭 합니다. 그 얘기를.” (ZD)

그러나 ZD명장은 사외 강사로서의 역할은 없다. 바빠서 현업을 빠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에 비하면 계량이라는 전문 영역에서 외부와 교류
할 수밖에 없는 ZC명장은 종종 사외 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즉 독특한
계량 분야에서 명장을 취득한 ZC씨는 명장 취득을 전후로 하여 외부에서
위원 촉탁이나 강의 수요 등이 많다. 기술표준원 인증위원, KOLAS 인증
위원, 한국계량측정협회 강사, 국가교정기관 평가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
다. 그러나 공고나 공대 등에는 강의를 나가고 있지 않으며, 회사 업무 부
담 때문에 대외활동을 많이 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회사 업무와 연계해서는 중국, 인도, 미국 등에 Z자동차와 동반 진출한
협력사들을 방문하여 부품업체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측정기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러 해외출장을 다니기도 한다70). 또한 ZC명장은
업무로 규정되어 인근 부품업체들에 대한 지도를 다니는데, 연간 12∼15개
업체를 방문하여 2∼3일씩 머물면서 측정기를 바로잡아 준다고 한다.

70) 생각보다 중국이나 인도의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측정기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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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Z차에서는 업무로 부과한 해외공장이나 부품업체 지도 이외
에 사외활동이나 사내외 강사 역할이 활발한 명장은 특수 분야인 ZC씨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ZA명장의 경우 후배지도에 기대감도 있지만, ZB
씨의 후배지도는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으며, 눈에 보이는 숙련이 적
은 의장공정에서는 탈인격화된 후배지도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미래 설계
Z차에서 금번 인터뷰 대상자들은 아직은 퇴직 연령이 조금 남은 명장
들이 많았으며, 따라서 당분간은 회사를 다니는 것 이외에 뚜렷한 은퇴
후 설계를 갖고 있는 분은 없는 것으로 보였다. ZA명장은 지리산 칠선계
곡 아래에 별장을 짓는 게 첫째 소원이고, 둘째 소원은 영어를 배워서 국
제학술지 등에 자신의 성과를 올리는 것이고, 셋째 소원은 현재 하고 있
는 일이기도 한데, 기존의 지식들을 문서화해서 후배들에게 넘겨주는 것
이라고 설명하였다.
“남아 있는 꿈이 이제 Z자동차 100년 가게 하는 데 초석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초석 역할들을 지금 현재는 이렇게 뭐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 많이
했었고, 온라인에서 자료 주기도 하고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기록에 남겨서 문서화해놓는 거. 그런 역할들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정년 하기 전에 이 대한민국 산업훈장포상이라도 하나 받아야 되는
데….” (ZA)

ZB명장은 도장만 42년째 해 오면서 일에 매달려 왔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그렇고요, 일정 부분은 소홀했던 부분이 많아요. 가
족에 대한 미안함이나 항상 그런 거를 가지고 마음속으로는 그런 게 있는데,
또 표현이 잘 안 되고 해서 가족한테 항상 미안하고 참 좀 그런 마음이 좀 많
이 들어요.” (ZB)

그렇다고 ZB명장이 자신의 일을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 57세의
나이고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미 문성대 특임교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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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교수, 숙련기술 전수요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2013년에 새로 마산방
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였다.
“제가 지금 진로지도 강의나 외부 강의를 좀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지금 정
부시책이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저는 그걸 실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공부는 언제 해도 늦지 않다는 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제
가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어디 뭐 퇴직
후에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육체적인 거는 노력은 한계가 있으니
까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갖다가 책에 없는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는 노
하우를 갖다가 후배들한테 전파를 해주려면 어떤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게 뭔가 좀 스펙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스펙이라는 거는 아니
고, 내가 나름대로는 조금 하다 못해 뭐 컴퓨터라도 좀 활용을 좀 하려면 뭔가
좀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퇴직하고 난 이후에는 학교 어떤 강단에
서거나 그런 꿈이 있거든요.” (ZB)
“오직 오로지 제가 퇴직하고 난 이후에는 지금도 후학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만, 기능지도나 그 다음에 우리 후배들한테 기능전수는 하고 있지만, 저는 개
인사업을 운영해 보고 싶은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고.” (ZB)

이렇듯 ZB명장에게 있어서 후배양성을 포함하여 학습과 일은 여전히
식지 않는 꿈이다. 그러나 2004년 근육이 터져서 휴직을 하기도 하고, 현
재는 혈액암을 앓고 있기도 하다. 결국 42년간 도장 업무에서 남은 것은
골병뿐이라는 한탄도 풀어놓았다. 그러면서 회사로부터 명장이라고 존중
받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솔직히 드러내기도 하였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회사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한테 애사심 바라지 말라고. 애사심 바라지 말라고. 내가 산재, 이렇게 골병이
들어가지고 해나가면 회사에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아무것도 없습
니다. 회사는 산재서 접수하면 끝입니다.” (ZB)

ZC명장의 경우 현재 계량 분야에 전문업체가 전국적으로 90여 개가 생
기는 등 시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도 자격증을 갖고 할 수 있
는 일은 많은 것으로 보인다. Z차 내부적으로는 직급정년제 등으로 인해
정년을 다 채운다는 것도 보장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역시 노조원
신분을 벗어난 차장이기 때문에 정년보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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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미 정년이 곧 닥칠 ZE명장은 5년 후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으
냐는 질문에 대해,
“글쎄요. 지금으로 봐서는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푹 쉬고 싶죠. 한 30년 하
니까, 지금은 쪼들리고 하니까 회사는 이제 뭐 … 또 나갔던 사람은 그러더라고
요. “아, 뭐 1년만 놀아봐라” 다 뭐 지겨워 죽는다고, “뭐 회사 뭐 어떤 회사라
도 또 들어가질 거다” 이러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아휴, 또 내가 나가가지고
만약에 어디를, 어디를 직장을 또 구한다고 그러면, 하라면 지금으로 생각해서
는 없습니다. 실제.” (ZE)

라고 답하여 지겨운 직장생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목표임을 드러냈다.
적어도 ZE명장에게 있어서 Z차에서의 일은 즐겁고 보람찬 것은 아니었
던 것으로 보인다.

제5절 소 결

기계산업의 불모지에서 세계 5위 자동차 메이커로 도약한 Z차의 성장
은 정말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성공의 배후에는 수많은 사
람들의 땀과 열정이 놓여 있을 것인바, 이 글에서는 그 중 성공한 기능인
들인 명장들의 생애사와 기업사를 병치시킴으로써 기업 성장 과정에서
명장의 역할과 위상을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Z차에서 초기에 공장을 가동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경력사원들에
의존한 것이었으며, 그 중 한 명의 기억이 제4장 ‘보론’에 기록되어 있다.
같은 시기 베이비부머들은 공식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었는데, Z
차의 인터뷰 대상인 5명의 명장들 가운데 ZC씨를 제외하면 공고 출신의
엘리트는 없었다. 이는 자동차공장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는 우수한 인력들이 명장이 되지 않았거나, 공고 출신 품질명장 등이 면
담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중졸자인 ZA씨와 ZB씨
가 성공하는 스토리는 다소의 차이를 보이는데, ZA씨는 18세에 입사하자
마자 전국 기능대회에서 동상을 받아 주목을 받으면서 후일 소재개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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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서 발군의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 반면 ZB씨는 지역의 중규모 자동
차정비소에서 일도 잘 가르쳐 주지 않는 선배 밑에서 고전하지만, 스스로
의 노력과 어깨너머로 일을 배우는 영민함으로 주위의 인정을 받게 된다.
또한 공고와 전문대를 졸업한 ZC씨는 계량이라는 특수 분야에서 선배들
의 도움과 외부 교육 등에 힘입어 숙련을 쌓아나간 경우에 해당한다. 결
국 Z차에서 대한민국 명장 3명의 경력과 성공 경로는 상당히 이질적이어
서 일반화된 특성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이와 제도적 맥락이
다른 품질명장 두 명의 경우도 의장공정으로 부서를 국한했음에도 불구
하고 역시 경력 경로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즉 ZD명장은 전국 제안 왕으
로서 주로 관리감독자의 길을 걸었던 반면, ZE명장은 부품검수 역할에서
분임조 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후 신차개발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이렇게 Z차에서 명장들의 다기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현상은
이들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공식교육은 많이 받지 못했지만, 학습의
지가 높았으며, 무엇보다 일에 대한 승부근성과 도전정신이 두드러졌다
는 점이다. 다만, 손끝기술이 필요하지 않거나 무딘 품질명장 두 명의 경
우는 처음부터 현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품질명
장을 포함한 인터뷰 대상 명장 모두는 회사의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몫
이상을 해내는 역량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때로 설비와 장비가 취약한 상
태에서 시행착오를 통한 노하우 습득의 과정이었으며, 또한 자동화와 정
보화가 진행되는 것을 선도하는 역할이기도 하였다. 아울러 자동화는 항
상 노동배제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작업의 편의성을 높이
거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였다. 이 모든 과정에서 숙련공
들은 엔지니어 및 관리자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1990년대까지 Z차가 생산
기술 및 생산관리 능력에서 거의 선진업체 수준으로 발전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1999년 이후 신경영진이 품질경영을 선언하면서 양상은 달라지
기 시작하였다. 품질불량이 발생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하여 남양
기술연구소 내에 파일럿 생산라인이 건설되었으며, 울산의 숙련공들은
이 파일럿 단계에서 작업의 편의성을 높이고 생산성과 품질 수준을 제고
하는 조치들을 하도록 요구되었다. 그 전까지 이들이 가졌던 암묵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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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렇게 신차개발단계로 이전되었으며, 그것은 이제 현장에서는 더 이
상 숙련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소재와 계량 등의
특수 분야에서도 경험적 숙련의 문서화가 명장들의 개인적 활약으로 크
게 진전되었으나, 후배들로 이것이 제대로 전수될 수 있는가는 다소의 의
문을 남기고 있다. 그것은 회사 전반의 숙련에 대한 평가 및 취약한 숙련
전승 시스템, 그리고 아웃소싱 확대 현상 등과 관련되어 있다.
Z자동차에서 숙련을 중시하고 이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은 1990년대 중
반 직능자격제도 도입이 좌절되면서 수포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에도 간헐적 노력이 없지 않았으나, 1998년의 1만여 명 고용조정 경험 이
후 매우 갈등적인 노사관계가 전개되면서 숙련 이슈는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대립적 노사관계의 관성이 오래되면서 이제 숙련형성 및 숙련을 매개
로 한 생산직의 비전은 더욱더 왜곡되었다. 제안이나 분임조활동을 통하
여 생산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승진하는 것은, 과장급 이상이 조합
원 신분을 상실함으로써 오히려 고용불안에 노출된다는 현상으로 인하여
기피해야 할 일이 되었다. 이러한 승진기피 현상은 업무에 대한 몰입도도
떨어뜨리는 것이었으며, 특히 품질경영에 따라 사전적으로 실수의 가능
성을 배제하는 단순반복작업화와 자동화 진전으로 인하여 현장에서는 개
선의 역할 자체가 축소되었다.
이제 새롭게 명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 그 이전
부터 Z차는 명장제도를 활용할 의지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명
장들은 회사의 추천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명장제도에 대한 정보를 습득
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응모하였다. 때로 서류 작성에서 사무실의 도움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여하튼 Z차에서 명장이 된다는 것은 개인적인 노력,
개인적인 영광일 뿐이다. 품질명장은 회사의 추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제도적 장치 때문에 회사가 선정 절차에 개입하지만, 1990년대까지와는
달리 2000년대에 들어 Z차의 품질명장은 다수가 배출되었다고 보기 어려
우며, 특히 2007∼10년까지는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 기간 중 회사는 해외공장을 잇따라 건설하며 드디어 2009년에 글로
벌 톱5의 목표를 달성하지만, 그것은 현장에서 숙련을 저평가하고,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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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을 엔지니어링으로 흡수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따라서 해외공장
이나 부품업체 지도도 명장들의 숙련에 대한 존중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라, 회사 조직에 의하여 수행되는 일상적인 업무일 뿐이다. 물론
개인적으로 명장들은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이 높은 사람들
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그리고 후배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정성과 열
의를 다하지만, 조직적인 차원에서 숙련의 전승 시스템은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Z차에서 숙련이나 명장에 대한 우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특히 1999년 이후 노사관계가 왜곡되면서 숙련은 중심적인 의제가 된 적
이 없다. 회사는 품질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각종 투자를 확대했지만,
인간의 실수를 사전에 배제하기 위하여 신차개발단계에서 기존 암묵지를
흡수하는 데 주력하였고, 생산현장에는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다. 명장 레
벨이 아닌 일반 작업자들은 일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으며, 노조
활동을 하는 쪽을 선택하게 된다. 더욱이 노조는 60세까지 고용을 보장해
주는데 일을 잘하거나 제안, 개선활동을 잘 해서 승진한다는 것은 역설적
으로 60세까지 일하지 못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숙련향상과
일에 대한 몰입은 바보스러운 선택이 될 우려도 있다. 이래저래 Z차에서
숙련은 천덕꾸러기로 전락하였다.
따라서 본문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Z차에서 사내하도급의 확대는
어찌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즉 현장 작
업자들에게 숙련향상의 기회나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내하도
급을 정규직화하여 고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비합리적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71). 이미 조성재(2006b)에서 이러한 논리적 연관성이 제기된 바
있으며, 따라서 사내하도급 현상은 불법파견이라는 법적 문제이면서 동
시에 Z차의 숙련구조 문제이기도 하다.
요컨대 Z차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는 다른 대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외
부노동시장이 작동하였으나, 1987년 노조 결성을 계기로 내부노동시장화
가 진전되었다. 또한 1990년대까지는 내부노동시장 내에서 기업특수적
71) 그 극단적 형태는 생산현장에 정규직이 하나도 없는 동희오토(기아차 모닝 생산
공장)와 현대모비스 아산공장 등의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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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이 형성되고, 축적되고, 발휘되었으나, 1999년 이후 이러한 경험적 숙
련은 엔지니어링으로 흡수되고 현장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숙련공동
화’가 진전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단순반복작업에 적합한 사내하도
급의 증가라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내부노동시장의 분화를 의미한
다. 또한 소수의 숙련자들 이외에 다수의 정규직의 경우도 ‘비숙련화’가
진행되었으나, 그들의 고용 및 임금복지는 노조의 힘에 의하여 지탱되는
형국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비숙련화란 미숙련이나 반숙련
과는 달리 숙련의 잠재적 능력을 갖고 있으나, 개발되거나 활용되지 않는
상태를 일컫는다.
이상의 내용을 그림으로 도해하면 [그림 6-1]과 같다. 1980년대 중반까
지 기존 사원의 시행착오를 통한 기능 형성과 신규학졸자의 입사, 그리고
경력자 채용까지 어우러지면서 기업특수적 숙련이 형성되었으며, 이것은
1990년대까지 발전을 거듭하였다. 노동조합의 결성은 내부노동시장화를
촉진하는 요인이었으며, 심각한 노사갈등에도 불구하고 숙련은 여전히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직능자격제도와 같은 것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1998년의 대규모 고용조정과 1999년의 품질경영은 숙련구조의 왜
[그림 6-1] Z자동차 숙련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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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숙련의 양극분해와 내부노동시장의 분화를 수
반하는 것이었다. 내부노동시장의 분화, 즉 소수의 숙련공 이외에 사내하
도급의 증가와 비숙련자들의 증가는 단순기능의 숙달을 통한 복합기능
습득으로 나아가는 경로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다. 비숙련자들은 이제 더
이상 숙련공으로서의 꿈을 꾸지 않으며, 어차피 Z차의 경우 숙련 우대 정
책은 취약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고착화된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Z차의 1999년 품질경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
이 아니라는 것이다. Z차의 품질경영은 경쟁력의 시험대인 미국시장에서
Z차의 품질 지표를 도요타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였으며, 품질을 토대로
양적 확대를 거듭하여 글로벌 톱5로 도약하도록 한 원동력이다. 그러나
품질경영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숙련의 형성, 축적, 발휘, 전승에 대한 개
념은 없었으며, 기존 숙련을 엔지니어링으로 흡수하는 데만 주력하였다.
결국 숙련의 재생산이 위협받거나 노사관계의 대립성만 가속화하는 부작
용을 수반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Z차에서는 숙련이 부족하거나 불완전
하다기보다는 기술과 기능의 관계가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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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방법

1. 문제의 제기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성공한 여성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찾아보기 어
려웠다. 성별직종분리가 뿌리 깊은 노동시장에서 주로 여성들이 집중해
있는 일자리의 경우에는 여성들이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통해 성장해나가
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만큼 여성노동에 대한 연구는 대다수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는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와 노동시장에서 경력단절
을 경험하고 재진입 시 이전의 일자리보다 위상이 떨어지는 분야에서 일
하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비록 최근까지도 여성노동시장의 환경이 대폭 변화된 것은 아
니나, 여성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참여와 높은 교육수준은 여성노동에 대
한 연구를 다각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점차 많은 여성들이 생산직뿐
만 아니라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등 다양한 직종으로 진출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소수이지만 조직과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경
력을 이어나가는 사례가 제시되고 있다.
그동안 여성노동은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국민경제에 큰 기여를 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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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1970, 1980년대 수출중심의 경제구조하에서 여성은 핵심적인 노
동력으로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당시 대
부분의 여성이 생산직 기능인으로 일해 왔고, 이에 따라 관련 연구 역시
풍부한 저임 노동력 풀을 제공한 여성노동자의 위상과 산업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들－예컨대 저숙련,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을 비판적
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이 두어졌다.
따라서 고숙련과 경력이 풍부한 여성노동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여성
생산직 기능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전문직
이나 사무직 등 다양한 분야로 여성 진출이 증가한 최근에 이르러서야 비
로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여성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꾸준히 향상되고 있
는 노동여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여성들이 조직에서 지속적으로 경
력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전문직이나
사무직의 경우에는 조직에서의 ‘생존’을 통해 ‘경력개발-고임금-고숙련’
의 순환고리를 보여주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김태홍 외, 2012; 금재호 외,
2011; 황수경, 2003).
관련 연구에 따르면 여성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저숙련 비정규직
여성집단에 비해 고숙련의 경력직 여성집단이 노동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
록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할 때는 남성과 유사한 숙련과 임금 수준을 갖는
다 하더라도 여성이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되면 이후 노
동시장에 재진입할 때는 보다 위상이 낮은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에 종사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이 시장에서 살아남아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직에서 경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강조한다. 요컨대 일을 중단할 경우에는 숙련향상의 기회를 잃게 되며,
그런 만큼 높은 수준의 지식이 요구되는 일자리의 경우에는 재진입이 어
렵다. 그 결과 노동시장 재진입 시 주로 저숙련 저임금의 단순 일자리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력단절-저임금-저숙련’의 악순환 속으로 빠
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성노동시장에서 ‘생존’과 ‘탈락’을 설명하는 기존 연구들은 여성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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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의 성공적인 경력개발을 위해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정
책적 지원도 함께 제안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기업에 취업하
여 조직 내에서 경력 사다리를 밟아 올라가는 전문직이나 사무직 여성에
대하여 보다 높은 설명력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여성기능인－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여
성－의 경우에는 조직의 틀 속에 있는 전문직, 사무직 여성들과는 다른
생존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다. 본문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분석하겠지
만, 명장으로 선정된 여성기능인의 경우에는 숙련형성 및 축적, 그리고
경력개발에 있어서 최근 연구가 되고 있는 전문직이나 사무직 여성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여성명장의 경우 1970, 1980년대 다
수를 이루었던 일반 생산직 여성노동자들과 경제활동과정에서 상당한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 사례가 되고 있는 여성기능인들의 경우에는 숙련
이 형성되고 축적되는 과정에서 시장과 연계된 공식훈련과 가족의 영역
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학습의 구분이 큰 의미를 갖지 못했다. 경력
개발 역시 전통적인 경력개발모델인 상향적 이동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네
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가는 비전형적 경력개발 유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명장들의 경우 개인사업을 통해 일을 시작한 경험
과 이를 통해 쌓게 된 사회적 네트워크는 높은 수준의 숙련을 습득하고
자신들의 경력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성공한 여성기능인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적었
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생산직 여성기능인에 대한 주요 연구는 1970,
1980년대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저숙련 저임금 여성노동자가 중심이 되
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도 역시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경력을 닦
아 가는 여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기업을 중심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
이나 전문직 여성으로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여성명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성공한 여성기능인의 숙련학습 및 경력개발과정상의 특성을 보여
주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숙련을 형성하고 축
적하며 경력을 개발하는 과정이 조직을 기반으로 한－특히 전문직,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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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으로 대표되는－단일한 모델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특히 여성명장에 대한 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1960, 1970년대를 거쳐
1980년대 중반까지 다수를 차지했던 저임금 저숙련의 생산직 여성뿐 아
니라 이들 고숙련 여성기능인 역시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부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단일한 특성으로 간주되어 온
여성기능인력들의 역할과 숙련노동에 대한 연구를 보다 세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성공한 여성기능인을 분석하기 위해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여성기능인을 중심으로 사례를 구성하였다.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것은 특히 ‘성공’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고 본다.
1986년 대한민국 명장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3년 현재 524명(=2013년
현재 생존자, 총 547명 중 23명 사망, 사망자 중 1인은 여성)의 명장이 선
정되었으며, 이 가운데 여성명장은 30명에 불과하다. 명장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일을 지속해야 하며, 전문가집단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높은 숙련도를 인정받아야 한다. 따라서 기능인으로
서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성공적인 경력관리와 높은 수
준의 숙련을 획득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있다.
현재 여성명장 30명이72) 분포한 분야 및 직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섬유(13명) - 섬유가공(1), 한복(9), 편물(3)
공예(9명) - 자수공예(8), 등죽세공예(1)
서비스(6명) - 미용(6)
72) 대한민국명장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분야별 명장 수는 313명으로 섬유는 30명, 공
예는 82명, 서비스는 31명, 화공/농림/조선/해양 합쳐서 17명, 건축/안전관리/산업
응용 합쳐서 20명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여성명장 수는 524명 전체 속에서 나
타난 숫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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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1명) - 화훼디자인(1)
산업응용(1명) - 식품(1)
대부분의 여성명장은 섬유, 공예(특히 자수공예), 서비스(미용) 분야에
집중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사례가 되고 있는 섬유 및 공예산업 여성
명장에 대한 연구는 여성숙련의 형성 및 발전기제에 대한 특징을 대표적
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본 연구의 사례는 주로 섬유(의류
포함)산업에 속한 기능인(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비록 다른 2명의 명장
은 공예분야지만 섬유 및 의류와 연계된 자수분야 명장이므로 산업적 특
성에 따른 숙련학습과 경력개발과정상의 차이점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자는 <표 7-1>에 제시되어 있다.
<표 7-1> 인터뷰 대상자
이름

