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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본 연구는 국에서 최고수 의 수치제어 문성을 갖고 있는 기능인재

들을 상으로 문성 발달 과정에서의 의도 연습을 분석하 다.즉,자

신의 실천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보인 기능인재들이 고 기사 자격을 취

득하기까지 어떻게 의도 연습을 하 는지,의도 연습의 진 요인

해 요인은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는 데 이 연구의 목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질 연구 패러다임에 따라 거 표집(criterion-based

selection)과 계통선택(networkselection)방법을 사용하여 국 수치제어

분야 고 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 12명을 선정하 다.이들을 상으로 2차

에 걸친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면담자료를 코딩한 후에는 귀납 범주 분석

(inductive categoricalsystem)을 기본으로 Spradley(1979)의 역분석

(domainanalysis),분류분석(taxonomicanalysis),성분분석(componential

analysis)순의 차에 따라 코딩 자료를 분석하 다.각각의 연구 문제에

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성 발달 단계에 따라 의도 연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이 기사자격을 취득하기 인 ‘문성 형성 단계’에

서 나타난 의도 연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체계 계획’측면에서는

먼 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한 비로서,공식 으로 이론에 한 교육

을 받았다.그리고 기 인 조작 기능 습득을 한 연습을 하 다.‘정신

노력’측면에서는 로그램에 참여하여 고정된 일정 로 연습하 으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하 다.그리고 자신의 약 에 해

즉각 으로 자기 성찰을 하 다.‘반복 수행’측면에서는 이론 인 지식을

응용하여 실제 인 조작 연습을 하 으며,주로 모방을 통해 실습 경험을

하 다.‘피드백’에 있어서는 코치에게 즉각 인 피드백을 받았다.‘동

료와의 력’측면에서는 주로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으로 공동 연습을

하 다.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이 고 기사자격을 취득하기 인 ‘문성 심화 단

계’에서 나타난 의도 연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체계 계획’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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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먼 고 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한 비로서, 장에서 실제 인 실

기 연습을 하 다.그리고 자기 주도 으로 련된 다른 분야의 이론을 학

습하 다.‘정신 노력’측면에서는 연습 일정에 한 자기조 과 연습에

한 헌신 몰입,자신의 장 에 한 극 인 자기 성찰이 특징 으로

나타났다.‘반복 수행’측면에서는 제품을 가공하는 속도 정 도를 제고

하기 해 연습하 으며,주로 실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

을 찾아내거나 창조하 다.‘피드백’에 있어서는 코치로부터 간헐 인 피드

백을 받았다.‘동료와의 력’측면에서는 범 한 동료들과 교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성 형성 단계와 심화 단계에서의 의도 연습은 어떻게 다르

게 나타나는가?

수치제어 기능인재의 의도 연습에서 체계 계획,정신 노력,반복

수행,피드백 그리고 동료와의 력 다섯 가지의 변화 양상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첫째,체계 계획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문성 형성 단계에

서는 기 이론 지식을 응용하여 실기를 습득하 고, 문성 심화 단계에

서는 장에서의 실기 연습을 통해 다른 공이나 련된 이론을 다시 학

습하 다.둘째,정신 노력과 련하여, 문성 형성 단계에서는 약 을

보완하기 한 성찰이 이루어졌고, 문성 심화 단계에서는 자신의 강 을

강화시키기 해 극 으로 자기 성찰을 하 다.셋째,반복 수행 측면에

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문성 형성 단계에서는 작업의 완성을 심으로

하여 모방을 통해 반복 으로 연습하 고, 문성 심화 단계에서는 창조

인 문제해결방법을 심으로 실험을 통해 반복 으로 연습하 다.넷째,피

드백과 련된 변화는 코치와의 계를 심으로 나타났다. 문성 형성

단계에서는 코치로부터 ‘즉각 인 피드백 받기’에 수동 으로 참여하 고,

문성 심화 단계에서는 ‘간헐 인 피드백 받기’에 주도 으로 참여하 다.

마지막으로,동료와의 력에 있어서는 문성 형성 단계에서 주변 동료들

과 공동 연습하는 계를 맺은 다음에 문성 심화 단계에서 더 넓은 범

의 동료들과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문성 발달 과정에서 의도 연습의 진 요인 해 요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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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의도 연습의 진 요인을 자원 지원(Resource

Support),노력 지원(EffortSupport),동기 지원(MotivationalSupport)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자원 지원으로는 기능올림픽과 같은 격려 제

도가,노력 지원으로는 기업 장과의 극 인 이,동기 지원으로는

성취감 책임감이 포함되었다.한편,의도 연습의 해 요인은 자원 제

약(Resource Constraint), 노력 제약(Effort Constraint), 동기 제약

(MotivationalConstraint)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자원 제

약으로는 장비와 재정에 한 정부 지원 부족,노력 제약으로는 컴퓨터 시

뮬 이션에 한 과도한 의존,동기 제약으로는 자기부정 자만심이 포

함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에서 이론 의의를 갖는다.첫째,

문성 발달 근을 통해 문성 발달 단계에 따른 의도 연습의 변화 양상

을 살펴보았다.둘째, 문성을 향상시키는 의도 연습의 시간 외에 단계

별 의도 연습의 특징 향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질 으로 분석하

다.셋째,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의도 연습에서 동료들과의 공동 수행

조직 지원의 요성을 밝힘으로써,환경 지원과 동료와의 력이 의

도 연습에 한 요성을 확인하 다.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높은 수 의 문성을 가진 기능인재를 육성

하기 한 개인,조직,국가 차원에서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국가 차원

에서는 장비와 원재료에 한 재정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가 있다.조직 차원에서는 의도 연습의 단계별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지

원이 필요하다.즉, 문성 형성 단계에서는 공식 이론 교육 과정을 개설

하고,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놀이형태 혹은 경기 형태 등 다양한 형태

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문성 심화 단계에서는 학교와 기업이 함께 참여

하는 의체를 구성하여 폭넓은 연습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개인 차

원에서 기능인재들은 자기 성찰을 진하기 해 일기 작성,체계 인 평

가와 면담 등 주도 으로 자기 성찰의 기회를 확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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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기능인재, 문성,의도 연습, 문성 발달과정,수치제어

학 번:2011-3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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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 목

과학기술수 이 국가 경제발 의 거름이자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인식되면서 국가 차원에서는 다양한 문가 에서도 과학기술인재육성

에 한 요성이 차 증가하고 있다(심병규 & 김기 ,1997;김왕동,

2009). 국에서 과학기술인재는 과학인재,공학인재,기술인재,고수 (高

水準)기능인재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高岩,2008;陈宇,2004). 국에

서과학기술인재에 한 연구는 약 30년간 진행되어 왔으며,그동안 과학기

술인재에 한 연구 내용은 과학기술인재육성,과학기술인재 리,과학기술

인재의 소양구조,과학기술인재의 성장법칙,과학기술인재개발,과학기술인

재의 격려 측 평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魏建新,2009).그러나 그 에

다수는 과학인재와 공학인재를 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과학기

술인재로서의 기능인재에 한 연구가 상 으로 많이 언 되지 않았다.

최근 10년간에 국에서는 기능인재의 육성이 높은 심을 받게 되었다.

2003년 12월 개최된 국인재업무회의(全國人才工作 議)에서 국공산당

앙 원회를 통해 ‘기능인재(技能人才)’의 개념이 제시되기도 했다.동시에

‘인재 강화 업무에 한 결정(关于进一步加强人才工作的决定)’에서는 기능

인재를 국인재의 요한 구성 요소로 여기며 국가 “인재강국(人才强國)”

략의 기본계획으로 포함하 다.기능인재는 기술 신과 과학기술 성과

를 실 하는 핵심동력이라고 밝혔다. 한 2006년 4월 18일에 국공산당

앙 공청,국무원 공청에서는 ‘고기능인재 강화 업무에 한 의견(关于

进一步加强高技能人才工作的意见)’을 발표하 고,2007년 3월에는 ‘고기

능인재 육성 체계 건설 “15”계획 개요(高技能人才培养体系建设“十一五”规

划纲要)’가 공포되었다.그 이후에 ‘국가 ·장기 인재발 계획 개요(国家

中长期人才发展规划纲要)(2010-2020년)’에서는 인재 강국을 기본 국가 략

으로 설정하고 기능인재를 ‘인재 강국’정책의 총체 기획으로 포함해 미

래 국가의 주요 육성 인재 분류로 선정하 다. 한 기능인재의 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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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기했는데 이는 신형 공업화 과정에 응하고 산업 구조의 최 화를

달성하기 함이었다.개요에 따라 2015년 재 국의 기능인재는 총 인

원이 3400만 명에 달하며 2020년에는 3900만 명을 목표로 한다.그 ,고

기사가 1000만 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상된다.한편,2014년 3월 22일

에 국 교육부 부부장 노신(鲁昕)은 국발 포럼에서 기능인재와 학술인

재 두 가지 유형의 인재를 양성하기 해 두 가지 방식의 학 입시 방안

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포하 다.

국가 차원에서 기능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요시되는 반면에 기능

인재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 인력사회보장부(人力社 保障部)의 통계 자

료에 따르면 국 제2차 산업에서의 2.25억 취업인력 에 기능노동자(技

能勞動 ) 체 인력 수는 약 1.19억 명이며 이 고 기능인재는 약 3,117

만 명이며 제조업 분야에서 부족한 고 기술자는 400여 만 명에 달한다.

매년 문 학교 일반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졸업생은

약 1,700만 명이며 학 졸업생의 취직난과 기능인재의 공 부족 간에 발

생한 모순으로 인해 고용갈등이 생기고 있다.생산 국(生産大國)을 지향하

는 국은 이러한 기능인재의 부족 문제로 발 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가로서의 기능인재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문성이 발달되는

지가 밝 질 필요가 있다.기능인재의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국

기능인재에 한 부족한 상 원인 분석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

다(叶荣德,2007;杨皖苏,2006;陈宇,2004).杨皖苏(2006)는 국 기능인재

의 부족한 상황을 분석하며,7000만 명 기능 노동자 에 기능인재는 4%

밖에 없는 반면 독일,일본은 기능인재의 비율이 40%를 차지하고 있다.부

족한 원인으로는 기능인재에 한 평가,육성 비용과 교사의 부족,평가,

격려,지원의 불충분한 체제로 분석한다.그리고 국 기능인재의 육성 방

식 정책 분석(陈宇,2004;田鹏辉 & 陈丽,2007;肖坤梅 & 苏华,2007;

黎德良,2007;钟觉慧,2008;严璇 & 唐林伟,2009), 국 기능인재에 한

평가 측 분석(叶荣德,2007;涂云海,2009;张明媚 & 郭奇,2009)등이

있다.기능인재 양성과 지원에 있어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제시되고 있으

나,기능인재의 문성에 한 기 연구들은 부족한 실이다.기존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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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에 따르면 기능인재들은 성장과정에서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韩玮 & 张吉良,2007;王通讯,2006),구체 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성장해왔는지는 밝 지지 않았다.

하지만 문가로서의 기능인재가 어떻게 성장하고 문성을 어떻게 발달

시켜왔는지에 해 잘 밝 지지 않았다.오랜 시간 동안 한 역에서 자신

의 능력을 갈고닦은 사람을 문가라고 한다(최의창,2009;Ericsson&

Lehmann,1996).기능인재도 해당 분야의 고 자격인정을 받았으니 문가

라고 볼 수 있으며 풍부한 문성을 갖고 있다(高岩,2008). 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 해당 역에서 높은 수 의 기술과 지식을 기 할 수 없으며,

반 로 문가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그만큼의 기술과 지식,나름의 노하우

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Herling,2000;Hoffman,1998).그 동안 문성 발

달과정에 한 논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고,스포츠(Hodges,

Starkes,& MacMahon,2006),음악(Lehmann& Gruber,2006),발 와 춤

(Noice& Noice,2006), 화배우(신종호 등,2007)등 체육 술 분야

로 확 되어 왔다.최근에는 의료(Norman등,2006;한상만,2013)와 수학

(Butterworth,2006)등 과학 분야의 연구로 범 가 확 되고 있다(오헌석

외,2007).그러나 재까지 구체 으로 ‘기능인재’라고 명명하는 문가에

한 구분과 이들이 지녀야 할 문성에 해서는 밝 진 바가 거의 없다.

둘째, 문성 발달에 뛰어난 수행을 이끄는 힘에 해당하는 의도 연습

의 구체 인 특징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성 발달과정에 한

부분 연구는 문가의 체 인 생애과정을 통하는 것이다(홍애령,2013;

한상만,2013;이재실,2011;김정아,2007).그러나 모든 사람이 문가 수

에 도달하지는 못하며 보자에서 문가가 되지 못하고 문가나 숙

련가 단계에서 머물게 되는 사람이 많다(홍애령,2013).그만큼 문성은

요소들 안에 국한된 능력뿐만 아니라 문가 단계로 넘어가는 가치의 확장

도 요한 의미를 지닌다.김정아(2007)에 따르면 같은 업무경험과 기간

을 가지더라도 구는 문가가 되고, 구는 문가가 되지 못하는 이유

가 응단계에서 성취단계로 넘기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오헌석(2006)은 문성 발달단계이론에서 역별로 다른 수 의 문성을

획득할 수 있고,이 단계에서 이후 단계(Dreyfus& Dreyfus(1986)의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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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자 단계(proficient)’나 Feldman(1980)의 ‘문 훈련(disciplinebased)’이

상)로의 진 에는 의도 인 교육이나 학습의 계기가 요하다고 하 다.

과학자는 신임교수 시 과 견과학자로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는 시기

에 창조 연구 성과(새로운 역의 개척)와 사명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다(오헌석 등,2007).

물론 선천 인 지능과 능력이 문성 발달에 요하다는 기존의 통념과

는 달리 의도 연습이 탁월한 수행을 측한다는 것은 다양한 연구를 통

해 강조되어 왔다(손 우,2005;Charness,Tuffiash,Krampe,Reingold,&

Vasyukova,2005;Ericsson,Krampe& Tesch-Romer,1993).세계 으로

명한 술가 는 운동선수들이 보여 탁월한 성과를 한 사람들은 그

들의 뛰어난 재능에 놀라워하지만 성과를 이룬 그 이면에는 이들이 지닌

탁월한 재능이외에도 각자 자신의 치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기술을 연마

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해 체계 으로 꾸 한 연습과정을 지속해 왔기 때

문이다(Ericsson,Krampe,& Tesch-Romer,1993;Ford,Ward,Hodges,

& Williams,2009;Vallerand,2008;Wu,2005).이처럼 의도 연습을 통

해 문성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수

있다.그러나 많은 경험을 통해 탁월한 수행 혹은 성취에 이르는 연습을

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의도 연습은 요하지만 얼마나,어떻게

하는지를 구체 으로 알지 못한다면 결국 타고난 재능이 부족함을 탓하며

포기할 것이다.

셋째,다양한 역에서 용여부를 확인하여 문성을 향상시키는 의도

인 연습의 특징과 의도 연습의 성공여부가 되는 원인에 해 질 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많은 학자들이 음악,수학,운동,미술,체스 등의 다

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수행을 보이는 문가들을 연구한 결과, 문가 수

에 이른 사람들이 단순히 오래 시간 동안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

이고 체계 으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향상시키는 데 에 지를 쏟는다는

것을 발견하 고(손 우,2005;Drake& Palmer,2000;Ericsson,2003;

Ericssonetal.,1993;Ericsson& Ward,2007),이러한 연습을 의도 인

연습(혹은:신 하게 계획된 연습 DeliberatePractice)이라 명명하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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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란 & 손 우,2013;Gustin,1985;Kalinowski,1985;Monsaas,1985;

Wallingford,1975).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스포츠,음악,체스 등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의 특성에 따라 조작 정의를 달리하여 의도 연습의 효과

를 밝히고 있다(Charnessetal.,2005;Plantetal.,2005).한편,韩玮 &

张吉良(2007)은 기능인재의 성장 법칙에 한 연구에서 기능올림픽을 비

함으로써 집 으로 기술을 배우고,기능을 연습함으로써 반복 인 출

비를 통해 차 으로 성장한다고 제시하 다.

의도 연습에 한 연구에서,Ericsson(1993)는 다이어리 분석방법을 통

해 뛰어난 수행을 보이는 사람들이 가진 학습습 과 특성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다이어리 작성의 어려움 때문에 참가자가 탈락되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이수란 & 손 우,2013).의

도 연습에서 시간이 매우 요한 변수인데,이를 단 몇 개의 문항으로

묻는다면 그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Hodgson& Miller,1982).상 분석

법,차이 검증,회귀분석 등 통계방법만으로 의도 연습을 양 으로 검증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오히려 질 분석으로 의도 연습에서 개인 행

와 어떠한 핵심 인 특징 변화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개인 기능의 뚜

렷한 개선에 있어 더욱 설득력이 있다(郝宁,2006).한국의 선행연구(이수

란 & 손 우,2013;안도희 & 정재우,2010)에서는 질 측면에 한 상세

한 분석 없이 단지 연습시간의 양 요소만을 변인으로 고려되어서는 부족

하다고 제시하 다.

본 연구는 국에서 최고수 의 문성을 갖고 있는 기능인재들을 상

으로 문성이 발달되는 의도 연습을 분석하 다.자신의 실천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보인 기능인재들은 고 기사 자격 취득까지 어떻게 의도

연습을 하는지,의도 연습에 어떠한 진 요인 해 요인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 이 있었다.이를 통해 높은 수 의 문성을 가진 기능인

재를 육성하기 해 개인,조직 정부 차원에서 기울여야 하는 방향성과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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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문제

본 연구는 기능인재들이 의도 연습을 통해 문성을 발달시키는 것을

밝 냄으로써 문성 발달과정에서의 의도 연습을 이해하는 데 그 목

이 있다.특히, 문성은 역 특수 (domain-specific)이라는 특성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본 연구는 수치제어라는 역에 한정하여 수치제어 기능

인재의 의도 연습을 밝히고자 한다.이에 따라 본 연구의 핵심 연구 문

제는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문성이 발달되는 과정에서 의도 연습을

어떻게 하는가?’이다.이 문제를 답하기 해 크게 두 가지 하 문제로 나

어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문성 발달단계에 따라 의도 연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1) 문성 형성 단계와 심화 단계의 의도 연습은 각각 어떻게 나타나

는가?

Dreyfus& Dreyfus(1986)등 문성 발달 단계이론을 바탕으로 국 수

치제어 기능인재들의 문성 발달과정을 자격증 기 으로 형성 단계와 심

화 단계로 구분하 다. 문성 발달과정에서의 '방법의 요성'을 강조한

심리학 연구결과에 따라 의도 연습이 요하다는 을 알 수 있다

(Ericsson,1993,1999,2003,2006,2008,2009). 문가 수행(Expert

Performance)은 경험의 과 더불어 수행이 지속 으로 향상되는 것으

로 보여주고 있는데,이것은 재의 수 을 넘어서기 한 극 인 노력

을 통해 경험에서의 자동성을 벗어나고 더불어 그러한 과정에서 지속 인

성장을 한 인지 ,생리 메커니즘을 얻었기 때문이다(Ericcson,2006).

이를 바탕으로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문성 수 을 높이려고 이끄는 노

력을 밝히기 해 문성 형성 단계와 심화 단계에서의 의도 연습이 각

각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제시하고자 하 다.

2) 문성 형성 단계와 심화 단계에서의 의도 연습은 어떤 차이가 있

는가?

Bloom(1985)은 문 성과 달성의 4단계를 구분하 다.Ericsson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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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들(1993)에 의하면 이 마지막 4단계는 앞에 3단계와 질 으로 다른 차

원이며,이 단계에서 문가는 그 역 내의 가용한 지식수 을 뛰어넘고

창의 인 기여를 하기 해 노력한다.의도 연습은 신뢰할만한 수행을

보이고 있는 특정 메커니즘이 이 낼 수 있는 수 을 넘어서기 해 이

보다 어려운 과제에 도 하거나 이 과는 다른 방법을 용하면서 요한

부분에 해 우선 집 한다(김소 & 김진모,2015). 문성 발달 단계에

따라 가용한 지식수 이 다르기 때문에 기여를 하는 노력이 다르게 나타난

다.이에 따라 의도 연습은 문성 발달 단계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

타날 가능성이 많다는 을 알 수 있다.본 연구는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문성 형성 단계와 심화 단계에서 어떤 으로 다르게 노력하는지를 제시

하고자 하 다.

둘째, 문성 발달과정에서 의도 연습을 진하는 요인과 해하는 요

인은 무엇인가?

기존의 의도 연습 연구(Ericsson,1993)에 따라 의도 연습은 자원 제

약(Resource Constraint), 노력 제약(Effort Constraint), 동기 제약

(MotivationalConstraint)세 가지 제약을 받을 수 있다.의도 연습은 지

원 인 환경조건 주변의 지지가 필요한데(배을규 외,2011;Anderson,

2010;Dunn,1999;Johnson,2006,2008)이는 의도 연습이 상당한 인내

가 필요한 과정임을 감안할 때 탈진(Baker,2009)하지 않도록 동기강화,신

체·심리 리,조직의 격려와 인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김소 & 김진

모,2015).본 연구는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문성이 발달되는 의도 연

습은 어떤 제약을 받았는지 반면에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를 제시함으로써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문성 발달과정에서의 의도 연습이 성공한 원인

을 분석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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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용어 정의

기능인재란 정 도가 높은 제품의 생산,복잡한 장비의 작동과 제어,정

하고 복잡한 기계의 설치,테스트,정비 등과 같은 어려운 생산 가공

작업을 할 수 있으며,최신 높은 수 의 응용 기술과 이론 지식들을 갖추

고 창의성과 독립 으로 핵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高岩,

2008).본 연구에서 주로 국 국가직업자격 시리즈의 2 기사(技師)와 1

고 기사(高級技師)자격증을 소지한 자 다른 해당 수 의 자격을

획득하거나 각종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문성이란 보자 그리고 경험이 은 사람들과 구별되는 문가의 특

성,기술과 지식(Ericsson,2006a)으로,본 연구에서는 문성을 고정된 의

미가 아닌 연속 으로 발달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문성 발달에는 경험이

요한 역할을 하며 의도 연습이 필요하다.본 연구에서는 문성을 특

정 역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찰을 통한 학습과 의도 연습으로

발달되는 뛰어난 문제해결 능력으로 이해된다(한상만,2013).

의도 연습이란 단순히 개인의 경험 축 만으로 성과가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명확한 목 의식을 지니고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을 지속 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수행되는 계획 으로 의도된 활동을 일컫는다(Ericsson

etal.,1993).이런 활동은 특정 역에 하게 련이 있고 최고도의 완

성을 해 노력을 기울이며,때로는 본질 으로 즐겁지 않다는 특징이 있

다(오헌석 외,2009).자신의 어떤 특정 능력을 향상시키기 해 노력을 집

하는 계획된 시간이며,그 과정에서 즉각 인 피드백을 통해 부족한 부

분을 악하고 집 으로 그 부분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한다는 특징이 있

다(Ericssonetal.,1993;Ericsson,2006,2007,2009).이를 바탕으로 본 연

구에서 실기 는 성과 향상 활동의 체계 계획,코치와 동료부터 얻어내

는 피드백,연습 일정에 한 투입과 자신에 한 성찰을 통한 정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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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개선하려는 문제를 해결하기 한 무수한 반복 수행 등 네 가지로 이

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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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구의 범 제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범 와 한계를 가진다.

첫째,본 연구에서는 수치제어 분야에의 고 기사 자격을 가진 직업학교

교사로 연구 참여자를 제한하 다.따라서 다른 기업 장에서의 기능인재

들의 문성 발달과정에서의 의도 연습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

있지 못하다.따라서 다른 분야의 기능인재들의 문성 발달과정에서의 의

도 연습 특징과 단계별 변화양상이 있는지를 밝히고 있지 못한다.

둘째,본 연구에서는 의도 연습은 문성 발달과정에서의 경험으로서

회고 방식으로만 수집 가능하므로,본 연구는 해당하는 최고 수 의 기

능인재들의 면담 자료를 토 로 의도 연습을 분석하 다.따라서 기억의

제한으로 인해 인지하지 못하는 내용은 분석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으며

과 경험의 해석에 있어서도 주의가 요구된다는 제한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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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이론 배경

1.기능인재 연구

본 에서 수치제어 기능인재에 한 선행연구는 기능인재의 개념,특징,

다른 과학기술인재의 비교,그리고 기능인재의 성장 특징을 통해서 이해하

고자 한다.

가.기능인재의 개념

기능인재의 개념과 특징은 기능인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론 기

이다. 재, 국의 련 연구에서 여러 학자들은 기능인재의 정의에 해

서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학자들의 의견들을 통합해보면,기능인재에

한 정의는 크게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으로 분류되었다.

1)첫 번째 에서는 기능인재는 주로 고 기술공(高级工),기사(技

師),고 기사(高級技師)직업 자격증 련 직 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

는다.이러한 을 지닌 학자들은 기능인재의 내포된 의미에 해서

세 가지 다양한 이해를 하고 있다.

첫째,기능인재는 기술 능력이 뛰어난 문가로,즉 ‘기능 문가’인 셈이

다.이들은 주로 고 기사,기사를 포함한다.이들은 기술형,작업형 인재에

속하며,직 손으로 조작하는 업무를 맡는다(高必道,1995).기능이란 사람

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지식으로,이는 훈련을 통해,일부 부분 동작을

합리 이고 완 하게 연결하는 동작 시스템이며,순리롭게 임무를 완성하

는 한 가지 활동 방식이다.그것은 일련의 연속 동작 는 내부 언어로 구

성된다.행 주체는 한 가지 동작 시스템을 반복 으로 훈련하여,숙달된

정도에 이르게 함으로써 고 기능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기능인재는

바로 고 기능 동작을 진행하는 사람이다(郎群秀,2006).기능인재는 어느

정도 이론 수 도 있고 풍부한 실 경험을 가지며, 장 공 생산,

기 기계 정비,모형 제조 등 가공 설비에 해서 아직 해결과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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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역에서 능력이 뛰어난 우수한 기술 노동자들이다(戴强,

2003).

두 번째,일부 학자들은 기능인재로서는 ‘손과 머리를 동시에 사용’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본다.생산 활동에서 과학 지식과 기술을 통합

운용하여 생산 작업에서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사고력과 생산 활동에

서의 기술과 경험 기술을 통합한 ‘손과 머리의 동시 사용’을 실 하는

것이 지식 경제 시 의 기능인재의 시 특징이며,이것이 기능인재와

기타 기술인재들을 구분하는 근본 인 특정이라고 본다(陶行知,1981).기

능인재들은 뛰어난 실행 능력을 갖춰야 하며,생산 활동에서 심화된 생산

가공을 진행 할 수 있어야 한다.이는 정 도가 높은 제품의 생산,정 하

고 복잡한 장비의 작동과 제어,복잡한 기기의 설치,테스트,정비 등을 포

함한다(戴强,2003).

세 번째,일부 학자들은 기능인재란 문 교육과 훈련을 거쳐 높은

수 의 응용 기술과 이론 지식들을 갖추고 창의성과 독립 으로 핵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높은 품질의 노동자라고 말한다(李宗

尧 등,2001).

2)두 번째 은 국국가직업자격 시리즈(中国国家职业资格系列)

의 2 (기사)와 1 (고 기사)들이 국제 인 기능인재에 한 기 에 해당

된다고 본다. 국 노동법의 국가직업자격에 의거하여 직업자격등 은

(5 ), (4 ),고 (3 ),기사(2 ),고 기사(1 )5개로 나 었으며

직업에 한 지식,기술과 능력에 기본 인 요구를 다음 <표 Ⅱ-1>와 같

이 표 화시킨다.

어떤 학자들은 기능인재는 기술자들 의 엘리트들로 은 비율을 차지

한다고 말한다. 체로 문 기술 직무에 해당하는 직무는 부고 (副高级),

정고 (正高级)직함으로,오로지 기사와 고 기사만이 이에 해당된다(洪伟

峻,2005).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기능인재의 구분과 사용을 실제 상황

에 기반을 하여 융통성 있게 다루며,직업 자격 등 에 구애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를 들어,이미 기능인재의 수 에 달하나 기사 는 고 기

사 직업자격증을 소지 않은 자들도 기능인재들로 간주하여 상응하는 우

를 해 수 있다(唐林伟 & 宋兴川,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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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등 능력

고 기사
1

(고 직함)

기사 수 외에 장에서의 어려운 문제나 고

수 기술을 독립 으로 해결·처리할 수 있고

기술 신과 기술상의 난 을 창조 으로 돌

할 수 있으며 기술의 개선과 문 기술 훈련을

개·조직할 수 있고 리 능력을 지님.

기사
2

( 직함)

고 수 외에 자신 역의 핵심 수공 기능

을 갖고 있고 창조 인 기능을 겸비하고 다른

사람을 지도·조직할 수 있으며 일반 인원을 훈

련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리 능력을 지님.

고
3

(보조 직함)

수 외에 일부 정해지지 않은 일을 완성

하고 장에서의 문제를 독립 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지도하여 일반 수공인원의

훈련을 조하는 능력을 지님.

4

수 외에 특정한 상황에서 문 기능을

사용하여 더 복잡한 일을 완성하고 다른 사람

과 합작하는 능력을 지님.

5
기본 기능을 사용하여 독립 으로 정해진 일을

완성하는 능력을 지님.

<표 Ⅱ-1> 국 국가직업자격 등 (中国国家职业资格等级)

참고:中国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2006).职业资格证书制度基本概念.수정

3)세 번째 견해로는 기능인재는 역사 이고 발 하는 개념이라는 것이

다.기능인재의 개념과 함축된 의미는 늘 시 와 역사에 응한다.산업구

조의 조정,과학기술의 발 에 따라,기능인재의 외연도 발 하고 내포된

의미도 확 되므로 직함,직업자격등 등으로 구분하는 딱딱한 범주를 사

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刘春生,马振华,2006). 를 들어, 문 지식

과 작업 기술을 갖추고 있는 기사와 고 기사는 일정한 조직 조정 리

능력을 지녀야 할 것이다.생산 활동에서 실제 생산 수요에 따라 효과 으

로 기타 기술자들을 선도하고 조직하여 함께 기술상의 문제를 해결하며,

정 한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실지 인 고품질 제품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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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郎群秀,2006).

4)네 번째,기능인재는 깊이 있는 기 이론과 문 이론 지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생산 능력과 기술을 갖고 있으며,하이테크 작업

을 담당할 수 있다.그리고 기술 교차를 통하여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종

합 능력과 높은 직업 소양과 직업 정신이 있다고 본다(兰文巧 & 邓丽丽,

2007).

이처럼 학자들의 기능인재 능력 특징에 한 다양한 서술로부터 한다.

기능인재는 높은 생산 능력과 기술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깊은 기

이론 지식을 필요로 한다. 한,복잡한 기술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 조직 능력을 갖춰야 한다.더불어 기존의 기술을 배

우고 축 해야 할 뿐만 아니라,새로운 기술의 연구 개발 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과학기술의 발 과 더불어 기능인재의 내

포된 의미와 특징은 변화한다(刘春生 & 马振华,2006).

요약하면,본 연구에서의 기능인재의 개념은 정 도가 높은 제품의 생산,

복잡한 장비의 작동과 제어,정 하고 복잡한 기계의 설치,테스트,정비

등과 같은 어려운 생산 가공 작업을 할 수 있으며,최신 높은 수 의

응용 기술과 이론 지식들을 갖추고 창의성과 독립 으로 핵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 한, 국 국가직업자격 계열의 2 기

사(技師)와 1 고 기사(高級技師)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다른 해당 기

의 자격을 획득하거나 각종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高岩,2008).따

라서 본 연구에서의 기능인재는 국 노동법의 국가직업자격에 의거하여

‘고 기사(高級技師)’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의미하며,자신 분야의 최고 자

격자로서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교육자이고 실천가이다.

다른 과학기술인재와의 비교를 통해 기능인재는 문가로서의 과학기술

인재의 일부로 제시하 다. 국에서 1987년 출 된 <인재학사 >에서는

‘과학기술’인재에 해서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렸다.과학기술인재는 과

학인재와 기술인재의 약자로,사회과학기술면에서 자신의 높은 창의력과

과학에 한 탐구 정신으로 과학기술 발 과 인류 진보를 해 기여하는

사람이다.많은 학자들은 과학기술인재에 한 내포된 의미에 해서 연구

했다.张国初(2008)는 과학기술인재란 과학 기술 역에 종사하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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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특정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창조 작업을 할 수 있으며,사회 진보

와 경제 발 에 비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杜谦과 宋

卫国(2004)는 과학기술인재란 덕성과 과학기술분야에 재능을 갖춘 사람으

로,특수 기능과 기술을 갖추거나 는 공 기능을 지닌 사람이라고 한다.

1995년 이후,< 국 과학기술 통계연감>지표에서의 과학기술인재의 범주

에는 과학기술 활동 인원,과학자와 엔지니어,연구와 실험 발 인원,

문 기술 인원들이 포함된다.

이로부터 사회 각 분야에서 과학기술인재에 한 이해가 일치하지 않음

을 발견할 수 있다.확실한 것은 과학기술인재는 필연 으로 과학기술 활

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이다.본질 의미에서 기능인재란 과학기술

인재에 속한다.고 의 장인들은 바로 기술 활동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이었

고, 의미에서의 기능인재란 깊은 기 이론 지식과 높은 생산 기술

을 지닌 사람을 말한다.그들은 높은 기술 수 의 작업을 하고,교차 기술

지식을 통하여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그들은

조직을 조화하는 능력을 갖춰야 하고,일정한 기술과 공 방면의 연구 개

발 신 능력을 지니는 동시에,높은 직업 소양과 직업 정신을 갖고 있어

야 한다(刘春生 & 马振华,2006).

따라서 과학기술인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범주의 사람들을 포함

해야 한다.즉,과학인재,공학인재,기술인재,기능인재이다.과학인재는 주

로 각 역의 과학기술 연구자들을 말하며, 를 들어, 국과학원 원사,

고 연구인원, 학교수 등이 있다.공학인재는 주로 형 공학 로젝트

를 담당했던 엘리트 인재들을 말하며, 를 들면, 국공정원 원사,각 부

서의 고 엔지니어,선임 엔지니어 등이 있다.기술인재는 주로 하부 업체

의 엔지니어,기술자 등을 말한다.기능인재는 주로 직 으로 작업 활동

에 종사하는 고 기사,기사와 련 업무 종사자들을 가리킨다.

과학인재,공학인재,기술인재와 기능인재들은 각각 다른 직무를 담당

분담하여 함께 조하면서 과학 기술의 발 을 추진한다.과학인재의 업무

는 객 법칙을 발견하고,사물의 내재 본질의 연계를 제시하여,과학

이론을 밝히는 것이다.공학인재의 업무는 공학 설계를 하여 공사 시공

을 조직하고 공사 조정,공사 리를 담당하여 사회가 가장 큰 공사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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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기술인재는 인재의 간 계층으로,그들은 주로 생

산,건설, 리,서비스에서의 기술 응용 작업에 종사한다.즉,일선에서 기

술 디자인,기술 개조,기술 신에 종사하는 기술인원을 말하며,그들은

이론 경제를 실체 경제로 환하는 핵심 인재들이다.기능인재는 기

단계의 인재들이며, 한 인수(人数)가 가장 많은 그룹이기도 하다.그들은

주로 구체 인 작업 라인,스탠드 얼론(stand-alone),장비의 기술 조작 작

업 는 기술 리 작업에 종사한다.그들이 시하는 것은 어떻게 조직

측면 기술 측면의 생산 결정을 실제 작업으로 실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며,생산 장비,생산 과정,가공 방법과 가공 차를 개량 정비하는

부분이다(陈宇,2004).기능인재는 실제 인 생산력에 한 직 책임자이

고,사회 인 재부에 한 직 창조자라 볼 수 있다.

어떠한 유형의 과학기술인재든지 모두 일정한 지식을 구비해야 한다.

에서 언 한 네 가지 유형의 과학기술인재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 구조는

모두 상이하다.과학인재는 탄탄한 기 이론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자연과학 이론,수학과 논리 사고가 필요하다.공학인재는 공학과 련된

여러 학문의 이론을 필요로 한다.공학은 기술, 리,경제,사회 등 요소들

을 종합 으로 집 성한 것이므로,이는 공학인재들이 공에 한 과학

이론과 기술 지식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공과 련된 범 한 지식

과 더불어 사회 과학 분야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그리고 공학 디자인과

실행 과정에서 이러한 지식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해야 한다.기술인

재는 해당 공에 한 기술 지식을 마스터해야 하고,이를 기술 업무에서

탄력 있게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기능인재는 충분한 경험 지식을 필요

로 할 뿐만 아니라,상당한 수 의 기술 원리,업무 원리와 문 지식 등과

같은 이론 지식들을 숙달해야 한다.

종합 인 능력의 측면에서,네 가지 유형의 과학기술인재의 능력 특징들

은 유사 과 차이 들을 가지고 있다.과학인재가 가진 능력의 특징은

형 으로 이론의 신, 리한 찰력,풍부한 상상력과 추상 인 사고 능

력에서 드러난다.공학인재의 능력 특징은 주로 종합 능력,결정 분석 능

력,탁월한 용기와 집행 능력에서 나타난다.기술인재의 능력 특징은 주로

기술 시스템의 디자인 능력,기술 구상 능력,기술 문제 진단 능력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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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식 능력

과학

인재

객 법칙을 발견하

고,사물의 내재 본

질의 연계를 제시함

탄탄한 기 이론

지식,특히 자연과

학 이론,수학과 논

리 사고

이론의 신, 리

한 찰력,풍부한

상상력과 추상 인

사고 능력

공학

인재

공학 설계를 하여,공

사 시공을 조직하고

공사 조정,공사 리

를 담당함

공학 련된 여러

학과의 이론, 리

경제,사회 과학

분야의 지식

종합 능력, 결정

분석 능력,탁월한

용기와 집행 능력

기술

인재

일선에서의 기술 디자

인,기술 개조,기술

신

과학 이론지식,

공 기술지식

기술 시스템의 디

자인 능력, 기술

구상 능력, 기술

문제 진단 능력

기능

인재

구체 인 작업 라인,

스탠드 얼론,장비의

기술 조작 작업 는

기술 리 작업

경험 지식,이론

지식(기술 원리,

업무 원리와 문

지식)

뛰어난 실행 능력,

창의력과 응력

표 된다.기능인재의 능력 특징은 뛰어난 실행 능력,창의력과 응력 면

에서 표 된다.과학기술인재의 네 가지 유형을 종합 으로 비교하면 아래

<표 Ⅱ-2>와 같다.

<표 Ⅱ-2>과학기술인재 네 가지 유형별 비교

참고:高岩(2008).高技能人才成长探析.东北大学.科学技术哲学博士学位论

文.P.41

한 마디로 기능인재는 과학기술인재에 속하며,후진타오(胡锦涛) 국가

주석의 과학인재 에 따르면,높은 지식수 , 신 능력을 확실하게 겸비한

출 한 인재와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재능을 갖춘 실용 인 인재들은 모두

인재의 개념에 속한다고 보았다(胡锦涛,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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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수치제어 기능인재의 개념 구분

수치제어 기술은 제조업이 자동화,유연화,집 화를 실 하는 기본이다.

수치제어 기술 응용은 제조업 제품의 품질과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요한 수단이다.수치제어공작기계(numericalcontrolmachinetool,數値制

御工作機械)는 국방 공업 화의 요한 략 장비이며,국가의 략

지 와 국가 종합 국력 수 을 나타내는 요한 지표이다.수치제어 기

술의 수 은 국가 공업 발 의 수 을 크게 반 하게 된다. 국은 세계

무역 기구에 가입한 이래 차 으로 ‘로벌 제조업 센터’로 거듭나고 있

다.경제 능력을 강화하기 해서 국 제조업은 수치제어 기술을 범

하게 사용하기 시작했고,동시에 노동시장에 수치제어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인재들이 부족해졌다.이에 따라 수치제어 인재의 심각한 부족 상은

사회 체의 심을 단숨에 끌어모은 핫이슈가 되었다.교육부,노동사회보

장부(劳动和社会保障部)등 정부 부서는 극 으로 조치를 취하여,수치제

어 기술에서의 응용형 인재 양성을 강화하 다.

근본 으로 수치제어 기능 인재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노동사

회보장부에서 2002년 9월 23일 발표한 <국가 기능 인재 교육 공학

기 기계 고 기술자 교육 로젝트의 통지(关于印发国家技能人才培训工程

暨机电高级技工培训项目的通知)>에 따르면, 으로 여섯 가지 직업

역의 기능 인재,수치제어 기능 인재 육성을 제일 먼 순 로 놓는다고

발표했다.2003년 12월 3일,국가 6개 부문 원회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교육부 여섯 부문의 직업학교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능형 결여 인재

양성에 한 통지(教育部等六部门关于实施职业院校制造业和现代服务业技能

型紧缺人才培养培训工程的通知)>에서는 먼 네 가지 공 역의 기능형

인재의 부족에 해서 명확히 밝혔으며,수치제어 기술 응용 역의 기능

형 인재를 가장 부족한 인재로 보고,미래 직업 교육에서 이를 우선 교육

의 상으로 보았다.

< 국 수치제어 인재의 시장 수요와 교육 상 보고서(中国数控人才 场

求与教育现状的 研报告)>에 근거하여 국에서 수치제어 기능인재는 다음

과 같은 세 가지 집단으로 구분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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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블루칼라’의 수치제어 기능인재이다.‘블루칼라’의 수치제어 기능

인재란,생산직에서 수치제어공작기계의 구체 인 작동과 일상 인 단순한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 노동자를 말한다.그들에게 필요한 지식

구조와 능력 구성는 다음과 같다.수치제어 공작기계 구조에 한 기 를

악하며,기계 가공과 수치제어 가공에 한 공 이론을 갖추어야 한다.

한,수치제어 공작기계 작동 일상 인 유지 보수와 수동 로그래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수치제어가공(NumericallyControlledMachine)의

자동 로그래 에 해 알아야 한다.

둘째는 ‘그 이칼라’의 수치제어 기능인재이다.‘그 이칼라’란 생산직에

서 수치제어 로그래 담당자와 수치제어공작기계의 유지 수리하는

인원을 말한다.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능력 구조는 다음과 같다:(1)

수치제어 로그래 엔지니어:수치제어 가공에 한 문 공 지식과

일정한 기 모형 제조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수치제어공작기계의 작동

일상 유지 보수와 수동 로그래 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어도 한

가지 이상의 3D CAD/CAM 로그램으로 3D 모델링과 자동 로그래

을 할 수 있어야 한다.(2)수치제어공작기계의 유지 보수 인원:수치제어

공작기계의 작업 원리와 지식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주요 수치제어 시스

템의 특징,인터페이스 기술,PLC,매개 변수 설정과 기기계 연동지식을

지녀야 한다.그리고 수치제어공작기계의 작동 수동 로그래 과 수치

제어공작기계의 기계와 기에 한 테스트 조정 유지 보수 능력을 갖

춰야 한다.

셋째는 ‘골드칼라’의 수치제어 기능인재이다.‘골드칼라’란 수치제어 작업

에 능통하고,수치제어 로세스 로그래 과 수치제어공작기계의 유지

보수 이에 필요한 종합 지식을 지니고,실제 작업에서 량의 실제 경

험을 축 하여 폭넓은 지식을 갖춰야 한다.더불어 이들은 수치제어공작기

계의 구조 설계와 수치제어 시스템의 기 설계에 능통해야 하며,수치제

어공작기계의 기기계 통합 테스트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독립 으

로 수치제어 시스템에 한 양식 선정을 수행하며,수치제어공작기계의 설

1) 华中科技大学国家数控系统工程技术研究中心 &机械工业教育发展中心(2003).中国数控人才 场 求

与教育现状的 研报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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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테스트,유지 보수와 정 도를 최 화할 수 있어야 한다.그리고 독립

으로 일반형공작기계를 수치제어공작기계로 개조할 수 있어야 한다.

국 기업의 생산 기술 발 과 수치제어 설비의 교체와 더불어,각 계층

의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에 해 더 높은 요구 사항을 새롭게 제시된다.‘블

루칼라형’수치제어 인재에 해서는 반드시 통 인 기계 제조 기술(

속 재료 열처리,커 원리 삭 공구,공작 기계 고정 도구,메커니

즘 공 등)을 기반으로 "수치제어 공작기계의 원리와 응용 기 ",그리고

"수치제어가공 로그래 기술"을 갖춰야 하며, “CAD/CAM”소 트웨

어를 마스터해야 한다.

‘그 이칼라형’수치제어 인재,수치제어가공 로그래 인원은 훌륭한

수학 기 를 요구하며,제품의 3D디자인에 해서 더욱 익숙해야 하며,

제품 가공에 능통해야 한다.수치제어공작기계의 유지 보수 인원은 기계,

기,빛과 액체(가스)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수치제어공작기계 유지 보수

와 수리 기술을 갖춰야 한다.

‘골드칼라형’수치제어 인재는 반드시 탄탄한 공 기 가 있어야 하며,

문 으로 수치제어 설비 련 원리와 개발 능력을 갖추고, 비교 높

은 외국어 실력( 어,독일어,일본어 등 포함)을 겸비하고,네트워크 기술

을 구비해야 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치제어 기능인재는 ‘골드칼라형’

집단과 같은 수 에 있는 인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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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성 발달 연구

본 에서 문성 연구의 흐름과 개념, 문성 발달 단계, 문성 발달

요소,그리고 수치제어 기능인재의 문성 발달 등 선행연구를 통해서

문성 발달을 이해하고자 한다.

가. 문성 연구의 흐름과 개념

 

   1) 문성의 정의

문성이란 사 으로는 “ 문가와 보자 혹은 경험이 은 사람을 구

별해주는 특성,기술,지식”으로, 문가란 “특정 분야에서 매우 유능하고

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된다(Webster’s New World

Dictionary,1968,p.168;오헌석 외.,2007).한국의 사 에서는 문성에

해 ‘문 인 성질 는 특성’(국립국어원,2012)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문성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해서는 어떤 배경과 흐름으로

문성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성에 한 논의는

1960년 반에 컴퓨터과학과 인지심리학에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문성

발달에 한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이후 문성은 교육학과 의학 등 다

른 학문 역으로 확장되어 지식 습득과 문가 발달에 한 이론이

개발되었다.그러나 문성에 한 동의된 하나의 정의는 아직까지 존재하

지 않는다(Germain& Ruiz,2009).시 에 따라 문성에 한 정의가 변

화했는데, 문성의 개념은 문성 연구의 흐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문성 연구는 1세 ,2세 ,3세 까지로 구분될 수 있다 (Alexanderet

al.,2009). 문성의 개념은 연구의 세 별 흐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아래 <표 Ⅱ-3>와 같이 1세 연구는 문가의 정보처리 능력을 탐

색하고 문제해결(problem solving)에 을 맞추었으며,2세 연구는

문가의 특징을 밝 내기 해 보자와 문가를 비교하 다.3세 연구

는 보자에서 문가로 성장하기까지의 문성 발달과정과 문성의 다양

한 특성에 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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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2세 3세

문성

구성요소
지식,문제해결 지식,문제해결,경험

지식, 문제해결, 경험,

직 ,창의성

문성

습득 방법

선천 요인,

지식 축

연습

의도 연습,10년의

법칙

경험학습, 자기주도

학습

문가의

정의

탐색 발견에

특별히 숙련된

사람

역 특수 인 지식을

가지고 높은 수 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능력을 가진 사람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

즉 특정 문제를 표 ,

해결하는데 한 패

턴을 빠르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표 Ⅱ-3> 문성 연구의 세 별 비교

참고:오헌석,성은모(2010). 문가 성장모형 성장잠재력 검사도구 개발

연구.P.18

1세 연구에서는 특정 역의 내용에 한 지식이 다른 역에도 용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문성에서의 지식이 역 특수 이라는 연구결

과가 나타나면서 2세 연구가 시작되었다(김정아,2007).2세 연구에서

문가 수행 근은 문성 연구의 역과 범 를 좁혔을 뿐만 아니라 수많

은 유형의 문성 발달과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한 실제 생

활이나 직무 역의 문성(real-lifeexpertise)개발에 한 시사 을 제공

하고 있지 못하다(오헌석 & 김정아,2007).3세 연구에서 문성의 다양

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그에 따라 문성의 정의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1세 ,2세 ,3세 문성 연구는 문성에 한 가정

과 제에 있어 차이를 보이며,결과 으로 문성에게 한 정의도 연구

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 음을 알 수 있다.다양한 학자들의 정의를 정리하

면 <표 Ⅱ-4>과 같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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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정의

Chi&

Koeske

(1983)

개인으로 하여 정보를 훨씬 더 효율 으로 습득하고

조직하게 하여 결과 으로 그 정보가 자신의 문성

역에 련된 더 나은 수행을 보이는데 도움을 주는 것
Harmon&

King(1986)

표 을 넘어서는 수행결과를 보이는 사람들이 소유한

지식과 기술

Johnson(1987)
고도로 응된 행동,올바른 해답을 제공하는 성취결과

를 얻을 수 있는 힘
Kochevar

(1994)

문성은 자신의 역에서 형 인 과정을 수행하는

과업ㆍ특수한 지식

Hearling

(1998)

특정 역 련 역의 실행에서 최상의 효율성과

결과의 효과성을 보이는 개인의 행 들이 일 되게 나

타나는 형태로 나열되는 행동
Ericsson&

Lehmann

(1999,2011)

문가가 탁월한 수 의 성과를 지속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인지 ,인식 작동,생리 메커니즘

Swanson&

Holton(2001,

2009)

한 사람이 인간 행동의 특수한 역 안에서 수행할 수

있거나 수행할 수 있다고 기 되어지는 최 의 수

Ericsson

(2006a)

보자 그리고 경험이 은 사람들과 구별되는 문가

의 특성들,기술들 그리고 지식
Chi(2006) 지식이 축 되어 나오는 기술과 이해의 표

오헌석(2006)
실천 성찰학습을 통해서 해당 분야에서 최 의 수

을 달성하게 하는 능력
오헌석 &

김정아 (2007)

특정 역에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높은 수 의 수행

을 나타내는 행동이나 잠재력

Germain&

Ruiz(2009)

특정 역에 있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경험 그

리고 기술의 결합

한국어사
특정 분야만 연구하거나 맡아,해당 분야에 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성질
웹스터사 인지 ,생리 ,지속 으로 우수한 수행을 보이는 것

<표 Ⅱ-4> 문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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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 따라 문성의 정의는 문가의 수행을 요하게 본다는 공

통 을 갖고 있으나,수행에 해 다르게 나타난다.수행에 한 강조 을

살펴보면 ① 수행 요소 (수행 역과 련된 개인의 특수한 지식과 기술),

② 수행 과정 (수행 결과를 산출하는 개인의 인지 과정과 패턴),③ 수행

결과 (개인의 행동으로 산출되는 수행성과와 효과성)로 구분할 수 있다

(배을규 외,2011).여러 연구자들의 다양한 정의 에 공통 인 요소를 살

펴보면 ① 실제 인 사람의 행동, 는 행동 잠재력,② 높은 수 의 수행

결과,③ 특수한 역,분야,④ 지식,기술,태도 등을 제시하 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문성이란 특정 역에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높은 수 의

수행을 나타내는 행도이나 잠재력이라 할 수 있다 (오헌석 & 김정아,

2007).

2) 문성과 장인정신의 공통 과 차이

‘장인’이라는 말은 국어사 에서 ‘장색’과 같은 말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것으로 업을 삼는 사람2)’, 는 ‘손재주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것으로 업을 삼거나 는 건축 따 일에 불려 다니면서 벌이를 구

하는 사람’3)이라고 되어있다.일반 으로 ‘장인’은 손재간꾼으로 정의할 수

있다.손재간꾼은 손에 의한 미세한 손기술을 가지고 정해진 창조물을 만

드는 특정한 인물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손기술에 철 하게 의존하면서도

손기술만이 부는 아니다.손기술은 가히 기능이고,손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곧 미립이 나게 된다.이러한 손기술의 미립은 기 나 기술에

그치지 않고 장인의 술과 정신세계를 구성하는 근본 요소가 된다.장

인은 손재간꾼이면서 한 지혜로운 술가이다.기술은 썰미와 훈련에

의해서 배울 수 있으나,미립은 오랜 세월동안 철 하게 단련을 하면서 자

기 터득이나 지혜의 자각으로만 가능하다(김헌선,1996).이러한 장인들의

술 정신이란 우선 자기 작업의 공간 안에서 자족 가치를 추구하는

문가 의식과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곧,외부 이고 물질 인 가치로 환

원될 수 없는 자기 세계내의 자율 가치와 질서를 시하는 것을 의미한

2) 희승 편저. 어 사전. 민 림, 1994

3) 신 철, 신 철 편 . 새 우리말 큰 사전. 삼 판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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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인정신’이란 무엇인가?장인정신이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념하거

나 한 가지 기술이나 일에 정통하려고 하는 철 한 직업 정신을 말한다.

로부터 일정한 직업에 념하거나 한 가지 기술에 공하여 그 일에 정

통한 사람을 '장인'이라고 하 는데,이것은 민족의 정신 속에 내면화되어

있는 장인 정신과 직업윤리의 한 표 이다.즉 '장인'은 순수한 우리말로

문가를 뜻하는데,사람이 력을 다하여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

각되는 것에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철 한 장인 정신의 소유자를 말하며,

장인정신은 각 시 의 정신과 그 지역과 사회의 문화 속에서 더욱 발 하

여 왔다4).

장인정신은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자기완성의 도를 시해 ‘미 가치’와

‘인간가치’를 시한다.‘미 가치’와 ‘인간가치’를 시한다는 말은 ‘완성됨’

을 요하게 여긴다는 말이다(박원철,2006).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성(Expertise)은 사 으로 ‘문가와 보

자 는 경험이 은 사람을 구별해 주는 특성,기술,지식’이며, 문가는

‘특정 분야에서 매우 유능하고 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오헌석,최지 ,최윤미,권귀헌,2007).

따라서 문성과 장인정신의 공통 은 해당분야에 한 지식,경험과 문

제해결 요소가 있다.차이 은 문성보다 장인정신은 직업에 해 더 많

은 자족 가치를 추구하고 시 정신과 지역·문화 속성이 더욱 반

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3)기능(技能)의 개념

사 상의 어원을 살펴보면 기능(skill)은 competence,proficiency의 뜻으

로서 무언가를 잘 할 수 있는 지 ,육체 능력을 의미한다.동시에 기능

은 expertise,mastery,excellence와 같이 능력의 증가라는 의미도 지닌다

(Attewell,1990;주낙선,1999).

기능은 ‘작업자 개인이 기능되는 것인가’ 는 ‘직무가 기능을 요구하는

4) 네 과사전, http://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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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는 두 가지의 에서 상이하게 정의되고 있다(Spenner,1983;

Spenner,1990;Vallas,1990;Lepalt,1990). 자는 기능을 인 소유물로

써 재능,능력,역량의 의미로 사용함에 비해서,후자는 기능을 직무요건으

로 보아 기능이란 과업요건,역할요건,직 요건 등 직무가 요구하는 기능

요건(skillrequirements) 는 직무요건의 의미로 사용한다.그러나 양

이 근본 으로 립되는 것은 아니다.즉 기능은 과업 는 과업들과

련해서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기능된다는 것은 과업 는 과업들에 기

능된다(skilledatataskortasks)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Lepalt,1990).

Spenner(1983)등 부분의 학자들이 기능의 다차원성을 인정하고 기능은

최소한 실체 복잡성(substantive complexity)과 자율-통제

(autonomy-control)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주낙선,

1999).실체 복잡성은 주로 기능의 기술 인 측면에 을 맞추고 직무

에서 요구되는 ‘지 (intellectual), 조작 (manipulative), 인 계

(interpersonal)과업들의 수 (level), 역(scope)그리고 통합(integration)’

을 의미하며,자율-통제는 기능의 사회 측면에 을 맞추고 과업수행

의 내용,방식,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의미한다.이러한 기능의

두 차원은 직업사 (DictionaryofJobTitles)의 작업자의 機能(function)인

자료(data),사물(thing),사람(people)에 각각 해당되며,기능을 이 3가지

로 측정한다.이외에 자동화의 진 과 더불어 작업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짐

에 따라서 사회 차원의 기능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Frenkel등

(1995)은 지식노동의 차원을 분류하면서 사회 기능의 차원을 개념 차

원에서 논의하 다.그는 지식노동의 차원을 지식의 형태,창의성의 정도,

기능의 형태와 수 으로 구분하고 기능의 유형을 행 ,지 ,사회 인

것으로 구분한다.행 기능은 육체 감가이나 정교성과 련된 것임에

비해서,지 인 기능은 논리,추론,종합과 체계 인 사고와 련된 것이다.

사회 기능은 ‘지속 으로 타인들로부터 특정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능

력’으로서,조직화 능력,의사소통 능력,타인으로 부터의 학습능력,타인들

과 함께 일하고 타인들에게 지식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

다(주낙선,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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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성의 발달 단계

  문가는 상당한 시간동안의 교육∙훈련과 성찰의 연속 인 과정을 통해

축 된 역 특수 인 지식과 경험을 지니며,지식과 경험의 결합을 통해

해당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길러진 문제해결능력을 갖

추고 있다(오헌석 외,2010)

문성을 습득하기 해서는 해당분야에서의 집 인 훈련과 노력의 시

간을 의미하는 의도된 훈련(deliberatepractice)의 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의도된 훈련의 는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20세에 이르기까지 축

된 연습시간의 총량을 의미하는 ‘1만 시간의 법칙’(Ericsson,Krampe,&

Tesch-Roemer,1993).체스 문가들에 한 Simon과Chase(1973)의 연구

에서 문가들이 하루 4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훈련을 10년 이상 받는 ‘10

년의 법칙(the10-yearRule)’으로 설명되기도 하 다(신종호,이 주,이태

수,임선 ,윤은희,황혜 ,2007:402).

이러한 문성 발달의 과정을 상 단계로의 진화 발 과정으로 보고

이를 단계별 특징으로 구분한 연구들이 다양한 에서 시도되어 왔다.

문성은 일정한 단계를 거쳐 발달되며,각 발달단계별로 다른 특성이 있

다고 제시되었다. 문성 발달단계를 제시한 이론으로는 Dreyfus와

Dreyfus(1986)의 기술습득 5단계론, Feldman(1994)의 비보편 역이론,

Alexander(2003)의 역학습이론(Model of Domain Learning),

Bloom(1985)의 재능발달 3단계론,Fook,Ryan과 Hawkins(2000)의 직업

문성 이론(TheoryofProfessionalExpertise)이 표 이다.

1)Dreyfus와 Dreyfus(1986)의 기술습득 5단계론

Dreyfus와 Dreyfus(1986)는 문성 발달단계를 보자(novice),고 입문

자(advanced beginner), 능숙자(competent), 숙련자(proficient), 문가

(expert)의 5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특징들을 분석하 다.

보자 단계에서는 교육을 통해 해당 분야의 탈맥락 인 객 지식과

기술을 이해한다.고 입문자 단계에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보다 세련

된 규칙을 활용하고 확장된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이 시기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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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의미 있는 요소를 악하고 용할 수 있는 실제 인 경험이

매우 요하다.능숙자 단계에서는 축 된 경험을 통해 상황에 합한

단과 결정을 내리고 계획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 으로 검토

하게 된다.이후 숙련자 단계에서는 자신의 과업에 깊이 몰입하여 상황의

특정한 부분은 선택하고 나머지는 배제하는 특징을 보이며,계획 이고 객

인 단에 앞서 직 으로 과업을 수행하기 시작한다.마지막으로

문가 단계에서는 단과 결정을 무의식 으로,자동화된 형태로 이루어지

며 자신의 활동에 한 비 인 성찰을 하게 된다.

2)Feldman(1994)의 비보편 역이론

Feldman(1980,1995)은 문성 발달 단계를 보편 (universal)단계,범

문화 (pancultural)단계,문화 (cultural)단계, 문 훈련(discipline

based)단계,개성 (idiosyncratic)단계,독자 (unique)단계의 6단계로

설명하 다.