출생
연도

명장선
정연도

명장
분야

1

IA

1948

2006

섬유

2

IB

1931

2000

섬유

3

IC

1936

1997

섬유

4

ID

1950

1998

섬유

5

IE

1945

2009

공예

6

IF

1944

1996

공예

명장
직종

노동시장진입시
현 거주지역
학력(최종학력)
(출생지)
국졸(중고등학교 검정
서울
편물
고시)
(홍성)
서울
편물 대졸(대졸)
(안동)
부산
한복 국졸(평생교육원수료)
(광양)
부산
한복 국졸(박사)
(김해)
광주
자수 국졸(대학중퇴)
(나주)
서울
자수 고졸(전문대학교 졸업)
(제주)

3. 연구 방법과 연구 질문
본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충분히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성공한 여
성기능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숙련형성 및 축적, 경력개발방식에 있어서
조직을 기반으로 한 사무직, 전문직뿐만 아니라 보다 더 다양한 유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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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보여주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주로 여성들이 집중해 있는 섬유, 공예(섬유관련) 분야 여성
명장들과 심층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
하게 된 배경, 학습과 숙련의 형성, 숙련을 축적하게 되는 과정, 일을 계
속하게 된 계기, 경력개발 과정,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및 활용 등을 중심
으로 하였다. 특히 심층면접은 여성명장에 대한 생애사를 중심으로 접근
하였다.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지속적으로 숙련과 경력을 개발
해나가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 대한 연구보다는 생애
사적 접근을 통해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심층 면접은 연구자와 명장 간에 집중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장
소는 대부분 개인의 작업실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은 대체로 2시간이 소요
되었으며 기록은 모두 녹취하여 문서화하였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면
담 기록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서술상의 목적을 위해 표
현 등에서 약간의 수정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원자료에 충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여성명장들의 숙
련학습 및 경력개발상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공식적인 직업교육 및 훈련경험이 부족했던 여성명장들이 초기
노동시장에 쉽게 진입이 가능하였던 조건은 무엇이었나?
둘째, 1990년대 중후반으로 들어와 점차 시장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섬
유 및 관련 산업의 환경변화에 이들 여성명장들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
였으며, 경력에는 어떤 변화가 왔는가?
셋째, 사회적 경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여성명장들이 활용한 자원은
무엇이었는가?
여성명장들의 숙련학습과 이에 따른 경력개발을 이해하기 위해 본 연
구에서는 숙련학습과정을 우선 숙련형성단계와 숙련축적단계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Perrow(1967)의 기술(또는 숙련)분류에 따르면, 기술은 ‘어
떤 대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도구나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거나 또는 그러
한 도움 없이 그 대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와 함께 이러한
기술은 과업의 다양성(예외의 빈도 또는 동질성의 정도와 관련됨)과 문제
분석가능성(과업수행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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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과정의 난이도)이라는 두 범주에 따라 크게 일상적 기술73), 장인적
기술74), 공학적 기술75), 비일상적 기술76)로 분류된다.
섬유 및 자수공예 분야에서 여성명장들은 Perrow의 분류에 따르면 개
인의 높은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장인적 기술을 인정받은
고숙련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명장들은 초기 숙련형성 단계에서
는 비공식적인 학습을 통해 익힌 낮은 수준의 기술수준으로 난이도 낮은
문제해결능력과 생활용품을 만드는 정도였다. 따라서 일상적 기술을 습
득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여성명장들의 숙련학습과정을 통해 일상적 기술이 장인적
기술로 업그레이딩 되는 과정과 함께 이러한 숙련향상이 가능했던 다양
한 조건 및 경력개발과정상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2절 숙련형성과 숙련의 축적

1. 숙련형성 : 일상적 기술습득
본 연구의 사례가 되고 있는 여성명장들은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초기 기술교육은 비공식적인 가족영역에서 이루어졌
다고 밝혔다. 여성명장들은 모두 어린 시절 본인들이 손재주가 뛰어났고
바느질이나 뜨개질 등에 큰 취미를 보였다고 말했다. 누구로부터 특별하
게 배운 바는 없지만 주로 어머니나 할머니 등 가족이 하는 일을 모방하

73) 일상적 기술은 과업의 내용이 분명하고 문제해결가능성이 높다.
74) 장인적 기술은 비록 과업의 다양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문제해결가능성도 낮아
개인의 경험에 많이 의존하는 공예산업이나 제화업 등에 적용될 수 있다.
75) 공학적 기술은 과업의 다양성이 매우 높으나 반면 문제의 분석가능성도 높아 절
차나 기법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76) 비일상적 기술은 과업의 다양성도 높으며 문제의 해결가능성도 낮아 경험과 기술
적 지식이 문제해결을 위한 주요도구로 활용된다. 주로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나
고도의 전략적 연구 등에 적용되는 기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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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학습하게 된 경험을 강조하였다.
“과거에 저의 외할머니가 바느질을 참 잘하셨어요. 남자 한복에서 도포를
잘하면 옷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 그거를 어릴 때부터 봤었어요. 방학
때라든지 외갓집에 가면 하고. 집에 오면 또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고 계시고.
이러니까 저는 항상 … 저는 인형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죠.” (ID)
“어렸을 때부터 저는 좀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감사하게 생각을 하
죠. 막 어려워서 그런 면에서 내가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어떤 취미와 그 내려
오는 어떤 가계라고 해야 하나? 외할머니 쪽으로 이렇게 소질을 이어받았다고
해야 되겠죠.” (IF)
“근데 어려서부터 뜨개질을 잘했어요. 한 일곱 살 때부터 손가락장갑을 짤
정도로 그렇게 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느질, 뭐 수 같은 것도 잘했는데
… 친정어머니가 굉장히 솜씨가 있으셨어요.” (IA)

이처럼 여성명장들은 비록 경제활동을 하면서 한복, 자수, 편물 분야로
특화된 경력을 쌓았으나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숙련형성단계에서는 어
머니나 집안어른들로부터 기본적인 바느질과 뜨개질 기술을 배우게 되었
다. 그 결과 대부분의 여성기능인들은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이전
에 필요로 하는 간단한 기술은 이미 익히고 왔다고 한다.77)
여성명장들은 어린 시절부터 비공식적으로 배웠던 바느질이나 뜨개질
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강한 승부욕도 함께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친척들이 ‘니가 뭐가 돼도 될 줄 알았다’는 평가를
할 만큼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도 일에 욕심을 냈다고 한다.
“조그만 게 바느질을 그렇게 똑딱거리고 손가락이 피가 나도 하고 이랬거든
요. 그래가지고 손가락이 옛날에 어릴 때 … 바늘에 찔려가지고 … 이게 멍자국
… 병원에 가야 하는데 숨기고 장갑 끼고 다니다가 곪아가지고….” (ID)
77) 이러한 비공식적 학습경험으로 인해 여성명장들은 최근 젊은 세대를 통한 숙련재
생산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대부분 60대를 넘은 여성명장들은 본인
들 세대에서는 이미 일상 속에서 기술을 익혀 일을 시작했는데 현재의 젊은 세대
들은 기초적인 기술도 없이 관련 분야로 진입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숙련을 익
히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되며, 반면 젊은 세대들은 그 정도의 ‘인
내심을 갖기 어렵다’는 인식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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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놓아서 숙제를 해가면 나보다 잘 놓은 친구가 있으면 내가 그 시간은
수를 안 놓아요. 집에 가서 뜯어서 새로 놓기 위해서. 그 정도로 욕심을 냈는데.
그 욕심을 내가 공부에다 했으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IF)

그러나 비록 어머니와 친척을 통해 일상적인 기술을 익히고 뛰어난 소
질과 적성을 보였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여성기능인들은 직업으로서 관련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여성이 기능에서 뛰어난 실력
을 보이면 ‘자기 운명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거나 기능을 갖고 상업활동
을 하는 것을 ‘집안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 여성
명장들의 세대에서는 광범위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 여성명장은
친정어머니가 대단히 솜씨가 뛰어났음에도 정작 딸이 손재주가 있는 것
에 대해 걱정을 했다고 밝혔다.
“바느질, 수 같은 것도 잘했는데, 너무 그런 것을 잘한다고 어른들이 염려하
시고 그랬어요. 옷도 만들어 입고, 어린 나이에도 그랬는데 … 친정어머니가 굉
장히 솜씨가 있으셨는데요 … (어머니는 내가) 그런거 잘하는 게 기분이 안 좋
으셨어요. 그런 거를 반가워하지도 않고 또 계발해 줄려고 생각하시지도 않고
그랬어요.” (IA)

또 다른 여성명장은 본인이 기술을 본격적으로 익히기 위해 공식적인
훈련기관을 다녔으나 이 또한 큰 반대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딸은 공부
를 시키면 안 된다’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초등학교만 졸업한 명장은 본
인이 좋아하는 옷 만들기를 더 배우기 위해 열아홉 살에 양재학원을 다녔
으나 ‘맞아가면서 다녔다’고 한다.
“몰래 다니다가 하루 들켰어 … 그러니까는 낮에 살짝 갔다오고, 갔다오고
하는데 그 날은 들켜가지고 이렇게 마루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시다가 재떨이
가 이만한 게 하나 있었어요. 나무로 만든 게. 근데 그거를 밖에 갔다 온다고
던져버렸어 … 그래서 여기를 맞은 거예요….” (IC)

이처럼 여성명장들은 의류제작이나 자수 등에 뛰어난 재능과 적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생업으로 이 분야의 일을 할 것이라고 생
각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따라 비공식적인 영역에서 비체계적인 방식으
로 이루어진 기술교육이었던 만큼 초기 여성명장들의 문제해결능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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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할 수 있는 수준은 그리 높지 않았다. 즉 간단한 생활용품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일상적 기술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명장들은 결국 경제활동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
에서는 본인들이 가장 자신 있는 기술을 활용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2. 숙련축적
여성명장들이 숙련을 축적하게 된 것은 이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본격
적으로 일을 하면서 다양한 수요에 맞추어 일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루
어졌다. 그런 만큼 이들의 노동시장진입 초기단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숙
련수준이었으며, 집안일의 연장수준에서 이루어졌다.
가. 노동시장 진입단계 : 일상적 기술의 연장
여성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일을 하게 된 계기는 가난한 집안 형편 때
문이었다. 대부분의 여성명장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아버지의 부상
이나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어머니와 함께 집안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
해야 할 상황이었다. 위에 오빠가 있거나 또는 없거나 상관없이 사례연구
대상인 여성명장들은 학업중단과 함께 경제활동을 시작하였다.
대부분 20세 이전에 경제활동을 시작한 여성명장들은 처음에는 이웃에
서 간단하게 일거리를 주문받아 생계에 도움을 주는 정도로 일을 시작하
였다. 한 여성명장은 초등학교 졸업 당시 아버지의 병 때문에 어머니를
대신해 동생 셋과 집안생활을 책임지면서 일을 시작했다고 기억했다.
“그 어린 나이에도 한복을 해놓으니까 그나마도 그거를 해서 돈을 벌어서
동생들을 건사하게 됐어요.” (ID)

그러나 이 여성명장에 따르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본인
의 실력이 좋았던 것은 아니라고 했다.
“… 그 애들 셋(동생들)을 내가 이제 공부시키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
니는 (아프신) 아버지 모시고 돌아다니고 막 이럴 때 … 옷 한 명단을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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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는 사람들이예요 … 어머니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니가 이러다가
어중간한 기술 갖고 … 내가 알고 보니까 니가 기술이 좋아갖고 니한테 맞춘
게 아니라 입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이 동정심에서 니한테 옷을 한 것 같다’ 어
머니가 딱 판단을 그렇게 한 거예요.” (ID)

이처럼 일을 시작한 초기단계에서 여성명장들은 비록 일상적인 수준에
서는 솜씨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상업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은
갖고 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낮은 수준의 숙련도는 한동안 계속되
었는데, 그 이유는 여성명장들이 이 일을 본인들이 평생 해야 하는 생업
으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일을 시작한 초기단계는
본격적인 경제활동이라기보다는 가사일의 연장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으
로 보인다.
“군인장교 마누라니까 관사도 있고 다 있어서 그 안에서 했습니다. 그 안에
서 하니까 그래도 손님은 하나씩은 있었어요.” (IC)

이처럼 대부분의 여성명장들은 본격적으로 취업을 하는 대신에 집에서
틈틈이 일을 할 수 있는 가내작업을 선택했으며, 상황이 좋아지면 언제든
지 일을 그만두거나 학업을 계속하기를 기대했다. 특히 본인의 장래 희망
을 교육에 두었던 여성명장이나, 어린 나이에 일찍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여성명장들의 경우에는 공부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강한 열망을 갖고 있
었다.
“3년만 일을 하고 그만두고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IB)
“학교 다닌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 나는 학교에 가고 싶어 죽겠어도 교복
을 입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는데 못 갔어 … 그러니까 너무 아주 제가 정말 내
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IE)
“돈 벌어가지고 동생들 학비도 주고, 용돈도 주고 하면서 나는 학교도 못 가
고 그래서 책 보따리 딱 얻어놓고는….” (ID)

이와 함께 집안의 부정적 인식—기능인이나 상업활동에 대한－도 여성
명장들이 임시적으로 일을 한다는 생각을 내면화하도록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명장의 사례는 기능인에 대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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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들이 갖고 있었던 편견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당시로는 드물게 우
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여자고등학교와 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명동에서 편물가게를 시작한 여성명장의 경우에는 특히 집안에서의
반대가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근데 문중에서는 그게 아니지. 진사집안에서 상업은 안 된다 이거예요 …
아휴 말도 마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매일 불려 다니시고….” (IB)

그러나 이처럼 주변의 반대와 내면화된 ‘임시적인 일’이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성명장들은 평생 여성기능인의 삶을 지속하게 된다.
나. 본격적인 경제활동단계 : 숙달된 기술로의 향상
여성명장들이 일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을 하게 된 이유는 크
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여성명장들의 개인적 삶에서 그 요인
을 찾을 수 있다. 노동시장에 진입한 당시에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 주
로 아버지의 부상, 부재로 인한 경제적 문제 - 이 한동안 계속되었고 결혼
후에는 ‘남편의 경제적 무능’, ‘가정에 소홀한 남편’, ‘자리를 잡지 못하는
아들 뒷바라지’ 등 생계 책임자로서의 역할이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고 또 원양어선을 타고 멀리 나가니 어쩔 수 없이 집
을 자주 비우고….” (IC)
“(남편이) 취업을 해야 하는데 … 그러니까 내가 패스포트 열어 보고 그때
돈으로 1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예요. 10만 원이 없으면 항상 채워 넣어뒀
어. 자존심 상할까 봐 돈 있냐 없냐 물어보기도 그래서 딱 열어 보고 없으면 채
워 놓는 거라. 동생도 이것도 학비 줘야 되고. 이러니까 내가 그냥 삐쩍 마르는
거예요….” (ID)
“남편이 병으로 일찍 죽고 아들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처음에는 음악에 재
능이 있어서 그쪽을 가르치고 …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어
요.” (IA)

이처럼 여성명장들의 경우 아이러니컬하게도 개인적 삶에서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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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들이 사회적 경력을 지속하고 쌓아 가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된 부분
이 있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여성명장들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후 사회적 성공과 명성을 쌓게
되면서 일에 대한 자부심 역시 함께 증가하게 된다. 이 부분은 제3절 ‘경
력개발’ 부분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다. 한편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
로는 여성명장들이 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면서 계속적인 성공을 거
두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일을 그만두기에는 대단히 아까운 새로운 기회
와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대학 졸업 후 임시적으로 편
물가게를 냈다는 한 여성명장은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해 일을 그만두려
고 마지막 전시회까지 열었다고 하였다.
“…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하여 ‘아 내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 ‘여
기까지 왔으니 이제 내가 마지막 전시회나 한 번 하고 끝내자’고 그렇게 생각
해서 … 그런데 (전시회에 경기여고) 교장이 오시더니 저거 우리 체육복 하면
어떻냐고 해서….” (IB)

즉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연 전시회에 당시 최고의 여자고등학교로
평가받는 모교의 교장이 와서 후배들을 위해 체육복을 만들어 달라고 주
문하였으며, 결국 이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 여성명장은 이후 몇십 년을
계속 일하게 되었다. 이 여성명장의 사례는 당시에는 매우 드문 엘리트
여성기능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여성명장들의 사례에 적용시키기에는 한
계가 있다. 그러나 다른 여성명장들 역시 각기 본인들이 하는 일에서 경
제적 성취와 높은 평판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적으로 다가온 것으
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명장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성공의 기회가 가
능했던 것은 당시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구조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여성명장들에게 다가왔던 기회들은 개인들의 ‘운’이라는 측면도 있지
만, 이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인 수요가 그만큼 높았던 것도
중요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여성명장들이 본격적으로 경제
활동을 했던 1960, 1970년대 당시의 의류 및 섬유산업 특징과 함께 여성
명장들이 숙련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주요 메커니즘을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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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적 배경 : 1960, 1970년대 우리나라 의류 및 섬유산업
1960년대 후반을 지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의류 및 섬유산업은 우
리나라의 핵심적인 수출주도산업으로 부상하였다. 1960년대부터 시작한
의류 및 섬유제품의 수출은 1970년대를 거쳐 198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
나라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았다(표 7-2 참조). 그런 만
큼 의류 및 섬유산업이 우리나라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높았다.
<표 7-2> 1962～86년 의류 및 산업 총수출
(단위 : 100만 달러)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총수출
(A)

섬유 및 의류
(B)

의류
(C)

180
255
358
500
702
1,003
1,352
1,806
3,256
4,712
5,427
8,114
10,047
12,711
15,060
17,505
20,992
21,616
24,222
29,246
30,283
34,714

N/A
N/A
N/A
N/A
268
388
571
707
1,242
1,460
1,869
2,740
3,039
3,981
4,501
5,014
6,185
5,924
6,051
7,079
7,004
8,734

13
25
38
51
72
140
221
203
493
640
844
1,240
1,587
1,974
2,490
2,721
3,522
3,557
3,539
4,265
4,119
5,249

자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1987), 전명숙 외(2007), p.6 재인용.

총수출 대비 의류
(C/A, %)
7
10
11
10
10
14
16
11
15
14
16
15
16
16
16.5
15.5
16.9
16.5
14.6
14.6
13.9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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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1970～85년 섬유의류산업 고용인원
(단위 : 천 명, %)
1970

1975

1980

1985

1,268

2,205

2,955

3,504

섬유의류

259

558

728

725

총고용 대비 섬유의류
고용인원율

20.4

25.3

24.6

20.7

총고용

자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1992), 전명숙 외(2007), p.7 재인용.

특히 의류 및 섬유산업은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여성들에게 막대한 고용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표 7-3>에 나타나듯, 1970년대 전 기간에 걸쳐 의류 및
섬유산업 고용인원은 총고용 대비 20% 이상을 유지하였으며, 1975년에는
무려 25.3%를 차지하였다. 의류 및 섬유산업의 경우 노동력구성에 있어
서 여성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으며 - 1986년의 경우에는 315,850명으로
의류 및 섬유산업의 총고용에서 85.5%를 차지 - 저학력과 저숙련이 두드
러진 것이 이 노동력의 특성이었다(전명숙 외, 2007).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경제에서 의류 및 섬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으나, 산업 자체의 부가가치 창출은 이에 상응하지 못하였다. 요
컨대 우리나라 수출대기업들은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고가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과 저숙련에 기반한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여 가격경쟁력에 집중하였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주로 인건비가
비싼 서구 국가들로부터 OEM 방식으로 주문을 받아 낮은 인건비로 제조
한 후 다시 모기업에 납품하는 하청생산공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결
과 1970, 1980년대 수출중심의 대기업에서 채택한 주요 생산방식은 제한
된 공정을 단순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대량의 표준화된 제품생산이 가능
한 조립형 컨베이어 시스템과 유사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당시 대규모 수출 공장에 취업했던 생산직 여성들은 제품의
전 과정에 참여했던 것이 아니라 특정 공정을 반복적으로 작업하였다. 이
러한 생산과정은 본 연구의 사례가 되고 있는 여성명장들이 가내에서 또
는 개인 가게에서 전 공정을 팀 단위로 작업했던 방식과 큰 차이를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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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컨대 대공장에 취업해서 부분적인 공정만을 담당했던 생산직 여성
들이 습득할 수 있는 숙련 수준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었다.
한편 우리나라 의류 및 섬유산업의 내수시장 역시 1980년대 말까지는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류 및 섬유집
적지인 동대문과 남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내수시장 제품들이 주로 생산
판매되었다. 그러나 양대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의류 역시 제한된 품목
에 낮은 품질의 저가품이 대다수였다. 이에 따라 개인의 취향을 고려한
제품은 1960, 1970년대에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맞춤복 가게(양
장점, 양복점, 한복점, 개인 편물가게 등)에서 만들어졌다.
이처럼 우리나라 의류 및 섬유제품은 대규모 수출기업과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영세공장에서 생산되었으며, 대다수 여성노동자들은 이러
한 공장에 취업해 있었다. 한편 맞춤복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 가게 등은
비록 전체 고용의 측면에서는 그 비중이 매우 낮았으나, 섬유 및 의류제
품이 생산되는 주요한 통로 중 하나였다.
결국 여성명장들이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우리나라 의
류 및 섬유산업의 호황기였으며, 그런 만큼 여성들이 가장 쉽고 빠르게
일을 구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관련 분야에서
남다른 손재주와 소질을 갖고 있던 여성명장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
하기 위해 의류 및 섬유 분야에서 일을 시작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과
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여성명장들이 노동시장 진입단계의 숙
련수준에서 더욱 향상된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주요 메커니즘을 살
펴보겠다.
2) 일을 통한 숙련향상
무엇보다 여성명장들이 숙련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주요 메커니즘
은 제품의 전 공정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여성명장
들에게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조직에—예컨대 수출기업이든
내수공장이든—취업하면서 그들의 경력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
성명장들이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그들의 숙련을 쌓아 가는
과정은 내수와 수출에서 의류 및 섬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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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흐름 속에 있다. 그러나 여성명장들의 일 참여 방식은 당시 수출 대
기업이나 내수 중심의 영세공장에 취업했던 대다수 여성노동자들과는 다
른 형태였다.
이러한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개인 가게
를 운영하면서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방식이다. 주로 양장점이나 한
복점 등 맞춤복 가게에서 나타나는 경제활동방식이다. 둘째, 비록 개인
가게를 운영하지는 않지만 가내에서 소규모 팀－주로 가족이나 이웃들—
을 구성하여 개인고객으로부터 들어온 주문을 함께 충족시키는 방식이다.
셋째는, 보다 적극적으로 생산 및 판매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즉 내수 고
객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복 가게를 운영하는 한편, 수출기업으로부터 재
하청을 받거나 또는 해외기업으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아 수출활동에 참
여하는 방식이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경제활동참여 유형을 보다 자세하
게 살펴보겠다.
우선, 내수시장 고객을 중심으로 맞춤복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이다. 이
러한 경제활동참여방식은 주로 한복과 편물 분야 여성명장에서 주요하게
나타났다. 최근과는 달리 1960, 1970년대는 전 세대가 한복을 입는 경향
이 많았으며, 그런 만큼 한복에 대한 수요도 매우 컸다고 한다.78) 이와 함
께 편물로 제작한 맞춤옷을 찾는 고객도 상당히 많았다. 특히 편물제품—
예컨대 모자, 의류 등－은 해외시장에서도 수요가 많았는데 내수 및 수출
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의 참여도 활발한 분야였다.
지방에서 편물가게를 열어 어느 정도 경제적 성공을 거둔 뒤 ‘더욱 발
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서울에 올라온 한 여성명장에 따르면 잠깐 기
업에 취업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가요 동사무소 직원 월급이 18,000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저는 45,000
원에 스카웃이 되었어요. … (그런데) 2년 만에 그만두었어요.” (IA)