그가 제시한 비보편성 이론(nonuniversaltheory)에 의하면 문성은 모

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보편 인 역에서 소수의 사람만이 도달

하게 되는 비보편 인 역(nonuniversaldomains)으로 발달한다.개인의

잠재력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역으로부터 다양한 형태로 발 되며 개인

의 지식과 기술은 연속 인 발달 단계를 거쳐 성장하게 된다(오헌석,

2006).보편 단계는 피아제의 상연속성과 같이 구나 습득할 수 있는

단계,범문화 단계는 언어와 같이 공식 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습득하는

단계,문화 단계는 읽기,쓰기,수학 등 한 문화 내에 속한 모든 구성원

에게 어느 정도 습득되는 단계로 다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보편 인

역이다.이후 문 훈련 단계는 특정 분야의 학문과 지식체계에 입문하

여 발달하는 단계,개성 단계는 기본 인 학문과 지식체계를 바탕으로

문 인 분야의 지식을 세분화하는 단계로 집 인 교육이 필요하다.마

지막 독자 단계는 각 분야에서 기존의 지식이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성취를 이루거나, 신 인 변화를 이끄는 단계이다. 문 훈련 단계 이후

에 각자의 역에서 문성을 습득하고,이를 세련화시켜 특출한 성과를

이루기 해서는 집 이고 강도 높은 교육과 경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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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loom(1985)의 재능발달 3단계론

Bloom(1985)은 재능 발달의 3단계로 입문기(earlyyears),과도기(middle

years),완성기(lateryears)를 제시하 다.

그는 수학,스포츠,음악 등의 역에서 높은 성취를 보이는 문인들의

공통 인 특징을 살펴보고,그들의 성인이 되어 재능을 발 하기까지의 발

달과정에 해 연구했다.각 시기별 특징으로는 특정 역에서 자신의 재

능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입문단계,집 인 교육을 통해 기술을 숙련해가

는 교육단계,해당분야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문성을 발달시키는 완성단

계로 정의되었다.입문기는 자신이 재능 있는 역을 발견하고,이에 한

열정과 심을 갖게 되는 단계이다.이후 각 역에 한 집 인 교육을

통해 재능이 보다 기술 으로 정 해지는 과도기를 거쳐 스스로 자신만의

독특한 표 방식을 발달시키는 완성기에 이르게 된다.

Bloom(1985)의 재능 발달 3단계 이론을 화배우의 문성 발달과정으

로 발 시킨 신종호 외(2007)의 연구에서는 화배우의 연기 문성 발달

과정을 생애사 사건을 심으로 분석하여 입지(preparation), 참여

(participation),주도(leading)의 3단계로 구분하 다.

4)Alexander(2003)의 역학습이론(ModelofDomainLearning)

Alexander(2003)는 인지 역에 주목하고 있는 문성 연구의 한계를

지 하며,학문 역에서 문성 발달의 특성을 다양한 요인과 단계로

보여주는 역학습모형(modelofdomainlearning)을 제시했다.

그는 문성이 지식, 략 처리,흥미의 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며

발달한다고 보고,발달과정을 응기(acclimation),유능기(competence),숙

달기(proficiency)로 구분하 다. 응기는 제한된 지식을 습득하여 보

인 수 의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단계이며,유능기는 학습자의 지식에 양

,질 인 변화가 일어나는 단계이다.마지막으로 숙달기는 심층 인 지식

을 습득하여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거나 고난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숙

련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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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ook, Ryan과 Hawkins(2000)의 직업 문성 이론(Theory of

ProfessionalExpertise)

Fook,Ryan과 Hawkins(1997,2000)는 문성 발달과정의 7단계를 학

습자(pre-student), 보자(beginner),고 입문자(advanced-beginner),능

숙자(competent),숙련가(proficient),경력자(experienced), 문가(expert)

단계로 구분하 다.

직업 문성 이론(theory of professionalexpertise)에서는 Dreyfus와

Dreyfus(1986)의 발달단계에 2단계를 추가하여 총 7단계의 발달과정을 제

시하 고, 문성의 11가지 차원으로 명제 지식(substantiveknowledge),

차 지식(proceduralknowledge),기술(skills),가치(values),맥락성

(contextuality),반 성(reflexivity),통찰력(breadth of vision),유연성

(flexibility),이론 용(useoftheory), 근(approach),직업 (perspective

onprofession)을 규명하 다. 학습자는 갈등 상황을 해결하거나 통제하

는 것이 불가능한 단계이고, 보자는 일반 인 략을 활용할 수 있는 단

계이다.고 입문자는 보다 세부 인 략을 활용하고 자신감을 갖는 단

계이고,능숙자는 범 한 략을 활용하며,숙련가는 개인 으로 갈등 상

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단계이다.경력자는 복잡하고 애매한 갈등 상황을 능

숙하게 처리하고, 문가는 문제 상황에서 다양한 종류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결가능성을 타진하고 상황에 맞게 기술을 재구성할 수 있는 단계이다.

그는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가치와 지식에 근거하여 단하고 행동할 때에

직면하는 복잡성과 애매성을 지 하고,사회복지 문성에 한 이론을 제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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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문성의 발달과정

Dreyfus

&

Dreyfus(1

986)

보자

(novice)

고

입문자

(advanced

beginner)

능숙자

(compet

ent)

숙련가

(proficient)

문가

(expert)

Feldman

(1980,

1995)

보편

(univers

al)

범문화

(pancultur

al)

문화

(cultural

)

문

훈련

(discipline

based)

개성

(idiosyncrat

ic)

독자

(uniq

ue)

Bloom

(1985)

입문기

(earlyyears)

과도기

(middleyears)

완성기

(lateryears)

Alexande

r

(2003)

응기

(acclimation)

유능기

(competence)

숙달기

(proficiency)

Fook,

Ryan

&

Hawkins

(1997,

2000)

학습

자

(pre-stu

dent)

보자

(beginner)

고

입문자

(advanc

ed

beginne

r)

능숙자

(comp

etent)

숙련

가

(profi

cient)

경력자

(experie

nced)

문

가

(expe

rt)

<표 Ⅱ-5> 문성의 발달과정

6) 문성 발달 단계에 한 한국의 연구

김주 (2009)은 차량기술사의 문성 발달단계는 자격취득 비기,자

격 취득기,자격취득 후 문능력심화 확장기( 로젝트 수행), 문성

성기(논문, 서,특허출원), 문성 공 기(베풀음과 보람)의 5단계로 분류

하 다.자격과 직무능력을 바탕으로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평생의 종

단 인 문성 발달 단계를 구분하 으나,기존의 문성 발달 이론과는

기술 특성과 구분기 이 서로 달라 정확한 비교가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

다.

유 실(1998)은 ‘체육 재능의 발달과정에 한 연구’에서 발달단계는 기

형성단계,재능분야의 입문단계,재능에의 몰입 도약단계,탁월성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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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의 단계,재능분야에서의 새로운 지식 기술 창조 단계의 5단계로 나

었다.이지혜(2000)는 40~50 의 성공한 미용인의 직업발달 심으로 ‘성

인의 학습자 성장과정 연구’에서 과정을 입문· 문성·공유 학습기의 3단계

로 구분하 다.

오헌석 외 4인(2006)은 술 문성 발달의 인 자원 개발 과정 사례 연

구를 하 고 보편/범문화/문화 단계,학문단계,개성단계와 독자 단계의

4단계로 구분하 다.권경인(2007)은 한국 집단상담자를 상으로 연구한

발달과정은 ‘집단상담 이행과정’,‘모방과정’,‘개별화 과정’의 세 과정으로

구분되었다.

김정아(2007)은 방송사 PD 문성의 계발과정 구성요소에 한 연구

를 하 고 비,탐색, 응,성취,창조 실천 단계의 5단계로 구분되었

다.그리고 5단계 과정에서 크게 응단계에서 성취단계로 넘어가는 시기

와 성취단계에서 창조 실천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 두 요한 시기

(criticalperiod)를 거치게 된다고 하 다.이 두 번의 요한 시기를 밝

냄으로써 보자에서 문가가 되지 못하고 문가나 숙련가 단계에서

머물게 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같은 업무경험과 기간을

가지더라도 구는 문가가 되고, 구는 문가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두 번의 요한 시기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인 것으

로 드러났다.

홍애령 등(2011)은 무용분야의 문성 발달과정은 크게 기술 문성

습득 단계(adancer),독자 문성 모색 단계(uniquedancer),창의

문성 탐색 단계(emergentdancer)’3단계로 나 수 있다고 하 다.

다. 문성 발달 요소

 한국에서 과학기술인재의 성장에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는 아래와 같

이 이루어졌다.오헌석 외(2007)는 세계 수 과학자들의 문성 발달과정

을 Csikszentmihalyi의 개인- 역-환경 상호작용모형[그림 Ⅱ-2]으로 분석

하고,이들이 상 단계로의 독자 문성을 발 해 나가는 과정을 탐색기,

입문기,성장기,주도기로 구분한 연구를 통해 과학인재들의 문성 발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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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그리고 각 시기에 따라 탐색기에 자기주도 학습

태도,다양한 심 강 의 발견,학구 이며 자유로운 가정환경,의미있는

만남이,입문기에는 독립 인 성격특성, 공분야에 한 지식습득, 학에

서의 학문 갈증과 지 탐구가 과학인재의 문성 발달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후 성장기에는 과제집착력,몰입 경험, 심분

야 평생 연구주제의 발견,형식교육에서의 멘토와의 만남이,주도기에는

우선순 정하기,의사소통능력,창조 연구 성과와 사명감, 다른 재능

과의 만남,평가 지원 체계가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오헌석,2010).

[그림 Ⅱ-1]IDFI(Individual-Domain-FieldInteraction)inexpertise

development

김왕동(2009)은 경력 성숙 성장기에 있는 한국국내 세계 수 의 과

학자 9명의 경력과정을 분석하 다.세계 과학자의 연구단계에 향을

주는 요인을 연구비,연구조직,연구 , 로벌 네트워크,연구윤리 창의

문화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 다.과학자의 핵심성과는 학문분야와 개인

에 따라 조 씩 차이가 있으나 평균 7-10년 정도 소요되고 부분 과학자

들은 한 연구 역을 변경하지 않고 한 가지 분야에 지속 으로 몰입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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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수치제어 기능인재의 문성 발달

기능인재의 성장은 일정한 법칙 방식이 있다.王通讯(2006)는 인재 8

법칙(사 효과 법칙(师承效应规律),장 은 살리고 단 은 보완하는 법

칙(扬长避短规律),최 연령 법칙( 佳年龄规律),마태 효과 법칙(马太效应

规律),기 효과 법칙(期望效应规律),공생 효과 법칙(共生效应规律),

효과 법칙(累积效应规律),종합 효과 법칙(综合效应规律))를 밝혔다.이를

바탕으로 韩玮와 张吉良(2007)의 연구 에서 기능인재 성장의 일반 법칙

에는 내인 구동 법칙(内因驱动规律),사제 승 법칙(师徒传承规律),해당

직 에 한 문가 법칙(岗位成才规律),성장주기 법칙(成长周期规律),피

라미드 법칙(金字塔规律),용불용설 법칙(用进废 规律),기능올림픽을 통한

발달 법칙(技能在比赛中实现飞跃),마태 효과(马太效应)등 기능인재의 성

장에는 일정한 객 법칙이 있음을 밝힌다.

첫째는 내인 구동 법칙이다.기능인재의 성장 과정을 보면,직업,나이가

다르고 경력이 상이함에도 한 가지 공통 이 있는데,그것은 기능인재들이

정확한 인생 과 가치 을 수립할 수 있고,높은 학구열을 지니고 있으며,

진취 인 정신과 착실한 실천 정신,훌륭한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이다.이런 부분은 그들의 성공을 지탱하는 가장 요한 요소이다.높은 소

양과 개인의 극성,자발성은 기능인재의 성장에 있어서 강력한 동기가

되며,개인의 자각과 노력이 없이는 어떠한 성과도 이룩할 수 없다.

둘째는 사제 승 법칙이다.사제 계는 제자가 학습에 응함으로써

직 경험을 얻는 것인데,특히 잠재 인 경험을 얻는 개성 인 학습 방

식이라는 에서 잠재 인 지식의 와 환의 이론 기 에 합하다.

교육 방식은 주로 기능 유형의 지식의 기술 인 이용에 한 교육으로,개

인이 숙달하고 있는 기능,기교,손재주,특기,노하우,경험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잠재 지식의 형성과 개인의 경험 행동과 공은 하게

연 되며,개인의 장기 인 과 깨달음의 결과이다.이것들은 개인화시

키는 정도가 높고,개인의 행동과 경험 깊숙이 내재되어있기 때문에 언어

달과 가 어렵다.이와 같은 사제 계 교육 방식에서 스승은 거



-35-

의 반생의 경력을 통해 얻은 노하우,기술,특기 등을 짧은 시간 안에 제

자들에게 수함으로써,제자들은 탐색 시간을 약할 수 있고,스승의 지

도를 통해 자신의 기술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문 기능 수 과 작업 효

율을 향상시킨다.

셋째는 재직 과정에 문 인재로 되는 법칙이다.기능인재는 특정 직무

와 연계된다.만약 근무지를 떠나면 그 존재의 기 를 잃게 된다.그것은

기능은 일종의 경험의 이므로 직무 실천 경험이 결여해서는 높은 수

의 기능인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기능의 향상은 직무의 실제 훈련과

체득을 필요로 하며,반드시 개인이 직 작업을 하고,반복된 실천 과정에

서 배운 이론 지식들을 응용하고 검증해야 한다.이로써 반복 인 사고

와 탐구,깨달음 속에서 경험을 하고 기교를 악하는 것이다.다음으

로 기능인재들로 하여 임의의 직무에서 일정한 시기 동안 고정 으로 있

음으로 하여 풍부한 경험을 할 수가 있고,만약 빈번하고 근무지를 바

꾸면,기능인재의 성장에 불리하다.

넷째는 성장주기 법칙이다. 재 국의 기능인재의 교육 시스템에서 통

계 분석해본 결과,고 인원을 양성하는 데 8~10년의 시간이 필요하고,기

사는 12년의 시간,고 기사는 15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韩玮 & 张吉

良，2007).기능인재의 성장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

문에 형식 교육 후에 기능 습득을 시작하기부터 실천 생산 후 다시 교

육 받기까지 여러 단계의 성장 과정을 필요로 한다. 진 요소를 만들어서

이러한 과정을 가속화시키며 교육 기간을 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약

인 성장을 실 할 수는 없다.기능은 일종의 경험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

의 향상은 진성과 특성을 지닌다.기능인재의 성장은 생산,업무

의 실천 과정에서 차 으로 완성되고,신입으로부터 문가로의 진

인 과정이 항상 존재한다.

다섯째는 피라미드 법칙이다.기능인재는 기술 노동자들 의 뛰어난 사

람들로,이들 역시 일반 기술자들로부터 온다.마치 피라미드처럼,일정한

고 인력 수 에 달할 수 있으며,반드시 일정한 기 인력 수 을 보증

하고,기능인재의 다양한 등 이 일정한 비례 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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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는 용불용설 법칙이다.기능인재의 성장 궤 에서 보면,기능은 일

련의 생산 문제 들을 극복하고,하나하나의 기술 난 들을 극복하고 나서

야 차 으로 증가할 수 있다.따라서 기능인재의 양성은 핵심 직무의 설

정 외에도 기능인재들에게 책임을 가 하고 임무를 정함으로써,그들이 연

구 과제를 통해 기술상의 난 을 돌 하여 고장을 배제할 수 있게 하고,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훈련과정을 거쳐 성장할 수 있다.

일곱째는 기능이 회에서 비약을 이룩한다.기능 회는 성공의 계단으

로, 한 개인 기능을 향상하는 효과 인 형식이기도 한다.그것은 기능으

로 하여 질 인 비약을 할 수 있게 구한다.최근 동안, 국 각 지

역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 회,기술 시합,직무 훈련 등 기능인재들을

한 성장의 랫폼을 제공했다. 회의 내용으로부터 봤을 때,보통은 신기

술을 제시하고,새로운 공 를 응용하여,기술 함량이 높은 편이다.이는

기능인재에 한 요구도 상 으로 높게 하고,참가자들에게 회 정

성을 다해 비하게 한다.기능인재들로 하여 집 으로 기술을 배우고,

기능을 훈련한다. 회 후 반복 으로 사고하여, 회 의 경험과 교훈을

총결 짓고,기능의 향상과 비약에 이로운 것에 해서 반복 으로 생각하

게 한다.그 밖에,기능 회는 실천도 요시 하고,이론도 요시 하며,

기능도 심사하고 인내심과 인내력도 심사하며,신체 소양도 고찰하고 심

리 건강도 강조함으로,참가자들에 한 면 인 검이다.

여덟 번째는 마태효과이다.좋은 사회 분 기는 기능인재 성장의 거름

이며,선진 인 직업 이념과 사회 기능인재의 사회 문화를 시하

는 것은 기능인재의 성장과 개발에 있어서 매우 요하다.사회 반에서

봤을 때,기능인재의 발 에 있어서 환경 문제를 잘 해결해야만 근본 으

로 기술자를 경시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기능인재는 과거 국에서

는 요시 여겨지지 않았는데,이는 오늘날 기능인재 부족의 요한 원인

하나이다.

에 제시된 성장 법칙에 따라 기능인재들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게 된

이유를 밝 보았으나,구체 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성장해왔는지에 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수치제어공작기계 조작훈련과

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로 나 게 되었다(邓建平,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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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계는 일반형 공작기계 조작훈련이다.수치제어공작기계는 일반형

공작기계를 기반으로 컴퓨터 기술,자동 제어 기술,검사 측정 기술 등을

통해 발 한 고정 도 자동화 공작 기계로,수치제어가공과 통기계가공

은 가공 원리에서 있어서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난다.일반형 공작기

계 작업을 숙달하는 것은 수치제어공작기계 작업자로서의 필수 조건이다.

일반형 공작기계에서 종합 부품에 한 가공을 통해,기능 인재들로 하여

정확하게 삭기구, 삭 용량을 선택하고,가공 방법과 측정 방법

보조 도구를 사용 하는 능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실천 단계에서

는 일반형 공작기계 작업 기능을 으로 훈련하는데,이는 수치제어공

작기계 작업의 기 로써,이러한 기 의 좋고 나쁨은 직 으로 수치제어

공작기계 조작 훈련의 효과에 향을 미친다.

둘 단계는 수치제어공작기계 조작훈련이다.수치제어공작기계 조작훈련

은 이론과 실천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훈련 방법을 채택한다.즉,이론 학

습,실험 조작과 실기 연습의 한계를 깨고,이론 학습의 장소를 실험실

는 실습 작업장으로 옮김으로써 이론 학습과 실천 학습이 결합되어 교차

으로 진행되게 하는 것이다.이러한 훈련은 기능 인재들이 실천을 통해 이

론을 다시 검토해보는 순환 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작업하면

서 배우게 되다”효과를 얻을 수 있다.이에 따라 기능 인재의 학습 능력

과 실기 수 이 발달되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형 인재와 실천형 인

재가 된다.

일반 으로 수치제어공작기계 작업훈련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첫째 단

계는 수동 로그래 훈련이고,둘째 단계는 자동 로그래 훈련이며,

셋째 단계는 수치제어공작기계 작업훈련이다. 로그래 훈련은 수치제어

공작기계 시뮬 이션 소 트웨어와 CAM 소 트웨어 등으로 진행한다.기

능 인재들은 일정한 기술과 로그래 능력을 기 하에,가공 과정을 시

뮬 이션하고, 로그래 의 정확성을 검증하며,실제 수치제어공작기계의

조작을 해 기 를 쌓음과 동시에 오작동으로 인한 신체상해와 기계의

손을 방지한다.기능 인재는 수치제어 로그래 방법 습득을 바탕으로

수치제어공작기계 작업훈련을 시작할 수 있으며,주요 내용은 수치제어공

작기계 인터페이스 작업, 삭기구 작업, 로그램 운 ,가공 사이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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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종합 부품의 가공 품질 분석 등이 있다.이를 통해 기능 인재들

이 수치제어공작기계의 다양한 기능과 작업 방법에 숙련하게 되면,규격에

맞는 부속품을 가공할 수 있게 하고,수치제어공작기계 자의 요구에

따라 련 기능 작업 인증을 마친 뒤,직업 자격증을 취득한다.

셋 단계는 인턴십이다.학교에서의 훈련 장비와 기업의 생산 설비는 수

량,작업 방법과 신성 등의 면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근무지

에서 생산형 수치제어공작기계를 완벽하게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그

러므로 기업에서의 인턴십을 통해,실 경험을 쌓고,생산 공정에 익숙해

짐으로써 취업을 한 비를 충분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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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도 연습 연구

가.의도 연습의 등장

뛰어난 성과를 만드는 문가들의 행동을 볼 때,평범한 사람과는 구별

되는 행동이 유 요인 혹은 노력 어느 것에서 기인하는지에 한

답이 선행되어야 한다.이는 사실상 "타고나는 것"과 "길러지는 것"에 한

논쟁의 연속으로, 문 지식 획득에 한 논의에 앞서 우선 으로 답해야

하는 문제이다.의도 연습 이론의 등장은 바로 이 논쟁을 기반으로 한다.

1)유 요인

Galton(1979)에 따르면,유 요인은 개인이 달성 될 수 있는 수 을

결정한다.이와 같은 유 결정론은 100여 년 동안 상당히 유행이었다.유

은 개인 신체의 구조와 신경계,그리고 성과 수 에 향을 미치는 결정

인 요인이다. 재까지 Gardner(1995)는 이와 같은 을 지니고 있는

표 인 심리학자이다.그는 8가지 지능을 제시하면서,각각의 지능들은

모두 독특한 생물학 기반이 있으며,행동 수 들은 이러한 지능 요인의

제약을 받는다고 보았다.

유 요인으로 인간의 뛰어난 행동을 해석하는 원인은 단순함으로

범하게 받아들여졌으나,이와 같은 논의는 여러 가지 도 에 직면한다.(1)

운동 역에서는 이른 유 결정으로 인한 불가변한 생리 특징들도 연

습을 통해 변화가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를 들어,최고의 장거리 운동선

수는 5년의 연습으로 큰 심장 크기를 가질 수 있으나,훈련을 멈추면 10년

안에 심장의 크기는 정상 수 으로 돌아간다. (2)미술 역에서,

Pariser(1987)는 3명의 회화 천재들의 20세 이 의 작품을 분석하면서,이

3명의 "천재"들은 이미지 해석 능력 부분의 문제 악은 천부 재능이 비

교 낮은 개인들과 유사했다.그들의 청년시기 회화는 모두 "상당히 둔하

고,흠이 있고,일반 인 작품"이었다.그것은 훈련과 연습이 성과에 미치

는 향이 아주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천재"라 하여도 마찬가지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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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3)음악 역에서,Cohen(1990)는 일반 어린이들은 5세 이 에 음조

식별을 쉽게 배우며,이처럼 유 요인을 지닌 음악 바보,천재들은 단지

이러한 능력을 지닌 것뿐,환경과 교육의 추가 인 지원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4)기본 인지 지각 운동 능력을 시도해 보았을 때, 를 들어,기

억 능력에 한 테스트,자극 인 느낌에 한 단순한 반응 감지 등이 개

인 특정 역의 최종 성과를 측함에 있어서 성공 이지 못했다.그밖에,

IQ능력(지력)의 성과에 한 련성이 비교 낮았다.Hulin(1990)등은 IQ

수치와 같은 역에서 가장 높은 수 의 문가와 가장 낮은 수 의 문

가를 구분해낼 수 없음을 발견하 다.

개인의 일평생 과정에서,뛰어난 행동의 요한 특징은 경험에서 얻는

것이며,노력을 통한 행동 개선의 효과는 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유

요인은 개인이 평생 동안 얻는 성과에 해 결정할 수는 없다.

2)연습

문성 연구자들이 봤을 때,연습은 문성 획득에 있어 결정 작용을

한다.연습에 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 있다.(1)개인은 충분

한 연습만 된다면 최고의 행동 수 에 달할 수 있다.(2)연습을 통해서 기

본 지식과 기능을 익히기만 하면 빠르게 뛰어난 수 을 달성할 수 있다.

Ericsson(1993)이 봤을 때,많은 연구자들이 연습의 효과를 의심하는 것은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에서 비롯된다.이러한 연구자들은 연습이 개인

으로 하여 빠르게 높은 수 의 행동을 획득할 수 없음을 발견한다면,바

로 개체 유 차이가 행동 수 에 해서 결정 인 작용을 한다고 주장

한다.

Ericsson(1993)은 이 두 가지 자체가 틀린 것이라 보았다.그 증거

는 다음과 같다.(1)개인은 단일 동작의 반복 연습으로는 최고 수 에 달할

수 없다.기능 획득에서의 "고원 상"은 단순한 동작의 반복으로는 기능의

발 이 상 으로 높은 수 에 달하나 최고 수 에는 달하지 못함을 나타

낸다.Thorndike(1913)는 성인이 일반 인 임무를 집행할 때, 최고 수

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며,"그것은 우리는 아직 개선할 부분이 많거나



-41-

는 어떻게 연습을 시켜야 할지를 모르거나 개선에 해서 의식하지 않거

나,아니면 세 가지 경우가 공통으로 작용하는 결과"임을 발견하 다.따라

서 Ericsson(1993)는 행동 개선은 연습이 한 자연 인 결과가 아닌,반

드시 최 화된 연습 방식으로 재의 행동에 해서 의식 인 재조정을 해

야 한다는 것이다.(2)최고 행동 수 의 획득은 장기 인 것이다.Chase&

Simon(1973)는 바둑 문의 연구에서 구도 10년 안의 연습에 집 하는

기간 내 국제 수 에 달하지 못했음을 발견했다.그의 계산에 따르면 개인

이 음악을 배우기 시작해서 유명한 작품을 쓰기까지 보통 20년 정도의 시

간이 필요하다.기타 역, 를 들어,엑스선 진단 역,의료 진단 역에

서 정상 문가가 되려면 최소 10년의 집 인 비가 필요하다.

이상의 유 효과에 한 반론과 잘못된 훈련 의 정정을 기반으로

Ericsson(1993)은 조기의 일부 연구 발견에서의 연습과 행동 수 사이에

는 매우 약한 상 성을 갖고,이는 유 요인의 결정 작용을 설명할 수

는 없다고 보았다.실질 인 원인은 연구자들이 인식하지 못한 훈련의 장

기성과 특수성에 있었으나, "유사한 연습" 역에서의 련 활동들은 실

험실 환경에서 단기 연구를 통해 결과를 얻었었다.Ericsson(1993)는 개인

이 궁극 인 성공은 의도 인 노력의 연습에서 얻으며,이와 같은 연습과

기타 역의 련 활동들을 구분해야 하고,개인 삶의 발 기간 동안 그

작용에 찰해야 함을 강조했다.

나.의도 연습 이론

Ericsson(1993)은 개인의 궁극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은 장기 이고 특

수한 연습활동,즉 의도 연습,교사 는 지도자로부터 문 으로 설계

되어,개인 재의 수 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본다.

1)의도 연습의 개념 특징

최고 수 의 문가가 되기 해서는 단순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연습하

는 것이 아니라 ‘의도 인 연습(deliberatepractice,DP)’이 필요하다.의도

연습이란 성과를 높이기 해 특별히 계획된 활동이다.이런 활동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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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역에 하게 련이 있고 최고도의 완성을 해 노력을 기울이며,

때로는 본질 으로 즐겁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그러나 최고 수 의 문

가들은 집 인 연습과 실험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인다.결국 최고의

문가가 되기 해서는 ‘질이 보장된 양으로 승부해야 한다.’(오헌석 외,

2009).배을규 외(2011)는 문성이 일상 행동으로서 반복된 경험에 의한

자동 생성물이 아니라고 말한다.경험의 습 반복은 문성을 퍼포먼스

처리 속도를 증가시키는 자동성 수 으로 이끌 수 있으나 질 향상은 기

할 수 없다.최고 수 으로 문성을 개발하기 해서는 장기간의 의도

이고 집 된 실천(deliberatepractice,DP)이 필요하며 DP가 효과 이기

해서는 스승이나 코치를 통해 즉각 피드백과 합한 훈련 기회가 제공

되어야 한다(Edwards& Nicoll,2006;Ericsson,2009;Ericson,Krampe&

Tesch-Romer,1993).즉,도달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목표 수

에 도달하 는가를 지속 으로 평가하며,실수의 원인을 규명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문성을 뛰어난 수 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Ericsson,2008;Macmahon,2007).따라서 의도 연습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찰하면서 반성 성찰을 하고,그 결과 목표에 도

달하는 실천 원리를 개념화하며,이를 다시 행동에 용하는 순환 인 학

습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Kolb,1984;Schön,1983).

의도 인 연습이란 한 개의 문 역에 해서 조기에 진입해서 10년 이

상 장기간의 노력을 들이는 것으로 이때 경험은 단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쌓인 양이 아니라 질 인 측면이 강조된 개념이다.수행이 일정한 수 에

도달해 습 화·자동화되고 더 이상 의식 으로 노력할 필요가 없을 때에도

한 단계 더 진보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의도 인 연습에 임하면 개인은

자신의 경험과 수행에 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게 되고 나아가 인간의 한계

를 뛰어넘는 탁월한 성취를 이루게 된다(Ericsson,Nandagopa,& Roring,

2009).타고난 지능이 인간의 성취를 모두 설명해 주지 못해서 발달

이 이를 설명하려 했다면, 문성 연구의 은 인간의 생물학 발달

이 모두 끝난 이후에도 수행의 수 이 계속 향상되고 있는 상을 설명함

으로써 재능과 탁월성에 한 연구를 진일보시켰다(Ericsson,Nandagopa,

& Roring,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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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연습은 스승이나,코치, 는 멘토 등으로부터 끊임없는 피드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는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컨

스포츠나 악기연주와 같은 분야의 경우 피드백이 즉각 이고 분명하게 이

질 수 있지만 이 연구의 상인 수치제어분야 기능인재들이 제품 생산

활동이 심이 되는 분야에서는 코치,멘토 등에 의한 피드백이 제한 이

다.이와 같은 분야에서 피드백은 별도의 코치나 멘토를 통하기보다는 같

은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활동 속에서 행동자 자신의

내면에서 이 지는 경우도 있다.