이 여성명장에 따르면 ‘빚을 내서 계속 기업을 확장하는 경영방식’도
마음에 들지 않고 ‘창의성이 없는 일 방식’도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럴 바
에는 차라리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으로 가게를 직접 운
78) 한 여성명장은 한복과 양장점을 같이 운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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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 가게를 운영하는 방식에서 특징적인 것은 편물이나 한복명
장 모두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 가내작업을 해본 경험이 있거나 가
게운영에 성공을 거둔 후 더욱 시장규모가 큰 대도시로 옮겨오게 되었다
는 점이다. 앞에서 본 편물명장의 경우에는 일에 대한 발전욕구가 대도시
로 옮겨온 주요 이유가 되었지만, 다른 명장들의 경우에는 그 이유가 더
욱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결혼을 한 경우에는 자녀들의 교육문제라든
가, 남편의 직장문제가 중요 이유로 나타났다.
“읍에서는 (본인 가게가) 최고였죠. … 내가 조사를 뭘 했냐면 읍에서 제일
잘된 애를 보니까 **여고 아니면 **고등학교 보내고 그래가지고 **대학교 가
면 최고로 간 거고. 그래서 서울대학 가면 어쩌다가 용 났고. 그래서 ‘아 여기
서 내가 있을 게 아니다….” (ID)
“(남편이 진해에서 부산으로 일을 옮기면서) … 20대에 부산에 와서 가게를
냈어요. … 혼자 있으니 재미 없잖아요. (남편이) 원양어선을 탔어요. 원양어선
을 타고 나가면 뭐 2년씩, 3년씩 있다가 오잖아요.” (IC)

이처럼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과적으로 여성명장들의 경력개발 측면
에서 볼 때 대도시로의 이주는 이후 여성명장들이 평판을 높이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일정정도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경력개발을 다루는 절에서 다시 살펴보겠다.
다음으로는, 비록 본격적으로 가게는 운영하지 않았지만 가내에서 팀
을 구성하여 생산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특히 자수 분야에서 이러한 방식
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가내 팀 작업을 주도했던 한 여성명장에 따르면
1960, 1970년대 당시 유행했던 ‘병풍계’를 통해 개인고객으로부터 주문이
많았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초까지 혼수용품으로 병풍이 주요하게 들어
갔는데 기계자수에 비해 손자수로 만들어진 병풍은 대단히 비쌌다고 한
다. 이에 따라 결혼을 앞둔 여성들이 함께 ‘병품계’를 구성해서 사전에 혼
수용품을 준비하였다고 한다.
“… 산수화 여덟 폭짜리 병풍을 하나 만드는 데 엄청 시간이 걸려요.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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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못 끝내요. 그런데 제가 마흔세 벌까지 밀려가면서 했어요. 병풍이 마흔여
덟 폭짜리가 마흔세 벌이면 엄청나지요. 아 그걸 다 해냈어요.” (IE)

이처럼 ‘회사 월급보다 나은 수준’의 수입을 올리면서 가족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한다.
“남동생 학교 가르치고, 내가 방 얻어서 다 생활을 하고 같이 자수하는 식구
들 밥 먹여주고 월급 다 주고….” (IE)

한편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자는 비록 참여하지 않았지만, 일본의 기모
노에 들어가는 수작업을 수출기업으로부터 재하청받아 가내에서 일을 하
는 방식도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었다. 자수 분야의 경우 1970년대와 1980
년대에 특히 일본 기모노에 자수를 하는 작업수요가 많았는데, 보수가 높
아 실력 있는 여성기능인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당시에는 ‘병풍계’
나 ‘일본 기모노’ 만드는 일에 참여한 인원이 서로 중첩되었다고 한다.
“우리 친이모도 일본 자수 하는 데로 가더라고요. 우리 손 자수, 병풍 수보
다 (보수가) 좋으니까.” (IE)

일반적으로 작업의 난이도에 있어서는 병풍 자수나 일본 옷에 놓는 자
수나 모두 ‘정교함’이 요구되는 반면, 사용되는 실의 경우 일본 자수가 훨
씬 ‘깔끔하고 질감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자수공예 여성명
장에 따르면 기모노 자수를 놓다가 온 사람들은 ‘병풍 수놓는 사람들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가내 팀 작업에서 함께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마지막은 내수시장 고객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으로까지 활동영역을 확대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생산과 영업에 참여한 방식이다. 이러한 사례
는 앞서 소개했듯이 모교 체육복 제작을 계기로 일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된 편물 분야 여성명장에게서 나타났다.
이 여성명장은 처음에는 명동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주로 개인
들의 주문을 받아 맞춤복 제작을 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성공과 함께 일
이 확대되면서 점차 개인 가게의 규모를 확장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가게와 편물학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학원을 졸업한 원생들을 생산
인력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그 결과 내수시장의 수요뿐만 아니라 수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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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재하청 주문에 응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으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아 생산에 참여하였다.
당시 주문은 미국, 일본 등 해외 각국에서 왔는데 그 규모가 점차 증가
하면서 1970년대에는 6개의 해외지점－파리, 워싱턴, 뉴욕, 샌프란시스코,
홍콩, 동경－을 둘 정도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본 연구에서는 편
물 분야의 한 여성명장에게만 국한하여 나타난 만큼 여성명장들의 주요
한 경제활동참여방식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 사
례들이 보다 더 많이 축적된다면 여성기능인들이 우리나라 산업발전과정
에서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보다 더 풍부하
게 드러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상 여성명장들의 경제활동참여 방식을 살펴보았다. 물론 세 가지 경
제활동참여방식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무엇보다도 당시 수출이나
내수시장 공장에 취업했던 생산직 여성들과는 다른 숙련축적과정을 보였
다는 점에서 그 공통점이 부각된다.
요컨대 수출이나 내수시장 공장에 취업하여 제한된 공정의 일부 기술
만을 습득한 생산직 여성들과는 달리, 여성명장들은 팀 작업이나 개인 작
업을 통해 보다 다양한 제품에 대해 전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되었다. 그 결과 1960, 1970년대 일반 생산직 여성들이 저임금
미숙련 노동자 풀로 활용되면서 성장의 가능성이 제한된 반면, 개인 작업
을 통해 전 공정에 대한 숙련축적을 이룬 여성기능인들은 경력개발의 가
능성을 보다 더 많이 갖게 되었다79). 이처럼 여성명장들은 초기 노동시장
에 진입했던 단계에 비해 숙련수준은 대단히 향상되었다 볼 수 있다.
Perrow의 분류에 따르면, 낮은 수준의 문제해결능력과 단순한 일만 처리
하던 일상적 기술수준에서 다양한 시장수요에 맞출 수 있을 만큼 문제해
결능력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명장들의 숙련
79) 이처럼 개인적인 일의 경험을 통해 숙련수준을 향상시킨 것 이외에 몇몇 여성명
장들은 공식적인 교육훈련기관을 다닌 경험이 있다. 그러나 그 훈련기간이 단지
몇 개월에서부터 몇 년까지 다양하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에서부터 ‘6개
월 배운 것을 지금까지 쓴다’까지 다양하여 공식교육기관의 숙련향상효과에 대해
서는 일반화된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당시 외부 훈련기관이 체계화
된 교육매뉴얼을 공유하지 못했던 것도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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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은 그 이전에 비해 매우 숙달되었지만 질적인 수준변화를 가져오기
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무엇보다 대부분의 작업이 제한된 시간과 비용이라는 한계 내
에서 이루어졌으며, 기업의 기계화된 대량생산과는 다른 차원에서 상품
화가 주요 목적인 제품생산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여성명장들의 경
우 아이러니컬하게도 장인적 기술로의 질적 상승은 오히려 시장에서의
제품수요가 약화된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나타나게 된다.
다. 작품활동단계 : 장인적 기술로의 업그레이딩
우리나라 의류 및 섬유산업의 위기는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었
다. 국제경쟁력 저하에 기인한 우리나라 의류 및 섬유산업의 어려움은
1990년대를 거쳐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계속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
리나라 수출기업에게 타격을 준 경쟁력 저하 원인으로 ‘선진국의 보호주
의적 수입제한조치, 중국과 태국 등 저임노동력에 기반한 신흥경제국의
부상, 급격한 임금인상, 국내 저임노동력 풀의 고갈’ 등 다양한 국내외적
요인들이 지적되고 있다(전명숙 외, 2007).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의류 및 섬유산업은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수출업체들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글로벌소싱 전략을 채택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적으로는 공장폐쇄가 연이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의류산
업의 경우에는 고용인원도 급락하게 되어 1988년에는 33만 4,300명, 1990
년에는 19만 8,800명으로까지 하락하였다(한국섬유산업연합회, 1991). 이
러한 추세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으나, 총 고용
인원에서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머무
르고 있다80).
80) 비록 의류 및 섬유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여러 가지 산
업적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으나, 의류 및 섬유산업은 여전히 수출시장에서 중요
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에 대한 기여도도 상당히 높다. 따라서 2000년
대에 들어와서는 의류 및 섬유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다양한 전략들이 모색
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명숙 외(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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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의류 및 섬유산업에서의 전반
적인 위기는 본 연구의 여성기능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직
간접적으로 연계된 수출시장의 수요와 내수시장에서의 수요도 점차 줄어
들고, 상승된 인건비로 인해서 주문을 채우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산업환경의 변화는 편물과 수예 분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
다81).
“…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까지는 막 보따리 싸들고 시골에서 무조건 수
방82)으로 취직을 해요. 그랬었는데 … (이후) 산업공단이 이렇게 발달되고 이
렇게 하면서 고등학교만 나오면 전부 다 … 공단으로 취직이. 거기로 쏠려버리
니까….” (IE)
“그래가지고 막 마흔세 벌까지 밀려가도 일은 해야 되겠는데 인력은 거기로
다 딸려버렸지. 그렇게 마흔세 벌 그거 해주느라고 참 너무 힘들었어요. 인력
난 때문에 완전히.” (IE)

이러한 인력부족현상에 더해 시장으로부터의 수요 자체도 점차 감소하
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기존에 우리나라로 들어오던 해외 주문(예컨
대 일본 자수)은 싼 인건비를 찾아 점차 중국이나 베트남 등으로 옮겨갔으
며, 내수시장에서도 기계자수를 이용한 저가품 제품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때 당시는 왜 수방을 치웠냐 하면 홍콩수83)라고 해가지고 연한 바탕에
수놓은 것 있잖아요? 화사하고. 근데 그거를 표구해서 보면요. 너무 화사하고
좋아요 … 내 일감이 이제 줄어드는 거에요.” (IF)
“이제 그걸 그만둔 계기 … 남대문 시장 가깝잖아요? 그 자동 컴퓨터 기계가
나왔는데 그거는 이렇게 한 번 놓으면 자동으로 쭉 나오잖아요 … 그러면 우리
가 하는 스웨터 인건비가 10만 원인데 스웨터 한 장에 5천 원도 되고 만 원도
되고 이랬어.” (IB)

한편 한복의 경우에도 기성복 시장의 확대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의
81) 한복 분야의 경우에는 비록 해외시장의 변화가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일반 국민들의 수요변화가 점차 한복을 찾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82) 수놓는 작업실을 의미한다.
83) 중국 수를 의미하는데 자동 컴퓨터 기계로 수를 놓고 마무리만 손 작업을 한다.

제7장 섬유와 공예부문 여성명장 사례

435

증가로 인해 보다 활동적인 옷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그 수요 역시 점
차 줄어들었다.
“(이제는) 명절 때도 사실은 안 입습니다. 내가 그랬잖아. “국적 없는 옷
입지 말고 우리 옷 입어 봐라” 내가 항상 우리 손님들도 오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옷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예. 전부 다 오는 사람 다 그래
요.” (IA)
“요즘은 생활한복84)은 안 입어요 ... (그래서) 이거 (에코 한복85)) 못 하는 사
람은 지금 놀아야 해요.” (ID)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전개되는 관련 산업의 환경변화를 겪으면서 이들
여성명장도 기존의 경제활동방식에서 점차 방향전환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우선 고가의 다품종소
량생산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주문제작을 하는 방식은 동일하나 작품
성 높은 고가제품으로 제한적인 고객만을 받는 방식이다. 둘째 유형은 개
인작품활동에 주력하는 유형이다. 요컨대 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만드
는 것이 아니라 전시회나 각종 대회 등에 출품하기 위해 예술성 높은 작
품을 만드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활동했던 분야로부터 전
환을 하여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존
에 활동했던 분야에서 구축했던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새로
운 영역을 개척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하에서는 각 유형에 대한 사례들을 보다 자세하게 검토하면서 여성
기능인들이 고도의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성이 높은 장인기술로 업그레이
딩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겠다.
1) 다품종소량생산 전략을 통한 숙련향상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장인적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존 논의에
따르면, 다기능 숙련노동자에 의한 다품종소량생산방식은 대량생산방식
의 한계를 극복하거나 또는 보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생산전략이
84) 일반적인 한복을 의미한다.
85) 인터뷰 대상자가 붙인 이름인 듯. 개량 한복의 일종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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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Piore & Sabel, 1984).
명장으로 선정되기 전부터도 관련 분야에서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는
본 연구의 한 여성명장 역시 대량생산(기계작업)에 기반한 저가품 시장에
대응하여 다품종소량생산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처럼 고가품 전략을 채
택한 이유는 본인의 실력에 대한 자부심과 이를 알아주는 오래된 고객으
로부터의 수요 때문이다. 이 여성명장에 따르면 손으로 하는 작업은 책자
에 나와 있는 매뉴얼로 표준화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한다.
“… 그게 손에 기복이 심해요. 촘촘한 사람, 느린 사람, 이런 거가 작게는 한
5cm에서 20cm까지 차이가 나게 돼요 … (본인) 손에 따라서 … (그래서 매뉴얼
에 나와 있는 것에서) 더 크게 해야 한다든지 적게 해야 한다든지 하는 감각
같은 것이 발달해야 해요.” (IA)

본인의 경우에는 현재는 많이 줄었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소개를 받아 주문을 하는 고객이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소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고가의 제품을 주문제작 하는 만큼 제품 하나하나에 많은 시간
과 노력이 들어간다고 한다.
“기계로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다 할 수 있죠 … (그런데 손으로 하면) 코트
같은 경우는요. 그게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 한 분야의 일이 꼭 돈보
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고, 비로소 뭐
가 한 가지씩 되기 때문에….” (IA)

따라서 이처럼 한 제품을 만드는 데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비싼 가격이 당연하다는 강한 프라이드를 보이고 있다.
“우리도 아무나 온다고 판다 그런 생각도 안 해요. 뭐 저런 거 하나뿐이 없
는데 … 이런 것을 이해하는 문화가 있어야 이런 걸 소화시키지 그냥 그런 문
화가 없는 사람들이 입으면 정말 시장 것 입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IA)

요컨대 본인은 제품에 대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으니 이를 알
아본 안목 높은 소수의 고객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이를 구입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품 하나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적합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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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면서 ‘이게 얼마에 팔린다’ 이렇게 계산하면 못 해요. ‘이거 해서 얼
마 번다’ 이러면 너무 힘들고. 그냥 ‘너무 예쁘다’. 그리고 정말 입을 사람이 오
면 그러면. 예, 그때까지 기다려요. 때로는 저게 몇 년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임자가 안 나타나서.” (IA)

현재 이 여성명장은 주로 오래된 단골을 중심으로 제한된 판매를 하고
있다.
“젊은 세대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와요. 경제력이 되는 … 2대, 3대 막 이렇
게. 옛날에 할머니 다니시다, 엄마 또 딸, 또 그 밑에 어린애들 … 시간이 없어
서 못 하는데 아동복도 너무 재미있거든요.” (IA)

그러나 소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고가전략을 고수하다 보니 시장수요
가 줄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비록 본인은 팔리지 않
는 제품은 ‘전시회’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에 크게 연연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는 아들을 생각하면 손작업에 기반한 고
가전략만을 고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지금 사회가 너무 다 쉽잖아요. 쉽게 생각하고, 어제도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뭐 이런 게 몇 푼 안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
래요 … 기술이라는 게 너무 힘드니까 엄마 같은 거 하라 그러면 걔는(아들은)
밥도 못 먹고 살죠 … 그래서 방향을 좀 다르게 하고 이렇게 세세하게 하는 일
은 아마 저로써 끝내야지 될 거예요.” (IA)

현재 다품종소량생산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이 여성명장은 직접 디자
인을 하여 본인이 손작업을 하는 방식과 기계를 활용하여 대량생산 하는
방식(아들이 운영함)을 병행하고 있다. 이 여성명장의 경우에는 다품종소
량생산 전략을 통해 본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상품화시켰으며,
그만큼 숙련수준도 업그레이딩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제한적인 구매자
의 문제와 이를 지속시키기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업 파트너(아
들)를 고려하여 최근에는 변화하는 시장수요에 적응하는 생산 및 판매방
식으로 수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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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작품활동을 통한 숙련향상
이상 살펴본 것처럼 저가의 대량생산제품이 대다수를 이루는 시장에서
오히려 고가의 다품종소량생산방식을 채택한 여성명장은 개별적인 고객
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창의적인 디자인과 높은 수준의 생산기술을 지속
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 숙련수준 역시 단순히 숙달된
기술을 넘어서 장인적 수준의 기술로 업그레딩하게 된다.
이처럼 다품종소량생산으로 시장수요에 맞추는 방식 이외에 숙련을 향
상하는 또 다른 유형으로는 개인의 작품활동과 전시회 등에 중점을 두는
경우이다. 그 과정에서 여성명장들은 단순히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제품
제작이 아니라 예술성에 기반한 작품제작을 강조하게 된다.
“이제 1980년대도 지나고 인력도 없고 … 1990년대 이후부터는 병풍계라는
것이 사양이었어요. 금강팔경산수화를 굉장히 아주 정밀하게 수를 이렇게 많
이 했어요 … 공작일지, 학일지, 또 이제 매화일지 내가 또 해보고 싶은 문양도
한 번씩 이렇게 수를 놓아 보고.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 (그렇지 않았으면)
진작 나는 자수계통에서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병풍이 사양이었거든
요.” (IE)

결과적으로 시장수요에 맞추어서 제품을 제작하던 시기가 지나고 본인
들이 개인작품활동에 주력할 수 있었던 1990년대와 2000년대가 명장들에
게 있어서는 장인적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인터뷰
에 따르면, 기능인들의 경우 작품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장에
서의 평가 외에도 관련 분야 대회에서 수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은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데 우리 공예인들은 거
기서 상 받는 걸 굉장히 원하고 있죠. 그거를 처음에 두 번은 떨어지고 그 다음
에 네 가지인가 세 가지를 냈는데 다 입선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계속 됐
는데 … 1991년도에 대통령상 받았어요. … 1996년도에 장관상 받고 … 그러면서
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지정받고.” (IF)
“제가 전승공예대전에서 문화재 창작상도 타고 … 그 이후에서부터는 제 작
품을 해야 하기 때문에.” (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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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수상경력은 이후 다양한 작품활동을 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
다. 예컨대 전승공예대전에서 수상한 한 여성명장의 경우 주요 국제회의
장이나 다양한 건축물에 전시되는 작품제작에 참여하게 되며86) 이러한
일련의 활동이 이후 명장으로 선정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어떤 분이 제가 대통령상 받았으니까 명장 자꾸 뭐라 뭐라 하는데 (처음에)
이해가 안 되었어요. 제가 ‘아, 그거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아,
김선생, 대통령상 받았으니까 얼른 내년에 서류 내’ 이러시더라고. … 그래서 다
음 해에 바로 4월인가 5월에 서류 해가지고 냈는데 바로 됐어요. 저는.” (IF)

한편 한복 분야 여성명장들의 경우에도 1990년대와 2000년대 이후 다
양한 국제패션쇼나 국제박람회, 그리고 유물복원 활동 등에 참여하면서
본인들의 숙련수준을 업그레이딩하게 된다. 특히 한복 분야 명장에게 있
어 유물복원활동에의 참여는 새로운 바느질 기법을 찾아내어 학습하는
데 매우 좋은 기회가 된다.
일반적으로 유물복원활동은 묘에서 출토된 복식 유물을 수리하거나 복
원한 작품에서부터 옛 한복을 재현하는 것, 또 재현한 한복을 응용하여
새로운 한복을 만들거나 이를 전시회에 출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
한다. 따라서 유물복원활동은 경제적인 보상보다는 그동안 접해 보지 못
했던 새로운 바느질 기법을 익힐 수 있는 학습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큰 무덤을 파내든지 이러면 그거는 다 부잣집일 거예요. 그거 다
또 고관대작들 집일 거고. 이러니까 거기서 나온 유물은 고와요. 땀수가. 땀수
가 딱 한 올 제치고 … 그러니까 뭐 기가 막힌다고 해야 하나. 우리가 가서 봐도.
우리는 미싱에 매일 하던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좀 힘들어.” (IC)

한복의 또 다른 여성명장은 유물복원작업을 통해 본인의 기술 역시 계
속해서 향상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 여성명장에 따르면
한복 바느질은 구설로 ‘팔십여덟 가지’ 기술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본
인은 아직까지 ‘오십 가지’밖에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나머지 손기
86) 한 여성명장은 본인의 대표 작품으로 <일월오학도>를 드는데, 이 작품이 우리나
라에서 대표적인 국제회의장에 걸려 있다며 큰 자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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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출토복식’을 통해 찾을 계획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그것 찾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아무도 팔십여덟 가지 말은 안 해
요. 그냥 뭐 홈질, 감침질, 또 뭐 쌈솔 이런 거만 가르쳐 주지. 그 세 가지 가지
고 길게 뜨고, 짧게 뜨고 이래가지고 다 만들어 내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니까요. 옛날 기법이 그만큼 많다는 거야. 내가 서른여덟 가지 앞으로 더 찾아
내려고 … 그래서 출토복식 어디 뭐 나왔다 하면 가잖아요.” (ID)

이처럼 유물복원작업을 통해 계속적으로 숙련향상노력을 하는 한편,
여성명장들은 한복패션쇼나 전시회, 그리고 국제회의 참여자의 의상 제
작 등에 참가하는 등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상품이 아닌 작품으로서 한
복제작을 하는 경험을 한다. 부산에 거주하는 한 여성명장은 2005년에 부
산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바느질 하면 부산을 덮을 곳이 없
다’는 자부심으로 옷 제작에 참여했다고 한다.
“부산에는 저 말고도 바느질하는 사람이 천 명도 넘습니다. 근데 왜 이게
(APEC 정상회의시 정상들 한복제작) 서울에서 해야 합니까 … 그 옷을 하려고
제가 서울을 열 번도 더 갔어요. 그거 따내려고 참 애 많이 썼지요….” (ID)