한 의도 연습은 성과를 계발하고 향상하는 방법에 있어 각 분야에

존재하는 지식을 활용해서 결과를 창출하도록 디자인된 것이다.더 나은

성과를 해 스윙이나 바이올린 연습을 해 시간을 할애하는 자기 리 방

식의 시도가 아니라,그 분야의 문가이자 더 나아지는 방법을 알려 수

있는 사람을 통해 고안된 것이다.스승 는 코치는 당신이 악하지 못하

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도 연습에서 경험이 실력 향상으로 이어지기 해서는 경험의 양이

아니라 실 경험을 둘러싼 맥락과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즉,경험의 횟수

나 기간이 아니라 경험의 계획으로부터 경험 후의 피드백에 이르는 과정이

어떤 구조로 짜여져 있는지와 이를 해 투자하는 ‘정신 노력’의 양이 더

요하다.행동자 본인의 체계 계획과 피드백 과정 없이 활동만으로 구

성된 경험은 실력 향상에 기여하기 힘들다.이와 같은 조건이 갖춰진 이후

에는 얼마나 그 활동을 반복수행하느냐가 성과 향상의 정도에 큰 향을

미치는 연구에 참여한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이런 에서 놀라울 정도의 열

정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경험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으로 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

라는 사실 한 알려져 있다.같은 분야에서 같이 10년을 보내도 어떤

사람은 문가로 성장하고 인정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지 못하다.

이는 앞선 연구자들이 계산한 1만 시간과 10년이 단순히 특정 분야에 머물

거나 특정 작업을 수행한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종류의 활동 시간만을 따

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괴리이다.

이 특별한 종류의 활동은 Ericsson이 의도 연습(deliberatepractic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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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용어로 개념화한 것으로,그와 후 의 연구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의도 연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의도 연습은 첫째,성과

를 계발하고 향상하는 방법에 있어 각 분야에 존재하는 지식을 활용해서

결과를 창출하도록 디자인된 것이다.둘째,무수한 반복을 요구한다.셋째,

분야별고 그 형식과 회수에 차이는 있지만 기본 으로 스승,코치,멘토 등

으로부터 제공되는 피드백을 필요로 한다.넷째, 과 집 이라는 상당한

정신 노력이 든다.즉 문가로 성장하기 해 필요한 경험은 성과 향상

을 해 특별히 계획된 것으로,상당한 정신 노력을 기울여 수행하면서,

즉각 인 피드백을 받으며,무수히 반복할 때에라야 의미가 있다.

Colvin(2009)는 네 가지 특징에 더해 의도 연습의 다섯 번째 특징

으로 본질 으로 즐겁지 않다는 것을 들고 있으나 있는 개인에 따라 차이

가 있으며,더욱이 이 연구를 통해 밝 진 바에 따르면 이와 반 되는 특

징도 발견되었다.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의도 연습을 크게 피드백,구

조와 의도성,반복수행이라는 세 가지 하 요인으로 구조화하 다.이는

문성에 한 선행연구에서 이미 구조화된 바이지만 이 연구들의 연구

상이었던 연주자,운동선수 등의 집단과 달리 기능인재의 문성 심화과정

에서는 구체 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분석하 다.

이와 같이 의도 연습 개념에 바탕을 둔 문성 연구들이 문성 발달

을 이해하는 데 있어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의도 연습이 문

가의 경험 체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의도 연습이라는 개념 자체가

문가들의 일상 경험에 주목한 것으로 생애에 걸친 문성 발달 과

정의 경험 체를 다룬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의도 연습과 기타 활동의 비교

의도 연습 활동은 문 설계를 거쳐,업무 활동(work)과 놀이 활동

(Play)두 가지 요한 역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이 두 가지 요한

역의 련 활동은 많은 차이가 있다.이 세 가지 활동의 목표는 가와

보수에 있어 모두 차이를 보이며,개인이 이러한 활동에 종사하는 빈도에

도 차이가 있다.우리는 의도 연습 활동과 업무 놀이 활동의 구분을

분석함으로써 의도 연습 활동의 의미에 해서 진일보로 이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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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업무란 보수를 얻는 활동,경쟁과 서비스 외부 포상의 기타 활

동을 말한다.업무 활동의 주요 특징은 시간 인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즉, 는 기타 외부 장려는 개인이 규정 시간 안에 최고 수 의 행동

을 요구하며,업무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는 잘못을 지르면 가가 더

크다.따라서 업무 활동에서 개인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방법으로 문제

를 해결하며,새로운 것 는 더욱 효과 인 것을 탐색하려 하는 신뢰성을

알 수 없는 것에 해 탐색하려 하지 않는다.이러한 의미에서 업무와 의

도 연습의 차이는 아주 분명하다.비록 업무 활동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

하지만,외부 자격 요인의 제약이 최 화의 수 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

다.반 로 의도 연습은 행동 개선의 내재 만족감을 반 하고,그것은

개인이 반복 으로 조작하게 함으로,이로써 행동의 핵심 특징에 주목하

고,반 된 정보에 따라 행동을 지속 으로 개선하게 한다.

놀이란 명확한 목표가 없는 자체로 오락성을 띄는 활동을 말한다.그것

의 주요한 특징은 활동 자체가 내재 오락성을 갖춘 것이며,개인으로 하

여 긴 시간 동안 자발 으로 이러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Csikszentmihalyi(1990)는 일종의 오락 상태의 "몰입"(flow) 상은 그 상태

에서 개인이 완 히 임의의 활동에 몰두한다고 했다.운동 역에서 보고

한 정상 체험(Peekexperiences)도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임의의 활동을 집

행했을 때 얻는 오락감을 나타냈다.놀이 활동에서 이와 같은 주의를 기울

이지 않는 오락 상태와 의도 연습이 요구하는 집 유지는 반 된 정보

에 따라 행동에 한 개선을 하는 상태에서도 차이가 있다.의도 연습은

매우 구조화된 활동이고,그 목 은 행동의 개선을 명확하게 밝힌다.설계

가 특수한 임무는 개인으로 하여 단 을 극복하게 하며,개인의 행동은

자세하게 모니터링 되고,이로써 개선의 단서를 찾는다.

의도 연습 개념은 이 연습 개념의 심화 개념으로,우리로 하여

혼잡한 ‘연습 활동’의 범주에서 "의도 연습 활동"과 기타 "지원성 역

활동"으로 구분하게 하고,이 "연습 활동"에서의 무 한 변수를 버리고,

훈련이 행동 개선에 한 작용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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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도 연습으로 문성 획득에 한 해석

Bloom(1985)은 정상 문가 성장의 세 가지 분명한 단계에 해서 묘

사했다.(1)아동시기,그들은 일 해당 역의 놀이성 활동에 들어섰다.

(2)일정 시간의 놀이성 경력 뒤에,그들은 임의의 "경향성"을 보이며,이때

부모들은 선생님을 찾아 제한 시간의 의도 연습을 시킨다.이 게 훈련

의 일상 습 의 형성을 지원하고,그들이 행동의 진보에 주의하게 함으

로써 이러한 연습의 도구 가치를 인식한다.(3)경험의 증가와 의도 수

의 향상과 더불어,그들은 해당 역에서 연습과 "경향성"의 불과분한

통합을 나타낸다.Bloom(1985)의 서술을 기반으로,Ericsson등(1993)은 개

인 역 문성 발 의 단계 특징을 제시한다.

Ericsson(1993)은 의도 연습을 기반으로 문성 획득의 이론 임

을 해석한다.그는 문가 성과 달성의 4단계 이론을 제시하고,성과 수

4단계 연속 발 과정에서 의도 연습이 핵심 작용을 한다고 본다.다양

한 한계를 극복하고,의도 연습 시간은 직 으로 수련자의 성과 수

을 결정한다.

첫 번째,성과의 발달이다.성과를 추구하는 것은 상당한 가를 필요로

한다.소수의 사람들은 어떤 역이 문가 열에 들어서 살아남을 수 있

다.따라서 수련자가 어떻게 임의 역에서 연습하고,해당 역 활동에 종

사하는지는 요한 화제로 거듭나고 있다.Bloom(1985)이 제시한 문가 3

단계 모드를 기반으로,Ericsson(1993)은 성과 달성의 네 가지 단계 이론을

[그림 Ⅱ-3]과 같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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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문성 발달의 4단계 모형

1단계:수련자가 임의 역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의도 학

습을 진행하는 것으로 마감한다.수련자는 아동시기 해당 역의 놀이 활

동에 속해지고,유의식,무의식 에 많은 역의 련 활동을 하게 된다.

일정 시간의 놀이와 오락 경력 뒤에는 ‘천부 재능’ 는 ‘취미’를 드러낸

다.그러면 부모는 지도자를 찾아 제한 시간의 집 연습을 시킨다.수련

자는 연습의 일상화 습 을 형성하고,이러한 연습의 도구 가치를 인식

하게 된다.

2단계:긴 시간의 비 기간을 포함하여 몸과 마음을 다해 의도 연습

에 집 하는 것으로 종료된다.이 단계에서 수련자는 차 으로 매일 연

습 활동의 양을 늘이고,부모는 그들로 하여 자신의 성과수 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높은 수 의 선생을 찾고,더 나은 연습 장비를 구매하거나

제공한다.심지어 이사를 하여 좋은 교육 조건을 찾아나선다.

3단계:의도 연습에 집 하여 행동을 개선하는 것을 포함하여,수련자

가 해당 역에서 직업 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에서 종료된다.이때 "훌

륭한 스승이 훌륭한 학생을 배출하는" 상이 나타나며,다시 말해서,이미

높은 역 수 에 달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해당 수 에 달하는 선생님

는 이 훈련에서 해당 수 에 달하는 선생님 는 이 에도 다른 사람



-48-

을 교육시켜 해당 수 에 달성하게 한 교사와 함께 생활하고 교류하고 공

부한 경험이 있다.

4단계:탁월함을 추구하는 단계.이때는 문 지식과 기능이 일정 수 에

달하는 것을 기반으로 합한 기회와 마주하는 것이다. 를 들어,더 높은

수 의 문가의 추천과 격려,일반 들의 심과 주목,정부의 지원과

홍보 등이 있다면,수련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을 월하게 되고,자신 역

의 창조 능력을 펼쳐,해당 역 내에서 독특한 창조 공헌을 하게 된다.

발달 에서 보면,수련자는 이상의 네 개 단계를 거쳐 문가로 되는

장기 인 과정이 필요하다.Simon과 Chase(1973)는 수련자는 반드시 집

비(intensepreparation)를 해야만 문가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한다.그들

은 체스 선수들은 국제 수 에 달하려면 10년 가까이 비 기간이 필요

함을 발견한다.마찬가지로 10년의 비는 기타 역에서도 필수 이다.

를 들어,운동경기,음악 역 등이다.그리고 다른 역들( 를 들어,과학

연구 등)에서는 국제 수 에 달성하려면 심지어 더 많은 비 시간을 필요

로 한다.Ericsson(1993)는 이와 같은 긴 비 시간의 발언에 해 동의하

면서, 역에 투입하는 나이 제한( 는 경험 나이)는 단지 문가가 되기

한 필요조건일 뿐,경험 연도는 성과 수 과 미세한 연 이 있을 뿐이다.

수련자가 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은 긴 비 기간 동안 문 으로 설계된

의도 연습 활동에 집 했기 때문이고,의도 연습을 하지 않았다면 수

련자가 30년을 비해도 문가가 되지 못한다.의도 연습은 수련자 성

과 수 향상의 핵심 변량이다.

다.의도 연습의 제약

Ericsson(1993)는 의도 연습으로 다양한 수 의 문성 습득 이론이

단색 편익 가설(monotonicbenefitsassumption)을 기반으로 됨을 제시한

다.다시 말해서,개인이 의도 연습에 투입하는 시간과 달성하는 행동 수

은 단순한 연 성을 지니고 있음을 말한다.따라서 이와 같은 가설에 따

라,개인은 의도 연습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최 화 시켜 높은 수 의

행동에 달성해야 한다.하지만 Ericsson는 의도 연습은 단기 이고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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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아님을 지 하면서,최소 10년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반드시 다음

과 같은 세 가지 제약을 극복해야만 최 화 될 수 있다고 밝힌다.(1)자원

제약.의도 연습은 개인이 시간과 심 을 기울이는 것을 필요로 하고,

선생님의 지도와 연습 재료,연습 기기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2)동기 제

약.의도 연습에 참여하는 것은 게임처럼 자연스럽게 행동의 동기를 얻

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은 반드시 의도 연습이 행동 개선에 한 의미에

해서 인식해야 한다.(3)노력 제약.의도 연습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활동이고,반드시 매일 진행해야 한다.하지만 연습 시간의 기 을 정해야

하며,몸과 마음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1)자원 제약(ResourceConstraint)

의도 연습은 부모,선생님,코치,학생,훈련 자료 훈련 시설 등 요

인들이 이용 시간과 가능성을 필요로 한다.이러한 자원 요인들이 비로소

의도 연습의 진행시킨다. 를 들어,부모의 요인을 보면,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있다.(1)부모의 취미.부모가 만약 임의의 역에 흥미가 있다면,

아이를 격려하여 련 활동에 참여하게 할 것이고,그러면 부모는 아이들

의 조기 "성향"과 "흥미"를 발견하게 되고,진일보로 의도 연습을 시킨

다.(2)부모의 경제력.부모가 아이를 한 여러 연습 재료,연습장과 코치

비용,그리고 회 출 교통비 등을 지원할 경제 능력이 되어야 한다.

Chambliss(1988)는 세계 최고 수 의 수 선수를 육성하기 해서는 부모

는 최소 5,000달러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고 밝힌다.(3)부모가 아이의 능력

에 한 신뢰.임의의 상황에서 가장이 연습에 이로운 환경 지역으로 이사

하고,그곳이 편리한 연습장,교사 연간 연습에 참가할 기회가 있다면,

부모님의 이와 같은 방법은 아이들의 임의 방면의 능력이 훌륭하거나 성공

을 이루도록 작용한다.Bloom(1985)은 보통 한 가정에서 한 아이만 천부

재능을 가지고 있음으로 여겨지고,이는 아마도 한 가정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은 한계가 있는 것에 한 직 인 증거일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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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력 제약(EffortConstraint)

Ericsson(1993)이론 구조의 주요 포인트는 수련자가 달성하는 성과수

은 의도 연습의 양과 직 인 연 (이 부분은 아랫 부분에서 자세히 설

명한다)이 있다는 이다.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수련자는 제한 시간 안에 성과수 의 최 화를 추구하는 것은 해당

시간 안에 의도 연습의 양을 최 화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Ericsson(1993)은 연습이 연속 몇 개월,심지어 몇 년까지 계속 될 때,단

순히 연습 시간의 최 화를 추구하는 것은 성과 수 의 향상을 실 할 수

없다.연습의 효과는 수련자 노력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의도 연습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활동이다.수련자는 반드시 심신의

피로를 방지해야 하며,연습 양을 일정 정도로 제한함으로써 매일 는 매

주 훈련에서 회복되고,최 연습 시간을 넘어서서는 효과가 이상 이지

않다.Bloom(1985)은 수련자(특히 아동시기)가 임의 역을 하기 시작할

때, 훈련 시간은 매일 보통 1시간 미만이어야 한다고 증명한다.

Welford(1968)는 실제 생활환경에서 매일 1시간에서 8시간 연습 시간 훈련

시간의 효과 인 차이를 비교했고,4시간 이상의 연습은 효과가 뚜렷하지

못함을 발견한다.그리고 2시간 연습 후 연습 효력은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밝힌다.Baddeley와 Longman(1978)는 타자 기술 연구와 기타 자각 운동

기능의 연구에서 가장 효과 인 연습양은 1시간 가까이라고 밝혔다.

Anderson(1982)는 장기 훈련 연구에서 임의 시간 의 연습 양을 배로 증

가해도 학습 효과가 향상되지 않음을 발견한다.

의도 연습의 목표는 행동 개선이다.따라서 수련자는 연습 과정에서

행동의 모니터링과 심을 필요로 한다.Miklaszewski(1989)는 음악가의

연습 기간 동안의 활동에 해서 세부 분석을 했고,음악가들은 행동 조정

과 문제 해결을 거쳐야만 상한 향상 효과를 달성함을 발견했다.

Chambliss(1989)의 올림픽 수 선수에 한 연구에서 수 선수는 정상

수 에 이르는 비 은 각 동작에 한 주목이었다.그는 ‘각 동작마다 모두

정확하게 완성하고,반복하여,모든 부분에서 훌륭하게 해낼 수 있을 때까

지의 통합 습 ’이 있어야 함을 논한다.하지만 행동의 지속 인 모니터링

도 고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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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의도 연습은 제한 인 신체와

심리 자원을 조정 이용하고,수련자가 긴 시간동안 효과 인 의도 연

습을 진행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수련자 회복 능력의 제한을 받는 사실이다

.수련자가 차 으로 재의 연습을 응하면,다시 연습 시간 는 강도

를 늘이는 것이 합하다.반 로,수련자가 재의 연습 강도 는 회복이

안 될 시,장기 으로 해당 수 의 연습을 유지하면 심신의 피로를 부른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련자의 심신 건강에 해롭다.그리고 동기 문제를 야

기 한다. 를 들어,연습 열정의 부족,심지어 해당 역의 연습하기 싫음

등이(Silva,1990)그것이다.요약하면,비교 짧은 시간 안에 최 화한 의

도 연습은 노력과 심신의 회복을 찾아야 한다.짧은 시간 안의 최 화한

의도 연습은 노력과 심신 회복의 평형이 유지되어야 한다.장기 시간 내

에는 진 으로 의도 연습의 양을 늘려 노력 한계를 넘어서,수련자로

하여 지속 으로 증가한 훈련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한다.

3)동기 제약(MotivationalConstraint)

의도 연습 활동은 오락성을 지니지 않는다.수련자는 반드시 행동 개

선의 도구 가치를 인식하고 의도 연습으로 참여하여야 한다.그러므로

수련자는 의도 연습하기 ,반드시 련 역의 활동에 투입하여 성과

수 을 진일보로 향상해야 한다.Bloom(1985)은 일부 증거들로 이와 같은

들을 증명한다.그는 많은 국제 문가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들 문가

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련 역에서 몇 개월 정도 놀게 하고,아이들이

해당 역의 일정 정도의 흥미와 발 가능성을 발견하고서는 의도 연습

을 허락하고 격려했다.이 연구를 통해 아이들의 주변 환경에서 부모 는

다른 사람들은 아이들이 최 의 동기를 구축함에 있어 아주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의도 연습의 기 단계에서 부모들은 아이들의 매일 연습

일정을 유지하도록 도움이 주며,연습 행동의 개선에 한 도구 가치를

지 한다(Bloom,1989).경험의 과 코치의 지원에 따르며 발달되는 수

련자는 자기평가의 방법에 한 정리할 수 있으며,동시에 연습을 조 하

기를 시작할 수 있다.수련자가 의도 연습에 더욱 깊게 수행함에 따라

경쟁이나 들 앞에서 자신을 표 하는 것이 행동 발 의 단기 목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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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이때 의도 연습에 참여하는 동기와 해당 역의 문가가 되기

한 동기는 매우 가깝게 되고,수련자의 일상생활에 통합된다.하지만 더 장

기 인 의도 연습 과정에서 많은 요인들이 수련자가 지속 으로 의도

연습을 하는 동기에 향 다.수련자는 동기를 잃으면 의도 연습은 종

결된다. 를 들어,Caldwell와 O'Reilly(1990)는 훈련을 오랫동안 해온 많

은 운동선수들은 임의의 원인으로 인하여 회 참가 우승의 희망을 잃

게 되었고,따라서 행동 개선의 목표를 잃어 의도 연습 동기도 사라지는

사실을 밝혔다.Goertzels(1978)등은 시각 술가에 한 수직 연구에서,

성공한 술가들은 술품 소매상,평론가와 구매자 사이의 계를 잘 경

하고,이로써 술품의 수요량을 증가함을 발견했다.이 부분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은 최고의 술가에서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술가들이

모든 시간과 정력을 들여 유지 는 개선을 하지 않게 되면 그림을 포기하

게 된다.그것은 그들은 나은 수 의 행동 표 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

이다.

이상의 논의는 종합 으로 해보면,의도 연습 활동 자체는 내재 동

기를 지니지 않는 을 알 수 있다.수련자는 반드시 의도 행동이 행동

개선에 한 가치를 인식하고,여러 가지 불리한 요인들의 향을 극복해

야만 장기 으로 의도 연습에 투입할 수 있다.다시 말해서,의도 연습

은 동기의 제약을 넘어서야만 성과 수 향상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라.의도 연습에 한 연구 방법

1)의도 연습 작용을 증명하는 실증 연구

의도 연습의 단색 수익론(monotonicbenefitsassumption)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1)과거 의도 연습의 양과 개인

재 행동 수 과의 연 (2)의도 연습의 시작 수 이 비교 낮고,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진 으로 향상되었다 (3)행동 최 한도의 진보와 재 매

주 최 의도 연습 시간량의 상 계를 분석한다.(4)매일 연습 시간은

제한 이여야 하며, 한 다양한 시간 에 충분한 휴식을 해야 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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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연습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상 으로 은 오락성을 지

녀야 한다.따라서 임의 역의 의도 연습 활동을 찾고 이상의 가설을

만족한다면 의도 연습 활동이 문성 획득에 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Ericsson(1993)는 세 가지 수 의 바이올리니스트에 해서 연구를 진행

한 결과,다음과 같은 발견을 했다:(1)“독립 연습”은 13가지 역의 련

활동에서 가장 요한 의도 연습 활동(10등 평 9.82)으로,가장 많은

노력(8.00)을 들여야 한다.그리고 비교 낮은 오락성(7.23)을 지닌다.(2)

정상 문가 독립 연습은 재 매주 시간과 시간은 수 이 비교

낮은 문가들과 한 차이를 보인다.(3)나이와 더불어 정상 문가들

은 독립 연습의 시간이 6세 때의 매주 3시간에서 20세의 32시간에 이르고,

낮은 수 의 사람들은 매주 독립 연습 시간은 12시간까지만 늘여졌다.(4)

정상 문가는 매일 독립 연습의 시간은 제한 이며,평균 4시간이고,

문가의 수면 시간은 매우 충분하다.(5)정상 문가들의 훈련은 아주 규

율 이며 주로 오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Krampe와 Ericsson(1996)

도 연로자와 은 피아니스트들을 상으로 비교 연구를 했다.그 결과 독

립 연습이 두 그룹의 사람들에 한 수 의 향이 컸고,연습이 연로자

피아니스트 연주 수 의 유지에 더욱 요한 작용을 미쳤다.Sonnentag와

Kleine(2000)는 보험 리 문가들에 한 연구에서,"심리 시뮬 이션"은

가 요한 의도 연습의 활동으로, 문가들은 늘 고객들과 소통할 때

어려운 상황에 마주하는 상상을 하고 해결 방법을 생각하는 을 밝혔다.

다원 회귀분석을 통해 심리 시뮬 이션의 석 시간이 문가 행동 수 의

차이를 유의미하게 해석한다(F=4.34,p<0.01).

2)보편 인 연구 방법

재 해외 의도 연습 연구에서 보편 인 방법은,우선 목표 역의 의

도 연습 활동을 찾고,의도 연습 활동을 확인하고 나서,의도 연습

활동 이후의 련 데이터 수집을 확정하고,데이터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이다.구체 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인터뷰를 통해 의도 연습의 활동을 찾는다.이러한 활동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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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은 특징들을 지닌다.(1)행동 수 의 개선을 야기한다.(2)연습 요소

와 행동 개선을 결합한다.(3)규율 진행.(4)목표가 재 임무의 요구를

넘어선다.(5)경제 보수와 직 연 되지 않는다.

두 번째,이런 활동에서 어떤 부분들이 의도 연습 활동인지를 확정한

다. 차는 다음과 같다:(1)참여자들에게 이러한 활동의 참여 여부를 묻는

다.(2)참여자들이 이러한 활동의 참여를 확인하고,활동의 목 을 묻는다.

(3)이런 활동의 직향 규율성과 연속 시간을 묻는다.(4)이런 활동의 오락성

을 묻는다.(5)이러한 활동의 마지막 집행 시간을 묻는다.인터뷰 결과에

따라,임의의 행동 개선을 목 으로,매주 최소 1회 진행되고,최근 1년 동

안 집행되었던 이 있는 활동을 의도 연습 활동이라 하고,다른 활동들

은 지원성 활동이라 한다.

세 번째,피시험자 자가 진단 테스트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다.네 가지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며,지원성 활동에 소비한 재 매주의 시간,지원성

활동에 소비한 시간,의도 연습 활동에 소비한 재 매주 시간,의

도 연습 활동에 소비한 시간이다.그 밖에 참여자 행동 수 의 데

이터도 수집한다.

네 번째,데이터의 유효성을 확인한다.인터뷰 데이터의 유효성을 평가하

기 해,참여자들이 한 주간 필기를 할 것을 요구한다.매일 각 활동에서

소비한 시간을 통계하고,그것들을 자가 평가 데이터들과 비교하여 상

계수를 계산해낸다.

다섯 번째,데이터 분석.다음과 같은 분석을 진행한다.(1)차이성 비교.

다양한 수 의 피시험자 의도 연습 활동의 시간 직업 생활의

석 시간,지원성 활동의 매주 시간과 직업 생활 시간의 차이를

분석한다.(2)회귀분석.의도 연습 활동 지원성 활동 행동 수 의 해

석도를 분석한다.(3)묘사 분석.일기 기록에 따라,다양한 수 의 피시험

자가 매일 소비한 의도 연습 활동 지원성 활동의 시간 곡선,매주 연

습과 휴식 시간 곡선,나이에 따른 의도 연습 활동 매주 시간

시간의 발 곡선 등을 추가 증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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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구 분석 틀

본 연구의 개념 틀을 고찰하기 해 문성 발달 연구,의도 연습 연

구 기능인재에 한 연구를 다룬 문헌을 고찰하 다.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수치제어 기능인재의 문성 발달 단계 틀,의도 연습의 구성 요소

틀, 진 요인과 해 요인 틀을 제시하여 본 연구의 분석 틀을 도출하

다.

가. 문성 발달 단계 틀

수치제어 기능인재의 문성 발달은 형성 단계,심화 단계를 거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기존 Dreyfus& Dreyfus의 구분과 유럽 견습공을 기 한

Hoffman등의 문성 발달 이론은 자격증 개념이 없는 것들이다(김주 ,

2009).그래서 기술 특성과 구분기 이 서로 달라 정확한 비교가 곤란하

다.따라서 수치제어 기능인재의 문성 발달은 ①형성 단계(입문교육 후

기사자격 취득 )②심화 단계(기사자격 취득 후 고 기사 자격 취득 )

의 2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이는 자격을 바탕으로 수치제어 기능인재의

종단 인 문성 발달을 단계로 구분한다.Dreyfus& Dreyfus의 기술습득

5단계에서 형성 단계는 보자(Novice),고 입문자(AdvancedBeginner)

그리고 능숙자(Competent), 심화 단계는 숙련가(Proficient)와 문가

(Expert)에 해당한 거처럼 다른 학자들의 문성 발달단계와 비교하면 <표

Ⅱ-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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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인재

Dreyfus 

&

Dreyfus

Feldman Hoffman Bloom Alexander

Fook,   

Ryan&

Hawkins

오

헌 김 아

한

상

만

 

단계

보자

Novice

보편

Unversal

심자

Novice

입문기

Early 

Years

응기

Acclimati

on

학습자

Pre-student
탐

색

기

예비

단계

탐

색

기

보자

Beginner

고급입문자

Advanced

Beginner

범문

Pancultural

입문자

Initiate
고급입문자

Advanced

beginner

입

문

기

탐색

단계
문

Cultural

견습자

Apprentice

능숙자

Competent

문 훈련

Discipline

based

숙련자

Journey

과도기

Middle

Years

유능기

Compete

nce

능숙자

Competent

장

기

응

단계

수

련

기

기사자격 

취득

심화 

단계

숙련가

Proficient

개

Idiosyncrat

ic

문가

Expert

숙련가

Proficient

취

단계

독

립

기

문가

Expert

독자

Unique

지도자

Master

완 기

Later 

Years

숙달기

Proficien

cy

경력자

Experienced
주

도

기

창

실천

단계

창

기
문가

Expert

고급기사 

자격취득

<표 Ⅱ-4> 문성 발달의 단계론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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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연습

구성 요소

체계 계획

정신 노력

반복 수행

피드백

나.의도 연습 분석 틀

본 연구에서 의도 연습에 한 분석틀을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하나

는 의도 연습의 네 가지 구성 요소,다른 분석틀은 자원,노력,동기 세

가지 측면으로 지원하는 요인과 제약하는 요인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 다.