이처럼 한복 분야 여성명장들은 우리나라의 한복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전 세계에서 열리는 한복패
션쇼나 문화교류 행사 등 다양한 예술적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결
과적으로 여성명장들의 숙련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따라서 개인작품활동은 장인적 기술로의 업그레이딩을 위한 주요 메커니
즘이라고 볼 수 있다.
3) 새로운 영역으로의 전환을 통한 숙련향상
한편 기존에 본인이 하던 분야에서 국내 및 국제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 전환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예컨대 본 사례에 해
당하는 여성명장은 기존에 편물 분야로 경제적 성공과 명장의 지위를 확
보하였으나 점차 제품의 시장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고 새로운 분야
인 퀼트 분야로 진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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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퀼트는 조각을 모은다는 얘기인데, 펜실바니아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어
쩌면 우리 조각보하고 똑같은 무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고 ‘아, 이거는
승산이 있겠다. 그러면 우리 조각보를 좀 세계에 알려 봤으면 좋겠다.’ … 그게
이제 거의 10년이 되니까 이제 조금 이루어졌어요.” (IB)

이 여성명장의 판단으로는 우리나라 여성의 손기술—예컨대 뜨개질,
바느질 기술—과 전통적인 색깔(오방색)이 결합된 ‘보자기’야말로 우리나
라만의 독특한 퀼트작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더욱이 해외에서 사용하
는 퀼트의 소재는 주로 면과 울인 반면, 우리나라는 ‘사계절 천’이 모두
활용되는 만큼 다른 나라의 작품에 비해 훨씬 풍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시간 (10년) 동안에 시카고에 가서, 네브라스카에 가서 거기 가가지고
사흘, 나흘 있으면서 나는 보자기 싸가지고 가서 전시회 해요. 저기 교실 하나
달라고 해서 … 그 보자기를 가지고 전 세계를 누볐는데. 작년에 보자기 국제포
럼이 있었는데 대학교수가 28명이 왔어요, 열두 나라에서.” (IB)

이후 본 사례연구자가 중심이 되어 우리나라에는 비교적 새로운 영역
인—그러나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활발하게 교류가 있었던—퀼트 분야를
개척하였으며, ‘보자기’ 라는 전통 아이템을 활용하여 국제적인 문화교류
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 (전시회를 하면) 전 세계에 퀼트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럼 막
처음에는 물물교환을 했어. 너 좋은 것 하나 있으면 갖고 그 대신 너가 만든 퀼
트 하나 보내달라고 … 내가 우리 박물관 오픈할 때 (해외에서도 왔는데 그때
퀼트 분야에서 유명한) 이반로세라는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있어서 내가 한
국을 안다’는 축사를 하면서 … (그때 본인 작품도 여기에) 기증했어.” (IB)

이처럼 본인이 직접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정기적으로 국제적인 퀼트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는 한편, 관련 분야의 예술인들에게 전시회 공간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영역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
서 본인 역시 손기술과 아이디어가 결합된 예술작품을 만들고 있어 결과
적으로 장인적 기술로의 업그레이딩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전환을 한 사례는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자 중
노동시장 진입 당시에 학력이 가장 높았던 여성명장에게서 나타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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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명장의 경우에는 다른 여성기능인들과는 구분되는 학력과 인적 네트
워크를 활용해서 이후에도 관련 분야에서 높은 비교우위를 누렸었다. 예
컨대 우리나라 기능대회 개최에 관여했을 뿐 아니라 그동안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에서 많은 정책적 혜택을 누렸다. 매우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현
재까지도 관련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교류를 계속하고 있으며, 정
기적인 전시회 및 박물관을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데 선
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본인이 갖고 있었던 기존의 손기술과 창
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상품과 영역을 개척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제3절 비전형적 ‘포트폴리오’ 경력개발

섬유산업과 연계된 여성명장들은 이 분야의 대다수 생산직 여성노동자
와 차별되는 경력루트를 보여주었다. 여성명장들은 섬유산업의 호황기에
기계화된 대량생산을 하는 대기업에 근무하기보다는 자영업을 택하였다.
그 결과 비록 산업의 부침에 따라 경제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그 영향이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오기보다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역량과 전략에 따
라 새로운 활동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따르면 여성명장들은 전반적인 산업의 침체 시기에 오히려
더욱 활발하게 숙련향상을 이루었고(앞의 작품활동단계에서 살펴봄) 그
과정에서 경력 또한 확대되어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시장수요의
감소는 상업활동에 집중되었던 여성명장들의 사회적 경력을 보다 더 다
양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러한 점은 임금근로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비전형적인 직업군에서
일정정도 나타나는데, 예컨대 프리랜서들에게 있어 일을 하지 않는 공백
기간 역시 경력형성 및 개발을 위해 중요한 시기가 된다는 것이다(황준욱
외, 2009). 관련 연구에 따르면 프리랜서들은 이 기간을 활용하여 부업, 학
습, 자기계발 등 본인들의 활동과 관련된 일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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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여성명장들 역시 1990년대와 2000년대 이후 시장수요의 감
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특히 경력개발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여성명장들은 기존의 자영업에서 확대되어 각종 전시회나 작
품제작 등에 참여하는 것 외에 대학의 겸임교수, 평생교육원 강사, 실업
계 고등학교 교재 심의위원, 박물관 관장, 드라마 역사물 고증위원 등 본
인들의 관심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활동에 관여하게 된다. 이처럼 여성명
장들이 보이는 사회적 경력의 다양성은 조직에 기반한 상향적 경력개발
모델(전통적 모델)이라기보다는 프리랜서 등의 비전형적인 직업군에서
최근 확대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채워나가는 방식의 경력개발 특성을
보인다(박성수 외, 2012).
그동안 경력개발은 ‘조직에 가담함으로써 얻어지는 근무성과나 근속연
수’에 기반하여 책임이나 권한, 그리고 임금수준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관련 연구에 따르면 최근에는 다양한 고용형태가 증
가함에 따라 경력개발유형 역시 다변화되고 있다. 특히 창의성과 자율성
이 강조되는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에서는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여 본인
들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전략이 나타난다. 본 연구의 여성명장들 역
시 이러한 특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비전형적 ‘포트폴리오’ 경력개발유
형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본 연구의 여성명장들이 지속적으로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채워나갈 수 있는 자원은 어떻게 획득된 것인가? 요컨대 여성명장들이
자영업에서 출발하여 이후 본인들의 사회적 경력을 확대해나가는 데 있
어 매개 역할을 한 요인은 무엇이며 이는 어떤 경로로 형성되었는가? 이
하에서는 여성명장들이 사회적 경력을 확대해나가는 데 중요하게 영향을
준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본 사례연구에 따르면 여성명장들이 상업활동 이외에 다양하게 사회적
경력을 확대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요인 중 하나는 사회적
(인적)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87) 이러한 사실은 다른 연구들에서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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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데, 특히 프리랜서들의 경우 사회적 네트워크, 즉 ‘인맥’이 성공적
인 경력형성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황준욱 외, 2009). 요컨
대 공동 작업인 경우 ‘인맥’을 통해 작업팀이 구성되며 이후 ‘경험이 경험’
을 부르는 과정으로 본인들의 경력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성공과 뛰어난 경력개발을 보여준 한 여
성명장은 본인의 성공에 있어서 학교를 통해 형성되어 있던 인맥이 중요
한 자원이 되었음을 인정하였다.
“(본인이 나온 여자고등학교와 여대를 나온 사람 중 편물가게 하는 사람은
이전에) 전혀 없었어 …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러이러한 졸업생
이 있어서 충무로에 가면 개업한 사람이 있다고 화제가 되어가지고 같이 와서
견학도 하고 (도움도 주고) 그랬어요.” (IB)

이 여성명장의 경우에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
서부터 부족했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 이후 사업이 본격화
되어 6개의 해외지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정계와 경영계에 자리 잡은
‘지인’들로부터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88). 이후 이 여성명장
은 기존에 하던 편물 분야에서 새로운 분야인 퀼트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
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축적되어 있었던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는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앞의 작품활동단계에서 검토함).
그렇다면 당시로는 드문 학력과 사회적 배경을 가진 특정 여성명장 외
에 다른 여성명장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했
는가? 예컨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학업을 중단하고 일
찍 경제활동에 참여했던 다른 여성명장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사회적 네
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던가?
우선 여성명장들에게서 나타난 주요 인적네트워크 구축방식 중 하나는
87) 물론 여성명장들이 본인들이 속해 있는 분야에서 높은 평판을 얻고 공식적으로
최고의 기능인으로 인정받아 경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의 ‘실력’이 무엇
보다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력이 사회적으
로 인정받고 알려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매개체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 과정에
서 사회적 네트워크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88) 이 여성명장에 따르면, 본인은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열한 번째로 회수여권을
발급받아 수출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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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및 비정규 (평생교육원 등) 교육과정을 밟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여
성명장들은 대부분 학업에 대한 열망이 대단히 강했으나 경제적 사정으
로 인해 어린 나이에 학업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나 시
간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공식, 비공식 교육과정을 밟으면서 관련 분야
의 전문가들과 연결되는 경험을 하였다. 한 명장에 따르면 교육기관으로
부터 특별하게 기술을 배운 것은 없으나 ‘학위’는 더 큰 데로 나가는 데
‘다리’ 역할을 했다고 한다.
“무슨 다리가 됐나면 … (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이다 보니 별것을 다 하
더라고요. 음식에서부터 뭐 별걸 다하는데 한복은 딱 남자바지. 남자바지 그것
도 4분의 1로 축소해가지고 이만한 것 하나 만들어 내는 거라 … 하나마나죠.
그러니까 그때 했던 그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와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대학
원을 갈 수 있지 않았을까 … 그때 교수님하고 지금도 친해요.” (ID)
“내가 더 가르쳤지. 교수들을 가르쳤지. 자기들이 그게 옷을 알지만 학술상
으로는 잘 알지만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못 하니까 … 그래도 이론은 배웠어 …
(그러면서) 지금까지 쭉 (계속 일을 같이 하고 있다).” (IC)
“중앙박물관에서도 1년짜리 했고 문화보호재단에도 연구반까지 다 들었으
니까. 그 ** 대학에도 2년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 것 다 들었어요 … (기술로는
본인이) 최고인데 (대학교를 가려는 이유는) 정보도 필요하고….” (IF)

이처럼 여성명장들은 학위과정을 통해서 기술을 배웠다기보다는 본인
들의 활동에 중요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관련 분야에 대
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여성명장들은 교육기관에
서 알게 된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본인들의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정보와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 다른 한편 전문가 그룹 역시 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본인들에
게 부족한 기능적 부분을 여성명장들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한 여성명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대학교를 마쳤을 때 지역
의 한 대학교 교수가 직접 찾아와서 대학원 입학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한
다.89)
89) 이렇게 하여 입학한 대학원 과정에서 이 여성명장은 본인이 이렇게 ‘이용’당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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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실기가 결합된 공동작업의 한 예로서 한복의 경우에는 유물복
원작업을 들 수 있다. 서울에 소재한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을 수료한 한
여성명장은 본인의 손기술을 인정한 교수와의 친분을 통해 유물복원 과
정에 참여하였다.
“우리는 이미 바느질은 도가 트인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뭐 크게 배우는 것
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론도 배우기 때문에 ‘아, 이런 옷도 있었고, 이런
옷도 있었구나’ 하는 거를 알았죠. 궁중옷이라는 것은 그 전에는 몰랐지 … 그
후 복원을 하게 되었지요.” (IC)
“(그 다음에는) 안동 김씨 유물 아홉 점을 좀 꾸며(복원)줄 수 있느냐고 아
홉 점을 갖고 왔어요. 똑같은 바느질로. 그래가지고 그거는 아홉 점을 했어요.
아홉 점을 다 손으로 했어요.” (IC)

이처럼 여성명장들은 초기 새로운 일에 참여해서 일단 그 분야에서 이
름이 알려지면 계속해서 다른 작업에 연결되었다. 요컨대 ‘새로운 일이
또 다른 새로운 일’을 불러오게 되며 이를 통해 점점 더 명장들의 포트폴
리오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본 연구의 여성명장 사례를 보면 노동시장진입 이후에도 계속해
서 공식 비공식 교육기관을 다닌 것은 개인적인 이유(어린 시절 학업중단
으로 인해 갖게 된 ‘학교에 대한 열망’이나 ‘자존심 만회’ 등)뿐만 아니라
전략적 측면도 강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여성명장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자원을 확보하
기 위해 전문가 집단이 형성되어 있는 교육기관을 선택한 것이다.
한편 여성명장들의 경우 경력을 개발해나가는 과정에서 단순히 상품을
제작 판매할 때와는 달리, 일에 대해 강한 자부심과 책임감도 함께 강화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노동시장진입 초기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
해 별다른 직업의식 없이 시작했던 일이 점차 경력과 숙련이 확대되고 사
회적 평판이 높아가면서 강한 장인적 의식도 함께 자라는 것으로 보인다.
“(유물복원을 다하고) … 그 아홉 점을 해서 드리고 … 내가 삯은 필요 없으

도 있구나 할 만큼 부정적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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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그때 안동 김씨 측에서 유물하고 똑같은 원단을 짰거든요. 그 옷감을 내
가 ‘한 필씩 줘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갖고 있어요. (다른 데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무엇을 써도 (전시회 등 꼭) 필요할 때
쓰려고요.” (IC)
“(현재 평생교육원에서 나는) 절대 도제식으로 기술전수를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다 보고, 일일이 내가 이거 시범 보여주고. 그대로 하고
… 금박도 딱 금박 잘 찍는 데서, 예를 들어서 ‘페이를 많이 지불해도 거기 가
서 진짜로 찍어라. 그리고 문안을 딱 갖고 가거라’ 하고 가르치지요. 문헌까지
도 찾아줍니다. 여기 배우러 전국에서 와요. 부산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ID)

이처럼 여성명장들은 사회적 경력을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비록 금전적
보상은 충분하지 않더라도 보다 더 높아진 본인들의 위상에 맞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다.

2.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 비공식적 친목모임을 중심으로
한편 여성명장들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있어 또 다른 중요
경로는 비공식적 친목모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여성명장들은
동일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기능인이나 전문가들과 정기적으로 친목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기능인 친목모임의 회장으로 6년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한 여성명장은
특히 기술에 대한 정보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가 3개월 만에 한 번씩 모여요. 그 모임에 들어오면 하룻밤 자거든요,
그 집에서. 전국을 돌아가면서 부산에 있는 사람 집에서 할 때는 부산에서 모
이고 … (그때) 밤 새도록 안 자고 아침 5시까지 (작품을) 한 가지씩 만들고 …
잘했는가 못했는가 보고 웃고 그래요.” (IC)

이 여성명장은 자신은 ‘골베개’를 만드는 데 특별한 기술이 있는데 본
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잘 때 만드는 방법을 공유하였다고 밝혔다.
“지금 골베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짚을 삶아가지고 이걸로 해요. 이
거 넣어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어. 이거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소금물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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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을 이 정도 길이가 되도록 이제 잘라가지고 소금물에다 담궈요. 담궈 놓으면
촉촉해지잖아요. 소금물이 그러니까 간이 돼가지고 … 그래 이거 속을 하는데
(다들) 밤새도록 안 주무시고 하더라고 … 다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배우려
고.” (IC)

또 다른 한 여성명장도 정기적으로 기술정보 교류모임을 하고 있는데,
본인과 수준이 비슷한 ‘하이클라스 기능인의 모임’과 ‘기술수준이 낮은 하
위 기능인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모임’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한다.
“(정보를) 교환해요. 그래가지고 하면 참 재미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노리
개 달아야 하니까 노리개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이번에는 깃에 어디가
좋더라 하면 그것도 하는 날이 있고. 또 옷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맡아서 하고
… 사람들이 배워 가니까 (모임에) 오는 거예요.” (ID)

이처럼 비공식적 친목모임은 동료 간에 기술을 서로 배우고 후배 기능
인들에게 숙련을 전수한다는 점에서 숙련이 재생산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공식적인 교육기관으로부터 충분하게 기능학습을 하지 못
한 여성명장들은 (기술을 교육할 전문가의 부재로 인해) 이러한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본인들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가고 있다.
한편 비공식적 친목모임은 기술정보교류뿐만 아니라 여성명장들이 경
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사회적 장이 되고 있다. 즉 여성명장
들은 경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정보나 관련 분야의 흐
름도 모임을 통해 얻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본 연구의 사례가 되는 부
산지역의 두 여성명장은 모두 서울에 소재하는 동일한 대학교의 한 교
수90)와 깊은 친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선생님 계실 때 한 달에 두 번씩은 올라가면 항상 당신 딸만치 생각하
는 거라.” (IC)
“오죽하면 *** 선생님이 저한테 주신 책도 있어요. 고맙다고.” (ID)

90) 우리나라 복식사학자로서 “8․15해방 직후부터 민속유물을 조사․수집․정리하
여 최초로 유형․무형 문화재가 되게 했고, 특히 조선 중․후기의 복식과 장신구
를 정리․보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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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는 공동작업이 매개가
되었는데 두 명의 여성명장은 모두 동일한 교수와 유물복원작업에 참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공식적 모임을 통해 ‘일’과 ‘사람’에 대한 소개
를 서로 받게 되며 일단 전문가와 일을 한 경력은 또 다른 일로 연계되어
가는 형태를 취했다.
특히 비공식적 친목모임은 ‘일의 분배’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
의 속성상 공동작업이 많은 만큼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 비공식적 네트
워크 속에 있는 사람들과 일을 분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 ‘아 제가 안 하더라도 **지역 사람이 해야
합니다’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게 된 것도 다 나누어주었어요.
(내가 다 도맡아서 하면) ‘젊은 게 욕심 많다’ 이런 소리 들을 것 아니예요. 골
고루 해줘야 말이 없지.” (ID)

이처럼 비공식적인 친목모임은 경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정보(일과 사
람을 포함)가 교환되는 공간이라는 성격 이외에도 모임을 통해 여성명장
들은 다른 구성원들의 활동을 벤치마킹하게 된다. 즉 조직에 기반한 임
금노동자들과는 달리 이들 여성명장은 단계별로 밟아야 할 경력 사다리
가 없는 상태에서 서로의 활동을 통해 본인들이 개척해야 할 경력을 구상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 막 교수(강사나 초빙교수)로 오라고 해도 가기 쉽지 않아요.
하루에 얼마 받고 그렇게 가서 하루 비워놓으면 영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피하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 (전화로) 누구 됐
다고 메시지도 오고 하는 걸 보면서 … (저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IA)
“명장은 산업 쪽이니까 (마케팅이나 디자인 쪽으로) 머리가 조금 있어야 돼
요. 우리 장인들은 마케팅은 약하거든요 … (모임을 통해 그런 쪽 정보도 얻고)
… (다른 기능인들이 한 것을 보고) 아 ‘조금 일찍 알았으면 나도 이런 것도 해
보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IF)

이처럼 대부분의 여성명장들은 동료 기능인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
해 다른 사람들의 활동(예컨대 작품전시회나 유물복원작업, 학교 강사,
작품의 상품화 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며 본인들 역시 다양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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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이를 시도하게 된다.91)
이상 여성명장들의 경력개발에 중요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
로를 살펴보았다.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명장들의 경우 본인들의 사회적
경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였으며,
교육기관과 비공식적인 친목모임이 중요한 네트워크 형성공간이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여성명장들의 거주지 특성 부분
이다. 앞에서 소개했던 인터뷰 대상자 정보에서도 나타나 듯(표 7-1 참
조) 대부분의 여성명장들은 비록 중소도시(예컨대 홍성, 안동, 김해, 광양,
나주, 제주)에서 출생하였지만 이후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던 시기에
는 모두 대도시(예컨대 서울, 광주, 부산)으로 옮겨왔다. 사례연구를 통해
서 보면 여성명장들이 경력을 개발해나가는 데 있어서 정보는 대단히 중
요한 역할을 하였다. 예컨대 명장제도에 신청한 것을 포함하여 각종 대회
에 작품을 출품하거나 공동작업에의 참여, 이후 평판이 확산되기까지 대
부분이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획득한 정보를 통해서였다.
실제로 인터뷰 중 어떤 여성명장은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 명장제
도를 몰라서 명장이 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례
연구를 통해서 보았을 때 정보의 흐름이 활발한 대도시는 여성기능인의
경력개발형성에 중요한 공간적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정도로 끝내고자 하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
성하는 데 구체적으로 지역적 특성이 어떻게 작용하였으며 명장제도의
진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다음의 과제
로 남기고자 한다.