1)의도 연습의 구성 요소

Ericsson(1993)의 의도 연습 이론을 용하여 의도 연습의 구성요소

를 체계 계획,정신 노력,반복 수행,피드백 네 가지 구성 요소로 구

분한다.이에 따라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문성 형성 단계와 심화 단계

에서의 의도 연습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며 <표 Ⅱ-5>와 같이 네

가지 의도 연습의 구성은 어떤 차이 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표 Ⅱ-5>의도 연습의 구성 요소

2)의도 연습의 진 요인 해 요인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문성을 발달시키는 의도 연습의 진 요인

과 해 요인을 <표 Ⅱ-6>와 같이 제시하고자 하 다.Ericsson(1993)이

의도 연습에 향을 미치는 자원 제약(ResourceConstraint),노력 제약

(EffortConstraint),동기 제약(MotivationalConstraint)세 가지로 구분한

것을 바탕으로,본 연구는 국 기능인재들의 문성이 발달되는 의도

연습을 진시키는 자원 지원(Resource Support), 노력 지원(Effort

Support),동기 지원(MotivationalSupport)요인 해시키는 자원 제약

(Resource Constraint), 노력 제약(Effort Constraint), 동기 제약

(MotivationalConstraint)요인을 제시함으로써 문성을 심화시키는 의도

연습이 성공하는 원인 성공하지 못하는 원인을 밝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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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요인

자원 지원(ResourceSupport)

노력 지원(EffortSupport)

동기 지원(MotivationalSupport)

해

요인

자원 제약(ResourceConstraint)

노력 제약(EffortConstraint)

동기 제약(MotivationalConstraint)

<표 Ⅱ-6>의도 연습의 진 요인과 해 요인

다.연구 분석 틀

본 연구는 수치제어분야의 고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연구 상으로

선정하고 의도 인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에 해 밝 보기 하여 앞에 제

시된 문성 발달 단계 표와 결합해서,[그림 Ⅱ-4]과 같이 도식화된 연구

분석 틀을 도출하 다.문헌분석을 토 로 도출한 이 연구의 분석틀에 따

라 문성 발달 단계이론을 바탕으로 국 기능인재들의 문성 발달과정

을 형성 단계와 심화 단계로 구분하고,의도 연습 이론을 용하여 체계

계획,정신 노력,반복 수행,피드백 네 가지 구성 요소로 구분하 다.

동시에 각 단계에서 의도 연습이 무엇인지,어떤 변화 양상이 있는지,의

도 연습의 성공에 도움을 주는 원인과 성공을 해하는 원인을 밝 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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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연구 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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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연구 방법

1.연구의 설계

가.연구의 패러다임 논리

본 연구의 기본 문제는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문성이 발달되는 과정

에서 의도 연습을 어떻게 하는가?”이다.이러한 연구 문제는 확증을 휘

한 양 연구보다는 발견의 기능을 시하는 질 연구를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박도순,2001).Maxwell(2009)은 질 연구에 합한 연구목

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삶과 경험에 해 설명하고 행 나 상황,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할 때,사건이나 행 가 발생하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할 때 등이라고 제시한다.질 연구는 결과보다는 과정에,검증보다는 발

견에 심이 있으며,사람들의 경험이 사회문화 맥락에서 향을 받으며

인식이 구성되어 가는 간주 성의 형성에 심을 둔다(조용환,1999).특히

문성의 역 특수성으로 인해(Abernethy,Farrow & Berry,2003),여러

역과 분야를 상으로 하는 양 연구보다는 한 분야를 한정하여 질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더 합하다.따라서 본 연구는 기능인재로 발달하

는 과정에서의 의도 연습을 악하기 해 질 연구 패러다임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 다.

한편,의도 연습에 한 연구에서,Ericsson(1993)는 다이어리 분석방

법을 통해 뛰어난 수행을 보이는 사람들이 가진 학습습 과 특성을 밝힌

바 있다.다이어리 작성의 어려움 때문에 참가자가 탈락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 다(이수란

& 손 우,2013).그러나 의도 연습에서 시간이 매우 요한 변수인데,

이를 단 몇 개의 문항으로 묻는다면 그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Hodgson

& Miller,1982).상 분석법,차이 검증,회귀분석 등 통계방법만으로 의도

연습을 양 으로 검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질 분

석으로 의도 연습에서 개인 행 와 어떠한 핵심 인 특징 변화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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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주는 것이 개인 기능의 뚜렷한 개선을 가져옴에 있어 더욱 설득력

이 있다(郝宁,2006).국내의 선행연구(이수란 & 손 우,2013;안도희 &

정재우,2010)에서는 질 측면에 한 상세한 분석 없이 단지 연습시간의

양 요소만을 변인으로 고려되어서는 부족하다고 제시하 다. 한,기능

인재를 연구 상으로 선정하여 그 들은 기사 자격 취득 부터 고 기사

자격 취득하기까지 문성을 향상시키는 의도 인 연습이 일어나는 과정에

주목하고,그 들의 경험들을 심도 깊게 탐색하는 것은 질 연구의 방법이

합하 다.따라서 본 연구는 의도 연습을 다년간 수행해온 기능인재들

의 경험을 들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의도 연습을 통해 자신의 문성을

발달해왔는지,그 의도 인 연습에서 어떤 진 요인과 해 요인이 있는

지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나.연구의 차 단계

본 연구는 수치제어 기능인재의 문성 발달과정에서 의도 연습의 구

성 요소,변화 양상, 진 요인 해 요인을 악하고 어떻게 의도 연

습을 통하여 문성이 발달되는지 탐색하여 개인,조직 정부 차원에서

인재육성에 한 방향성을 제안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연구 기간은 문헌을 고찰한 2013년 3월부터 연구의 집필을 마치는 2015

년 5월까지 총 2년 2개월 동안 네 가지 단계별로 진행되었다.주제에 한

심부터 결과 도출까지 구체 으로 연구를 진행한 단계와 차는 질 연

구에서 일반 으로 수행하는 차(Creswell,2007)에 따라 아래에 제시된

[그림 Ⅲ-1]과 같이 12개 차이며 연구 수 에 따라 4단계별로 진행되었

다.

첫째,주제 심 단계(2013년 3월~2013년 12월)이다.2013년 3월 지도교

수인 오헌석의 문성 수업은 2011년 5월 석사학 논문 < 국 과학기술인

재 육성정책의 변천과정에 한 연구>를 통하여 갖고 있었던 과학기술인

재의 육성에 한 의문을 발시켰고,과학기술인재의 육성정책뿐만 아니

라 과학기술인재의 문성이 발달되는 과정에 심을 갖도록 해주었다.이

후에 국에서 핫이슈가 된 기능인재는 과학기술인재로서 문성이 발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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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한 의도 연습에 한 연구 의지를 확고히 하 다.이 후에 본격

인 연구를 시작하면서 일반 문가의 문성 발달과정,의도 연습,인재

성장과정,기능인재의 문성 등을 주제어로 학 논문 학술지논문에

한 검토를 통해 문성의 개념,발달 단계,인재 성장 방식,의도 연습의

개념 특징에 한 선험 지식을 쌓고 연구의 방향을 수정하 다.

둘째,연구 계획 단계(2014년 1월~2014년 5월)이다.연구의 방향을 수정

한 후에 연구계획발표하기 해 질 연구 근에 합한 연구 문제를 설

계하여 연구 상의 분야 범 를 선정하 다.선행 연구를 통해 본 연

구에서의 의도 연습 분석틀을 도출하 다.구체 인 면담 참여자를 선정

하기 해 문가 두 명과 비 면담으로 면담 참여자 정보 등 자료를 수

집하여 면담질문지 내용을 다시 보완하 다.

셋째,면담 실행 단계(2014년 6월~2015년 4월)이다.연구계획발표를 마친

후,설계한 연구의 차 단계에 따라 면담으로 질 연구를 실시했다.

이후에 약 10개월에 걸쳐 국에서 수치제어분야 기능인재 12인을 만나 그

들이 쌓아온 문성 발달 경험을 살펴보고 문성을 발달시키기 해 필요

한 의도 연습 내용,그리고 성공 인 이유와 실패 이유에 해 이야기를

나 었다.1차면담의 결과를 토 로 기능인재의 문성 발달 단계 의도

연습의 내용,단계에 따른 차이 ,그리로 의도 연습의 성공여부를 1

차로 정리하고 사 자료에 한 코딩을 통해 분석하 다.분석 단계는 한

국에서 진행하 으니 1차 분석 내용에 해 추가 인 보완을 해 2차

화면담을 진행하 다.면담과 화면담으로 수집된 자료들을 총 정리하여

그 에 도출된 연구 분석 틀을 기반하여 기능인재의 문성 발달 단계에

따라 의도 연습의 변화 양상 진 요인, 해 요인에 한 내용을 분

석하 다.

넷째,연구 성과 단계(2015년 4월~2014년 5월)이다. 단계에서 탐색한

기능인재의 문성 발달과정에서 의도 연습의 변화 양상, 진 요인

해 요인에 한 구성원 타당도 검사를 토 로 기능인재의 문성 발달과

정에서 일어나는 의도 연습 교육 인 시사 을 제시하 다.마지막으

로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논문을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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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연구 차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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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참여자

질 연구에서는 깊이 있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 상의

선정이 요하다.본 연구에서는 문성의 발달과정에서의 의도 연습을

살펴보기 해 연구 상으로 수치제어 분야 고 기사 자격을 취득한 직업

학교 교사 에서 최고수 을 가진 기능인재를 선정하 다.직업학교 수치

제어 공 교사는 기계 역 공을 졸업한 후 오래 기간의 장 조작 경험

과 학교 실습 경험 등 문 지식으로 바탕으로 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형 인 문가라고 할 수 있다.직업학교 교사는 수치제어 분야의 직무

를 기반으로 의도 인 연습을 통해 문성을 구축해 나간다는 에서 본

연구의 상으로 합하다고 단하여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구체

으로 선정 배경,선정 기 두 가지로 설명하 다.

가.선정 배경

2004년에 국에서는 제1회 수치제어 기능올림픽을 개최했고, 회는 기

계 부품 로그래 과 가공을 주제로 이루어졌다.그리고 2005년에 국무원

<직업 교육을 극 으로 발 시키는 것에 한 결정(关于大力发展职业教

育的决定)>발표에서 국 인 직업기능올림픽 활동을 개최하고,우승자들

에게 표상,장려할 것을 분명하게 밝혔다. 한 2006년에 발표한 <기능 인

재 업무를 한층 강화할 것에 한 의견(关于进一步加强技能人才工作的意

见)>과 2010년에 발표한 <국가 장기 직업 교육과 발 계획(国家中长期

职业教育和发展规划纲要)>에서 략 으로 직업 기능 활동을 극 으로

펼칠 것에 해서 명확하게 밝혔다.

기능올림픽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우선,명제 형식에서 기능올림픽 종목

내용은 부분 제1생산라인에서 나오며,이는 실제생산에 가깝고 미래 기

술 발 의 추세를 나타낸다(张亚萍 & 宋正和,2011). 회 명제는 보통

형 이고,완 한 업무 임무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를 들어,수치제어

기능올림픽에서 참가자로 하여 규정 시간 내,하나 는 몇 개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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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부품 가공 임무를 완성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형식이 있다.다음으로

참가 형식 부분에 있어서, 회는 기업의 실제생산을 충분히 고려하고,기

업의 생산 임무를 혼자서 완성할 수가 없으므로,여러 사람이 한마음 한뜻

으로 력하여,어떠한 단계에서도 문제 이 생겨서는 안 된다.그 지 않

을 경우 제품의 품질에 향을 미치며,나아가 기업의 효익과 생명에 지장

을 다.따라서 회의 지속 인 개선을 통해,일부는 그룹 참가의 방식을

채택한다. 를 들면,수치제어기술 복잡한 부속품의 모형,다축 연동형

로그래 과 가공 종목 등과 같은 방식은 같은 의 선수들이 동시에 작

업하기를 요구하다.그밖에 회 내용에 있어서,경기 종목의 내용은 단순

히 한 과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목의 지식에 한 종합으로 된다.그러므

로 지식 분야가 많고,지식 사이에는 한 논리 계를 갖는다.동시에

새로운 기술,새로운 방법들을 도입시켜,수치제어 기술 발 의 추세를 반

해야 한다.다음 [그림 Ⅲ-3]과 같이 기능올림픽에서 상을 받은 우수작품

에 하여 실제 은 사진이 있다.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기능올림픽에서

이 작품을 완성하기 해 속 재료,공차(公差)와 기술 측정,기계 제도,

수학 계산,수치제어공작기계 조작,수치제어 가공 공 ,수치제어 로그

래 등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작업해야 한다(王田煜,2008).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 에 따라 기능인재의 수행 분야 수치제어

분야를 선정하 다.수치제어 분야에 한 이해를 돕기 해 기능인재들의

연습 작업 장과 우수 성과물을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다.이것들은 참여

찰 시 직 촬 한 사진들로 아래 [그림 Ⅲ-2]와 같이 실기 연습 작업장

이다. 에 A사진은 학교에서 실기 수업을 진행하기 한 작업장이며,뒤

에 B사진은 학교에서 기능올림픽 출 비를 한 실기 연습 작업장이다.

에는 일반형 수치제어공작기계로 실기를 연습하며,뒤에는 고 형 수치

제어공작기계로 실기를 연습하 다.그림 [Ⅲ-2]와 같은 기계를 사용하여

로그래 지령을 통해서 그림 [Ⅲ-3]사진과 같은 복잡한 부속품을 모형

으로 가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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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장의 수치제어공작기계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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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기능올림픽에서의 우수 작품

수치제어 기능올림픽은 수치제어 기능인재 양성의 요한 수단 하나

로, 회의 심사 방식도 다양하다.즉 기 이론 심사와 실제 기능조작 심

사가 있는데,심사과정뿐만 아니라 심사결과도 요시하며,선수의 조작 능

력에 해서 선수의 직업윤리 소양 등 종합 인 소양에 해서도 심

사한다. 회는 선수의 실행력,사고력,창의력과 력능력을 바탕으로

선수에 해서 종합 인 평가를 한다(杨黎明,2011).따라서 수치제어 기능

올림픽에서 뛰어난 성 을 얻은 선수들은 탄탄한 문 기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훌륭한 심리 소양 우수한 의사소통 능력과 워크 능력을 갖

춘 자이며,그들을 본 연구의 상으로 선정하 다.

나.선정 기

질 연구에서의 가장 합한 표집은 비확률 표집으로(Merriam,

2009),목 성(Patton,2002)을 가지고 진행된다. 문성 발달에 한 선행

연구는 부분 최고 수 의 문가를 상으로 이루어졌다(Sosniak,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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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노벨상 수상자,미국의 통령,체스 챔피언,올림픽 메달리스

트를 상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Simnton,2006),한국의 경우에는

문성을 인정받은 과학인재(오헌석 외,2007),명장(이재실,2011),PD(김

정아,2007),명의(한상만,2013)와 국제 으로 문성을 인정받은 배우(신

종호 외,2007),무용수(홍애령 외,2011)에 한 연구가 있었다.마찬가지

수치제어라는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문가라고 할 수 없다.일단

장기간의 경험을 쌓아야 한다.그러나 경험이 많다고 해서 모두 문가도

아니다. 오랜 기간의 경험을 보유한 숙련된 비 문가(experienced

non-expert)와 문가를 구분해야 한다. 한,일반 으로 문가는 일반

수 이상의 수행(performance)을 보여야 하며(Harmon& King,1985),주

동료나 사회로부터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Heijden,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 면담 참여자 선정을 해 거에 기 한 거 표

집(criterion-basedselection)을 하 고,참여자로부터 선정기 에 부합되는

다른 참여자를 추천 받는 계통 표집(networkselection)을 병행하 다.계

통표집이란 선행하는 집단이나 개인이 뒤이어지는 참여자나 집단을 지명하

는 방법인데(허미화,1997),한 명의 수치제어 기능인재를 면담하고, 의

두 가지 선정기 에 부합되는 다음 면담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면담

을 진행하 다.구체 으로 본 연구의 면담 참여자 선정 기 은 다음과 같

다.

본 연구에서 면담 참여자의 선정 기 은 두 가지가 있다.첫째,10년 이

상의 경력을 가져야 한다.Ericsson과 Lehmann(1999)에 의하면 일반 으

로 문가가 되기까지 어도 10년 이상의 집 인 연습이 필요하다.둘

째,일반수 이상의 수행을 평가받아야 한다.개 인 평가 기 의 한

는 수상경력이다(김정아,2007).고 기사(高級技師)자격을 획득한 사람이

며 화기능 상(中華技能大賞), 국기술능수(全國技術能手),국가직업기능

올림픽(國家職業技能競赛),국제직업기능올림픽(國際職業技能競赛),직업기

능인재선정표창(職業技能人才評選表彰)등 수치제어분야에서 표업 으로

수상한 경험이 있거나 회 에 우수한 참여자로 선정된 연구 참여자들을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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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별

연

령
근  연수 수상 야

QJX 남 34 15년

직업기능인재선정표창

(職業技能人才評選表

彰)

동  주시 사학원

CHF 남 30 11년
국가직업기능올림픽

(國家職業技能競赛)
동  고 사학원

ZTY 남 31 11년
국기술능수

(全國技術能手)
동  고 사학원

CYH 남 48 30년

직업기능인재선정표창

(職業技能人才評選表

彰)

동  주시 사학원

MQD 남 45 26년
국제직업기능올림픽

(國際職業技能競赛)

동  포산시 

고 술학

MYL 남 36 18년
국기술능수

(全國技術能手)
동  계 사학원

WSB 남 30 10년
국가직업기능올림픽

(國家職業技能競赛)
동  계 사학원

WSH 남 30 11년
국가직업기능올림픽

(國家職業技能競赛)
동  고 사학원

THQ 남 49 31년
화기능 상

(中華技能大賞)

동  

과학 술학

CLX 남 49 30년
국기술능수

(全國技術能手)
동  고 사학원

PXZ 남 36 16년
국기술능수

(全國技術能手)
동  고 사학원

ZHF 남 37 19년
국기술능수

(全國技術能手)
동  고 사학원

<표 Ⅲ-1>연구 참여자 선정 목록

  면담 참여자 12명의 근무 연수는 최소 10년에서 최 31년으로 모두 10

년 이상 수치제야 분야 련된 기계 역으로 종사하 으며,평균 근무

연수는 19년이었다.이들이 소속된 조직은 모두 동성(广东省)에 있는 직

업학교에 있었다. 의 <표 Ⅲ-1>에서 제시한 12명 면담 참여자들의 이름

은 모두 가명처리 하 다. 다수의 각종 기능 상 직업 호칭 등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한,모두 남성이며 고 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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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방법으로 요사건기법(critical incident

technique)을 사용하 다. 요한 사건기법은 어떤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한 인간행동을 직 찰하거나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

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된다(Flanagan,1982). 요사건기법에서 가장 많

이 사용하고 있는 주된 자료수집 방법은 면담이다.최근에 와서는 면담과

질문지의 방법을 결합·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Flanagan(1982)에 의하

면 질문지가 잘 계획되고 구성된다면 면담에 의한 자료 수집의 결과와 비

교하여 그 결과는 근본 으로 차이가 없다고 하 다. 요사건기법은 반구

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interview)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실제 면담에

서 면 자의 역할이 매우 요하다.반구조화된 면담은 사 에 면담에

한 치 한 계획을 세우되,실제 면담에서 융통성 있게 진행한다.특히 면담

자가 질문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한 사건이 언제,어디서,어떻게 발생했

는지에 해서 피면담자가 상세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더

불어,무엇이 한 사건이 발생하도록 이끌었는지,피면담자가 어떠한 행

동을 하 는지, 한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무엇을 배웠는지,이후에 어떠

한 향을 미쳤는지 등에 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

다.(Stitt-Gohdes,Lembrecht,& Redmann,2000;김정아,2007).

특히 문성은 오래 기간의 훈련이나 경험을 통해서 습득되는 것으로 밝

졌지만(Ericsson,1996),모든 훈련이나 경험이 문성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어떤 경험은 다른 경험보다 더 의미 있고 더 많은 교훈을 남기기

도 하여(McCall,Lambardo,& Morrison,1998) 문성 계발에 결정 인

도움이 되기도 한다(김정아,2007).따라서 문성 발달과정에서의 의도

연습을 결정 인 계기(triggeringevents)나 요한 사건(criticalincidents)

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이러한 계기나 사건에 한 자료들을 면 하

게 분석함으로서 의도 연습에서 어떤 진 요인과 해 요인이 있으며,

연습의 내용과 변화는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

본 연구에 합한 질 연구 방법 가운데,특정 분야의 문가 면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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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사용하 다.질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료수집 방법은

개방형 질문을 통한 면담 는 상자로부터의 자료를 얻는 것이다.

자료 수집은 국 기능인재들의 경험과 사회문화 맥락을 반 할 수 있

는 회고 인 면담을 활용하 다.회고 인 면담은 다른 방법으로는 탐색하

기 어려운 문성이라는 주제에 해 질문을 통해 근할 수 있는 장 이

있는 반면에 기억에 의존하며,과거의 사건이 재의 에 의해 왜곡될

수 있고,과거의 사건과 그 당시의 사회 맥락을 악하기 어렵다는 한계

가 있다(Sosniak,2006).

회고 인 면담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 문가의 수행을 양 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 상황에서(Smith,2008),회고 면담을 통한 질 연

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문성을 연구하기에 필요한 방법이며,장기

을 가진 문성 발달에 한 연구에 합(Sosniak,2006)하기 때문이다.

둘째,연구 주제인 국 기능인재의 문성 발달을 연구한다는 것은 인간

의 내면을 자극해야 발견할 수 있는 주제이므로 기능인재들의 주 인 경

험과 상황들을 악하기 해서는 면담이 합하다고 단하 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면담 참여의사를 확인한 후 구체 인 면담일정을

정하며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interview)방식을 취한다.반구조

화된 면담은 사 에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면담을 실시하지만,모든 질문

은 융통성 있게 활용된다(Merriam,2009).질문지는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만들어졌으며,지도교수와 연구 참여자들과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경

험이 있는 분야 문가 1명의 의견을 반 하여 수정되었다.그리고 면담에

사용된 질문지는 기능인재의 문성이 발달되는 의도 연습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발달단계의 구분은 기존의 국 기능인재 기사자격 취득을 바탕

으로 이루어졌다.각 단계에 따라 기사 격 취득 의 문성 형성 단계

고 기사 자격 취득 의 문성 심화 단계로 구분된다.면담 질문은

해당 별로 제시되었고,기능인재로서의 문성 발달과정에서 의도 연습

의 진 요인과 해 요인에 한 질문들이 회고 인 방식으로 주어진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학의 생명윤리심의 원회(IRB)로부터 연구심

의를 바다 연구 진행 승인(IRB No.1408/001-020)을 받은 후 자료수집에

들어갔다.1차 면담은 2014년 6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개인

별로 부분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연구실이나 작업장에서 이루어졌으며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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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시간은 1시간 30분정도 소요되었다.그리고 모든 면담내용은 매회 연구

참여자들의 양해를 얻어서 녹음을 해서 이는 사(transcribe)하여 분석한

다.자료 수집의 방법은 면담을 심으로,참여자들에 한 신문기사,개인

서,동 상 등을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면담 참여자 가운데,THQ,

CYH,MQD,CLX은 본 연구의 주제보자로서,이후 추가 면담과 타당성 검

증을 한 구성원 검토 과정에도 참여하 다.2차 추가 면담은 주제보자

MYL,CHF,THQ,QJX 4명을 상으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행해졌다.1차면담의 분석에서 자료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단된 의도

연습 변화 양상 부분과 진 요인 해 요에 한 질문에 부분을 할

애하 다.2차면담에 참여한 주제보자들은 1차면담과정에서 극 으로 면

담에 참여하는 태도를 보 던 기능인재들로 구성되었으며,이들은 추가 2

차면담에서도 1차면담의 분석 결과에 해서 상당한 심을 보 다.

면담 질문들은 문성이 발달되는 의도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를 탐색

하고,이러한 발달 단계별로 의도 연습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고 어떠

한 진 요인과 해 요인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한

다.따라서 본 연구의 면담의 차 주요 질문은 다음 <표 Ⅲ-2>와 같

이 기능인재의 문성 발달과정에서 의도 연습에 한 질문과 진 요인

해 요인에 한 질문으로 나 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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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질문 성격 주요 질문 내용

비 면담

( 문가 1명)
질문지 수정

� 문성을 향상시키기 한 경험

� 고 기사가 되기까지의 과정

1차 면담

(12명)

상세내용 질문

요사건 질문

� 개인 로 일 질문(나이,학령,경력 등)

� 문성 발달과정의 단계별 의도 연습

� 의도 연습의 구성요소

� 문성 발달과정의 의도 연습 변화

� 의도 연습의 진 요인과 해 요인

2차 면담

(4명)

연구결과 논의

보충질문

� 1차 연구 결과와 면담내용과의 일치 여부

� 의도 연습에 한 생각

� 기능인재에 한 의도 연습의 요성

타당성 검토

(연구

참여자 4명,

문가 4명)

연구타당성 검토

�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결과의 사실 가치

(truth value) 용성(applicability)에

한 확인

� 교육학 문가에게 연구 분석과정의 일

성(consistency) 립성(neutrality)에

한 확인

<표 Ⅲ-2>면담 차와 주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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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계 코딩 단계 주제 생성단계 문헌참고 활용

녹취물 사본 만들기 세그멘 역분석 일간지,인터넷,동 상 기사

일을 기록하기 기코드 도출 분류분석 상 도서

락없이 검사하기 심층코드의 생성 성분분석 집필한 문헌,기고문

4.자료 분석

질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분석을 해 자료를 비하고 조직화하는 것

으로 구성된다.그러고 나서 코딩과정을 거쳐 자료를 주제로 묶어 나가고,

마지막으로 그림이나 표 혹은 논의의 형태로 자료를 제시한다(Creswell,

2007).본 연구에서 수집된 면담 자료에 한 분석은 녹음 일 사 단계,

코딩 단계,주제 생성 단계 그리고 2차 문헌분석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자

한다(김 천,2006;오헌석,2007).구체 인 내용은 다음 <표 Ⅲ-3>에 제

시된 바와 같이 기코드 도출과 심층코드 생성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표 Ⅲ-3>면담자료 분석 단계

자료 처리의 우선 과제인 사 단계는 장에서 녹취한 자료를 그 로

기록하는 과정으로 면담 자료의 내용을 사하는 단계이다.연구자는 모든

면담을 직 실시하고 면담 과정을 녹취하고 녹취한 자료를 사한다.

사는 녹취된 자료의 의미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직 실시하 다.녹취된

자료는 날짜 순서에 따라 자료의 목록을 만들고,자료의 보존을 하여 복

사본을 만들었다.사본 일을 컴퓨터를 통해 재생하여 기록하고,녹음 내

용을 듣고 락되거나 오기한 문장이 없는지 검사하 다.

코딩(coding)은 자료에서 반복 으로 등장하는 어휘,주제,장면 등을 조

사하여 일정한 코드를 부여함으로써 자료를 체계화 시키는 과정이다(조용

환,1999).코딩의 목 은 자료를 해체한 후 이들을 같은 범주들로 재배치

함으로써 각 항목 간 자료들을 서로 비교하기 쉽게 하여 이론 개념을 발

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Maxwell,2004).코딩 단계에서는

다시 세그멘 (segmenting), 기코드 도출,심층코드의 생성단계로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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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시한데,연구자들이 각자의 분석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자료 해석의

신뢰도를 높이려고 노력하 다. 사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주제를 발견

할 때마다 을 거나, 색깔을 달리하고 구분하는 세그멘

(segmenting)처리하 다(조용환,1999).

주제 생성단계에서는 코딩단계를 거쳐 드러난 주요 코드를 새로운 상

개념으로 범주화하 다. 코딩 이후에는 귀납 범주 분석(inductive

categoricalsystem)을 기본으로 찰이나 면담,기록물 분석을 통해 수집

된 자료들을 범주화했다.단어 혹은 소주제 심에서 차 주제, 주제로

범주를 확 시켜 특성을 발견하고 범주별로 연 성을 악했다.이 과정에

서 Spradley(1979)의 역분석(domain analysis), 분류분석(taxonomic

analysis),성분분석(componentialanalysis)순의 차에 따라 자료를 분석

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면담 자료 이외에 언론에 공개된 연구 참여자의 실습에

한 일간지,인터넷,동 상 련 기사 도서,연구 참여자가 직 집필한

문헌 는 기고문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문헌참고 분석을 병행하 다.

이를 면담에서 수집한 정보에 한 보완 자료 분야 요소를 구체 으로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 다.세부 인 내용을 살펴 본 후에는 통

합 인 정에서 살펴보기 하여 면담자의 주요 의도 연습의 주요사건

을 하나의 엑셀시트에 정리하여 공통 과 차이 을 살펴보았다.그 후 선

행연구들의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문성 발달과정에서의 의도 연습,

진요인 해 요인 등 분석하 다.이러한 분석과 종합은 연구자가 연구

에 한 폭넓게 생각하고 시사 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다(Bloomber&

Volpe,2012).분석을 통해 정리된 기능인재의 의도 연습을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 고,연구 참여자들에게 검토를 의뢰하 다.이 과정에

서 주제의 재분류가 이루어졌고,연구문제에 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

다.

본 연구에서는 질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해 구성원 확인을 실시

하 다.Creswell과 Miller(2000)는 질 연구에서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해 자주 사용되는 략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질 연구의 내 타당도

(Validity)를 검증하기 해서 ‘구성원 검토(memberchecking)’방법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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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 다.구성원 확인은 코딩된 면담자료와 연구결과를 연구에 참여했던

참여자에게 검토하도록 요청하여 참여자들이 면담자료의 정확성과 신빙성

을 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Creswell,2007).질 연구에서의 타

당도는 결과의 정확성(Accuracy)정도를 의미한다.내 타당도는 연구자

들이 자신이 찰 는 측정하고자 한 것을 실제로 찰하거나 측정한 정

도를 말한다(김 천,2006).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 타당도를 확보하기

해서,연구자가 면담 사 자료로부터 도출한 임의 분석과 결론을 연구

에 참여했던 참여자의 일부를 선정하여 그 결과의 타당성을 재평가하도록

요구하 다.즉,면담 참여자들에게 자료와 분석 결과들을 다시 되돌려주

고,그 결과들이 그럴듯한가를 그들에게 묻는 것이었다.

12명의 면담 참여자 에 4명의 기능인재의 의도 연습에 한 연구결

과를 간략히 제시하고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요구하 다.‘구성원들의 검토’

과정에 참여한 4명은 연구 결과의 분석과 해석에 몇 가지 수정할 사항을

제시하 으며,연구자는 이러한 요구들을 극 으로 수용하 다.한 로,

연구자는 면담 자료 분석을 통해 수치제어 인재들은 극 으로 기업과 연

락하는 것이 기능올림픽 출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제시하 지만,연구

참여자 본인의 경우에는 그 지 않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고,연구자는 이

를 참고하여 자료 분석에 활용하 다.

이러한 면담 내용의 분석과정을 거쳐서 연구 결과는 문성 발달과정에

서 의도 연습의 내용,변화 양상,그리고 진 요인 해 요인을 심

으로 기술되었으며, 련된 개별 사례의 면담 내용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연구 결과의 분석과 해석의 과정에 참여자를 참가시키는 행

에 내재해 있는 가정은 연구 자료란 연구자와 참여자간의 동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 사회 구성의 실재인 만 연구자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

동의가 반 될 것일 때 그 연구 결과는 그 지 않은 연구결과에 비하여 보

다 신뢰로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김정아,2007).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구성원 검토’과정에 참여한 4명 수치제어 기능인재로부터의 연구

결과에 한 의견을 충분히 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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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 결과

본 장에서는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문성이 발달되는 과정에서 의도

연습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연구 문제를 심으로 결과를 제시하 다.

먼 ,수치제어 기능인재의 문성 형성 단계에서 의도 연습의 특징에

해 기술하 다.둘째,수치제어 기능인재 문성 심화 단계에서 의도

연습의 특징에 해 기술하 다.셋째, 문성 발달과정에서 의도 연습의

변화 양상에 해 제시하 다.넷째,의도 연습에 향을 미치는 진 요

인 해 요인에 해 제시하 다.마지막으로 의도 연습을 통해 수치

제어 기능인재의 문성 발달과정에 해 종합 으로 제시하 다.

1. 문성 형성 단계에서의 의도 연습

본 연구에서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문성 발달 과정은 자격 취득을 기

으로 형성 단계와 심화 단계 두 단계로 구분하 다.그 문성 형성

단계란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이 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해 비한 기간을

의미하 다.이 단계는 Dreyfus& Dreyfus(1986)의 문성 발달단계의 다

섯 가지 단계 의 첫 단계인 보자(Novice)단계,두 번째 단계인 고

입문자(AdvancedBeginner)단계와 세 번째 단계인 능숙자(Competent)단

계에 해당한다.

가. 문성 형성 단계에서의 체계 계획

1)기사 자격 취득 비

국에서는 기능인재 육성에 한 심이 차 높아짐에 따라 기능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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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지니고 있는 기술과 기능 수 에 한 평가시스템도 많이 발달해왔

다.본 연구에서의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고 기사 자격까지 취득하게 되

었다.이에 따라 기능인재들이 고 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해 기사 자격

취득 비하기를 먼 시작하 다.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기사 자격 취득 비과정에서 평가 내용 로 이

론 교육,실기 연습과 로그래 세 가지를 비하 다. 한,기사 자격

을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하나는 국 ‘인력자원 사회보장

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인사시험센터에서 주최한 ‘국 문 기술자 자

격시험’(全国专业技术人员资格 试)을 참여하는 것이며,다른 방법은 교육

부와 과학기술부 등 부문들이 주최한 ‘국 수치제어 기능올림픽’(全国数控

技能大赛)출 을 통해 입상하여 동시에 자격증을 인정받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 ZFH는 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해 자격시험을 참여하기를

선택하 다.참여 신청한 후에 받은 비 연습자료를 바탕으로 시험에서

나올 내용을 공부하 다.일반 으로 소속기 은 기능인재 육성을 해 자

격 취득 비에 한 훈련 로그램을 마련하 다.연구 참여자 ZFH는 참

여를 하 고 훈련 로그램에 따라 이론,실기 연습 그리고 로그래 의

세 가지를 심으로 비하 다.

그때는 시험이었고,그것은 일단 신청해야 되요.신청한 후에 어떤 자료를 받

을 수 있어요.그 자료를 가지고 보면 어떤 내용을 배워야 하는지,시험에서

어떤 내용을 볼 건지,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그러면 이 기간 동안 비해야

되요.그런 훈련 로그램도 있어서 참여했어요.(ZFH)

그 훈련의 로그램에서 신기술이나,신공 와 같은 훈련이 있어요.이론,실

기 연습 이쪽에서 훈련시키는 것이지요.(ZFH)

그 외에 ‘국 문 기술자 자격시험’(全国专业技术人员资格 试)의 내용

에 논문에 한 심사평가도 있다.기사 자격 인정을 해 자신이 지니고

있는 기술을 논문 형식으로 작성하여 논문 심사를 통해 기능에 한 평가

를 받을 수 있었다.이에 따라 기능인재들은 논문에 해 비해야 했다.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일반 으로 기기 조작과 같은 실기 연습을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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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하기 때문에 쓰기 능력이 상 으로 부족한 경향이 나타났다.연구

참여자 ZFH는 암묵 지식을 논문으로 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

문에 기술 부분에 한 내용을 비하기보다 논문에 해 더 많은 비를

했다.

그 실습은 어렵지 않는데 이론도...그때는 그냥 우리가 이 논문이 좀...어려웠

어요.논문 심사도 있어요.우리와 같은 직업학교의 기능 공 출신 사람은

쓰기가 약해요.공 같은 것을 잘 알지만 어떻게 표 하는지를 몰랐지요.

그래서 더 많이 비해야 되요.쓰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수정해달라고 그리

고 가르쳐줘요.어떻게 쓰는지.(ZFH)

연구 참여자 WSB와 같이 수치제어 기능올림픽 출 을 통해 기사 자격

을 획득하는 기능인재들은 경기에서 규정된 가공 문제 뱅크를 으로

비하 다.출 비 내용은 기능올림픽에서 제기한 요구에 따라 원자재나

반제품을 수치제어공작기계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

을 높이는 것이다.이에 따라 매회 성(省) 기능올림픽 혹은 국가 기능

올림픽에서 나왔던 가공 문제 뱅크가 공포된 것을 참고하여 연습하 다.

주로 경기에 을 맞추는 것 요.경기에서의 어떤 제목에 을 맞춰요.

매년 성에서나 국에서 샘 문제와 에 봤던 제목을 공포했잖아요.우

리는 그것에 을 맞춰서 연습하는 거 요.(WSB)

2)이론에 한 공식 교육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수치제어 공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론에

한 공식 교육은 반드시 계획이 필요하다. 문성 형성 단계에서 일부 연

구 참여자들은 수치제어 공 출신이기 때문에 학생으로서 주로 학교에서

입문 교육을 받았다.이에 따라 일반 으로 학교에서의 학습 기간은 학교

의 과목 시간표에 따라 진행하 다.연구 참여자 WSH와 같은 경우는 수

치제어 공 출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장 기본 인 내용에 해 수업에

서 배웠다.

처음에는 수치제어 공 학생들은 모두 일반 인 작업부터 배우기 시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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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서 일반 작업과 같은 조립이나 간단한 수치제어 선반 작업,그리고 간

단한 로그래 등이 있어요(WSH)

이 외에 수치제어 공 출신과 련이 없는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기능

올림픽에 출 하기 해 비 로그램을 통해 꾸 히 학생시 과 같이 공

식 이론 교육을 받았다.연구 참여자 WSB는 기사 취득 에 이미 교사

가 되었지만,기능올림픽 출 하기 때문에 선수로서 이론에 한 수업도

참여해야 했다.한 학기 동안 꾸 히 학생처럼 이론 수업을 들었다.

처음부터 오 에 각 과목에서 훌륭한 선생님들이 모여서 우리한테 강의를 했

어요.그때 도 교사지만 기능올림픽 출 선수로서 수업을 들어야 했지요.

학생처럼.거의 한 학기 동안 수업만 들었어요.그 이후에 실기에 심으로

연습을 했어요.(WSB)

3)기 조작 기능 습득

부분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에서 입문 교육을 통해 수치제어 분야에

한 가장 기본 인 조작 실기를 학습하 다.많은 연구 참여자들은 ‘반드시

기 지식부터 배워야 한다.’라는 내용을 강조하 다.이것은 문성을 심

화시키는 데에 후속 실습의 선수 조건이다.기사자격을 취득하기 의

문성 형성 단계에서 조작 기능에 한 습득 내용은 주로 일반 선반을 조작

하는 기능을 배우는 것이다. 부분 연구 참여자들은 ‘먼 일반 선반부터

연습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 다.형성 단계에서 일반 선반 조작 기능

을 습득하는 내용은 선반을 조작하는 기본 인 손동작 조작 기능과 가공

원재료의 사용에 한 기본 선택을 연습하 다.이처럼 수치제어 기능인

재들은 이론 과목을 통해 기 이론을 학습하여 조작 실습에서 활용하는 방

식으로 연습을 이루었다.

연구 참여자 QJX는 이론 지식 외에 가장 기본 인 수치제어 분야의 조

작 지식에 하여 작업 규정과 여러 가지 재료에 한 구분,도구의 선택,

도면지에 한 인식 방법, 로그래 언어 작성 등을 언 하 다.이에 따

라 QJX는 실습에서 일반 선반조작과 기본 조작 규범,그리고 기 도구



-81-

사용 등부터 연습을 하 다.

우선은 기 지식인데,가장 기본인 기계 산업 표 에 해서는 제 로 연습

이 되어야 해요.이마 도 제 로 되지 않으면 더 어려운 분야로 할 수 없

죠.(질문:그 다면 기 가 무엇인가요?)우선은 안 규범,기계 작동이 숙련

되어야 하고,주의사항,어떠한 부분에서 사고가 쉽게 발생하는지,그리고 나

서는 도구의 사용이죠.측정기의 사용,이것도 기 이에요.다음으로 삭 공

구,픽쳐의 사용,이런 것도 기 가 되죠.그리고는 일부 재료에 한 학습인

데, 를 들어,내가 강철 가공을 하고자 한다면,스테인리스강,알루미늄,주

철은 모두 다르잖아요.그 다면 이런 부분에 해서도 기 인 이해가 있

어야 할 테고,이런 것들이 가장 기 고,첫 단계에서는 이 부분에 한 배워

야죠.(QJX)

먼 일반선반부터 연습해요.분야에서 가장 기 인 표 부터 잘 연습하고

이것부터 잘 할 수 없으면 더 어려운 것을 조작할 수 없겠지요.기 에는 규

칙과 같은 것이 있어요.선반을 조작하는 능숙한 정도,주의사항,사고가 많

이 생기는 부분에 한 기 에요.그리고 도구에 한 사용도 기 에요.재료

에 한 이해도 필요해요.(QJX)

나. 문성 형성 단계에서의 정신 노력

1)고정된 연습 로그램 일정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기사자격을 취득하기 의 문성 형성 단계에서

고정된 연습 일정을 설정하여 계획된 하루일과의 구성 로 꾸 히 연습을

하 다.특히 형성 단계에서 기능올림픽에 출 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능올림픽 출 로그램의 일정에 따라 연습하 다.면담 참여자 WSB

는 형성 단계에서 매일 오 8시부터 12시까지 공식 이론 교육을 받

았으며 오후 1시부터 6까지 선반 조작 연습을 하 다.그다음에 녁 7시

부터 11시까지 로그래 연습을 하 다.면담 참여자 CHF는 기사자격을

취득하기 에 꾸 히 아침에 8시부터 11시까지 계획된 공식 이론 교

육을 받았다.

일반 으로 매일 아침 7시부터 밤에 11시까지 밥을 먹는 시간을 빼고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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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이 있는 것 같네요. 심 후에 보통 조 쉬는 거지요.일반 으로 기

사자격 비하기 에 오 8시에 12시까지 수업을 듣고 오후 1시부터 6까지

선반 조작 연습을 했어요.그다음에 녁에 7시부터 11까지 로그래 연습

을 했어요.그리고 기능올림픽에 출 하도록 거의 공휴일이 없는 거 요.주

말에도 그 고요.원칙상 쉬지 않는데 개인 인 일이 있으면 휴가를 신청 해

야지요.(WSB)

그리고 매일 꾸 히 아침에 8시부터 11시까지 계획된 공식 이론 교육을

받았어요.(CHF)

그 외에 부분 직업학교에서는 기업들과의 합작 항목이 있었다.이에

따라 기능인재들에게 기 교육 연수 실제 생산 작업에 한 기회를 제

공할 수 있었다. 다수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수업과 실기를 병행한 연

습 로그램 방식으로 배웠다.연구 참여자 WSB는 형성 단계에서 학교에

서 설립된 공장에서 실제 기업의 제품을 가공함으로 실기 연습한 이 있

었다. 한,학교에서의 정해된 연습 시간표에 따라 오 에 수업을 참여하

고 오후와 녁에 실습하 다.

지 학교들은, 동성 이쪽에는 보통 학교랑 기업이랑 력하고 있어요.당

시 제가 그쪽에서 수업하면서 한편으로는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고,마치 지

이곳 작업장 같은데서,작업장은 외 생산을 하는 곳인데,밖에 기업 제

품들을 우리 이곳에서 만드는 거죠.그리고 는 오 에 수업하고,오후랑

녁은 제품을 만들었어요.(WSB)

2)남보다 더 많은 각고의 노력

문성 형성 단계에서 극 으로 연습을 하는 데는 각고의 노력이 요구

되었다.기 실기를 습득하기 해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고 형 공작기

계를 조작하기보다는 일반 선반의 손동작 기능을 심으로 많이 연습하

다.이에 따라 문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었으며

일손이 부지런하고 땀도 많이 흘리게 되었다.기능인재들은 하루 종일 연

습을 하여 작업장의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에 소음,먼지,쇠부스러기,기

계기름 등을 감내하면서 장시간 각고의 연습에 한 정신 노력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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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연구 참여자 WSB는 기능올림픽에 좋은 성 을 받고 자신의 기술을 향

상시키기 해 각고의 노력으로 많이 연습하 다.마찬가지로 연구 참여자

MYL는 작업하는 장의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각고 노력을 하고 포기하

지 않는 결심을 정했다.

제 생각에는 땀과 물이 많이 나오는 노력이죠. 부분이 땀이고요.특히

희와 같은 기계 분야,수치제어 분야.. 에 처음에 배웠을 때 일반 선반부

터 배웠어요.그때 손이 많은 쇠부스러기를 붙이게 되었어요.양손에 부 붙

었지요.그것은 어쩔 수 없고 쇠부스러기를 안 먹으면 기술이 올라갈 수 없

다는 말을 선생님께 들었어요.일손을 많이 붙들고 많이 일하라는 뜻이지

요.(WSB)

각고라는 말은,당신은 이 공 출신이 아니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를 들면,제가 그때 연습했을 때가 여름이에요.당시 연습하는 작업장 안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는 매일 1500CC같은 물병으로 두 병 차를 마셔요.매

일 최소 두 병.제가 입은 작업복이 매일 땀 때문에 젖어요.날씨가 덥잖아

요.이 게 젖고 다시 마르게 지요. 다시 젖게 되고...반복 이에요.매일

녁에 집에 가서 보니까 작업복에 땀이 아니고 부 하얀색 소 과 같은 것

이에요.되게 많았어...그때 그 게 되었지요.땀이 얼마나 나왔는데.그 게

견뎌왔어요.(MYL)

연구 참여자 CLX는 문성 형성 단계에서 실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매일 집 으로 링 머신 작업을 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기계기름,

속 부스러기를 만지게 연습하 다.이에 따라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자

신의 실기를 향상시키기 해 각고의 노력을 했다.

그때 는 작업하기를 되게 좋아했어요.다른 얘들 놀고 싶을 때 는 이것

에 해 심이 더 많았어요.작업이 있을 때도 연습하고 없을 때도 거기 작

업장에 있었어요.그 자리에 딱 서있으면 다른 사람이 보고 스님과 같다고

요. 에 링 머신과 부속품밖에 없어서.매날 링 머신이랑 만나요.거기

서 기계기름, 속 부스러기 많잖아요.다른 사람보다 작업복도 더 더러워

요.(C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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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약 에 한 즉각 인 자기 성찰

문성 형성 단계에서의 자기 성찰은 매일의 연습이 끝난 후에 연습과정

을 뒤돌아보며 당일에 나타난 문제 과 어려운 을 발견하여 즉각 으로

반성을 하 다. 를 들면,매일 실기 연습을 완수한 후에 가공의 결과물을

검사하거나 측정하는 방식으로 문제 을 발견하고,자신이 부족한 부분과

잘하는 부분에 해 정확하게 악할 수 있도록 코치들에게 약 에 해당된

부분에 한 피드백을 받았다.그다음에 코치가 알려주는 방법을 즉각 으

로 시도하여 해당 피드백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자기

성찰이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 WSH는 매일에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해 원인을 찾아보

고 동시에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하 다. 를

들어,정 도가 낮아졌을 때에는 자신의 마인드를 조 하여 미흡한 몸 상

태를 리하거나 기술 인 문제에 한 해결방법을 시도하 다.이런 식으

로 연습하기 때문에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자신이 연습에서 나타난 부족

한 부분을 즉각 으로 발견하여 원인을 찾아냈고 분석을 통해 약 을 보완

하 다.

매일 잘 하지 않은 부분에 해 왜 못하는지 분석하고 고민해야 하지요.어

떤 새로운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속도가 느리면 어떤 방법을 통해 빨

라질 수 있을까.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를 들면,제품을 가공하는 효율이

좋지 않고 정 도가 낮아지는 경우에 원인을 즉각 으로 분석해야 해요.심

리 인 문제인지,몸 상태의 문제인지,조작하는 기술 인 문제인지를 분석해

야 되지요.이 게 을 맞추며 문제를 해결하기를 시도하는 거

요.(WSH)

마찬가지로 연구 참여자 CHF는 숙달이 미흡한 상황에서 평소보다 의도

연습을 했을 때 더 많이 성찰을 하 다. 를 들어,제품을 가공하지 못

하면 해결방법을 계속 찾으며 코치가 가르쳐줬던 내용을 다시 돌이켜보면

서 재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많이 시도해보았다.그러므로 CHF는 해결

방법을 찾게 될 때까지 시도하기 때문에 연습 시간이 많이 걸리며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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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내내 이 문제의 해결방법만 고민한 이 있었다.

잘 하지 못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성찰을 하지요. 를 들어 제품 하나를 가

공해요.잘 하지 못하면 계속 방법을 찾아야지요.왜냐하면 우리 코치와 같은

경우에 강의를 하는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으라고 이끄는 것이에요.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이나

이틀 동안 심지어 1주일까지 계속 고민하는 경우도 많아요.(CHF)

일상 연습할 뿐만 아니라 기능올림픽 출 을 비하는 과정에서도 자신

의 약 에 한 자기 성찰을 많이 하 다.먼 ,기능올림픽 출 한 후에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이 부족한 부분과 해결해야 한 부분을 즉각 으로

분석하여 알 수 있었다.이에 따라 문성 형성 단계에서 부분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기능올림픽 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기술과 기능을 보완하

기에 을 맞추어 약 을 심으로 자기 성찰하 다.

연구 참여자 CHF와 같은 경우는 기능올림픽의 출 성 에 한 성찰

을 통해 자신의 약 과 연습에 한 부족함을 발견하여 다음 기능올림픽에

서 좋은 성 을 얻을 수 있도록 보완하 다.CHF는 50일쯤의 연습으로 기

사자격을 획득하 지만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하 다.자기 성찰을 통해 자

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더 많은 연습시간을 추가하여 더 좋은

성 을 얻을 수 있다는 을 깨달았다.그러므로 CHF는 기능올림픽 출

후에 바로 다음 차례의 비를 시작하 다.

지난 올림픽 출 에 해 성찰을 해야지요.어떤 부분을 잘 하지 못하고 어

떤 부분을 잘 했는지 성찰을 해야지요.그 다음에 성찰결과에 을 맞추어

연습을 계획하는 것이지요. 는 50일쯤의 연습을 통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받지 못했지만 기사자격의 인정까지 획득하게 되었어요.자신에 해 어느

정도 수 이 알게 되었고요. 와 같은 경우,연습시간 짧아 실력을 잘 발휘

하지 못했지만 성 의 기능올림픽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를 받을 수 있어서

나 에 연습을 제 로 하면 국가 의 기능올림픽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겠

다는 생각을 들었어요.그래서 기능올림픽 출 후에 바로 다음 기능올림픽

비를 시작했어요.(C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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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구 참여자 PXZ는 문성 형성 단계에서 기능올림픽 출 경험

을 통해 자신의 약 을 기본지식이 부족함으로 깨달았다.기본지식 특히

수치제어 기술 표로서의 로그래 이 가장 약하 다.그러므로 PXZ는

즉각 으로 약 을 보완시키도록 련 책을 읽으면서 컴퓨터 소 트웨어

응용과 같이 매일 새벽까지 연습하 다.

기능올림픽 출 결과를 보면 기 내용은 제 약 이에요.그래서 제가 자기

학습으로 보완하려고 했지요.특히 로그래 은 수치제어 기술을 표하기

때문에 로그래 에 한 책을 많이 사서 봤어요.보통 녁에 기숙사에서

컴퓨터를 열어놓고 책을 열어높고 이론을 공부하다가 로그래 을 했어요.

재미있게 놀았어요.항상 새벽까지 했어요.(PXZ)

한편,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해 논문심사를 비하는 데에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형 인 약 이 있었다.일반 으로 기술자와 같은 경우에

문 지식은 조작 기능을 주로 암묵 지식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기능인재들은 기술 혹은 실기를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는 쓰기 능력이 상

으로 부족한 편이 다. 를 들어,연구 참여자 ZFH처럼 직업학교를

졸업한 후에 기사 자격을 취득하는 비를 하면서 기술이 향상되었지만 문

화 지식과 텍스트 구성 능력이 상 으로 부족한 약 임을 깨달았다.

ZFH는 책쓰기와 논문내기에 한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이 기술을 표 하

는 데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한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 다.

지 생각해보면 문가가 되려면 텍스트 구성 능력,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았어요. 는 작업을 할 수 있지만 말하고 는 부분에서는 약했죠.나

한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표 을 못하면,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고,인정하

고,나의 물건이 좋은 것이라 느끼지 못하게 되죠.자신이 이런 부분에 응

이 어려워하고,나한테는 이런 기술,이런 능력이 있는데 표 이 못되고...

한테는 이 부분이 약 이에요. 문가가 되려면 표 을 해야 되잖아요.쓸

알아야 하고,강의 할 알아야 하고,자신의 견해를 표 하고,생각을 표

할 수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줘요.(ZF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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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성 형성 단계에서의 반복 수행

1)실제 조작을 통한 이론 지식의 응용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문성 형성 단계에서 공식 교육을 통해 이론

지식을 심으로 배우지만 기능인재로서 조작 실기 습득도 요하기 때

문에 이론을 실습으로 응용할 필요가 있었다.이에 따라 책에서 배운 내용

이 실습을 통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를 시도해보며 연습결과를 분석하여

다시 도 하는 식으로 반복 연습을 하 다.

연구 참여자 CLX는 문성 형성 단계에서 이론을 책으로 배우면서

장 실습을 통해 시도해봤다.이런 식으로 이론 지식을 장에서 어떻게

용하는지를 확인하 다.마찬가지로 연구 참여자 ZFH는 수업에서 배웠던

이론 지식에 한 과제를 완성하는 식으로 작업장에서 반복 으로 실습하

여 유감없이 소화시킬 때까지 연습하 다.

는 그때 책에서 무엇을 배우면 바로 작업에서 따라서 도 해 요.만약에

잘 안되면,다시 책을 보고 생각하고 배우면서 작업하는 식으로 했지

요.(CLX)

보통 우리는 이론 수업을 끝난 후에 자기 스스로 책을 읽었지요.그리고 수

업에서 과제를 내릴 거니까 그 과제를 완성하려면 작업장 쪽으로 가서 실기

연습을 해야죠.실습을 통해 수업에서 배웠던 것을 악할 수 있지요.(ZFH)

2)모방을 통한 실기 경험의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문성 형성 단계에서 실습 경험이 부족하기 때

문에,처음부터 기술과 기능에 한 학습을 시작했을 때에 부분이 학교

의 선생님들을 따라하거나 공장에서 다른 선배들의 에서 찰하여 한 단

계 한 단계씩 모방해 가면서 배우게 되었다.이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조

작 과정을 모방하여 반복 인 연습을 통해 실기 경험이 쌓이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 THQ와 같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경우는 일반 으로 선생님



-88-

이 수업에서 가르칠 때에 먼 공작기계를 조작해서 시범을 보여주는 식으

로 하 다.시범을 하면서 각 조작 단계에 해 순서별로 동작이 나오는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설명해주었다.한편,실제 제품을 가공하는 것으로 모

방 실습을 진행하는 경우는 재료와 기계의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부분이

실제가공 신 컴퓨터에서의 시뮬 이션 소 트웨어로 모의가공을 통해서

반복 으로 연습하 다.

사실 선생님은 학생에게 뭐를 하라고 가르칠 때 보통은 먼 보여줘요. 를

들어,내가 한테 이 컵을 만드는 것을 가르친다 하면은 재는 당신은 아

무 것도 아는 부분이 없으니 나는 처음부터 이것에 해서 분석해야겠죠.이

부품이 무엇이고,어떤 삭 도구를 사용하고,어떻게 로그래 하는지 등

에 해서는 가르치고,수업을 마치고 스스로 다시 작업해보고,이 부분은 어

떻게 작업하고,어떻게 삭하고,어떻게 클램핑하고,어떻게 가공되는지...먼

한 번 보고,그리고 내가 하고, 는 에서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가르치

는 거 요 （THQ）

이에 반해 기업에서는 업무의 효율에 더 강조하기 때문에 작업 시간도

박해서 선배들은 학교에서의 선생님들처럼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았다.

따라서 상 으로 학교에서보다 기업에서 기 내용에 한 학습 조건이

좋지 않았다.그러므로 다수 기능인재들은 에서 선배나 다른 동료들의

작업에 한 찰을 통해 순서 로 모방하는 방식으로 반복 인 실습을 하

다.연구 참여자 MQD는 처음 수치제어 기능을 배웠을 때에 공장에서의

선배들이 작업하는 장 에서 주의 깊게 찰하 다.그다음에 업무 외

에 다른 시간에 스스로 기억속의 차에 따라 모방하여 실기 연습을 하

다.이런 식으로 다수 기업에 재직했던 기능인재들은 문성 형성 단계

에서 다른 사람들의 동작을 모방하여 스스로 반복 인 연습을 통해 실기

경험을 쌓았다.

당시 를 한 친구가 기업에 있었는데,그 기업에는 실기,교육,생산 과

정이 모두 있었어요.그는 기계 두 를 담당했고,당시 그들의 숙소에 가서

살았었는데,아침 일 가서 청소하고,어떻게든 잘 보여야 잖아요.그리고

그들은 일하고 는 에서 보면서 공부하는 거죠.주로 먼 그들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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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보고,사람들이 밥 먹으러 가면 는 그들의 컴퓨터로 도형을 그리고,

그리고 오후에는 사람들이 계속 작업하면 는 에서 연습하죠.처음에는

당연히 바로 시키지 않아요.이런 것들은 모두 외국 수출품이라 일본 사람들

에게 가공하는 거 요. 녁이 되서는 그들이 가고 나면 는 아직 남아서

녁 11시정도까지 있어요.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야 해볼 수 있고,자동 가

공일 때는 는 지켜보는 거 요.그리고 이 도구는 어떻고 찰하죠.이 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는 낮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녁에 다시 복

습하는 거 요(MQD)

라. 문성 형성 단계에서의 피드백

1)코치에게 즉각 인 피드백 획득

문성 형성 단계에서 기능인재들에게 코치의 역할은 지도,피드백,보

조,감독,검사 검증 등 종합 으로 표 되고 있었다.코치는 연습자의

작업 과정에 해서 지도하고,공 분석과 설명 등을 하 다.그밖에 가공

의 문제 는 가공 실패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코치는 피드백을 제공

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해주었다. 한,코치는 훈련 과정에서

보조 업무를 하는데,시간 기록을 하고 탈락자를 선별하는 임무도 수행하

다.일반 으로 일 연습 과정에서 코치는 에서 감독 역할도 하 다.

앞서 제시한 코치의 모든 역할은 문성 형성 단계에서 기능인재에게 즉각

으로 발휘하게 되었다.

문성 형성 단계에서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실기 연습의 경험이 부족

하기 때문에 조작하는 과정에서 실습에 한 지도가 필요하 다.그러므로

실기 연습 과정에서 코치에게 즉각 으로 피드백을 많이 받게 되었다.연

구 참여자 THQ는 주로 코치와 조작 연습에 한 분석을 하 다.실습하

는 과정에서 코치는 에서 연습 시간을 통제하며 공 설정 등 가공 순서

를 합리 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 다.연구 참여자 QJX처럼 코치

의 시범을 따라서 조작해도 기능수 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속품을 가공할

때에 재료 선정과 같은 내용에 해 바로 지도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

다.



-90-

코치랑 분석하죠. 를 들어,당신은 지 이 부품을 다 만들었어요.나는 아

직 한 시간의 통제 시간이 있어요.그러면 도면을 그리고, 로그래 하는데

얼마나 걸리고,실제로는 이 시간만큼 걸리지 않아도 되고...어떻게 그리냐 하

는게 맞겠네요.합리 으로 배치하고,하나는 순서,하나는 합리 인 배치요.

어떻게 부품의 정 도를 보장할지,이 부분이 아주 요해요(THQ)

를 들어 철,강과 알루미늄이 다르니까 가공할 때 주의를 해야지요.그래서

이 시간에 코칭 많이 필요해요.코치의 시범을 따라서 빨리 이해할 수 있어

요.(QJX)

이에 따라 문성 형성 단계에서 부분 코치는 즉각 으로 피드백을

수 있도록 하루 종일 작업장에 있었다.연구 참여자 WSB의 코치는 만찬

가지로 매일 작업장에서 감독 역할로서 연습의 성과를 검사해주었다. 한,

코치는 경쟁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한 번 탈락시키게

하 다.한편,코치는 가공 과정에서 나올 문제 을 많이 알려주며,가끔씩

돌발 상황에 직면하는 해결방법도 알려주었다.

당연히 코치가 있죠.본인이 로그래 을 아무리 잘 해도 다른 작동에서는

코치가 있어야 하죠.그가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몇몇이서 매일 작업장에

있는 거 요.일정시간이 지나면 한 번 탈락되고,잘 못하면 스스로 가기도

하고,코치가 내쫓을 필요도 없게 되죠.스스로 미안해서 가요.그러다보면

이제 사부랑 제자처럼 바로 지 해줘요.본인이 어떤 문제에 직면해도 알려

주죠.어떤 것들은 그도 생각을 해야 하고,이 게 사부가 제자들을 이끄는

것처럼 되는 거 요.(WSB)

한편, 문성 형성 단계에서 기능인재들은 코치를 롤모델으로 여기는 경

우도 있다.코치는 자신의 기술 습득 경험과 연습 노하우를 직 으로 설

명해주며 롤모델로서 기능인재에게 좋은 시범을 보여주기 때문에 문성

발달의 동기를 유발시키었다.