제4절 소 결

여성명장들이 일을 시작한 시기는 대부분 1960, 1970년대이며, 명장으
91) 많은 여성명장들은 공통적으로 지속적인 작품전시회와 개인박물관을 갖고 싶어
하는 희망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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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정된 시기는 1990년대 중후반으로 나타난다. 경제활동을 시작한 후
관련 분야에서 최고의 숙련기능인으로 선정되기까지 대부분 30년이란 시
간이 소요되었다. 여성기능인들은 비록 어릴 때부터 남다르게 뛰어난 손
재주를 보였으나 일을 시작하는 초기단계에서는 가족이나 주변의 수요를
맞추는 정도의 일상적 기술 수준을 갖고 있었다. 여성기능인들은 공식적
인 훈련기관을 통해 기술을 습득한 후 노동시장에 진출한 것이 아니라 대
부분 어머니나 할머니 등 가족관계 속에서 비공식적으로 기술을 익힌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을 시작한 초기단계는 본격적인 경제활동이
라기보다는 가사일의 연장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다.
이처럼 여성기능인들이 쉽게 이웃 주변으로부터 일감을 구해 집에 경
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던 배경에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경제적
상황이 있었다. 당시에는 비록 저임금의 풍부한 여성노동력을 기반으로
하여 의류 및 섬유산업이 핵심적인 수출산업으로 부상하였으나, 내수시
장에서는 여전히 의류를 포함한 생활용품들이 본격적으로 상품화되지 못
했다. 이에 따라 개인들의 손작업에 의해 생활에서 필요한 부분들—예컨
대 의류제조, 수선, 세탁 등－이 상당 수준 해결되었다.
그러나 초보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적인 기술수준이 숙달된 기술로 발전
한 것은 점차 일의 수요가 증가한 것과 같이 갔다. 무엇보다 여성기능인
들이 숙련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주요 메커니즘은 제품의 전 공정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여성명장들은 크게 세 가지 방
식으로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하였다: ① 개인 가게를 운영하면서 영업활
동을 하는 방식, ② 가내에서 소규모 작업팀을 구성하여 생산하는 방식,
③ 개인 가게를 운영하는 한편 수출기업의 주문을 재하청받거나 또는 해
외기업으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아 수출활동에 참여하는 방식 등이다.
그러나 1980년대 중후반을 거쳐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의류
및 섬유산업에서의 위기는 본 연구의 여성기능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
쳤다.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수출시장의 수요와 내수시장에서의
수요도 점차 줄어들고 상승된 인건비로 인해 주문을 채우는 데도 어려움
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작품생산이나 개인작품활동에
주력할 수 있었던 1990년대 이후가 명장들에게 있어서는 장인적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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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여성명장들은 각종 대회에 작품을 출품하거나, 전시회나 패션쇼에 참여
하는 등 일련의 예술적 활동을 통해 창의성에 기반한 장인적 기술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 따르면 여성명장들은 전반적인 산업의 침체시기에 오
히려 더욱 활발하게 경력을 개발해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그동안 본인들이 미루어 두었던 학업이나 작품제작 등을 통
해 오히려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관련 분야에서 평판을 확고히 하
였다. 이처럼 여성명장들이 보여준 경력개발은 프리랜서 등 최근 비전형
적인 직업군에서 확대되고 있는 ‘포트폴리오 경력개발’ 유형과 그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여성명장들의 경력개발에 중요한 자원이 된 사회적 네트
워크는 주로 교육기관이나 비공식적인 친목모임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명장들은 199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적 경력을 확대하였
으며,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작품제작과 전시회, 그리고 기술전수 등 다
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경력개발과 역
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여성명장들은 현재 본인들이 속해 있는
섬유 및 자수공예산업의 미래에 대해 많은 우려를 보이고 있다. 여성명장
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은 ① 숙련의 재생산 문제, ② 불
투명한 경력개발경로, ③ 장인적 기술을 활용한 작품제작과 상품화 문제
등으로 요약된다. 이하에서는 언급된 문제점들을 간략하게 검토하겠다.
우선 숙련의 재생산문제이다. 본 연구에 따르면 명장이 속한 섬유나 자
수공예 분야는 현재 산업적 측면에서 그 수요는 크다고 볼 수 없다. 이러
한 상황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경제 측면에서 섬유산업의 비중이 축소한
것과 같은 흐름 속에 있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도 지적했듯이 관련 산업
분야에 신규인력의 유입은 이미 1990년대부터 대폭 감소되었다. 새로운
인력유입의 감소는 산업 전반적으로 숙련의 재생산문제를 초래한다.
더욱이 섬유나 자수 분야에서 고숙련자가 되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작
업경험과 창의성, 그리고 예술적 능력이 함께 요구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
이 더욱 커진다.92) 이에 따라 공식적인 숙련의 축적이나 계승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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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어려움이 크다. 더욱이 섬유(한복이나 편물 등)나 공예(자수)의 경
우 정규 교육기관에서도 교육과정이 축소되면서 최근 전공 자체가 없어
지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비록 여성명장들은 현재 다양한 교육기관에
서 강의를 하거나 비공식적인 모임 등을 통해 기술전수를 하고 있으나 수
료자의 수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명장들의 숙련이 체계화된 방식으로
전수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불투명한 경력개발경로의 문제이다. 물론 현재까지 제1세
대 여성명장들은 성공적인 경력개발을 한 것으로 보이며 국내 및 국제적
으로 그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활동들은 제1세대 여성명장들이 개인적으로 개척한 측면이 강하며 그 ‘성
공’도 대단히 제한적인 사례에 국한되고 있다. 특히 자영업의 성격이 강
한 산업분야의 특성상 불확실한 미래전망의 문제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결국 우수한 인재를 관련 분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신규인력이 시행착
오를 최소화하면서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체계가 산업 전
반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고숙련 기능인들이 갖고 있는 숙련과 창의성을 활용
하여 어떻게 상품화로 연계할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대부분의 여성명장
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제작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품화 전략은 단순히 기술
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상용화하는 것에서부터 재무, 마케팅
까지 각 영역으로부터의 종합적인 결합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숙련 기능
인들의 장인적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나 기술적 부분을 포함
한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섬유 및 공예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함께 모색될 수 있다고 본다.
이상 언급한 과제들은 결국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이해당사자들의 공동 노력에 기반한 장기간의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정도

92) 인터뷰에 따르면 명장들은 대부분 자식이나 친척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자 하나
근본적인 한계를 토로한다. 한 명장은 ‘기술은 가르쳐줄 수 있으나 작품을 만드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므로 어렵다. 그리고 요즘 세대는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수
고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그 어려움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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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될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기능인들이 갖고 있는 뛰어난 숙련을 지속
적으로 유지하고 활용하는 것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절대적으
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산업에 속한 이해
당사자들의 집합적 노력과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결론적으로 강조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방안 제시는 다음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제8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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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과 숙련에 대한 재평가

본 연구는 한국의 산업발전과정에서 숙련노동의 위상이 올바로 자리매
김되어 오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기술자나 경영자에 대
한 평가에 비하여 현장의 숙련노동의 가치와 역할은 제대로 조명되어 오
지 못했다. 이는 또한 기술에 대한 기능의 저평가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낮은 평가는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숙련이 어떻게 형성되고,
자기 변신하고, 완성․계승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과도 관련되
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의 노동사 연구가 병영적 노동통제하의
노동자들의 희생적 측면만을 강조하거나, 이에 대한 저항을 조직한 노동
운동사에만 치우쳐 왔던 저간의 사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본 보고서는 한국의 현장 숙련을 대표하는 명
장들의 생애사를 통하여 숙련된 기능이 어떻게 산업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성공한 기능인들의 개인적, 사회경제적 특성은 무엇인가를 밝혀보
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 경제발전의 역사를 재구성함과 동시에 한
국에서 숙련의 사회경제적 맥락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줄 것으로 기대하였
다. 이를 위하여 우선 숙련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더불어 명장 등장 이전
의 노동사를 간략히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숙련의 개념이 생산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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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더불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손끝기
술과 더불어 점차 문제해결능력과 이론적 기반이 강화되어 온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식민지배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전통적 숙련이 존재하기
는 하였으나, 대단히 취약하였음93)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대한민국 명장’이라는 제도적으로 획정된 연구대상
을 선정하였으며, 철강산업과 자동차산업 사례에서 일부 ‘품질명장’이 포
함되었다. 명장이라는 개인의 생애사를 초점에 두지만, 이들의 경제, 산
업, 기업과의 상호작용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기 위하여 한국의 대표적 기
업 4개를 선정하여 기업사와 개인사를 병치하여 분석하였다. 이렇게 선정
된 기업이 D중공업(발전설비), H중공업(조선), P제철, Z자동차 등이며,
각 기업에서 4∼8명의 명장들을 한두 차례 2시간 정도씩 인터뷰하였다.
명장들의 생애사에 대해서 구술사 방법과 심층 인터뷰 방법을 혼합하
여 활용하였으나, 중점은 기업사와의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숙련 주제
에 집중하기 위하여 심층 인터뷰에 두어졌다. 아울러 중화학공업화 이전
에 한국의 산업발전과 노동운동의 중심이었던 섬유의류산업 사례가 분석
되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여성명장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성명장의 사례는 산업 측면도 있지만, 섬유, 공예, 서비스 등 자기사업
형 명장들을 대표하는 특성 또한 지니고 있는 것으로, 기계금속 등의 중
화학공업 기업근무형 명장들과는 양상이 상당히 다르다. 그러한 기업근
무형과 자기사업형 명장의 차이점은 제2장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연히 드
러나고 있는데, 설문조사는 이상의 질적인 인터뷰 방법을 상호 보완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2012년 말 현재 생존하고 있는 명장 524명 가운데
213명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질문 내용은 사례분석에서 이미 조사된 내용
을 기초로 하였다. 따라서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을 연계한 특징
을 지니고 있으며, 질적 조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빈도분석이지만, 우리나라 명장들의 생애와 숙련의
특성에 대한 사실상 최초의 학술적 분석이라는 의의가 적지 않다고 할 것
이다.
93) 적어도 내부노동시장에 기반한 기업특수적 숙련은 진공 상태나 다름없었다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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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체계적이고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숙련과 노동시
장, 산업발전의 특성, 그리고 1990년대 이후 기술과 기능의 변화에 대한
새롭고도 풍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D중공업 사례
를 요약한 [그림 3-2]와 Z자동차 사례를 요약한 [그림 6-1]에 집약되어
표현되고 있다. 두 사례는 매우 상이한 산업적 기반을 갖지만 일정하게는
공통점도 갖는데, H중공업과 P제철 사례를 포함하여 보다 일반화하여 우
리나라 현대 숙련의 흐름을 정리하면 [그림 8-1]과 같다. 분명히 우리나
라에도 전통적 숙련이 존재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서론에서 보았듯이 이
종구 외(2004, 2005), 서문석(2010) 등 기존 연구들을 통하여 경성방직, 조
선맥주, 철도청, 한국전력, 한국기계, 대한조선공사, 신진자동차(GM코리
아) 등 여러 산업의 대기업들에서 수많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다만,
이 연구들은 숙련의 전수, 형성, 능력발휘와 보상, 전승 등에 대해 충분한
사실들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전통적 손끝기술과 경험적 학습을 통
한 숙련이 현장에 내재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숙련은 내부
노동시장에서 체계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당시 정부는 미국으로부
터 기술도입 등에 연계하여 직무급 체계를 강조하였으나, 현장의 반발과
변형에 의하여 직능급이나 연공급으로의 임금체계 개편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내부노동시장 형성의 단초를 보여준 것이었
으나, 본격적인 내부노동시장의 형성은 조금 더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그것은 일단 1970년대 중반의 루이스 전환점을 통과(배무기, 1982)해야
했으며, 보다 직접적으로는 1980년대 중반의 3저 호황(조영철, 1993)이나
1987년 노동운동의 활성화 이후(정이환, 1992)에야 내부노동시장이 본격
화되고 숙련의 내부화도 1980년대에 이루어진다는 김종한(1996) 등의 기
존 연구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 명장들의 인터뷰 결과 중화학공업 대기업들에서 노동시
장의 내부화와 기업특수적 숙련이 형성되는 시기는 1980년대 중반을 넘
어서인 것으로 확인된다. 1970년대 내부노동시장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엘리트 사원을 일찌감치 독식했던 P제철 정도이지만, 그마저도 이
직률은 높은 편이었으며, 다른 기업들에서는 외부노동시장과의 경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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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우리나라 숙련 위상(양과 질)의 흐름

분명하지 않았다. 명장들은 대체로 개별적인 임금교섭을 거쳐서 입사한
경우가 적지 않으며, 그러한 임금은 외부노동시장에서의 경력에 따라 달
리 책정되었다. 그렇지만 일단 1980년대 중반부터 내부노동시장화가 진
행되면서 그들의 숙련 내용도 전통적인 것에서 보다 이론적 기반을 갖춘
것으로, 그리고 사회적 숙련과 문제해결능력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변화
해 가면서 기업특수적 성격이 강화되어 갔다.
더욱이 그들의 손끝기술과 경험적 지식조차도 기존 전통적 숙련을 지
닌 선배들로부터 배우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왜냐하면 중화학공업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 선진기계와 기술의 도입은 기능공 선배들은 물론 심
지어 엔지니어들에게도 생소한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명장들로
대표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적 배경, 즉 국가에 의한 공고 지원과 직
업훈련 제도 확충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으며, 그 중에서 선두 그룹을 형성
한 명장들은 개인적으로 현장학습 의지가 높고 시행착오를 통해 기계를
완전히 이해하겠다는 불굴의 의지도 돋보이는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선
배들과는 무관한 새로운 숙련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그것은 자
동화 기계의 도입을 오히려 이들이 주도함으로써 숙련의 자기 진화도 이
들 그룹이 주도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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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선배 그룹들에 비하여 일찌감치 현장감독자 등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따라서 현장관리자로서 인간관계 기술을 익히는
등 사회적 숙련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가진 집단이었다. 다만, 그러한 점
에서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회사 편에 서는 보수적 입장을 갖게 되지만,
여러 정황상 그 이상의 노조에 대한 공격성은 H중공업의 일부 명장 등을
제외하면 그다지 강한 것은 아니었다. 제2장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
듯이 명장들은 자신의 일에 대한 몰입도가 높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노
사관계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림 8-1]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적 숙련을 가진 세대는
1990년대 이후 점차 힘을 잃어가고 그 위상은 떨어지는 반면에 새로운 선
진기계를 익힌 그룹이 등장하여 숙련의 내용도 풍부화해 가는 과정이 진
행되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그 과정은 우리나라에서 엔지니어층이 두꺼
워지는 과정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엔지니어들에 의한 외국기술의 이해,
특히 P제철과 D중공업 등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외국어로 된 기계 매뉴얼
의 번역 공급은 기능공들이 숙련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기능공의 선두 그룹들은 해외 기술합작선에 대한
연수 기회를 갖는 경우도 있어서 이들의 숙련과 한국 대표적 기업들의 생
산관리, 생산기술 능력은 1990년대에 들면 이미 선진 수준에 근접한 것으
로 평가되기도 한다.
전통적 숙련은 대기업 정규직들에 체화되어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들 4개 대기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에게서도
발견될 것이다. 이들은 정규직이 획득한 고도의 숙련 바깥에서 기피공정
을 주로 수행하지만, 바로 그 기피공정들의 상당수는 또한 자동화가 어려
워 여전히 손끝기술과 경험적 지식이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그러한 점
에서 이제 기술적으로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손끝기술의 위상은 대단
히 위축된 것으로 보이며, 반면 중화학공업 정규직이 보유한 숙련의 내용
과 형식은 30여 년 전에 비하여 상당히 달라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
당할 것이다. 그 숙련의 내용과 형식은 엔지니어와의 상호작용, 혹은 엔
지니어와의 갈등과정에서 확보되고 육성되어 온 테크니션의 영역과 다르
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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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구체적 양상은 산업별로 판이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조선산
업을 영위하는 H중공업에서는 수많은 자동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접,
제관, 도장 등 손끝기술의 중요성이 결코 후퇴하지 않았다. 반면 그렇지
않아도 손끝기술이 덜 중요했던 자동차산업에서는 Z자동차의 전략까지
겹쳐지면서 현장작업의 단순반복화가 심화되었고, 현장의 남은 숙련은
신차개발 단계에서 엔지니어링으로 흡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
장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자동화나 기계화, 정보화와 무관하게
남게 되는 손솜씨와 기능 숙달, 경험의 축적 등 숙련의 기초는 대단히 중
요하다.
요컨대 대한민국 명장들은 외국 기술의 소화를 통한 국산화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공고 출신들의 뛰어난 잠재능력과 일에 대한 승부근성, 그리
고 놀라운 학습의지를 발휘하여 아무도 접해 보지 못한 선진기계를 개인
적으로, 숱한 시행착오를 통해 능숙하게 다루는 경지로 올라섰다. 이들은
선배로부터 배우기보다는 엔지니어 및 외국 기술자, 그리고 해외연수를
통하여 기능을 습득해나갔다. 이는 전통적인 서구의 도제시스템(씰렌,
2004)과 구분되는 한국 산업화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이해된다.
또한 이들과 다소 구분되는 지점에 역시 전통적 숙련을 익힌 집단이
존재하지만, 이들 집단의 경우도 선배들은 적극적으로 기능을 전수하지
않았다. 선배들은 후배들을 잠재적인 경쟁집단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자
신과의 임금격차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술을 가르쳐 주는 데 인색하였
다94). 그러나 뛰어난 잠재능력과 가난을 벗어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를
지닌 명장들은 어깨너머로 선배들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공고 졸업생 동료 및 후배들과의 경쟁에서 밀
리지 않기 위하여 기능대학이나 방송대, 전문대 등을 다니면서 이론적 기

94)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 사례를 연구한 신원철의 연구를 같은 책에서 이종구 외
(2004)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회사는 노동자의 숙련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공식적으로 실시하지 않았으며 고참 노동자들도 기술 전수에 소극적이었
다. 신규 노동자들은 개인적으로 경험을 쌓아 숙련을 형성하여 갔다. (중략) 연고
채용을 통한 불공정 구직경쟁은 노동자의 기업귀속 의식을 조장하고, 개인적 노
력에 의한 숙련형성은 연대의식이 아니라 경쟁의식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
다.” (이종구 외, 2004 :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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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을 다지는 한편, 학력에 대한 콤플렉스를 극복해나갔다. 따라서 이들
역시 선진기계를 익히고 가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며, 현장감독자층
으로서 리더십과 사회적 숙련까지 구비하게 되었다.
이상의 내용은 기존 연구들의 결론과 대체로 일치한다. 예를 들어 황수
경(2007)은 생산기능직이나 단순기능직에 비하여 기술기능직의 비중이 확
대되어 왔음을 주장하고, 아울러 숙련의 내용에서도 인지적 숙련(cognitive
skill)이 육체적 숙련보다 중요해지고 확대되어 왔다고 보았다. 박동열 외
(2011)는 1960년대 이후 기술수준의 변화에 따른 직무구조의 변화를 도형
화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기능공(craftman)의 비중은 1980년대 이후 줄
곧 줄어들어 왔으며, 반면에 현장관리능력을 갖춘 고급기술자(engineer),
현장관리능력을 갖춘 숙련중급기술자(engineering technologist), 숙련초
급기술자(engineering technician)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1970년대에 ‘조국근대화의 기수’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성가를
올리던 공업고등학교는 1980년대에 들면서 정책지원이 약화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대학 정원의 급속한 확대 속에서 우수한 인력은 공고
등을 기피하게 되었고, 직업훈련을 통한 기능 등에 대한 평가도 더욱 낮
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제 산업현장에서 과거 중졸 이후 직업훈련
생, 혹은 공고 졸업생 등 우수한 인력들이 하던 직무들은 전문대학 출신
자들로 채워지게 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장홍근 외(2009)의 지적은 타당
하다. 즉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기업특수적 숙련이 지배적이지만 입
직 과정에서의 학력과 출신학교 등 일반 숙련 요소가 중요하게 다루어진
다.” 이는 우리 국민이 유달리 교육열이 높은 민족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확실히 학력 인플레 현상이 과도하며, 따라서 기능에 대
한 정상적 공급과 세평이 너무 낮게 형성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림 8-1]은 본 연구의 핵심적 발견으로서 집약적이고 추가적인 논의
가 필요하다. 첫째, 숙련의 개념과 관련하여 전통적 숙련과 새로운 숙련
을 나누었다. 전통적 숙련이란 장인적 숙련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손끝기
술과 경험적이고 암묵적인 지식으로 구성되며, 새로운 숙련이란 1970년
대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된 유연 생산방식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문제
해결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이론적 기반, 공정 전체 이해능력, 노동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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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숙련과 개선능력 등으로 구성된다95). 새로운 숙련은 극소전자
(Micro Electronics : ME) 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하며, 자동화와 정보화
등에 힘입어 전통적 숙련이 일상적(routine) 기술과 비일상적(non routine)
기술로 나누어지기도 하는데, 여기서 새로운 숙련은 비일상적 기술과 친
화성을 갖는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시작하던 1970년대 이
후 정보기술이 산업에 널리 응용되면서, 산업화 후발자인 우리나라의 경
우 1980년대 초기부터 CNC 공작기계를 도입하는 등96) 기계화에 곧 이어
컴퓨터화가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숙련 측면에서
도 전통적 숙련과 새로운 숙련이 다소의 시차를 두고 동시에 발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숙련이 먼저 등장하였고, 일부 선배로
부터 전수되기도 하였는데, 명장들로 대표되는 우수 기능인들의 경우 전
통적 숙련을 배운 직후 다시 새로운 숙련의 습득으로 나아갔으며, 자동화
와 정보화 과정을 오히려 주도함으로써 쉽게 새로운 숙련까지 습득, 체화
하게 되었다. 이와 달리 공고를 졸업하고 특수분야(계량, 비파괴검사, 전
산가공 등)에 종사한 명장들은 처음부터 이론적 기반을 갖춘 상태에서 대
기업의 값비싼 기계들을 다루면서 경험적 지식을 결합하였고, 뛰어난 개
선능력을 발휘할 정도로 공정 이해능력이 뛰어났다. 또한 비공고 출신 명
장들의 경우 스스로의 노력 이외에 때로 기능대학이나 방송대학 등을 통
하여 새로운 숙련에 적합한 기반들을 갖춰나갔다. 따라서 적어도 선도적
인 기능인력들의 경우 새로운 숙련의 습득에서도 앞서 나갔으나, 전통적
숙련의 담지자 중 일부는 그렇지 못하여 도태97)되었을 것으로 추정된
95) 이는 자동화와 관련한 슈만의 시스템조정노동자 개념을 떠올리는데, 이에 대한
국내 논의와 적용은 조형제․백승렬(2010)을 참조하시오. 본고는 시스템조정노동
자 개념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우리나라의 산업화과정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일단은 ‘새로운 숙련’이라는 다소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며,
본고의 마지막에 제시하듯이 숙련 개념의 명확화와 유형과 종류의 엄밀한 구분
등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96) 또한 예를 들어 자동차공장 정보화의 핵심인 의장공정의 ALC(Assembly Line
Control) 시스템이 Z자동차에 도입된 것은 1982년의 일이다. 사사(社史)(1997) 참조.
97) 이러한 전통적 숙련자들의 도태 가능성은 본 보고서의 질적 인터뷰 과정은 물론
윤윤규․이철희(2008)에서도 이미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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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8)
셋째, 새로운 숙련의 출현 시점은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반으로
추정되며, 맹아적 형태에서 점진적으로 발전되었는데, 전통적 숙련의 위
상은 1980년대 중후반에 이미 정점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바로 그 시기
에 전통적 숙련에 능통하고 일부 새로운 숙련을 가진 집단을 잡아두기 위
하여 내부노동시장의 기제들이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마침 1987년
노동운동의 활성화는 고용의 안정과 임금복지의 확충을 가져옴으로써 숙
련공의 기업 내 정착성과 기업특수적 숙련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게 되었
다. 그러나 자동화와 정보화가 한층 더 진행되는 1990년대에 들어서서 전
통적 숙련 중 일부는 일상적(routine) 기술로 전락하는 등 그 위상은 점차
떨어지게 되었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 사내외 하도급을 통한 아웃소싱
의 확산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도태의 운명에 처하기도 하였다.
넷째, 새로운 숙련은 [그림 8-1]에서 보듯이 엔지니어와 전통적 기능인
사이의 중간자적 역할을 할 수 있다. 1970년대에는 엔지니어와 기능인 사
이의 간극이 매우 컸으나 새로운 숙련을 보유한 기능인들의 등장으로 그
러한 간극이 메워졌는데, 이는 우리나라 산업에서 생산 영역의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높은 이유 중 하나이다. 다만, 새로운 숙련이 그림에서 보듯
이 매끄럽게 성장했는지와 엔지니어들만큼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의 여
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 명장으로 대표되는 산업현장의 고숙련자들의
숫자가 매우 적거나, 기업의 유연 생산방식 운영이 미흡할 경우 새로운
숙련 자체의 위상은 불안정하다. Osterman(1995)에 의하면 많은 훈련을
수반하는 고성과작업조직(HPWO)이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숙련은 종속적
으로 결정된다. 결국 새로운 숙련이 만개하기 위해서는 일터(작업장) 혁
신이 진전되어야 하는데, 국내 대기업들의 경우 Z자동차 사례에서 보았
듯이 기술중심주의가 너무 강해서 엔지니어 역량 강화 이외에 새로운 숙
련의 발전 자체가 장애에 직면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제4장과

98) 그러나 이러한 첫째와 둘째 명제는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산업별로 매우 다르
게 전개될 수 있다. 조선산업과 발전설비 중공업의 경우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적
숙련 등의 중요도가 커졌지만, 여전히 손끝기술도 중요하며, 반면 자동차와 철강
산업에서는 공정 전체에 대한 이해능력과 개선능력 등이 더욱 부각되어 왔다.