연구 참여자 WSB의 롤모델도 코치이었다.그 때의 코치는 학창 시 의

담임선생님이었다.코치는 자신이 의도 으로 각고의 연습을 통해 기능올

림픽에서 좋은 성 을 얻게 되었다.그러므로 WSB는 코치의 훌륭한 성과

를 보면서 동기부여가 되었으며, 한 코치가 지니고 있는 부지런한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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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엄청난 노력도 그에게 많은 향을 미쳤다.이 게 되어 WSB는 코치

에게 배우며 한때는 기능올림픽 출 에 코치와 같이 매일 7시부터 작업

장에서 연습해 본 도 있었다.

제 롤모델은 의 코치에요.동시에 제 학생 시 에의 담임 선생님이시구요.

국 제1회 기능올림픽에서 훌륭한 성과를 얻으셨고.그것이 한테 향을

많이 주었어요.가끔씩 힘들 때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롤모델도 그

게 성공 으로 걸어왔는데 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들었지요.그리고 우

리 코치는 되게 부지런한 사람이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이 게 좋은 성취

를 받았지만 우리와 같이 매일 7시에 작업장에 꾸 히 도착하시죠.(WSB)

한,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코치에게 기술 인 측면의 문제에 한 피

드백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조 에 한 조언을 받았다.이들 마인드

를 고치는 코멘트를 받기 때문에 더 빠르고 정확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

었다.

연구 참여자 MQD는 문성 형성 단계에서의 기능올림픽에서 좋은 성취

를 얻은 원인이 심리 인 상태와 계가 있다고 생각하 다.이런 부분에

해 MQD는 코치에게 련된 경험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조언을 받았으

며,수치제어 분야에서 몰입하는 결심을 내렸다.

사실 좋은 성 을 해 기능은 기 로서 시해야 하고 정말로 좋은 성취를

얻을 수 있는지는 심리 인 상태와 계가 있어요.코치가 경험이 많아서 이

런 에서 우리한테 지도해 수 있지요. 에 우리 코치는 기계분야는 외

로운 역이라서 철이나 칼과 만나야 한다고 하셨어요.이러한 분야를 선택

한 것은 후회하지 않고 자기의 결정을 존 해야 그 것의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 지요.(MQ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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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료와의 력

1)주변 동료들과 으로 공동 연습

문성 형성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장 과 약 을 악하기

해 연습 과정에서 으로 배정되며 기계를 조작하 다.이를 통해 서로

감독하고 학습하고 경쟁하면서 함께 공 로세스에 해서 분석하 다.

이런 식으로 공동 연습을 통해 생산 가공의 문제를 해결하 다. 한 연습

을 통해 다른 원들의 장 을 배우고 자신의 약 을 보완할 수 있었으며

작업 분배 로 조하면서 장 강화 약 극복으로 기의 목 을 이를

수 있도록 연습하 다.

연구 참여자 THQ는 문성 형성 단계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샘 도

면 로 부속품을 가공하는 연습하 다.공동 연습에서 서로 시간을 체크해

주며,완성품을 빨리 완성하는 사람이 늦게 완성하는 사람한테 방법을 알

려주었다.이런 식으로 공동 연습을 하면서 서로 배우며 서로 감독하 다.

우리는 매일 도면을 그린 후에 함께 하자고 하는 거죠. 를 들어,오늘은 이

부품을 가공한다 하면,좋아,그러면 시간 체크하면서 같이 만드는 거 요.

몇 의 기계가 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 요.그러면 당연히 어떤 사람은

잘 만들고,어떤 사람은 할 알고,어떤 사람은 다 못 만들고 하겠죠.그러

면 다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를 들어,나는 4시간을 들여 다 만들었어요,

당신은 그때 아직 다 못 만들면 그 6시간동안은 본인이 왜 다 못 만드는지에

해서 생각해보고,어디가 느린 건지 고민해요.그리고 4시간 만에 다 만들

어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과를 보여주고,가공 방식도 얘기하

는 거 요.우리는 당시 서로 감독했죠.네가 만들 때 나는 에서 를 해

기록하고,당신의 첫 걸음,이 게 말하죠. 를 들어,당신의 공 가 어떤지

기록을 해주는 거죠.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얼마의 시간이 걸리고 몇 시 몇

분인지 략 으로 는 거 요.(THQ)

그리고 동료들과 소통하면서 화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장 이 있고,

나는 어떻고,어떤 부족함이 있고,서로가 부족함을 채워주는 역할이 되어주

고,그러면 모두가 함께 더 나아지는 거 요.(T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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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연구 참여자 CYH는 공동 연습에서 15분마다 차례로 조작하

여 가공 연습의 진행 상황을 서로 기록해주었다.따라서 느린 부분을 악

할 수 있으며,서로 간의 연습 결과물을 비교하 다.이에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서 을 맞추며 다시 집 으로 연습하 다.이를 통해서 실기

수 을 향상시키게 되었다.

우리는 훈련할 15분마다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로 기록해요.이 15분은 이

부분밖에 못했고,내가 와서 할 때 당신은 다시 기록하는 거죠.그리고 어디

가 느렸는지를 비교해보면 느린 부분을 발견하고 단일 훈련을 하게 되겠죠.

를 들어,이 부분에서 느리면,당신이 도면을 그리는 부분에서 느리면,

로그램 입력이 느리고,그러면 연습을 해야죠. 로그램 입력 연습, 로그래

,이 게 집 훈련을 해야 기술 능력이 크게 증가할 수 있게 되요.(CYH)

에 기술된 내용을 통해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문성 형성 단계에서

의 의도 연습의 특징을 살펴보았다.이 내용을 종합 으로 제시해보면

<표 Ⅳ-1>와 같다.체계 계획에서는 먼 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한

비가 있으며,공식 으로 이론에 한 교육을 받았다.그리고 일반 인

조작 기능 습득 연습을 하 다.정신 노력에서는 로그램에 참여하여

고정된 연습 일정 로 하 으며,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하

다.그리고 자신의 약 에 해 즉각 으로 자기 성찰을 하 다.반복 수

행에서는 이론 인 지식을 응용하여 실제 인 조작연습을 하 으며,주로

모방을 통해 실습 경험을 하 다.피드백에서는 코치에게 즉각 인 피

드백을 받았다.동료와의 력에서는 주로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으로

공동 연습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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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연습  단계

 

체계적 계

1) 사 격 취득 비

2) 론에 한 공식 

3) 적 조  능 습득

정신적 노력

1) 고정  연습 프로그램 정

2) 남보다  많  각고  노력

3) 약점에 한 각적   찰

복 수행
1) 실제 조  통한 론적 지식  

2)  통한 실습 경험  누적

피드 1) 코 에게 각적  피드  득

동료  력 1) 주변 동료들과 팀 로 공동 연습 

<표 Ⅳ-1> 문성 형성 단계에서의 의도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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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성 심화 단계에서의 의도 연습

본 연구에서의 문성 심화 단계는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이 기사 자격을

가진 후에 고 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해 연습을 비하는 기간을 의미한

다.이 단계는 Dreyfus& Dreyfus(1986)의 5단계론 의 4단계인 숙련가

(Proficient)단계와 5단계인 문가(Expert)단계에 해당된다. 국 수치제

어 분야의 기능인재들은 문성 심화 단계에서 부분이 직업학교에서 수

치제어 공 선생님의 신분 는 기업 생산에서 제품 생산 가공을 진행할

수 있는 기사의 신분이었다.

가. 문성 심화 단계에서의 체계 계획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이 단계에서 높은 문성을 요구하고,실제로 제

조업 생산에 한 기술이 발 되기 때문에 더 빠른 가공 속도와 더 높은

정 성이 요구되었다.가공할 부속품들이 더 복잡하며,가공 부분에서의 문

제들이 더 빠르고 신속한 해결 능력을 요구하 다. 문성 심화 단계에서

의도 연습은 증가되며 련된 생산 가공 경험도 풍부해졌다.기능인재로

서의 경험 방식은 주로 기능올림픽 출 훈련과 실제 기업의 로젝

트를 통해서 얻었다.

1)고 기사 자격 취득 비

고 기사 자격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수치제어 분야의 문가로서 독립

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 신 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심화

단계에서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자신의 경험을 시키는 방식은 두 가

지가 있다.첫 번째는 연구 참여자 WSB처럼 계속 수치제어 기능올림픽에

참가하여 어려운 문제해결을 통해 가공 문제에 한 경험을 하는 방

법,두 번째는 연구 참여자 THQ처럼 기업과의 을 통해 실제 생산과

련된 로젝트에서 자신의 제품 생산 경험을 늘리는 것이다.연구 참여

자들은 부분 WSB와 THQ처럼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경험을 쌓으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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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격을 취득하 다.

는 08년에 학교에 남아서 선생님이 되었어요.그리고 10년에 학교를 표

해 경기에 나가고,10년이후,11년,12년에는 학생들 데리고 출 했죠. 간에

학교에서 를 기업으로 보내 반년동안 있게 하고,검사 측정이다 뭐다한 지

식들에 해서 조 배웠어요.(WSB)

자기계발을 해요.연구하는 것을 즐길 때에는,그때 제가 수치제어를 배울 때

공장에 가서 기사님들한테서 배웠어요.이 게 첫 번째는 공장에 가서 배우

는 거고,이것이 하나의 경로가 되는 거 요.두 번째는 콘테스트 같은데 출

해서 자신을 향상하는 수단이 되는 거 요.깨달음이 가장 컸던 것은 콘테

스트 고,그 과정에서 훈련하고 연구하고, 자신의 향상이 가장 빨랐던 것

같아요.(THQ)

수치제어 기능올림픽은 기능인재들의 기술과 기능에 한 교류활동이며,

2년에 한 번씩 실시된다.기능올림픽에서 상 권에 들어간 선수에게는 기

사 고 기사 자격을 인정해주는 정책이 있다.수치제어 기능올림픽 순

권에 오른 사람들은 한 단계 높은 수 의 자격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즉,기사 자격을 가진 선수들에게 고 기사 자격을 인정해주며,기사 자격

이 없는 선수들은 기사 자격을 획득하게 될 수 있다.연구 참여자 ZFH는

세 가지 유형의 고 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세 가지 모두 기능올림픽

출 을 통해 인정을 받았다.

03년부터 수치제어 기능올림픽이 있었고,그 경기에는 상 이 있었어요.상

권 몇 명,상 권 3명은 자신의 기술등 을 한 단계 벨 업 할 수가 있었죠.

상 권 3명은 자동으로 벨 업이 되고,하지만 반드시 부가 합격이어야

해요.그래서 는 03년에 수치제어 경기에 나가서 1등을 차지하고 고 기사

자격으로 벨 업 되었어요.(ZFH)

는 세 가지 다른 유형의 고 기사 자격이 있어요.총 4개의 기사죠.선반조

작 수치제어, 링 수치제어,가공,그리고 조립까지 모두 기계쪽이요.정확히

말해서 조립만 제가 스스로 시험을 봤던 부분이고,처음 시험을 봤던 것이

조립기사 고,나머지 3개 기사,고 기사는 모드 회를 통해서 취득한 거

요.(ZF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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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천 인 장 실기 연습

문성 심화 단계에서 기능인재들은 장 실천 지식에 한 학습을

심으로 연습하 다.기업 생산과 응되는 업무 는 작업에서 사용하는

기계,설비와의 을 통해 제품의 생산에 한 경험을 향상시켰다.수치

제어 기술은 생산 기술이고 기업의 생명이므로,품질이 좋은 제품을 만들

어 기업의 이윤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그러므로 기업 장에서의 생산

경험은 수치제어 기능인재의 심화에 있어서 가장 요하다.꾸 한 실기

훈련과 이론의 응용을 통해 최종 으로 제품 가공의 기술을 얻게 되었다.

많은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ZFH와 WSB처럼 이론과 실기의 결합을 요

시하 고,고 기사 자격을 취득하여 기업의 업무와 실무 련 경험을 획

득하 다.

우선,기업 는 공장에서의 실기를 통해 실제 가공을 진행했어요.처음 실제

작업에 하고,기업 생산과 비교 연결되고,비교 한 업무와 기계와

설비를 했죠.기업을 통해서,최소한 제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평소

학교에서는 수업에서 이론이다,원리다,공 다, 로그래 이다 하는 것들은

모두 부분에 해당되는 거 요.제품을 만들어내려면 부품을 하나 만들어 내

야 되고,바로 이 부분이요.(ZFH)

기능 부분에서는 반드시 기업으로 가야 해요.그리고 제가 가 있었던 반년의

시간은 턱없이 부족해요. 어도 2년 이상은 있어야 해요.만약 학교 내부에

서라면 반드시 기업들과 연계가 있어야 해요.그리고 만약 그것이 순수 기업

의 것만이라면,그것도 부족해요.학교와 연계되어야 하고,이론이 실기를 지

도하죠.본인이 기업에서만 엄청나게 일을 해도 많이 향상되지는 않을 것이

고,반드시 이론을 기반으로 해야 되죠.일부 기업들은 학교랑 력하는 형식

이 가장 좋은 거 요.이론도 배우고,이론을 한동안 배우고,실기를 한동안

진행하고,이론은 원히 실기를 가이드하죠.(WSB)

이론 지식을 배워야 지요.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있어요. 에 제가

기사자격을 받아서 기업으로 가본 있어요. 장에서 연수를 하면서 강의

도 들었어요. 계가 좋아서 그들은 도움이 수 있다고 거기 갔어요.근데

여기서 선결 조건이 있는데 그들이 알려주는 것은 그 기업에 용이 되는 것

이에요.당시에 그 기업은 라벨부착기를 생산하는 기업이라서 문 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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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만드는 것이지요.강의하는 이론도 체 인 수치제어 분야에 용이

되는 이론이 아니라 그 기업에 용이 될 수 있는 지식을 소개했어요.그래

서 이후에 일반 으로 우리도 1주일 한 번씩 기업에서 련 이론을 연구하는

문가를 해서 강의하는 거지요.(WSB)

한,연구 참여자 THQ처럼 외부 기업이나 다른 장의 로젝트를 받

아서 실제 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표 로 가공을 연습하 고,이를

통해 실천 인 실기기술을 습득하 다.

그리고 우리는 외부 기업이랑 외부에서 일을 받게 되는데,공장 측에서는 품

질은 이래야 한다고 요구하고,그러면 그것을 만들어 내야 해요.만들어 낸

물건이 별로면 그것은 그냥 불량품이 되는 거 요.그것에 한 끊임없는 가

공을 거쳐서만이 수 이 향상되고 제고되는 거 요.(THQ)

3)자기 주도 인 이론 학습

문성 심화 단계에서 공식 인 교육받기뿐만 아니라 더욱 구체 인 연

습 목표를 설정하기 해 자기주도성을 가져야 했다. 문성 심화 단계에

서 개인 연습이 증가되며 공동 연습이 감소되기 때문에 자신의 기능 습득

상태에 해 다른 사람보다 본인이 더욱 잘 악 하게 되었다.자신이 도

달할 수 있는 연습 목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악하여,주도 으로 난이

도와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이 게 하여 연습을 통해 더 높

은 단계의 기능을 악할 수 있고 문성을 심화시키게 되었다.

문성 심화 단계에서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이론 지식에 한 부족

함을 느끼고 계속 으로 이론 지식을 학습하 다.특히 자신의 요구에

을 맞추어 수치제어 분야와 련된 지식을 자기 주도 으로 학습하

다.연구 참여자 CLX는 장의 실기 경험을 할수록 기술에 한 자신

의 이론 지식이 부족함을 느 다. 링 머신으로 삭 기능을 악한 후에

련된 기계 조립,선반 조작, 기 용 등에 한 내용을 책을 통해 학습

하 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면 인 기능을 습득하게 되며 문제를 해결

때에 이론 지식이 많아지기 때문에 생각하는 내용이 많아질 수 있으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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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결방법도 다양하게 될 수 있었다.

제가 배우면서 자기가 기술에 해 무지한 느낌이 들었어요.그래서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요.그때 하는 링 기술과 련한 다른 기계 조립,선반 조

작, 기 용 공 책을 읽었어요.이런 내용이 에게 도움이 많이 되요.

면 으로 기능을 알게 되고 문제를 해결할 때에 더 많은 방법과 생각이 있

었어요.(CLX)

수치제어 공 출신이 아닌 기능인재들은 기 가 약해서 시간에 해 부

족한 느낌이 강하 다.따라서 공을 간에 바꿨을 경우 많은 시간과 노

력을 연습에 투입하 다.연구 참여자 PXZ와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퇴근 후에 쉴 틈이 없이 자기 주도 으로

공부와 연습을 반복하 다.

원래의 공은 화학 섬유이었고 기계 조립 공으로 바꿨어요.수치제어

공을 공부하기 해 도움이 돼요.그때는 아무 기계 기 가 없었고 이론과

기능이 다 몰랐어요.매일 퇴근 후에 바로 공부하기를 시작했어요.훈련을 받

은 3개월 동안에 결석이 한 번도 없었고 야근 끝나도 자지 않았어요.그때에

생활 심이 연습 밖에 없었어요.밥을 먹거나 잠을 자는 시간도 되게 낭비

하다고 생각했어요.(PXZ)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인터넷으로 빠르게 문제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

지만, 부분 참여자들은 인터넷으로 검색하기보다 책을 꾸 히 읽어야 이

론 지식을 충실히 습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 다.연구 참여자 MQD는

기사 자격 취득한 후에 공식 교육을 받기보다 책을 통해 자료를 찾았으

며,실습을 통해 이론 지식에 한 이해를 도왔다.

에 이런 작업을 해서 매일 쉴 틈 없이 책을 봤죠.자료를 찾아야 하고,

원래 수업에서 배운 거랑 실기 과정에서 실기 이론으로,이론에서 실기로 되

는 거죠.본인의 기능 방법 훈련이 가르친 부분이랑 어 나지 않는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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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봤을 때 책은 반드시 야 해요.(MQD)

연구 참여자 CLX는 문성 심화 단계에서 코치가 가르쳐 수 없는 경

우에도 매일 새벽까지 스스로 수치제어 공에 한 교재를 읽으며 이론

지식을 학습하 다.

제 코치는 그때 이미 60세가 되니까 더 이상 한테 많은 기술을 가르쳐

수 없어요.스스로 공부해야 돼요.공장에 들어간 후에 수치제어에 한 교재

들을 다 ,열처리,기계 조립,장비 수리,선반가공 등등 여러 가지 내용에

한 책을 다 봤어요.보통 녁에 책을 읽어요.항상 12시 넘었지요.(CLX)

나. 문성 심화 단계에서의 정신 노력

1)연습 일정에 한 자기 조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문성 심화 단계에서 형성 단계의 일정 로 연

습하다가 자기 조 을 통해 연습 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기 시작했으며,탄

력 인 연습일정을 설정하 다.

면담 참여자 WSB는 심화 단계에서의 의도 연습은 자신의 상태에 따

라 오 8시부터 12시까지 로그래 연습을 하 으며 오후 1시부터 3시

까지 공식 이론 교육을 받았다.4시부터 11시까지는 선반조작 연습을

하 다.심화 단계에서 의도 연습은 시간이 탄력 이며 실기 연습 활동

에 을 두었다.

고 기사 자격을 비하기 에 자신의 상태에 따라 아침에 기억력이 좋으면

아침에 이론을 보고 녁에 제품가공해도 되는 것이지요. 녁에 기억력이

좋으면 그 로 아침에 가공작업을 하고 오후에 측정하고 녁에 이론을

요.개인의 특징 로 상 한테 연습계획을 변경해도 되는 것이지요.일반 으

로 오 8시부터 12시까지 로그래 연습을 하다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수업을 들었어요.그리고 4시부터 11시까지 선반조작 연습을 했어요.(WSB)

2년마다 개최되는 수치제어 기능올림픽을 비하기 해 참여자들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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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년 반의 시간을 들여 로그램을 비하고,매일 10시간 이상 연습

하 다.낮에는 주로 실기 연습을 진행하고, 녁에는 이론 학습 는 로

그래 학습을 하 다.연습 내용은 국 는 성 기능 회 출제 샘

문제들이었다. 국 수치제어 분야의 기능인재들은 일반 으로 회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제품 가공에 한 샘 문제에 해서 반복 으로 훈

련을 하 다.

기능 올림픽 비는 그거 요.먼 이런 기능올림픽을 개최하는 건 그들의

배치에 따라 이론,소 트웨어,실제 작동 세 부분의 훈련을 해요.요구에 따

라 훈련을 하면...매일 십여시간은 소비하죠.보통 낮에는 실기, 녁에는 이

론을 요.우리는 배치해요.어떤 시간에는 이론,어떤 때는 로그래 ,어

떤 때는 작동,어떤 작동을 할지...작업시간이 보통 비교 길죠,가공 시간이

비교 길어요.6시간정도가 걸려요.어떤 때는 10여 시간이 걸리구요.(의

도 연습의 내용)은 주로 회의 일부 문제에 을 맞춰요.매년 성에서

국 도시에서 샘 문제다,이 에 출제한 문제다 하면서 나오면 우리는 주

로 그런 것들로 연습해요.(ZFH)

2)연습에 한 헌신 몰입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기능올림픽에서 좋은 성 을 얻기 해 헌신 으

로 몰입하 고 2년마다 개최되는 기능올림픽 비기간 동안 집 인 훈련

을 실시하 다.연구 참여자 WSH는 매일 기숙사,식당,작업장 3곳을 이

동하며 10시간 이상의 훈련과 작업을 하고,휴가 시간도 은 편이었다.기

능올림픽에 출 하기 해 몇 년 동안 연애나 결혼을 하지 못했고, 부분

의 시간을 작업장에서 연습하며 보냈다.연구 참여자 WSB와 QJX도 기능

올림픽에 출 하기 해 거의 휴가 시간 없이 연습을 해왔으며,연습 활동

은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휴가 기간 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도

작업장에서 연습하 다.

우리는 2년에 단 한번 있는 이 회만을 해 바라보고 있는 거 요.기능올

림픽은 어떤 지식을 필요로 하면 우리는 그 지식들을 보충하죠.이 과정은

성장이 빠른 과정이기도 하죠.매일 이쪽 부분만 연습하면, 에는 항상

기숙사,식당,작업장 이 잖아요...다 그래요.우리가 에 훈련할 때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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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7시정도면 일어나고 녁 10시까지...이 게 간에 밥 먹는 시간 제외하

고는 휴식도 별로 안 해요.그때는 필사 이죠.공작기계으로 몇 년 만 해도

결혼도 못 하고 연애도 못 해봤죠.기본 으로 매일 책 보고 공부하고 작업

하죠.기본 으로 그래요.생각해 요,하루 24시간,10여 시간을 여기에,매

일 여기,3곳만 으면서 다니고,2년에 한 번...매일 이곳에서 훈련,언제 집

에 가요.(WSH)

매일 보통 정상 으로 말하자면,아침 8시부터 녁 10시까지면 벌써 14시간

정도에요. 심시간에는 보통 휴식하는데,그것도 가끔 휴식하는 거고,그 외

는 기본 으로 일 년 내내 휴식을 안 해요.명 때가 되면,상사들이 휴가라

하면 그러면 휴가인거고,토요일,일요일도 안 오면,보통 선생님은 주말 휴

식이잖아요.근데 회로 놓고 말하면,주말에 안 나오면 휴가 맡아야 해요.

그러면 원칙 으로는 휴식을 안 하는 셈이죠.그리고 다른 일이 있으면 휴무

내고,휴무 내도 학교 리자들도 돈을 깎거나 그러진 않아요.(WSB)

제가 일을 시작했을 때는 첫 10년의 여름방학은 휴식을 해본 이 없어요.

학교의 실습 공장에 남아서 가공하고,당시는 거의 매일 그쪽에서 살았던 거

죠.매일 이 부분 연습하고, 에는 그냥 세 곳만 다녔죠.숙소,식당,작업

장 이 게요.낮에는 실기 작업을 연습하고, 녁에는 로그램 는 이론을

연습해요.이론 지식과 간단한 실기로도 부족해요. 는 반드시 실기 경험을

늘여야 하고,실기와 이론은 완벽하게 결합해야 했어요. 를 들어,한 부품

을 가공하려고 했을 때,작업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합한 이론이 지원이

되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요.(QJX)

다수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문성 심화 단계에서 30 가 되는 경우

가 많아 결혼,자녀 탄생,부모 이별과 같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

다.하지만,연구 참여자들은 문성 심화 단계에서 연습에 헌신 인 노력

을 하 으며,이런 사건을 겪어도 최 한 연습의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

록 처리하 다.

연구 참여자 MYL는 기능올림픽을 출 비 기간에 자녀가 태어났으나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었다.연구 참여자 WSH는 기능올림픽 출

직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겪었지만,힘든 시간을 견디면

서 연습에 몰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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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생각해보면 그때 정말 고생 많았어요. 는 08년에 기능올림픽 출 했

을 때에 우리 얘기도 08년에 태어나고 그 날만 제가 병원에 한 번 가본

있어요.어쩔 수 없이 그 다음 날에 바로 작업 장에 돌아와서 연습을 했지

요.그래서 그때 거의 얘기랑 같이 놀기도 못하고 에 지켜지지도 못했어요.

많이 보고 싶었지요.(MYL)

제 2회 국 수치제어 기능올림픽 출 하기 에 동성 선발 에서 1등이

얻었어요.그때 국가의 결승에 진출하게 된다는 뜻이죠.얼마나 기쁜 데에 우

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소식을 들었어요.그 때 되게 슬펐지요.이런 결정 인

시간에 우리 코치도 걱정해주셨어요.이 일 때문에 의 심리 으로 향을

가 ... 향이 크지요.하지만 침착해야 돼...제가 그때에 몇 일정도의 연

습 결석을 신청하여 아버지의 후사를 처리한 후에 다시 집 훈련에 몰입했

어요.비통을 연습의 노력으로 바꾸고 좋은 성 을 얻어서 아버지께 보여드

리도록....이런 생각만 했어요.(WSH)

3)장 에 한 극 인 자기 성찰

문성 심화 단계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기술과 기능을 연습하는 것과 더

불어 자신의 장 에 해 극 으로 성찰하고 발견하는 것이 요하다.

기능인재들은 자신이 잘하는 실기와 기술을 발견하여 더 많은 심을 갖고

극 으로 성찰하 다.연구 참여자 CLX는 문성 형성 단계부터 삭공

구 만들기에서 자신의 장 을 발견하 다.이후 한 칼로 모형을 완성할 수

있는 삭공구를 만들기 해 반복 실험함으로써 더 정 하고 정확한 가공

삭공구를 만들게 되었다.

그때 작업장에서 자주 이상한 모형의 부속품을 가공해야 되요.그때도 지

과 같이 않고 풍부한 삭공구 종류가 없어서.특별한 부속품을 만나면 자기

삭공구를 만들어야 돼요.그리고 제가 원래 사공구를 만들기가 잘해서

심이 많아졌어요.어떻게 좋은 삭공구를 만들 수 있을까?그래서

이거를 연구를 했지요. 삭공구를 만드는 기술을 연습했어요.제가 만든

삭공구로 가공하면 치 잡기,치수 상 으로 정 하고 정확해요.(C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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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에 한 장 과 더불어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이 문성 심화 단계에

서 심리 으로 정 인 마음 자세를 갖는 것도 요하 다.이것은 의도

연습의 성공여부에 요한 역할을 하 다.기능올림픽 출 과정에서

돌발 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마음 자세를 조

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기능올림픽 출 의 결과는 어느 정도

우연성이 있으며,자신의 실력이 충분히 발휘되기 해 평소 연습에서 침

착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마인드 컨트롤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 게 평소 돌발 인 문제 발생 시 마음 자세를 조 하는 연습을 통해 실

에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완 히

발휘하여 문제를 잘 해결하고 좋은 결과를 취득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THQ와 PXZ는 우발 인 상황에서 마음 자세를 즉각 으로

조 하는 능력 역경과 어려움에 낙담하지 않고 포지하지 않는 정 인

마인드 조 능력을 자신의 장 으로 생각하 다.이들은 자신에 해

극 으로 성찰하여 평소 연습과정과 문성 심화 단계의 연습에서 심리

인 장 을 발휘할 수 있었다.

경기할 때와 연습할 때는 다른 이 많아요.경기장은 우리 평일에 연습하는

작업장과 같지 않지요.모든 것을 잘 알고 상황을 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생각되지 못하는 우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할 것 요.이런 우연

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어떻게든 자기의 마음 자세를 조 해야

되지요. 를 들어 제품을 가공하는 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긴장도 되고

심 도 불러오고 시간을 많이 낭비하겠지요.그래서 침착해야 하고 평일의

연습 에서 많은 상황을 경험해서 빨리 처리해야 되요.이런 에서 는

자신이 있어요.다른 사람보다 기능이 더 좋은 말이 할 수 없지만 제가 좋은

성 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이거라고 생각해요.(THQ)

기능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낙담한 이 있었지요.근

데 이런 과정을 견딜 수 있다는 자신을 만들어서 정 인 마인드를 가지면

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되요.결국에 다 견뎌왔어요.(PX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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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성 심화 단계에서의 반복 수행

1)제품 가공의 속도 정 도 제고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문성 심화 단계에서 실제 기업에서의 제품 생

산 수 에 달할 수 있도록 실기를 향상시켰다. 한,제조업 기업들은 가공

제품에 해 더 좋은 품질과 빠른 생산 속도를 기 하 다.기능올림픽에

서도 가공 부품의 복잡성이 증가하고,동시에 더 빠르고 정 한 조작을 요

구하 다.그러므로 문성 심화 단계에서는 단순히 가공 부품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실제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는 더 빠른 속도로 정 하고 복

잡한 부품을 가공할 수 있어야 하 다.