464

한국의 산업발전과 숙련노동: 명장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제5장에서 보았듯이 H중공업과 P제철에서는 명장들이 혁신주도자로 등
장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어서 새로운 숙련이 형성되고 발전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는 ‘반별활동’이라는 나름의 분임조활동을 활성화하
고 있는 D중공업에도 타당한 진술일 것이다.
다섯째, 새로운 숙련과 전통적 숙련의 관계도 원만하게 구축되고 발전
할 필요가 있다. 때로 그것은 광범한 아웃소싱 현상 속에서 대기업과 중
소기업의 관계로 치환되기도 하지만99), 대기업 내부에서 부문 간, 공정
간, 직종 간 관계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전통적 숙
련만으로 산업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급변하는
시장과 기술 환경하에서 산업명장은 공예나 섬유 명장과는 달리 손끝기
술보다는 고이케가 말하는 ‘변화와 이상에 대한 대처능력’이 더 중요해지
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는 [그림 8-2]에서 볼 수 있듯이 대기업 내 기능인력의 양
적 변화에 대한 도해로도 풀이해 볼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빠른 산업화
과정에서 주로 베이비붐 세대가 농촌을 떠나 도시노동자로 전환되었으
며, 그것은 대기업의 빠른 성장에 의한 인력수요로 뒷받침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입사한 베이비붐 세대 중 선두주자들은 전통적 숙련을 익힘과 동
시에 새로운 숙련의 담지자로 등장하였다. 이들이 1990년대를 맞이하였
을 때 이미 조선산업은 세계 최대 생산국이 되어 있었으며, 자동차와 철
강 역시 글로벌 플레이어로 등장하였다. 그렇지만, 1998년 외환위기를 계
기로 한 차례의 조정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숙련공도 포함되지
만 상당수의 중년 미숙련, 반숙련공 등이 구조조정에 희생된 것으로 추정
된다.
99) 제1장 제4절의 각주들에서 볼 수 있듯이 품질명장을 주로 배출한 기업들의 산업
은 화학, 전자, 자동차 등이고 대한민국 명장을 주로 배출한 기업들은 기계금속
분야 중공업에 속한 경우가 많다. 이는 화학, 전자, 자동차산업에서는 일관생산,
혹은 흐름생산에 따른 시스템의 불안정성과 파괴적 영향에 대처하는 숙련 - 본
연구에서 새로운 숙련이라고 이름 붙인 - 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기
계금속 분야에서는 여전히 손끝기술과 경험적 노하우가 대단히 중요하다. 기계금
속 분야는 앞서 전자, 철강, 자동차산업의 하도급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새로운
숙련이 중요해진다고 하여, 전통적 숙련이 쓸모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전자,
화학, 자동차공장 내부에도 전통적 숙련이 여전히 중요한 부서들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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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중화학공업 대기업 기능인력의 양적 변화와 숙련의 전승 문제

이제 2000년대 이후는 새로운 세대의 채용이 주춤하면서 인력의 연령
별 구성이 건전하지 않으며, 따라서 기성 숙련자들의 젊은 세대와의 소통
은 불완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정규직으로 입사할 정도의 학
력이나 능력 배경을 갖는 청년인력들은 잠재적인 소질이 있기 때문에 기
존 숙련의 전승에서 심각할 정도의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다. 다만, 그렇게 전승되는 숙련의 내용이 기능의 본래적 속성을 충분히
보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문제해결형 숙련 중심으로 내용이 바뀌면서, 그리고 기계화와 자동화, IT
화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면서 과거 베이비붐 세대가 익혔던 전통적 숙
련의 기본을 후배들에게 가르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후배들
은 선배들에 비하여 상당히 개인화되어 있으며, 세대차로 인해 정서적 공
감대 형성조차 쉽지 않다. 또한 일부 남은 손끝기술과 경험적 숙련의 내
용은 이제 정규직보다는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하의 내부노동시장에 대한 평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8-3]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80년대
초반까지도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외부노동시장에서 인력이 조
달되었으며, 그들의 임금은 경력연수에 따라 책정되었고, 일단 들어온 인
력들도 유동성이 높았다. 그러나 농촌에서 무한 공급되던 인력이 고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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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980년대 이후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중화학공업화 속에서 숙련인
력이 요구되었으며, 노조에 의한 제도적 타협이 겹쳐지면서 내부노동시
장이 형성, 구축되었다100). 그러나 바로 그 시점에도 철강과 조선, 자동차
등에서는 이미 사내하도급 노동이 조금씩 활용되고 있었으며, 그 비율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에 들어서서 정규직의 규모를 넘어선 경우도
발생해 왔다.
[그림 8-3] 우리나라 대기업 내부노동시장의 형성과 분화

100) 이와 관련한 양재진(2004)의 연구는 내부노동시장과 숙련의 필요 요구를 대기업
중심의 복지국가 형성과 연결하고 있어서 매우 흥미롭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중화학공업화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작되면서 숙련이 요구되고, 대기업은 자본
력을 바탕으로 내부노동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하며, 이에 발맞추어 대기업 중심
의 사회보험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1980년대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경쟁을 요하는 생산물 고도화단계로 진입하면서 숙련노동의 수요가 심화되
고, 그 결과 대기업 중심의 사회보험에 일본식 노사관계와 기업복지가 병행 성
장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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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노동시장은 분화되었으며, 공정의 전체적 이해와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정규직과 기피공정에서 여전히 전통적 숙련을 발휘하고 있는, 혹은
저부가가치 공정에 특화된 사내하도급 사이의 숙련의 연계는 산업별로
다양한 양태로 전개되고 있다. 조선산업에서는 사내하도급을 거쳐서 정
규직으로 취업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왔으며, P제철을 비롯한 많은 대기
업들에서는 숙련공이나 관리자들이 사내하도급 업체의 업주 혹은 임원
등으로서 그들의 역량을 전수해 주기도 한다. 반면 Z자동차 등 흐름생산
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혼재 작업을 하고 있는 자동차산업에서는 불법파
견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듯 산업별로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내부노동시장의 분화가 일어나면서 정규직 숙련의 기반과 기초가 취
약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제 50대가 된 베이비붐 세대
들은 여러 성격의 숙련을 모두 경험한 유일한 세대로서 아직은 이들이 단
절된 숙련을 연결해 주는 핵심 고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생산부
문의 경쟁력이 여전히 이들에 의하여 지탱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된다.
한편 이제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여성명장들의 세계, 그리고 그들로부
터 엿볼 수 있었던 섬유와 공예, 서비스 등 자기사업형 명장들의 경우 일
정하게는 산업화와 거리를 두면서 예술적 경지로 숙련이 발전해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의 섬유의류 산업화 과정에서 자영업을 통해 온
전한 노동과정을 모두 경험한 이들 여성명장이 산업경쟁력이 오히려 쇠
락한 이후 비전형적 포트폴리오 경력을 확장한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다. 그들의 과제는 이러한 자영업적 특성을 어떻게 산업적 성공으로 연결
시키는가인데, 이는 고혜원 외(2010, 2012)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공
예 부문의 명장들에게서 흔히 나오는 요구와 불만들이다. 그것은 고전적
인 불만이면서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다. 만약 그 갈증을 풀어낼 수 있는
묘안이 있다면 그것은 현재와 같은 서울 등 대도시 중심이 아니라, 지역
중심의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방안과 연계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우리는 여성명장과 자기사업형 명장에 대한 제2장과 제7장의 논
의를 통하여 산업명장들의 특성을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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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공예나 섬유 분야의 명장들에 비하여
기업근무형 명장들의 경우 정당한 보상이 부족하다는 응답들에 대해서는
본고의 목적과 관련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점
에서 숙련 중심으로 작업장 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는 D중공업의 시도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자기사업형 명장과 기업근무형 명
장 사이에 존재하는 숙련 구성과 중점의 차이(손끝기술 대 문제해결능
력), 숙련형성과정의 차이(도제식 대 학교교육과 실습, OJT), 활동방식의
차이(제안활동과 특허출원 등 대 전시회 개최 등) 등도 흥미로운 지점들
이다.

제2절 연구의 함의와 시사점

성공한 숙련기능인들인 명장에 대한 종합적 연구로서 본 연구는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조명하였으며, 아울러 여러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
시해 준다고 판단된다.
첫째, 후발 산업국가로서 우리나라 중공업 대기업들의 숙련은 주로
1970～80년대에 자생적으로 형성되었으며, 그 원천은 선배로부터의 경험
적 노하우의 전승과 더불어 이론적 기반의 습득, 엔지니어와의 협력, 그
리고 선진기술의 흡수를 아우른 현장 기능인들의 숱한 시행착오와 불굴
의 학습의지이다. 국가주도의 경제발전과정에서 공고 확충과 직업훈련
제도의 정비, 병역특례 등을 통한 기능인력 공급에서도 또한 국가의 주도
성이 두드러졌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 주도의 기능인력 공급 이후 어떻게
산업현장에서 숙련이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연구는 기존에 거의 제출되지
않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명장으로 대표되는 숙련기능인들이 가난 극
복의 의지와 성공에 대한 열망을 갖고 초기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도 불구
하고 네 가지 자원을 종합하여 숙련을 형성하였는데, 그것은 전통적 숙련
의 완성과 새로운 숙련의 맹아를 구축한 것이었다. 첫째, 선배들로부터
작업의 노하우를 획득하였다. 산업화의 기반이 취약하였기 때문에 씰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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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이 설명하는 일본의 오야카타나 독일의 마이스터, 저니맨 등의 스
승은 허약하였고, 심지어 많은 선배들이 숙련의 전승에 인색하였지만, 암
묵적 지식을 어깨너머로 배우는 과정은 경험적, 전통적 숙련과 관련한 가
장 기본적인 학습경로였다. 둘째, 이러한 경험적 지식과 결합된 이론적 지
식이다. 1973년 중화학공업화 선언과 함께 이루어진 공고 교육의 대폭 확
충과 그 이전인 1967년부터 시행된 직업훈련법 등에 따라 직업훈련소를
통해 대거 기능인들이 공급되었으며, 이들은 학력이 낮은 선배들 중 일부
를 일찌감치 따돌리고 한국형 자생적 숙련의 담지자로 등장하게 된다. 또
한 도태되지 않으려 노력한 비공고 출신의 기능인들은 기능대학이나 방
송대 등을 통하여 자신의 경험을 이론과 결합시키기 위하여 노력함으로
써 새로운 숙련의 형성에 일조하였다. 셋째, 엔지니어들은 기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본연의 업무 이외에 선진 기계의 매뉴얼을 번역
해 주고 공동으로 특허를 내는 등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자생적 숙련이 발
전하는 것을 도왔다. 넷째, 일본도 19세기 말에 숙련이 형성될 때 외국 기
술자를 대규모로 초치한 것(씰렌, 2004)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1970년
대 이후 선진기술 및 기술자, 기계 등을 도입하면서 인력에 대한 교육을
연계하였으며, 선두에 선 기능인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숙련의 업그레이
드를 이룰 수 있었다. 이상 설명한 네 가지 자원을 아우르는 숙련기능인력
들의 불굴의 의지와 학습능력이 우리나라의 자생적 숙련 형성에 가장 긴
요한 요소였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경영자, 정책수립자, 기술 보유 엔지
니어 등 이외에 현장 기능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선명해졌다.
이들 숙련 집단이 아니었다면 주요 중화학공업의 생산 영역에서 우리나라
가 이미 1990년대에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는 평가는 결코 얻지 못했
을 것이다.
둘째, 위와 같이 형성되고 자기 발전한 우리나라 고도성장기의 숙련은
서구나 일본에서 발견되는 전통적 숙련과는 다소 성격을 달리한다. 씰렌
(2004)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는 독일 등 4개국에서의 19세기 말에서 1차
대전 직후에 이르는 기존 숙련의 전승과 관련한 도제훈련시스템은 우리
나라에서 식민 잔재와 전쟁 등으로 인하여 선배 숙련 집단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성립될 수 없었다. 오히려 빈약한 숙련이나마 자신의 입지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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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히 하는 데만 활용되었고, 후배들에 대한 전승은 인색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숙련 집단은 마침 불어닥친 세계적인 극소전자(Micro Electronics :
ME) 기술의 도입 과정에서 기존 숙련을 뛰어넘는 이론적 지식과의 접목
을 시도하였으며, 그것은 선진 기술, 기계의 수입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따라서 한편으로 전통적인 숙련을 익히는 집단이 성숙하면서 동시에 이
론적 기반과 사회적 숙련, 공정전체 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노동학습에
초점을 두는 새로운 생산방식과 새로운 숙련 개념에 적합한 집단이 등장
하였다. 이들은 많은 부분에서 겹치는, 동일한 주체들이었으며, 따라서 우
리나라에서 자동화나 기계화, 정보화로 탈숙련화가 된다는 논의보다는
재숙련화, 혹은 새로운 숙련형성이라는 명제가 더욱 타당했던 것으로 판
단된다. 또는 이를 달리 보면 새로운 생산방식과 기술, 그리고 숙련 개념
이 등장함으로써 전통적 숙련의 형성, 발전과 동시에 위상 약화가 진행되
었다는 것이다. 손끝기술과 암묵적 지식 등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숙련은
공예, 섬유의류 명장 등에게서 여전히 발견되지만, 그들의 숙련은 이제는
전통과 관련한 무형문화재와 상통하거나, 아니면 예술적, 학술적 수준과
연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1950∼7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노동운동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했던 섬유의류 산업 종사자와는 무관한,
노동과정 전체를 경험한 자영업자들 가운데 뛰어난 기능인들이 명장으로
선정되는 현상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예, 섬유, 서비스 영역
이외에 기계금속이나 화학 등 중화학공업 사업장들에서의 숙련의 프런티
어는 이제 전문 테크니션들과 다를 바가 거의 없다.
셋째, 이렇듯 산업발전과정에서 새로운 숙련이 형성되는 과정은 또한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내부노동시장이 구축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1980
년대 초반까지 빈번하던 노동이동과 이 과정에서 드러난 개별 숙련기능
인들의 경력에 기초한 임금교섭은 1987년 노조의 등장과 그 직전 시기의
3저 호황을 계기로 사라지고, 체계화된 내부 승진체계와 임금관리가 도입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바로 선진 기계를 익히게 된, 새로 등장하는 숙
련집단에 대한 내부화를 촉진하는 것이었다. 이제 전문 기능 및 손끝기술
과 더불어 공정 전체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숙련까지 갖춘 기업특수적 숙
련의 형성으로 나아갔으며, 이는 내부노동시장의 형성과 궤를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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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사내하도급이라는 내부노동시장의 분화 현상이 동
시에 시작되었으며, 이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부 대기업에서 정규직 숫
자를 능가하는 수준까지 확대되었다. 사내하도급을 포함하여 내부노동시
장 밖에 포진하게 된 주변 근로자들과 내부노동시장 내 핵심 인력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기 어려운데, 그것은 내부자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규
직 노조의 힘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기업특수적 숙련
의 공고함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분절 현상은 핵심 인력과 주
변 인력 사이의 숙련의 연계를 불충분하게 할 우려를 제기한다. 때로는
조선산업에서처럼 사내하도급을 거쳐 정규직이 되거나, 철강산업에서처
럼 명장과 같은 숙련인력이 사내하도급의 지도에 나서기도 하며, 자동차
산업에서처럼 관리감독자 출신들이 사내하도급 업주로 변신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부노동시장의 핵심 인력과 주변 인력 사이의 불완전한 연계는
기초 기능의 숙달과 여전히 남아 있는 손끝기술과 경험적 지식들을 이론
적 지식 기반 및 장인들의 문제해결능력과 결합시키는 것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던지고 있다.
넷째, 본 보고서는 정책과제 도출이 기본 목적은 아니지만, 명장제도와
관련해서도 몇 가지 개선과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명장의 선정
이 지나치게 스펙 위주로 흐르는 것은 아닌지, 따라서 스펙을 맞출 수 있
는 내외부 자원이 풍부한 대기업 위주로 고착되는 것은 아닌지, 기업근무
형과 자기사업형 명장, 그리고 분야별 명장의 차이들이 너무 커서 하나의
제도로 포괄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의 문제이다. 공예부문 등 이외에 산업
명장에서는 문제해결능력 위주로 새로운 숙련의 초점을 맞춘다면 산업부
에서 실시하는 품질명장 제도와의 차별성은 줄어들게 된다. 품질명장은
제1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90% 정도가 대기업 위주로 선정되고 있는
데, 이 같은 편중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명장은 대기업과 중소기
업 부문으로 나누고, 대기업 출신 명장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 실적
비중을 크게 높이는 방안, 또는 중소기업 출신 명장의 비중을 높이고 중
소기업 경력 위주로 전문 기능을 평가하되, 이러한 장인을 보유한 중소기
업에 병역특례자 숫자를 다수 배정하는 등의 방안을 통하여 중소기업 부
문의 기능 향상을 유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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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선진 사례와 우리나라가 다른 점은 사용자들의 숙련 및 훈련에
대한 태도가 산업화 초기부터 줄곧 지나치게 정부 의존적이라는 것이다.
기술 및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숙련의 개념이 변화하고, 산업별로 차별화
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제 사용자/사업자 단체들의 숙련 형성 및 숙련
의 인증과 관련한 집단적인 노력이 있어야 숙련 문제의 고질적 문제인 무
임승차를 방지하면서 고숙련 사회, 지식기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노동조합의 경우도 기존의 숙련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에서 벗어
나 교육과 훈련 정책, 전략 형성에 참여함으로써 숙련 중심의 새로운 질
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독일의 발달된 이원적 직업훈련제도를
최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의 힘이다. 다만, Crouch et al.(1999)가
주장하듯이 학습사회(learning society) 지향이 모든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숙련의 양극분해를 통하여 격차 사회를 확대하고 있는 데
주목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숙련 분포를 연구한 윤윤규․이철희
(2008), 황수경(2007) 등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바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저숙련 부문의 숙련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특화된
일터혁신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기업과 산업, 국가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명장 연구의 시사
101) 명장 제도와 관련하여 본문에서 설명한 스펙과 더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과도한 페이퍼워크의 부담이다. 대기업 종사자들의 경우 품질명장처럼 아예 회
사가 이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기도 하고, 대한민국 명장의 경우도 개인적으로 부
탁할 사무실 직원들이 많은 반면에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경우 방대한 페이퍼워
크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특화된 숙련 심사방법 등을
개발하거나 예비 심사 이후 페이퍼워크를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욱 중
요한 것은 대기업들의 경우 점점 더 문제해결형 새로운 숙련이 중요하고, 중소
기업은 전통적 숙련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차별화된 심사 항목들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서 특허 실적은 무의미한 경우도 있을
것이며, 개선활동의 효과 금액 등도 출발선이 다를 것이다. 한편 명장들 가운데
상당수는 병역특례 제도의 혜택을 받음으로써 조기에 숙련을 형성하고 현장에
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다. 중소기업에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는데, 그것은 예
를 들어 명장을 배출한 기업은 숙련의 기반이 탄탄하므로 병역 대신에 숙련향상
에 매진하는 젊은 인력을 여러 명 배분하는 것이 합리성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
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강소기업으로 유명한 독일의 경우 발달한 직업훈련 제
도의 기원 자체가 소규모 수공업자들의 연대에 의하여 가능했고, 수공업자들이
인증한 숙련을 대기업들도 수용했다는 점이다(씰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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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들을 살펴보았다. 그렇지만, 본 연구의 고유한 특징 중 하나는 명장들
개인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아마도 다른 세대에서
이러한 개인적 특성들은 앞으로도 발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문
제해결에 대한 불굴의 투지와 학습욕구, 그리고 메모광 기질과 양호한 인
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지독한 가난에서 성공한 자수성가형 인간으로 서기
까지의 과정은 이 연구가 갖는 자료로서의 의의를 재조명하도록 할 것이
다102).
다만, 이 연구는 공예부문의 남성명장에 대한 연구가 비어 있는 등 일
부 명장들의 전체상을 잡아내는 데 부족함을 드러냈으며, 아울러 대한민
국 명장이나 품질명장이 곧 우리나라의 숙련노동을 모두 대표하기는 어
려운 제도적 국한성이 있다는 것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103). 본
연구의 한계이자 향후 연구과제로 두 가지만 추가로 제기하고자 한다. 첫
째, 전통적 숙련과 새로운 숙련으로 거칠게 구분한 숙련의 개념, 유형, 구
성요소와 형성 메커니즘이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산업별, 기업규모별, 직종별 등으로 보다 세분화되어서 진척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둘째, 현대 노동사 해석과 관련하여 내부노동시장과 숙련의
기업 내부화 과정에서 결정적 국면(critical juncture)인 1980년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바로 한국형 자생적 숙련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아마도 주요 기업들의 인사노무관리
제도 변화와 노조 등장의 효과, 그리고 실제 작업현장에서의 변화들을 추
102) 그러나 구술사 접근법은 한계도 갖고 있는데, 자신이 겪었던 고난과 역경을 강
조함으로써 구술자의 성취를 돋보이게 하는 ‘영웅서사’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
이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기업 간 비교,
명장 이외에 엔지니어나 인사관리자 등 관계자 인터뷰를 통한 크로스체크, 그리
고 문헌 연구가 병행되었음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103) 몇몇 명장들이 인터뷰 과정에서 지적하였지만, 명장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 내
충성도도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 숙련수준과 무관한 사람이 명장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 입김 명장’은 숫자로는 얼마 되지 않을 것이며, 회사의 입
김이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턱없이 기능이 부족한 사람이 선정되는 것으로 보이
지는 않는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 명장들이 인정하였듯이 자신들과 유사하거
나 더 뛰어난 수준의 숙련을 지닌 기능인들이 현장에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포
상이나 자격과 무관하게 그야말로 현장에서 묵묵히 일만 한 뛰어난 기능인들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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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이겠지만, 그만큼 학술적 의의는 대단히 클 것으
로 짐작된다.104)
여러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실상 최초의 명장 보고서라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하며, 보다 심층적인 통계분석을 포함하여 새로운 역
사적 사실과 숙련에 대한 해석이 제출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이러한 명장
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향후 숙련기능인에 대한 육성 정책은 물론이거니
와 경제사회 전반의 기술 및 숙련에 대한 큰 그림 속에서 각종 노동정책
연구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104) 향후 연구는 이렇게 특정 시기, 특정 기업, 특정 직무나 직종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 분야의 기존 연구가 적었기 때문에 1960∼
2010년대에 이르는 장기간의 통사적 접근을 취했으며, 문헌자료 수집이 적었다
는 한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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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검증

본 조사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수행
하고 있는 2013년도 연구과제, “한국의 산업발전과 노동의 위상 - 대한민국
명장의 생애사를 중심으로-”와 관련한 것입니다.
본 조사표에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전국적으로 수집된 다른 설문지와 함
께 통계적으로만 이용되며, 통계법 제13조, 14조에 따라 개인의 개별적인 사
항은 일체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대한민국 명장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나라 산업과 숙련 발전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8/9월
조사주관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관련 문의 : 한국노동연구원 조 성 재 박사 (02-3775-5547)
조사대행기관 : NICE알앤씨

면접원
이름

면접장소

면접일시

(응답자의)1.자택 2. 직장(사무실,
영업소 등) 3. 기타

응답자
성명

월

일(만

분부터
분)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연락처
성별 거주지

응답자 생년월일
년

2013. 월 일 시
시 분까지(총

세)

1. 남성
2. 여성

(시/도)

1-1.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출신지역_고향은 어디입니까?)
(1)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 영남권(경상도, 부산, 대구, 울산)
(3) 호남권(전라도, 광주) (4) 충청권(충청도와 대전) (5) 강원
(6) 제주 (7) 기타(북한, 만주, 해외 등)
1-2. 자라날 때 부모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 아버지 기준으로 응답, 보완적으로 어머니 직업 참조

[부록] 대한민국 명장 실태조사(설문지)

483

※ 명장의 성장기 가구 소득수준 등을 추정하기 위함이므로, 부모님이 가장 오래 일
하셨던, 주 소득원의 직업을 기입

(1) 농업

(2) 자영업

(3)공장/건설 근로자

(5) 공무원(준공무원 포함) (6) 전문직

(4) 회사원

(7)기타

1-3. 그렇다면 당시 부모님의 소득수준은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1) 상층

(2) 중상층

(4) 중하층

(5) 하층

(3) 중층

명

1-4. 형제자매는 총 몇 명이었습니까?
※ 현재 생존기준이 아니라 성장기 기준임

[☞ 여성인 경우 문1-5로, 형제자매가 1인인 경우도 문1-5로]
1-4-1. 귀하는 장남이십니까?
※ 아들 중 첫번째 의미(형제자매중 첫번째 아님)

(1) 예

(2) 아니오

1-5. 제일 처음 일을 시작하셨을 때(취업, 자영업 등) 몇 살이셨나요?
세 (또는

년)

1-5-1. 당시 학교는 어디까지 나오셨었나요?
(1) 초졸

(2) 중졸

(5) 대졸

(6) 대학원졸

(11) 무학

(12) (

(14)(

(3) 고졸
)재학중

(4) 전문대졸
(13)(

)휴학중

)중퇴

1-5-2. 일(취업, 자영 등)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정규교육 과정을 이
수하셨나요? 아니면 일을 그만두고 계속 공부하신 적은 있으
신가요? ※ 검정고시 포함
(1) 1-5-1의 학력이 최종임 (이후 교육 없음) [☞ 문1-6으로]
(2) 있음 (↴) ※ 순서대로 ( )안 해당사항에 표시하고 최종 학력을 ____에
기재 (직장/학업 병행과 비병행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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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 하면서 □ 그만두고) __________까지
(□ 졸업 □ 이수 □ 중퇴 등)
② 일(□ 하면서 □ 그만두고) __________까지
(□ 졸업 □ 이수 □ 중퇴 등)
1-5-3. 최종 학력 이수는 몇 살 때셨나요? _______세
[☞ 일하면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닌 경우만 계속 질문하고, 나머지
는 문1-6으로]
1-5-4. 일하시면서 다녔던 대학은 어디입니까? ※ 복수응답 가능
(1) 기능대학(폴리텍대)

(2) 방송대학

(3) 일반 전문대학

(4) 일반 4년제 대학교

(5) 대학원

(6) 기타__________

1-5-5. 일하시면서 다녔던 대학이나 대학원 교육은, 귀하의 기술 능
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1) 전혀 도움이 안됨 (2) 별로 도움이 안됨 (3) 보통
(4) 약간 도움

(5) 많은 도움

1-6. (고졸 이상만 응답) 귀하가 졸업하신 고등학교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인문계고교

(2) 공업고교

(3) 상업고교

(4) 종합고교

(5) 기타 ______________

1-7. (대졸 이상만 응답) 대학 때 전공은 어느 분야에 해당합니까?
※ 복수응답 가능

(1) 공학계열

(2) 공학 외 이과계열

(3) 문과계열(인문, 사회과학) (4) 기타(예술, 체육 등)
1-8. 결혼하셨습니까? (1) 미혼 [☞1-9로]
(2) 기혼이며 배우자 있음 (3)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 없음

[부록] 대한민국 명장 실태조사(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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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명

1-9. 귀하는 어떤 분야의 대한민국 명장을 취득하셨습니까?
※ 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분야가 재분류되었을 수 있음. 응답내용이 보기중에 없으면
응답된 내용 그대로 기타에 기입할 것

(1) 기계 (2) 재료 (3) 화공(세라믹, 요업 포함) (4) 전기
(5) 전자 (6) 통신 (7) 조선 (8) 항공 (9) 토목 (10) 건축
(11) 섬유 (12) 광업자원 (13) 정보처리 (14) 농림
(15) 해양(수산 포함) (16) 산업디자인 (17) 에너지 (18) 안전관리
(19) 환경 (20) 산업응용 (21) 공예 (22) 서비스 (23) 금속
(24) 기타(

)

1-10. 귀하는 몇 년도에 대한민국 명장을 취득하셨습니까? ________년
1-11. 명장으로 선정된 [(문1-10)]년도까지 주로 어떤 일을 하셨습
니까?
(1) 직장생활 (☞ A형 설문지!)
(2) 자영업 혹은 자기사업, 기타____________(☞ B형 설문지!)
※ 도제 등도 근로자이므로 A형임.
※ 자본은 다른 사람이 대지만 사실상 자신이 업체를 책임지고 경영하는 경우는 B로
분류!

A형 설문지

ID

Ⅱ. 처음 (문1-5)세에 직장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명장이 되기까지, 해당 기능이나 기술 습득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
습니다===========================
2-1. 귀하는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이후 주로 누구에게 기능을 배우셨
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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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로 위 선배

(2) 현장감독자

(3) 부서 내 관리자

(4) 엔지니어(대학에서 공학 전공자)
(5) 대부분 스스로 익히고 터득함

(6) 기타 ___________

2-2. 가장 많이 일을 배웠던 선배 작업자나 관리감독자, 엔지니어는 어
떤 분이었습니까? (※ 만약 ‘대부분 스스로’ 익힌 경우에도, 그래도 상대적
으로 일을 배웠던 분에 대해 말씀해주시도록 요청)

(1) 해당 직장에서 젊어서부터 일을 익혀온 분
(2) 유사 업종의 다른 기업에서 이직해온 분
(3) 대학/대학원에서 해당 분야 공부를 많이 한 분
(4) 해외에서 기술을 익혀온 분

(5)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

2-3. 그 분으로부터 배운 것 중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이었
습니까?
(1) 손끝 기술

(2) 문제해결 능력

(4) 인생 경험

(5) 기타_______

(3) 작업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

2-4. 귀하가 선배나 상급자의 도움을 벗어나 스스로 작업을 자신 있게
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1) 3개월 이내 (2) 3∼6개월 (3) 6개월∼1년 (4) 1∼3년
(5) 3∼5년

(6) 5∼10년

(7) 10년 이상

2-5. 귀하는 말씀하신 선배 이외에, 회사 내에서 다른 엔지니어(주로
4년제 공대 졸업자) 등에게 일을 배우신 적이 있었습니까?
(1) 전혀 없다

(2) 아주 가끔 있었다

(3) 종종 있었다

(4) 자주 있었다

(5) 해당 없음 (※ 해당 없음은 미용/이용사 등 공대엔지니
어랑 무관한 기술명장인 경우)

2-6. 귀하는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 외국에서 기능을 익힌 적이 있
습니까?
(※ 업무지도, 학회참석, 기능대회 참가 등을 위해 해외에 간 경우는 제외)((3)(4)(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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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응답 가능)

(1) 여행이나 기술을 지도하는 것 이외에 업무나 교육 관련 해외에 간
적이 없다 [☞ 문2-7로]
(2) 가끔 출장을 가긴 했지만, 공식 교육 과정은 아니었다
(3) 해외에 가서 외국인과 같이 일하면서 일을 배운 적이 있다(3개월 미만)
(4) 해외 유사업체 혹은 장비/설비 업체에서 공식적으로 일을 배웠다(3
개월 미만)
(5) 3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같이 근무하거나 교육받은 적
이 있다
2-6-1. 귀하가 선진 외국에서 기능을 익힌 적이 있다면 가장 주된
국가는 어디였습니까?
(1) 일본

(2) 독일

(3) 미국

(5) 프랑스

(6) 기타______

(4) 영국

2-6-2. 귀하가 선진 외국에서 기능을 익힌 적이 있다면, 해외에서의
기술 학습 기회는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1) 전혀 도움이 안됨
(4) 약간 도움

(2) 별로 도움이 안됨

(3) 보통

(5) 많은 도움

2-7. 귀하는 (국내에서) 기술이나 기능 교육을 받기 위하여 회사에서 일
을 하지 않고 한 달 이상 전적으로 교육만 받은 적이 있습니까?
(※ 회사를 그만두고 받은 경우가 아님. 회사 지원/인정 교육에 한함)

(1) 있다

(2) 없다 [☞ 문2-8로]

2-7-1. 이러한 교육을 받은 총기간은 얼마입니까?(※ 여러 번인 경우 합
산하여 기재) ____년 _____개월

2-7-2. 귀하가 위 교육을 받은 것이 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1) 전혀 도움이 안됨
(4) 약간 도움

(2) 별로 도움이 안됨

(5) 많은 도움

(3)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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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귀하는 기술기능 교육 이외에 의식소양 교육 (※ 인문학 교육, 정신교
육, 재테크 교육, 건강관리, 부부생활, 경제 일반 등)을 받을 기회가 많았습

니까?
(1) 전혀 없었음[☞ 문3-1로] (2) 별로 없었음 (3) 보통
(4) 약간 있었음 (5) 많이 있었음
2-8-1. 귀하가 받은 위의 의식소양 교육이 명장이 되기까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도움이 안됨
(4) 약간 도움

(2) 별로 도움이 안됨

(3) 보통

(5) 많은 도움

Ⅲ. 다음은 귀하의 명장 취득 과정과 관련된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
다.=============================
3-1. 귀하가 명장 취득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이나 포상 내역은 무엇입
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기해주십시오.
(1) 전국 기능경기대회 입상

(2) 국제 기능올림픽 입상

(3) 기능장 (4) 기술사
(5) 품질 관련 전국 분임조(QC) 대회 등에서 입상 (6) 품질명장
(7) 해당분야 숙련이나 기술 관련 국무총리상 혹은 대통령상
(8)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2. 귀하가 명장제도를 알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1) 회사에서 권유

(2) 입소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됨

(3) 선배나 기타 지인의 권유 (4) 기타________
3-3. 귀하가 명장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같은 회사 내 경쟁이 있었습
니까?

(1) 예

(2) 아니오

3-4. 귀하는 명장이 되는 과정에서 귀하의 숙련 수준 이외에 회사에
대한 충성도도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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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혀 작용하지 않았음 (2) 별로 작용하지 않았음 (3) 보통
(4) 약간 작용 (5) 많이 작용
3-5. 귀하가 명장 신청을 결심하고 최초 신청시까지 걸린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1) 1개월 이내 (2) 3개월 (3) 6개월 이내 (4) 1년 이내
(5) 1∼2년 (6) 2년 이상
3-6. 귀하는 명장 신청 몇 회만에 명장이 되셨습니까?
(1) 처음 신청 (2) 2회 (3) 3회 (4) 4회 (5) 5회 이상
3-7. 귀하는 명장 신청시 서류에 필요한 자료수집이나 문안 작성 등에
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1) 전적으로 혼자서 함 (2) 회사 선배 도움 (3) 회사동료/후배 도움
(4) 외부인 도움 (5) 기타__________
3-8. 귀하는 명장 신청시 온전히 서류작성에만 걸린 시간은 어느 정도
였습니까?
(1) 일주일 이내

(2) 2주 이내

(3) 한 달 정도

(4) 한 달 이상
3-9. 귀하는 명장 취득에 있어서 본인의 능력 이외에 회사의 후광효과
(내가 그 회사에 다닌다는 사실로 인한 이점)가 어느 정도 작용
했다고 보십니까?
(1) 전혀 작용하지 않았음 (2) 별로 작용하지 않았음 (3) 보통
(4) 약간 작용 (5) 많이 작용

Ⅳ. 귀하는 [(문SQ3)]년도에 명장을 취득하셨다고 했습니다. 당시 다
니시던 직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4-1. 당시 직장은 몇 번째 직장이었습니까? ______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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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당시 직장에 입사하게 된 주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1) 공개모집 홍보물 (2) 친구/선후배 소개 (3) 스카웃
(4) 학교 추천 (5) 부모님의 권유 (6) 기타______________
4-3. 귀하가 명장 선정시 다니던 직장에는 몇 세에 입사하셨습니까?
_______세
4-4. 귀하가 명장 선정 당시 다니던 직장의 종업원수는 몇 명 정도였
습니까?
(1) 5명 미만 (2) 5～100인 (3) 100～300인 (4) 300～1,000인
(5) 1,000～5,000인 (6) 5,000인 이상
4-5. 당시 다니던 직장에서 총 몇년 근무하셨을 때 명장을 취득하셨습
니까? _______년
※ 경력년수가 아니라 해당 직장에서 다닌 기간만 포함함.

Ⅴ. 다음은 명장 취득당시 다니시던 회사에서 귀하의 기능발휘 및 후배
지도 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명장취득 전후를 모두 포함하여 응
답해주십시오.========================
5-1. 귀하의 기술이나 숙련으로 인하여 회사의 비용 절감이 어느 정도
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수천만원

(2) 수억 원

(3) 수십억 원

(4) 수백억원

(5) 천억 이상

(6) 내 기술은 비용절감과 무관하다

(7) 기타_________________
5-2. 귀하의 기술이나 숙련으로 인해 회사의 품질 수준은 경쟁사 대비
어느 정도나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귀하의 부서나 담당 직무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1) 국내 최고수준과 근접하게 되었다 (2) 국내 최고수준이 되었다
(3) 해외 선진업체와 유사한 수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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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선진업체의 수준을 넘어서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다.
(5) 내 기술은 품질과는 무관하다. (6) 기타_________________
5-3. 귀하께서 회사에 제출했던 총 제안건수는 대략 몇 건 정도 됩니
까?

__________건

(효과금액 현재가치 백만원 이상 추정되는 건수만 포함)
5-4.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몇 건 입니까?
(1) 없음 (2) 총 공동특허_______건, 단독특허______건 보유
5-5.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실용신안 혹은 의장등록 건수는 몇 건입니
까? (1) 없음 (2) 공동_______건, 단독______건 보유
5-6. 귀하가 갖고 계신 해외 자격증은 몇 개입니까?
(1) 없음 (2) 총__________개 보유
5-7. 귀하는 귀 회사의 부품협력사 지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문5-8로]

5-7-1. 귀하가 부품협력사 지도를 처음으로 나간 적은 당시 다니던
직장에서 총 몇년 근무하셨을 때입니까?
근속 ____________년차 때
5-7-2. 귀하가 부품협력사 지도를 가장 많이 나갈 때 연간 몇 회 정
도 나가셨습니까? _______회
5-8. 귀하는 회사의 해외 사업장에 출장 또는 주재원 근무를 통해 기
술지도 혹은 지원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문5-9로]

5-8-1. 귀하가 주재원이나 장단기 출장을 통해 가장 많이 해외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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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을 연도에 대략 해외 체류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
차례 출장을 나간 경우 출장 기간을 다 합쳐서, 연간으로 계산)
(1) 일주일 이내

(2) 한 달 이내

(3) 1∼3개월 (4) 3개월 이상

(5) 주재원으로 1년 이상 근무
5-9. 귀하는 회사에서 사내강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연간 몇 시
간 정도 사내강사 활동을 하셨습니까?
(1) 없음

(2) 있음(⇨총 연간 ① 50시간 이내 ② 50～100시간
③ 100～500시간 ④ 500시간 이상)

5-10. 귀하는 회사 내 교육부서에 근무(전임)하신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문5-11로]

5-10-1. 귀하의 교육부서 근무 경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총 _______년 ______가월
5-10-2. 귀하가 교육부서에서 담당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 복수응답 가능
(1) 사내 강사

(2) 기획이나 관리 업무

(3) 사내강사와 관리 업무 병행

(4) 기타

5-11. 귀하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강사로서 각종 직업훈련기관이나 고
등학교, 대학교 등에서 강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1) 없음

(2) 있음(⇨총 연간 ______회 외부강의 수행)

5-12. 명장이 되기 전후 시기에 귀하가 직접 지도하거나 지도 범위 내
에 있는 후배 사원은 몇 명 정도였습니까?
(1) 10명 이내

(2) 10∼49명

(4) 100∼499명

(5) 500명 이상

(3) 50∼99명

5-13. 귀하가 후배사원들에 대한 지도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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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의 원리 등 이론적 기반

(3) 문제해결 능력 (4) 작업에 임하는 태도나 자세
(5) 조직에 대한 충성심

(6) 기타____________________

5-14. 귀하가 젊은 세대 후배사원들에게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은 무엇입니까?
(1) 손끝 기술

(2) 기계의 원리 등 이론적 기반

(3) 문제해결 능력

(4) 작업에 임하는 태도나 자세

(5) 조직에 대한 충성심

(6) 기타____________________

5-15. 귀하는 조직 내 우수한 후배에게 명장 도전을 권유한 적이 있습
니까?
(1) 예

(2) 아니오

Ⅵ. 다음은 귀하의 기술변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내용에 관한 질문입
니다.============================
6-1. 귀하와 엔지니어(주로 4년제 공대 출신)의 역할은 업무 과정 중
에서 명확히 구분되는 편입니까?
(1) 전혀 구분되지 않음 (2) 별로 구분되지 않음 (3) 보통
(4) 약간 구분 (5) 많이 구분
(6) 해당 없음 (※ 해당 없음은 미용/이용사 등 공대엔지니어랑 무관한 기술명장
인 경우)

6-2. 엔지니어와 명장의 역할을 감안했을 때 엔지니어와 비교하여 귀
하의 보상 수준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1) 명장의 역할에 비하여 보상 수준이 매우 적은 편
(2) 명장의 역할에 비하여 보상 수준이 약간 적은 편
(3) 적정함
(4) 명장의 역할에 비하여 보상 수준이 약간 많은 편
(5) 명장의 역할에 비하여 보상 수준이 매우 많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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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당 없음 (※ 해당 없음은 미용/이용사 등 공대엔지니어랑 무관한
기술명장인 경우)
6-3. 다음의 서술에 대해서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표기해주기
바랍니다.
(※ 문항에 따라 해당 없거나 모르겠음 등은 우측 여백에 x표 기재 : 응답누락과 구분)

항목
1) 나의 숙련의 내용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공학 교과과정에 포함되기 어려운 것들
이다.
2) 나의 숙련의 이론적 기초는 공업고등학교
에서 가르치는 교과과정 수준보다 월등
히 높다.
3) 나의 숙련의 내용을 책이나 문서로 정리
하기 쉽다
4) 나의 숙련은 수많은 현장 경험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로 설명
하기 어렵다.
5) 나의 숙련의 내용은 중국 등 개도국에서
따라오기 어렵다.
6) 새로운 설비나 장비가 들어오면서 내가
청년시절 지녔던 손끝 기술은 필요 없어
졌다.
7) 고학력 엔지니어들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나의 숙련은 쓸모가 줄어들었다.
8) 자동화 설비가 많이 들어와서 내가 지녔
던 숙련은 가치가 떨어졌다.
9) 자동화 설비가 많이 들어왔지만, 현장에
서는 여전히 후배들에게 기본 작업방법
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10) 나의 숙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다.
11) 나의 숙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에
대한 끈기와 꼼꼼함 등이다.
12) 나와 동료들의 숙련이 아니었다면 회사
(명장취득 시점 재직 회사)는 이만큼 성장
하지 못했을 것이다.

전혀 별로
약간 매우
보통
그렇지 그렇지
그렇 그렇
이다
않다 않다
다
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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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다음은 명장취득시 재직한 회사에서 귀하의 보상과 승진, 노사관계
와 관련된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 문항에 따라 해당 없거나 모르겠음 등은 우측 여백에 x표 기재 : 응답누락과 구분)

7-1. 다음의 서술에 대해서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표기해주기
바랍니다.
전혀 별로
약간 매우
보통
그렇지 그렇지
그렇 그렇
이다
않다 않다
다 다
나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명장이 되기 이전부터 나는 동료들보다 승진
①
②
③ ④ ⑤
이 빠른 편이었다.
나는 입사 직후부터 눈에 띄는 현장 사원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명장이 된 이후 내가 꿈꿔왔던 직급까지 승
①
②
③ ④ ⑤
진하였다.
명장으로서 엔지니어 이상으로 대우를 받는
①
②
③ ④ ⑤
다고 생각한다.
나는 선배나 동료들로부터 시기나 질투를 많
①
②
③ ④ ⑤
이 받은 편이었다.
나는 내가 가진 실력과 더불어 인간관계도
①
②
③ ④ ⑤
좋아서 승진이 빨랐다.
내 성공의 절반 이상은 운이 좋아서이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회사는 현장사원과 대졸 출신 엔지니어
①
②
③ ④ ⑤
사이에 승진 기회의 차이가 많은 편이다.
항목

1)
2)
3)
4)
5)
6)
7)
8)
9)

7-2. 다음의 서술에 대해서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표기해주기
바랍니다.
항목
1) 내가 청년시절 우리 회사의 급여 수준은
경쟁사 대비 높은 편이었다.
2) 젊은 시절 우수한 사원으로 인정받으면서
월급 수준은 동료들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다.
3) 명장이 된 이후 특진이나 수당 등을 통하
여 임금수준이 더욱 높아졌다.
4) 명장은 명예직이기 때문에 경제적 보상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전혀 별로
약간 매우
보통
그렇지 그렇지
그렇 그렇
이다
않다 않다
다 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96

한국의 산업발전과 숙련노동: 명장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7-3. 명장취득 당시 귀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문8-1로]

7-3-1. 귀하는 조합원이(셨습)십니까?

(1) 예

(2) 아니오

7-3-2. 귀하 사업장의 노사관계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1) 매우 적대적 (2) 약간 적대적 (3) 보통
(4) 약간 협력적 (5) 매우 협력적
7-3-3. 다음 서술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대답해주십시오(※ 역시 명장
취득 전후 시점, 회고 질문은 예외)

전혀 별로
약간 매우
보통
그렇지 그렇지
그렇 그렇
이다
않다 않다
다 다

항목
1) 나는 과거에(예 : 젊은 시절) 노동운동이나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국내 노동운동은 파업을 많이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온건하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잘못된 노동조합 활동이나 노선을 바로
잡기 위하여 열성적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우리 회사의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회사는 노동조합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7) 회사의 인사노무방침은 대개 옳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회사는 노조 대의원들보다 현장감독
자들의 권한이 강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Ⅷ. 다음은 귀하가 명장취득 후 직장생활 및 일과 관련된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8-1. 귀하는 현재 정년퇴직 나이가 지나셨습니까?
(1) 지났음[☞ 문8-2로]

(2) 아직 지나지 않았음

[부록] 대한민국 명장 실태조사(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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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현재 명장취득시점에 다니시던 동일한 회사에 다니고 계십
니까? (1) 예 (2) 아니오[☞ 문8-5로]
8-1-2. 귀하는 현재의 직장을 언제까지 다니실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1) 정년퇴직 때까지

(2) 정년 이전에 다른 회사로 이직계획

(3) 정년 이전에 내 사업 시작계획 (4) 기타_____________________
[☞ 문8-1-2 응답 후 문8-7로]
8-2. 명장취득시 다니시던 회사에서 정년퇴직하셨습니까?
(1) 예

(2) 아니오(정년퇴직 전 이직 후 정년퇴직, 창업, 퇴사 등)
[☞ 문8-5로]

8-3. 정년퇴직 후 다니시던 회사에 재고용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
은 재고용되어 현재도 일하는 중입니까?
(1) 있음(현재도 일하는 중 포함)

(2) 없음[☞ 문8-4로]

8-3-1. 정년퇴직 이후 다니시던 회사에 추가적으로 총 몇 년 근무하
셨습니까? 혹은 현재 몇 년째 근무 중이십니까? ________년
8-3-2. 귀하가 정년퇴직 후에도 동 직장에 계속 고용된 이유는 본인
이 원했기 때문이다.
(1) 전혀 그렇지 않음 (2) 별로 그렇지 않음 (3) 보통
(4) 약간 그러함 (5) 매우 그러함
8-3-3. 귀하가 정년퇴직 후에도 계속 고용된 이유는 회사에서 본인
의 숙련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1) 전혀 그렇지 않음 (2) 별로 그렇지 않음 (3) 보통
(4) 약간 그러함 (5) 매우 그러함
8-3-4. 귀하가 정년퇴직 후에도 계속 고용된 이유는 본인의 숙련도 중
요하지만, 명장이자 대선배인 귀하를 대우해주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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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혀 그렇지 않음 (2) 별로 그렇지 않음 (3) 보통
(4) 약간 그러함 (5) 매우 그러함
8-4. 귀하는 정년퇴직 후 명장취득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
나 자영업, 프리랜서 등 일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현재도 일을 하는
경우 포함)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1)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다닌 적 있음(현재도 다니는 중 포함)
(2) 부정기적으로 기술교육 지도 등의 일을 한 적 있음(현재도 하는 중
포함)
(3) 창업하여 자영업으로 일한 적 있음(현재도 하는 중 포함)
(4) 없음[☞ 문8-6으로]

※ 이후 8-4-1부터 8-4-6까지는, 명장취득시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에서 정년퇴직 후 업무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꼭 조건을 달아 질문
을 진행해주십시오.
8-4-1. (퇴직후, 퇴직회사 외에서의 일)(직장 및 업무)에 어느 정
도 만족하셨습니까?
(1) 전혀 만족하지 못함 (2) 약간 만족하지 못함 (3) 보통
(4) 약간 만족

(5) 매우 만족

8-4-2. (퇴직후, 퇴직회사 외에서의 일)은 명장에 어울리는 일이었
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음 (2) 별로 그렇지 않음 (3) 보통
(4) 약간 그러함 (5) 매우 그러함
[☞ 문8-4에서 오직 (3) 창업/자영업만 선택한 경우도 문 8-6으로]
8-4-3. (퇴직후, 퇴직회사 외에서의 일)은 특정 기업에서만 일하는
형태입니까?
(1) 예

(2) 아니오(※ 복수의 업체와 관계 등)

[부록] 대한민국 명장 실태조사(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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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퇴직후, 퇴직회사 외에서의 일)은 귀하가 퇴직시점에 다녔
던 회사와 관련된 회사(자회사, 계열사, 협력사)에서 일하
는 것이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8-4-5. (퇴직후, 퇴직회사 외에서의 일)은 어떤 근무 형태입니까?
(1) 매일 출근

(2) 파트타임근무

(3) 부정기적 기술지도 등
8-4-6. (퇴직후, 퇴직회사 외에서의 일)은 대상 기업 혹은 기업들에
서 여전히 젊은 사람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입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음 (2) 별로 그렇지 않음 (3) 보통
(4) 약간 그러함 (5) 매우 그러함
[☞ 문8-4-6 응답 후 문 8-6으로]
8-5. 귀하는 명장취득회사를 정년퇴직 전에 그만두셨거나, 현재 안다
니시는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명장취득 당시 다니시던 회사를
어떻게 그만두셨습니까?
(1) 동종 업종의 다른 업체로 이직 (2) 다른 업종의 기업으로 이직
(3) 자영업 시작

(4) 교수나 강사, 혹은 기술 관련 전문업체로 취업

(5) 부정기적 기술교육, 지도 등의 일을 하게 됨
(6) 그만두고 상당기간(또는 현재까지) 일을 하지 않음
8-5-1. 명장취득 당시 다니시던 회사를 이직, 퇴직 등으로 그만두신
사유는 기존 회사에서 더 이상 임금상승이나 승진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음 (2) 별로 그렇지 않음 (3) 보통
(4) 약간 그러함 (5) 매우 그러함
8-5-2. 명장취득 당시 다니시던 회사를 이직, 퇴직 등으로 그만두신
사유는 더 늦기 전에 새로운 회사로 전직, 혹은 새로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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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싶어서입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음 (2) 별로 그렇지 않음 (3) 보통
(4) 약간 그러함 (5) 매우 그러함
[☞ 문8-5에서 (6) 응답자는 문8-5-2 응답 후 문 8-6으로]
8-5-3. 명장취득 당시 회사 이후의 직장이나 업무에서 명장에 어울
리는 일을 하셨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음 (2) 별로 그렇지 않음 (3) 보통
(4) 약간 그러함 (5) 매우 그러함
8-5-4. 명장취득 당시 회사 이후의 직장이나 업무에 어느 정도 만족
하셨습니까?
(1) 전혀 만족하지 못함 (2) 약간 만족하지 못함 (3) 보통
(4) 약간 만족

(5) 매우 만족

8-6. 귀하는 현재 일을 하고 계십니까?
(1) 하고 있으며 명장 기술과 관련된 일임[☞ 문8-7로]
(2) 하고 있으나, 명장 기술과 무관한 일임[☞ 문8-7로]
(3) 하고 있지 않음
8-6-1. 현재 귀하가 근로에 종사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그냥 쉬고 싶어서

(2) 건강이 좋지 않아서

(3) 나에게 맞는 일이 별로 없어서
(4) 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5) 가정 일을 돌볼 필요가 있어서
(6) 다음 사업을 할 기회를 보면서 준비중임
(7)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
8-7. (모두 응답) 귀하께서는 향후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1)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오랫동안 일하고 싶다

[부록] 대한민국 명장 실태조사(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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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 일보다도 책을 쓰거나, 강사로 일하고 싶다
(3) 해외로 진출하여 소득과 명예를 더 높이고 싶다
(4) 가급적 빨리 퇴직하여 쉬고 싶다/더는 일하고 싶지 않다
(5) 기타

Ⅸ. 다음은 명장 제도에 대한 귀하의 의견에 관한 질문입니다.
9. 다음의 서술에 대해서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표기해주기 바
랍니다.
(※ 문항에 따라 해당없거나 모르겠음 등은 우측 여백에 x표 기재 : 응답누락과 구분)

항목

전혀 별로
약간 매우
보통
그렇지 그렇지
그렇 그렇
이다
않다 않다
다 다

1) 대한민국 명장 제도는 매우 권위 있게 유
지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대한민국 명장 제도는 품질명장 제도(산업
부-구.산업자원부운영)에 비하여 가치가 떨
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①

②

③

④

⑤

3) 대한민국 명장의 선발은 공정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대한민국 명장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과정
에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대한민국 명장 심사위원들은 적임자로 구
성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대한민국 명장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대한민국 명장 제도는 기술이나 산업의 변화
에 따라 분야나 직종을 적절히 변경해 왔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지역 내 명장들의 모임에 자주 나가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지역 내 명장들의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어
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분야 내 명장들의 모임이 더욱 활성
화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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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설문지

ID

Ⅱ. 처음 (문1-5)세에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명장
이 되기까지, 해당 기능이나 기술 습득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
다=============================
2-1. 귀하는 해당 분야에서 주로 누구에게 기능을 배우셨습니까?
(1) 고등학교 선생님
(3) 직장선배

(2) 해당분야 전문가(명장, 명인)

(4) 부모님 또는 가족

(5) 기능학원 강사(양재학원 강사 등) (6) 본인 스스로 터득
(7) 기타__________________
2-2. 그 분으로부터 배운 것 중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이었습
니까? (※ ‘본인 스스로 터득’한 경우에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일을 배웠던 분
에 대해 말씀해주시도록 요청)

(1) 손끝 기술

(2) 문제해결 능력

(4) 인생 경험

(5) 기타_______

(3) 작업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

2-3. 귀하가 선배나 스승의 도움을 벗어나 스스로 작업을 자신 있게
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1) 3개월 이내 (2) 3∼6개월 (3) 6개월∼1년 (4) 1∼3년
(5) 3∼5년

(6) 5∼10년

(7) 10년 이상

2-4. 귀하는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 외국에서 기능을 익힌 적이 있
습니까?
(※ 업무지도, 학회참석, 기능대회 참가 등을 위해 해외에 간 경우는 제외)((3)(4)(5)는
복수응답 가능)

(1) 여행이나 기술을 지도하는 것 이외에 업무나 교육 관련 해외에 간
적이 없다 [☞ 문3-1로]
(2) 가끔 출장을 가긴 했지만, 공식 교육 과정은 아니었다
(3) 해외에 가서 외국인과 같이 일하면서 일을 배운 적이 있다(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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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4) 해외 유사업체 혹은 장비/설비 업체에서 공식적으로 일을 배웠다(3
개월 미만)
(5) 3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같이 근무하거나 교육받은 적
이 있다
2-4-1. 귀하가 선진 외국에서 기능을 익힌 적이 있다면 가장 주된
국가는 어디였습니까?
(1) 일본
(5) 프랑스

(2) 독일

(3) 미국

(4) 영국

(6) 기타______

2-4-2. 귀하가 선진 외국에서 기능을 익힌 적이 있다면, 해외에서의
기술 학습 기회는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1) 전혀 도움이 안됨 (2) 별로 도움이 안됨 (3) 보통
(4) 약간 도움 (5) 많은 도움

Ⅲ. 다음은 귀하의 명장 취득 과정과 관련된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
다.=============================
3-1. 귀하가 명장 취득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이나 포상 내역은 무엇입
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기해주십시오.
(1) 전국 기능경기대회 입상

(2) 국제 기능올림픽 입상

(3) 기능장 (4) 기술사
(5) 품질 관련 전국 분임조(QC) 대회 등에서 입상 (6) 품질명장
(7) 해당분야 숙련이나 기술 관련 국무총리상 혹은 대통령상
(8)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3. 귀하가 명장제도를 알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1) 협회 등에서 권유

(2) 입소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됨

(3) 선배나 기타 지인의 권유

(4) 기타__________________

504

한국의 산업발전과 숙련노동: 명장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3-4. 귀하가 명장 신청을 결심하고 최초 신청시까지 걸린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1) 1개월 이내 (2) 3개월 (3) 6개월 이내 (4) 1년 이내
(5) 1∼2년 (6) 2년 이상
3-5. 귀하는 명장 신청 몇 회만에 명장이 되셨습니까?
(1) 처음 신청 (2) 2회 (3) 3회 (4) 4회 (5) 5회 이상
3-6. 귀하는 명장 신청 시 서류에 필요한 자료수집이나 문안 작성 등
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1) 전적으로 혼자서 함

(2) 회사 선배의 도움을 받음

(3) 회사 동료나 후배의 도움을 받음

(4) 외부인의 도움을 받음

(5) 기 타___________________
3-7. 귀하는 명장 신청시 온전히 서류작성에만 걸린 시간은 어느 정도
였습니까?
(1) 일주일 이내

(2) 2주 이내

(3) 한 달 정도

(4) 한 달 이상

Ⅳ. 귀하는 [(문SQ3)]년도에 명장을 취득하셨다고 했습니다. 당시 하
시던 일(자영업 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4-1. 귀하가 자영업 등 사업체를 세우기 전 다른 직장에 다닌 적이 있
습니까?
(1) 예

(2) 아니오[☞ 문4-2로]

4-1-1. 명장이 되기까지 직장을 몇 번 옮기셨습니까? ______회
4-2. 귀하가 해당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1) 가업으로 계속된 일 (2) 친구/선후배/친척 소개
(3) 학교/스승 추천 (4) 스스로 정보수집후 결단 (5) 기타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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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귀하의 사업 운영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총 몇 명입니
까? 업무보조자를 포함하여 ______명
4-4-1. 일시적, 비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연중 가
장 인원이 많을 때에는 몇 명 정도입니까? ______명

Ⅴ. 다음은 귀하의 기능발휘 및 후배지도 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명장취득 전후를 모두 포함하여 응답해주십시오.=========
5-1. 귀하의 기술이나 숙련으로 인해 귀 분야의 품질 수준은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나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1) 변화 없다. 품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 과거 국내 최고수준과 근접하게 되었다
(3) 새로운 국내 최고수준이 되었다
5-2. 귀하의 기술이나 숙련으로 인해 귀 분야의 품질 수준은 해외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1) 해외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다
(2) 해외 비슷한 분야의 기술수준과 유사한 수준이 되었다
(3) 해외 수준을 넘어서 최고 수준이 되었다
(4) 해외와 비교할 만한 대상이 전혀 없다
5-3. 귀하는 관련 업체에 기술 지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문5-4로]

5-3-1. 귀하가 관련 업체에 기술 지도를 처음으로 나간 적은 언제입
니까? 약 ____________년경
5-3-2. 귀하가 관련 업체에 기술 지도를 가장 많이 나갈 때 연간 몇
회 정도 나가셨습니까? _______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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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몇 건입니까?
(1) 없음

(2) 총 공동특허_______건, 단독특허______건 보유

5-5.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실용신안 혹은 의장등록 건수는 몇 건입니
까? (1)없음 (2)공동_______건, 단독______건 보유
5-6. 귀하가 갖고 계신 해외 자격증은 몇 개입니까?
(1) 없음

(2) 총__________개 보유

5-7. 귀하의 분야와 관련하여 작품 전시회 등을 가지거나 출품한 적이
있습니까? (※ 최근 (혹은 은퇴 전) 5년 기준)
(1) 지역 수준

___________회 그 중 단독전시회 ___________회

(2) 국가 수준

___________회 그 중 단독전시회 ___________회

(3) 해외 전시회 ___________회 그 중 단독전시회 ___________회
5-8. 귀하 분야의 기술이나 숙련, 작품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이 국내
로 찾아오거나, 국내에서 열린 국제행사를 통하여 외국인과 교류
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문5-9로]

5-8-1. 귀하는 최근 5년간 몇 회 정도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 은퇴하신 분은 은퇴 전 5년간) ___________회

5-9. 귀하는 명장으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강사 등으
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1) 없음[☞ 문5-10으로]

(2) 있음

5-9-1. 귀하가 가장 많이 강사로 활동할 때 연간 몇 회 정도의 강의
를 하셨습니까? _______ 회
5-9-2. 귀하가 강의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
기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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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고등학교 (2) 직업훈련학교 (3) 대학교(대학원 포함)
(4) 관련 분야 협회 (5) 일반 시민 대상 강좌
(6) 기타__________________
5-10. 명장이 되기 전후 시점에 귀하가 직접 지도하거나 지도 범위 내
에 있는 후배 혹은 제자들은 몇 명 정도였습니까? (이제까지의
총 제자수가 아님!)
(1) 5명 이내
(5) 50∼99명

(2) 10명 이내

(3) 10∼ 29명

(6) 100∼299명

(4) 30∼49명

(7) 300명 이상

5-10-1. 귀하의 수준에 버금가는 정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후배
또는 제자를 이제까지 몇 명이나 키우셨습니까? _______명
5-11. 귀하가 후배들에 대한 지도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사항은 무엇
입니까?
(1) 손끝 기술

(2) 기계의 원리 등 이론적 기반

(3) 문제해결 능력 (4) 작업에 임하는 태도나 자세
(5) 조직에 대한 충성심

(6) 기타____________________

5-12. 귀하가 젊은 세대나 후배들에게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1) 손끝 기술

(2) 기계의 원리 등 이론적 기반

(3) 문제해결 능력 (4) 작업에 임하는 태도나 자세
(5) 조직에 대한 충성심

(6) 기타____________________

5-13. 귀하는 우수한 후배나 제자들에게 명장 도전을 권유한 적이 있
습니까? (1) 예

(2) 아니오

Ⅵ. 다음은 귀하의 기술변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내용에 관한 질문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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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귀하의 작품/상품은 일반 대중품보다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그
가격 차이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음(※ 명장의 작품 가격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의미)
(2) 별로 그렇지 않음

(3) 보통

(4) 약간 그러함

(5) 매우 그러함(※ 명장의 작품 가격은 일반 대중품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이다)
6-2. 다음의 서술에 대해서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표기해주기
바랍니다.
(※ 문항에 따라 해당 없거나 모르겠음 등은 우측 여백에 x표 기재 : 응답누락과 구분)

항목
1) 나의 숙련의 내용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공
학 교과과정에 포함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2) 나의 숙련의 이론적 기초는 공업고등학교
에서 가르치는 교과과정 수준보다 월등히
높다.
3) 나의 숙련의 내용을 책이나 문서로 정리하
기 쉽다.
4) 나의 숙련은 수많은 현장 경험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로 설명하
기 어렵다.
5) 나의 숙련의 내용은 중국 등 개도국에서
따라오기 어렵다.
6) 새로운 설비나 장비가 들어오면서 내가 청
년시절 지녔던 손끝 기술은 필요 없어졌다.
7) 고학력 엔지니어들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나의 숙련은 쓸모가 줄어들었다.
8) 자동화 설비가 많이 들어와서 내가 지녔던
숙련은 가치가 떨어졌다.
9) 자동화 설비가 많이 들어왔지만, 현장에서
는 여전히 후배들에게 기본 작업방법을 가
르칠 필요가 있다.
10) 나의 숙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해
결 능력이다.
11) 나의 숙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에 대
한 끈기와 꼼꼼함 등이다.
12) 나와 동료들의 숙련이 아니었다면 회사는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전혀 별로
약간 매우
보통
그렇지 그렇지
그렇 그렇
이다
않다 않다
다 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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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다음은 명장취득시 재직한 회사에서 귀하의 보상과 승진, 노사관계
와 관련된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 문항에 따라 해당 없거나 모르겠음 등은 우측 여백에 x표 기재 : 응답누락과 구분)

7-1. 다음의 서술에 대해서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표기해주기
바랍니다.
전혀 별로
약간 매우
보통
그렇지 그렇지
그렇 그렇
이다
않다 않다
다 다
나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손재주가 좋다고
①
②
③ ④ ⑤
소문이 났었다.
명장이 된 이후 내가 바라던 사회적 지위를
①
②
③ ④ ⑤
얻게 되었다.
명장으로서 어느 분야 전문가 못지않은 대
①
②
③ ④ ⑤
우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나는 선배나 동료들로부터 시기나 질투를
①
②
③ ④ ⑤
많이 받은 편이었다.
나는 내가 가진 실력과 더불어 인간관계도
①
②
③ ④ ⑤
좋아서 성공이 빨랐다.
내 성공의 절반 이상은 운이 좋아서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후배나 제자, 혹은 부하 직원들을 인
①
②
③ ④ ⑤
간적으로 대우하는 편이다.
항목

1)
2)
3)
4)
5)
6)
7)
8)

7-2. 다음의 서술에 대해서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표기해주기
바랍니다.
항목

전혀 별로
약간 매우
보통
그렇지 그렇지
그렇 그렇
이다
않다 않다
다 다

1) 청년시절 나의 소득 수준은 동년배들에 비
해 높은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2) 젊은 시절 나의 기술 기능이 인정받으면서
소득 수준은 빠르게 올라갔다.

①

②

③

④

⑤

3) 명장이 된 이후 나의 소득은 더욱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4) 명장은 명예직이기 때문에 경제적 보상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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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다음은 귀하가 명장취득 후 직장생활 및 일과 관련된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8-1. 귀하는 현재 일을 하고 계십니까?
(1) 하고 있으며 명장 기술과 관련된 일임[☞ 문8-2로]
(2) 하고 있으나, 명장 기술과 무관한 일임[☞ 문8-5로]
(3) 하고 있지 않음
8-1-1. 현재 귀하가 일을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그냥 쉬고 싶어서

(2) 건강이 좋지 않아서

(3) 나에게 맞는 일이 별로 없어서
(4) 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5) 가정 일을 돌볼 필요가 있어서
(6) 다음 사업을 할 기회를 보면서 준비중임
(7)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
[☞ 문8-1-1 응답 후 문8-5로]
8-2. 현재도 명장으로 선정될 당시 하시던 사업을 여전히 하고 계십니까?
(1) 그대로 하고 있음[☞ 문8-4로]
(2) 후배나 부하들에게 많이 넘겨주고 일부만 관여함
(3) 더는 하지 않음[☞ 문8-5로]
8-3-1. 귀하는 부분적으로 일하시지만 여전히 중요한 결정은 본인
이 내리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8-3-2. 여전히 후배나 제자들에게 가르쳐줄 가능이나 기술이 많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8-4. 귀하는 현재의 사업을 언제까지 하실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1) 곧 후배나 제자, 혹은 자녀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2) 5년 이내
(3) 10년 이내

(4)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부록] 대한민국 명장 실태조사(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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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모두 응답) 귀하께서는 향후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1)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오랫동안 일하고 싶다
(2) 사업이나 회사 일보다도 책을 쓰거나, 강사로 일하고 싶다
(3) 해외로 진출하여 소득과 명예를 더 높이고 싶다
(4) 가급적 빨리 퇴직하여 쉬고 싶다/더는 일하고 싶지 않다
(5)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Ⅸ. 다음은 명장 제도에 대한 귀하의 의견에 관한 질문입니다.====
9. 다음의 서술에 대해서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표기해주기 바
랍니다.
(※ 문항에 따라 해당없거나 모르겠음 등은 우측 여백에 x표 기재 : 응답누락과 구분)

항목
1) 대한민국 명장 제도는 매우 권위 있게 유지
되고 있다.
2) 대한민국 명장 제도는 품질명장 제도(산업
부-구.산업자원부운영)에 비하여 가치가 떨
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3) 대한민국 명장의 선발은 공정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4) 대한민국 명장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과정에
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한다.
5) 대한민국 명장 심사위원들은 적임자로 구성
되는 것 같다.
6) 나는 대한민국 명장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
한다.
7) 대한민국 명장 제도는 기술이나 산업의 변화
에 따라 분야나 직종을 적절히 변경해 왔다.
8) 나는 지역 내 명장들의 모임에 자주 나가는
편이다.
9) 지역 내 명장들의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어
야 한다.
10) 우리 분야 내 명장들의 모임이 더욱 활성
화되어야 한다.

전혀 별로
약간 매우
보통
그렇지 그렇지
그렇 그렇
이다
않다 않다
다 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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