연구 참여자 THQ에 따르면 제품을 가공하는 연습과정에서 제공하는 도

면에 따라 부속품을 가공하되,속도와 정 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가

공 제목과 제품 도면을 발표하고 나서 1달 동안 반복 으로 같은 제품을

가공하고,공 차와 기타 생산 과정을 최 화시키도록 연습하 다.

보통은 시험문제를 샘 을 발표해요.한 달, 충 한 달 정도 20일 에 발표

해요.그런데 이것만은 아니에요. 회 간에 어떤 부분들은 수정해요. 충

이 물건을 만든다 하면,우리는 처음 만들고, 회 시간은 6시간이면 우리는

반드시 통합된 물건을 만들어내야 해요.처음 만들 때 11시간을 들어 완성했

다면,좋아요,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찾고,어떻게 해야 하고,어떻게 하면 시

간을 약하면서 빨리 완성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거 요.그리고 두 번째는

8시간을 들여 완성해요.첫 번째 향상과 두 번째 향상의 폭이 비교 빠를

거 요.문제를 한 번 해봤으니까요.좋아,그러면 다시 해보는 거 요,7시간

반,다시 하면 7시간,6번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4시간 반의 시간 안에 완성

할 수 있게 되요.그러면 기본 으로 숙련되게 이 기능을 마스터한 거죠

(THQ)

한,연구 참여자 QJX는 문성 심화 단계에서 제품 가공의 속도

정 도를 제고하기 해 삭 도구의 선택,가공 공 의 개선 등 연습을

최 화하도록 반복 으로 연습해야 한다고 하 다.

속도가 늘어나게 되고 정 도를 보장하고 능숙한 정도가 높은지를 통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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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돼요.능숙한 정도,공 의 개선 정도,그리고 계수를 최 화시키고 도구

의 선택과 사용,이런 것을 통해 결과물이 다르게 나타날 거 요.최 화하는

효과는 기계과 사람을 완벽하게 결합한 거지요.(QJX)

를 들어,연구 참여자 CLX는 기 주형을 만들기 해 삭 공구를

우선 으로 제작하 으며,이를 통해 보통 두 달 정도 걸리는 작업을 몇

주안에 완성할 수 있었다.따라서 작은 삭 공구부터 개선함으로써 생산

효율이 높일 수 있었다.

제가 그때 어떤 환풍기의 주형을 만든 작업을 받았어요.3개월이 필요해요.

제가 혼자서 가공을 했을 때에 1주일쯤에 아무 것도 않았고 4개 삭공구를

만들었어요.이 공구로 가공하기 때문에 제조하는 시간이 반을 단축했어

요.(CLX)

2)실험으로 문제해결 방법의 창조

다양한 실험을 통해 상투 인 사고를 깨고,가공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

운 방법을 창조하 다.연구 참여자 CLX는 업무를 받은 후에 바로 과거의

처리 방법을 그 로 가공하지 않았다.먼 부속품을 분석하면서 '최신의

공 를 응용하면 어떨까?'라는 문제를 제기하 고,그 다음에 실험을 통해

최 한 가공의 비용과 시간을 이기 해 노력하 다.

그때에 제가 손된 선반 일을 수리하는 작업을 받았어요.검사하고 나서

바로 상투 인 처리방법으로 일에 해 가공하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질을 보증할 수 없어요.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났어요."만약에 지 최신

의 수리 공 로 하면,어떻게 될 수 있을까?"바로 분석하고 실험을 시작하

어요.결국은 잘 되었어요.(CLX)

문성의 심화 단계에서 기능인재들은 도 의식을 갖게 되었으며,더 정

하고 훌륭한 제품을 만들기 한 개선 방법을 찾아 기술을 신하고 싶

어 하 다.연구 참여자 THQ는 평소 어려운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해 많이 고민해서 제품 가공의 속도 정 도를 높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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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이 게 훈련이다 경기다 하는 것은 모두 어떤 어려운 부분들을 생각

해서에요.속도는 빠르게,더 정 하고,짧은 시간 안에 완성하려면 끊임없이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켜야만 그 수 에 달할 수 있는 거 요.(THQ)

연구 참여자 WSB는 수치제어 분야의 다수 기계에 한 조작 기능을

습득한 후에 품질을 제어하는 패키지의 물건을 연구하게 되었다.이 게

되어 많은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연구 참여자 ZFH와 같이 문성을 심화

시키는 실습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서 특허 출원하 다.

이에 따라 많은 기능인재들은 문제해결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에서의 성공

인 경험이 논문과 책과 같은 형식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제가 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스스로 품질을 제어하는 패키지의 물건을 연

구하는 것이에요. 를 들어,선반 수치제어든 링 수치제어든 가공센터도

좋고,트랜스퍼 머신 단도 좋고,모든 수치제어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

가 하는 부분이 제가 가장 심을 두는 부분이에요.발명 창조라 할 수는 없

고,총결이라 말해야겠죠.지 으로 서는 가,어떤 책에서든 어떤 사람이

든 이것에 해서 잘 안내하고,어떻게 제어하고 하는 부분에 이들을 총결하

고...지 은 그 게 생각하고 있어요.(WSB)

왜냐하면 우리는 작업 과정에서 가공하고,연습하는 과정,실기 과정에서 어

떤 작업들은 무 복잡하고 무 번거롭거나 는 효율 이지 않아요.그러

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생각하죠...우리는 반복 으로 이

런 과정을 거체,실험하고,생각하고,갑자기 어떤 것을 생각하고,편한 방법

을 생각해 내서 해결하고,시험해보니 괜찮고,그러면 그때 특허 신청을 하는

거죠.신비하게 느껴지는 거 요.(ZFH)

연구 참여자 CLX는 우연히 어떤 군 공기업에서 로젝트를 받았으며

'한 칼로 정확하게 가공할 수 있다’라는 기술을 가지게 되었다.이 로젝

트는 각도와 깊이 동시에 가진 탄피 홈과 같은 모양에 한 어려운 가공

작업이었다.그러므로 CLX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여러 가지 방

법으로 많은 실험을 통해 한 칼로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 다.이

방법은 먼 특별한 링 삭 공구와 픽쳐를 따로 만든 후에 이 부속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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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칼로 삭한 후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그는 자신의 '한 칼로 정

확함'기능을 해 많은 연습과 학습을 하 다.이러한 칼을 만들기 에

많은 분석과 사고를 하 으며,넓은 이론 지식과 수만 번 연습을 통해서

결과물을 창조하게 되었다.

제가 그때 근무하는 군 공기업에서 한 밸 몸체의 베럴은 고장이 났어요.

이거는 어떤 핵심 장비의 부속이고요.제가 이 업무를 맡은 후에 연구를 해

봤어요.이 부속품의 어려운 은 깊고 가는 탄피 홈이 있어요.그리고 각도

를 가지고요.그래서 제가 특별한 링 삭공구와 간단한 픽쳐를 만들었어

요.이 삭공구로 가공하면 한 번에 모양을 갖출 수 있어요.결국은 연습의

고 사례가 어요.(CLX)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몰랐는데 한 칼로 정확하게 가공하는 기능이 열심히 공

부하고 연습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험과 깨닫기를 필요해요.보통 칼을 만들

게 되기 에 많이 분석하고 생각했어요.가공의 재료와 회 수,그리고 피드

요소를 고려해야 해요.이론지식이 넓어야 되요.그리고 이 칼을 만든 과정은

손으로 갈기 때문에 이 손의 감각은 몇 백 번이나 천 번의 연습으로 가질 수

있어요.이런 경험을 해야 되요.(CLX)

연구 참여자 ZFH는 마찬가지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기 해

여러 가지 방식을 시도하 다.짧은 시간 내에 가공 부속품의 표면 조도에

해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여 창조 인 문제해결

방법을 찾기 해 노력하 다.

개인 실기 연습하는 과정에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로만 국한하여 찾기보다는 많은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시도해야 되겠지요. 를 들어 가공 부속품의 표면 조도에 한 일정한 목표

에 달하기 해 계속 잘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단시간에 해결되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많은 방법으로 시도하고 해결하도록 해요.가

끔씩 1주 동안 심지어 2주 동안도 잘 처리할 수가 없어요.장시간에 여러 가

지 방법으로 시도해야 해요.이 게 견지하는 노력을 통해 설정된 목표를 잘

완성하게 되겠지요.(ZF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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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문성 심화 단계에서의 피드백

1)코치에게 간헐 인 피드백 획득

문성 심화 단계에서는 코치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는 강의보다는 자기

주도 인 실험을 통해 연습하 다.연구 참여자 PXZ처럼 수치제어 기능인

재들은 연습하는 동안 선생님에게 피드백을 받지 않으며 스스로 실험하여

연습을 완성한 후에 체 인 연습 내용에 해 피드백을 받았다.그는 매

일 열심히 연습하는 동안에 독립 으로 사고하기를 좋아하며 질문하기를

좋아하 다.선생님에게 물어보기 에 코드 한 에 해 한 시간 동안

앉아서 계속 생각하고 반복 으로 실행하 다.그는 뛰어난 이해 능력,자

기 학습 능력이 있으며 강한 주도성으로 빠르게 성장될 수 있었다.따라서

일반 으로 기능인재들은 연습 과정에서 코치에게 피드백을 받기 에 자

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그때 코치가 CAD 연습 그래 하나 가져왔는데 주간에 한 부속품 그림을

보여줬어요. 보고 이것을 가져가서 컴퓨터로 그려보라...제가 그때 보자마자

멍했지... 부 다 어로 나오고 어 잘 못해요.어쩔 수 없이 맞춰보면

서 이거를 러보고 거를 러보다가 거의 모든 기능키를 다 러봤어요.

한 시간을 거리고 드디어 완성했지요.완성 후에 선생님에게 보여주고 선생

님이 보자마자 연습 그래 에서 뒤쪽에 더 복잡한 3차원 그래픽스를 그려보

라고 했어요.완성 후에 체 인 연습에 해 선생님에게 설명을 들었어

요.(PXZ)

는 그때에 다른 사람과 좀 달랐어요.모르는 것이 있으면 바로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먼 생각을 했지요. 를 들면, 로그래 했을 때

코딩 한 을 그냥 한 시간 동안 앉아서 쳐다 요.좀 바보같이 보일 수 있

지만 실제로 효과가 되게 좋았어요.이 게 자기의 사고를 통해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PXZ)

 

하지만, 문성의 심화 단계 연습에서 개인의 자기성찰 만으로는 부족하

며,성찰 후 코치에게 간헐 인 피드백을 받았다.연구 참여자 CH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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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 심화 단계에서 고 기사자격 취득 비를 했을 때에 코치에게 가르쳐

주는 공식 수업 신 1주일 한 번씩 3시간 정도의 세미나를 실시하 다.

해당된 한 주 동안 실습에서 나타난 문제 에 해 세미나를 통해 한 번

집 으로 설명해주며 문제를 해결하도록 토론을 하 다.연구 참여자

WSB는 마찬가지로 코치에게 간헐 인 피드백을 받았으며,일반 으로 1

주일에 1~2회,30분 정도 집 으로 지도를 받았다.

고 기사자격을 취득 비를 했을 때에 3시간 정도에 세미나를 통해 최근 1

주일에 코치는 실기연습과정 에서 나타난 문제 을 집 으로 설명해주었

어요.(CHF)

실기연습을 했을 때에 모르는 것이 생기면 특별히 하나씩 강의를 하지 않고

만 잠깐 설명해줘요.짧은 시간이라도 30분을 안 넘었고 1주일 한 두 번

씩정도 요.(WSB)

하지만, 문성을 심화시키기 해 수동 으로 피드백을 받은 것은 코치

에 한 의존심이 생길 수 있었다.따라서 간헐 피드백에 주도 인 참여

자기 성찰을 할 필요가 있었다.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문성이 심화

되기 에 기능인재들은 독립 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

문에 코치에게 받은 피드백 도움이 더욱 필요하지만,의도 연습 에

서 피드백 도움에 한 진행 방식에 따라 연습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

었다.

연구 참여자 QJX는 처음에 수동 으로 코치에게 피드백을 그 로 받거

나 모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자신에 을 맞추어 용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 많이 있었다.이 게 되어 돌발 인 상황에 한 처리가

힘들었다.따라서 작업장에서 계속 수동 으로 코치에 따라가기는 노력을

제약할 수 있었다.

평일에 연습하는 작업장에서 문제나 상황이 생길 때에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바로 주변에 있는 코치나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해결된 것만 알지

만,독립 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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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찾게 되는지를 모르지요.그래서 경기에서 우발 상황에 처리해야 할

때에 힘들겠지요.(QJX)

한편,코치에게 피드백을 그 로 받는 것이 아니라 련 피드백 내용을

다시 실습에 용하여 이해를 높이기 해 노력하 다.연구 참여자 CHF

는 한 제품을 세네 개 정도 가공한 후에 코치에게 련된 피드백을 짧게

받았으며,피드백 내용을 다시 실습하고 발 시켰다.

희와 같은 경우,한 제품을 3,4개 정도를 가공해서 코치에게 보여주고

련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지요.피드백을 받은 후에 개인별로 다시 고민해보

고 다시 제품을 가공하는 거 요.왜냐하면 코치한테 피드백을 받은 것은 이

런 생각의 방식을 받았지요.이런 방식은 효과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다시

시도해보고 볼 수 있겠지요.안 되면 다시 피드백을 받고 더 세부 인 내용

을 처리해야 해요.(CHF)

마.동료와의 력

1) 범 한 동료들과의 교류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문성 심화 단계에서 동료의 선정 범 가 확

되었다.고정된 코치나 주변의 코치에게 피드백을 받기보다는 기능이 뛰어

난 사람이면 구든 찾아가 지도를 받았다.연구 참여자 ZFH는 상 방의

연령이나 선후배 계를 고려하지 않고 배울 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을 찾아가 그들의 장 을 배우기 해 노력하 다.그는 아무리 재 성

이 뛰어나고 잘하고 있다고 해도 사람의 기술과 기능의 발달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계속 자신보다 훌륭한 기능인들에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

다.

지 은 코치라는 것이 없어요. 가 잘하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배울 거 요.

고정 코치라는 것이 없지요.이 기술의 발 은 ..한 사람은 계속 꾸 히 가

장 앞서 치에 유지될 수 없어서 이런 에서 네가 제일 잘해,다른 에서

얘가 더 잘하고...그래서 다양한 사람한테 배울 필요가 있어요.연령이나 선

후배와 아무 계없이..그 건은 다른 사람들의 기술 정수를 섭취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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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어디서 제일 잘하면 그것을 배우러 가요.한 가지로 고정한 것이 없어요.

지 까지도 반드시 가의 기술이 계속 제일 잘해..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달

하면 잘 못할 수 있겠어요.(ZFH)

동료들의 연령과 범 가 확장됨과 더불어 소속 조직도 범 해졌다.

문성 심화 단계에서 기능인재들은 코치에게 피드백을 받기보다는 기업

장에서 있는 동료들과 토론을 통해 제품을 가공하는 방법과 가공 기 에

해 악하게 되었다.연구 참여자 MQD는 기업과의 연락을 통해 기능

발달 수 에 한 확인,기술의 사용 공 개선의 방법을 알게 되었다.

다른 방면에 기업과 연락해요.기업에서 수치제어 가공이 어떻게 발달되는지,

공 를 어떻게 개선을 하는지를 알아보고 이 제품생산량을 제고하기 해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개선 방법을 알았으면 우리에 해 도움이 될 수

있지요.그래서 항상 기업과 연락하는 이유에요.기업에서 지 은 어느 정도

수 에 발달해는지,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우리도 따라가고 있어요.

(MQD)

문성 심화 단계의 수치제어 기능인재들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이들은 다(多) 역 다(多)기 사이의 교류가 많이 진

행되는 발표회 혹은 기술 세미나 등의 방식으로 업데이트 된 지식과 기능

에 한 정보를 얻었다.시 의 변화속도에 발맞추어 문성을 유지하기

해 노력하 다.

연구 참여자 MQD와 WSB는 인터넷으로 다른 기 에 있는 동료들과 교

류하 다.실제 제품을 가공하는 동안 문제가 생기면 정보를 교류하여 문

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그것은 기업에서 더 많이 집 으로 해결

하는 부분은 생산성이 높아지며 제품의 질을 높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

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하여 자주 알아가게 되죠.특히 기업 같은 경우...수치제

어 기업에서 새로운 기술이다 이거다 거다 발표하면 우리는 그것을 알아

보죠.그리고는 기업과의 소통 부분이에요.그들이 이 수치제어에 해서 어

떻게 업그 이드 하는지를 알아가죠.왜냐하면 기업의 공 는 생산량을 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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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는 품질을 향상시키거나,그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더 많게 되겠죠.어

떤 부분의 개선을 통해,그들의 품질과 효율은 즉시 향상되는 거 요.그래서

우리는 왜 기업이랑 지속 으로 연계를 하는지,바로 기업들의 재 발 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이 일을 수행했는지...우리는 그냥

이 게 따라서 가는 거 요.(MQD)

문제가 생기면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해결할 수 없다면 당연히 인터넷에서

먼 검색해 요.만약 당시에 주변에 동료들이 있으면 물어 니다.다른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고

다른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본 있나 알아보죠.(WSB)

이상에서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문성 심화 단계에서의 의도 연습의

특징을 살펴보았다.이 내용을 통해서 제시해보면 <표 Ⅳ-2>와 같다.체계

계획에서는 먼 고 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한 비가 있으며, 장

에서 실제 인 실기 연습을 하 다.그리고 자기 주도 으로 련된 다른

분야의 이론을 학습하 다.정신 노력에서는 연습 일정에 한 자기조

과 연습에 헌신 으로 몰입하는 특징이 나타났다.그리고 자신의 장 에

해 극 으로 자기 성찰을 하 다.한편,반복 수행에서는 제품을 가공

하는 속도 정 도를 제고하기 해 연습하 으며,주로 실험으로 문제

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거나 창조하 다.피드백에서는 코치로

부터 간헐 인 피드백을 받았다.동료와의 력에서는 범 한 동료들과

교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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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연습 심  단계

 

체계적 계

1) 고 사 격 취득 비

2) 실천적  실  연습

3)  주도적  론 학습

정신적 노력

1) 연습 정에 한  조절

2) 연습에 한 헌신적 몰

3) 점에 한 적극적   찰

복 수행
1) 제  가공  도  정 도 제고

2) 실험 로 제해결  창조

피드 1) 코 에게 간헐적  피드  득

동료  력 1) 한 동료들과  

<표 Ⅳ-2> 문성 심화 단계에서의 의도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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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성 발달과정에서 의도 연습의 변화 양상

앞에서 수치제어 기능인재의 문성 발달 단계별로 의도 연습의 구성

요소 특징을 살펴보았다.본 에서는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문성

형성 단계와 심화 단계에서 의도 연습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라

는 연구 문제를 심으로 분석하 다.의도 인 연습의 네 가지 구성요소

에 따라 문성 형성 단계와 심화 단계에서 체계 계획,정신 노력,반

복 수행,피드백,그리고 수치제어 분야 특수 인 요소로서 동료와의 력

다섯 가지 차이 을 분석하 다.

가. 문성 형성 단계와 심화 단계에서의 체계 계획의 변화

문성 형성 단계에서는 이론 지식 학습을 통해 실천 기능을 습득하

고,심화 단계에서는 실천 실습을 통해 이론 지식을 창출하 다.

첫째, 문성 형성 단계보다 심화 단계에서 체계 계획은 이론 지식 학

습이 어지고 실기 연습이 더 많아졌다.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문성

형성 단계에서 공식 이론 교육을 통해 기 이론 지식을 학습하

으나,심화 단계에서는 가공 과정 자주 발생한 문제의 해결방법과 최신

기업 장에서 작업하는 실기 가공공 에 한 실천지식 심의 학습이

이루어졌다.

면담 참여자 CYH는 문성 형성 단계에서 1일 평균 3시간 공식 이론

교육을 받았으나 심화 단계에서는 1일 평균 1시간의 이론 교육을 받았다.

반면 실기연습은 형성 단계에서 1일 평균 5시간,심화 단계에서 1일 평균

8시간 연습하 다.연구 참여자 WSB는 형성 단계에서 이론 지식이 약

하기 때문에 이론 교육을 많이 받았으며,심화 단계에서는 상 으로

어든 이론학습 시간을 보완하기 해 하루 16시간동안 실기 연습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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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즉,형성 단계에서 이론 지식을 습득하고,형성단계에서의 부족

한 실습경험을 심화단계에서 실제 문제 해결을 통해 보완하 다.심화 단

계에서의 체계 계획은 실천 지식 습득을 주로 하기 때문에 실기 연

습 시간이 폭 으로 증가되는 특징을 보이게 되었다.

이론 교육은 일반 으로 비단계의 앞부분에 있는데 3시간 정도가 있었어

요,후반부에 1시가 거의 없었어요.실기는 처음 하루에 5시간 정도가 되고

집 으로 연습한 후에 8시간까지 가끔도 있네요.뭐 양쪽으로 나 수 없

어요.이론과 실기는 연결해야 되고 엇바꾸어 할 수 있어요.앞부분에 이론

교육이 많을 수도 있어요.체계 으로 수업을 들고 후반부에 실기 연습과

로그래 을 추가해서 융합되는 거지요.시기마다 이 좀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는 2시간의 이론,2시간의 로그래 이 아닌 거지요.(CYH)

처음에 이론 지식이 약해서 공식 이론과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지식 습

득에 한 시간도 더 많이 투자해야 했지요.고 기사 자격을 비했을 때는

부분 시간을 실기 연습하는데 썼어요.이론학습은 동시에 진행했지만 보완

하는 형태 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들이지는 않았어요.하루 약 3분의 2

는 실기 연습에 시간을 들이고 3분의 1는 이론학습과 로그래 을 하는데

시간을 들 어요.(WSH)

둘째, 문성 형성 단계에서보다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심화 단계에서

체계 계획은 기 이론에 한 학습이 어들고 다른 공과 련된 이

론 지식에 한 학습이 증가되었다.심화 단계에서는 문성을 한 단계

향상시키기 해 체계 계획을 변화시켰다.

연구 참여자 WSH는 기술의 발달에 따라 문제 해결시 더 많은 련 지

식이 필요함을 느 다.수치제어 분야뿐만 아닌 기,컴퓨터 등 다른 공

분야의 다양한 지식이 필요한 것에 한 문제의식이 생겼다.연구 참여자

QJX는 문성 심화 단계에서 가공하는 제품 구조가 복잡해지며 완성하는

속도도 어들어 자신의 지식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다. 한, 문성 심

화 단계에서 요구되는 기능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

하고 연습의 요성을 느끼게 되었다.이 게 되어 자신의 문성에 한

불충분한 느낌으로 인해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체계 계획은 기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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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에 한 학습에서 더 깊고 넓은 다른 공과 련된 이론 지식에

한 학습으로 변화되었다.

이 공을 배울 때부터 는 모르는 부분이 더 많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그냥 이 분야가 더 커지고, 빠진 독처럼 더 크질 것

같고, 원히 다 배울 수 없을 것만 같았죠. 에는 그냥 이 부분만 잘 배

워두면 되고,부품 한 개라도 만족할 수 있었어요.지 은 부품 하나를 만드

는 데에도 생각을 못한 부분들이 무 많아요.수치제어 가공만 알아서는 안

되고, 기,컴퓨터...많은 부분들이 배워도 아직 부족하게 느껴져요.그냥 천

천히 배우고,하나씩 배워야죠.이제는 뭐든지 업그 이드되고,고등 수학이

니,자동화니 더 많죠.다축도 있고...(WSH)

처음에 이론 지식을 공부했을 때 되게 재미없었어요.큰 의미가 없다고 생

각하는데 고 기사 자격을 비하면서 이론 기 의 요성을 느껴지며 자

신에 부족한 은 많다는 생각을 들었어요.(QJX)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문성을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제품가공에 한

조작기능뿐만 아닌 기계원리,형성이론 등을 본질 으로 탐구하기 해

련 다른 공 지식까지 연장하 다.연구 참여자 WSB는 수치제어 분야에

서 자격증을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기능을 심화시키며 더 넓은 기계 역

에서 자신의 문성을 발 시켰다.연구 참여자 CYH는 문성이 심화된

후 작업과 제품 가공만이 아닌 문제해결 경험이 많아지면서 수치제어 련

역기술들도 강화시켰다.

는 처음에는 일반 선반 작업을 하다가,나 에 수치제어 선반을 하고,

나 에는 3축 작업을 했어요.바로 가공센터의 3축이고,그리고 뒤로는 가공

센터의 4축,그리고는 문 으로 작업 검사·측정을 했죠.지 의 생각은 모

든 제작에서는 품질 제어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이 품질은 기업의 생명이죠.

만약 좋고 안정 인 제품을 만들어내면,반드시 통제의 과정이에요.그래서

우리는 문 으로 검사·측정 이 부분만 하고 있어요.모든 종합 검사·측정이

요.(WSB)

알게 된 것들이 많아졌잖아요.처음에는 제가 말하는 것은 가장 기 인 것

들이고, 를 들어 공작 기계가 고장 나면 우리는 화를 해서 고객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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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서 수리하게 해요.유지보수기간이 지나서는 기계가 고장 나면 비용이

무 무 비싸요.설비 한 가 몇 십만 안이니,그냥 아무 지 않게 한 번

건드리면 몇 십 안...지 은 설비가 고장 났다고 하면 우리가 방법을 생각

해서 고쳐야 해요.그러면 기 인 그런 부분이 아니죠.가장 기 이고 가

장 간단한 것들은 조작이고,기술력이 업그 이드 되고 나서는 단순히 작동

만이 아니라 보통 말하는 수치제어 수리 는 가끔 다른 것들도 알아야 해

요.(CYH)

셋째,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체계 계획은 문성 심화 단계에서 조작

하는 공작기계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내용상 달라졌다. 문성 형성 단

계에서 단순히 일반 선반 조작을 연습하 다면,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의

문성 심화 단계에서 5축이나 다축가공선반을 주로 실기 연습을 하

다.심화 단계에서는 다축가공선반 조작 기능을 습득하여 제품을 만드는

공 를 연습하 으며,어떻게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부터 개선하는 방법까

지 연습하 다.

연구 참여자 QJX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심화 단계에서 의도 연

습의 난이도가 높아졌다.손동작 기능을 습득한 후에 공 개선, 로그래

의 설계,가공머신센터 조작 등 더 복잡한 실기 기능에 한 연습을 증가

하 다.

는 처음에 일반 선반을 조작하고 나서 다음에 수치제어 선반 가공해요.그

다음에는 삼축,머신센터,그리고 사축,다축까지를 조작하는 것을 연습해요.

어려워지는 거 요.(QJX)

그다음에 제품에 한 연습이지요.한 제품에 한 공 ,어떻게 고려해야 잘

만들 수 있는지에 한 생각, 차까지 연습해야 해요.그리고 제품에 한

개발과 공 개선, 로그래 의 설계,가공머신센터 등 설비를 바꿔야 하는지

에 한 생각을 연습해야 되요.(QJX)

넷째,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체계 계획은 문성 형성 단계에서 이론

지식을 실기 연습에서 응용하기 해 학습하 고,심화 단계에서는 실기

연습에서 나타난 제품가공의 문제 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해 이론 지

식을 학습하 다.형성 단계에서는 이론 지식에 해 공부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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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실기 연습에 용하여 흡수하 다. 문성이 심화되면 연습하는 동안

제품을 완성하는 것과 더불어 제품을 가공하는 본질 인 문제를 고려해서

탐구할 필요가 있었다.따라서 문성 형성 단계에서 단순한 수공 기술에

한 습득이 심화 단계에서는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한 학습으로 변화되

었다.

연구 참여자 CHF는 문성 형성 단계에서 체 인 수치제어 분야를

포함한 기 이론 교육을 받았으며,심화 단계에서 이론 교육보다 실제 가

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때에 필요한 실천 지식을 학습하

다.연구 참여자 WSB처럼,단순히 기 이론 지식을 활용하여 부속품의

가공 과정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며, 문 인 깊이에서 부속품 가공외 문

제를 해결하는 때에 필요한 지식을 강화하 다. 한 문성 심화 단계에

서는 실제 가공 과정의 공 디자인과 성과물 수 도 반 되었다.

에 이론 교육을 받은 것은 수치제어 분야에 한 체 인 이론이에요.

깊이는 없지만 넓게 배워요. 이후에 그런 기 인 이론을 학습하지 않

고 실제 가공과정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에 한 해결방법을 소개해주었어

요.(CHF)

부품 하나를 만들면서 그것을 이 정도까지 만들면 는 그것을 더 아름답게

배치할 을 알게 되요.하지만 내가 쁘게 하는 것은 꼭 좋은 일만은 아니

에요.왜냐하면 이 부품에다가 색상을 입히거나 기타 일부 것들을 할 테고,

내가 공 품을 쁘게 만들면 강철 부분이 녹슬 수 있어요.신입한테 놓고

말해서,이 공 는 내가 더 쁘게 만들려고 할 테지만, 쁘게 만드는 것은

틀린 거 요.색상을 입 야 하는데 무 쁘고 부드러워 색도 이벼지지 않

고,색을 입 도 벗겨지게 되잖아요.그래서 는 그것을 거칠게 만들 것이

고,그것은 뒤에 아직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이것이 신입이랑

베테랑의 차이에요.(WSB)

나. 문성 형성 단계와 심화 단계에서의 정신 노력의 변화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정신 노력은 문성 형성 단계에서의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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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을 보완시키는 성찰이 심화 단계에서의 장 을 강화시키는 성찰로 변

화하 다.단순히 이론 지식 학습 기술과 기능의 습득뿐만 아니라 자

기성찰을 통하여 더 명확한 연습의 목표를 설정하 다.더욱 실용 인 기

능을 습득함으로써 미래에 한 진로의 선택과 문성 발달에 방향성과 안

정감을 수 있었다. 문성 형성 단계에서는 연습 에 많이 나타나는

문제와 그 원인을 발견하여 보완시키는 것에 집 하 다.

일반 으로 기능인재들은 기능올림픽의 출 결과를 통해 실패경험과 성

공경험에 한 깊은 자기 성찰을 많이 하 다.성공유무와 련이 없이 자

신의 출 경과를 다시 뒤돌아보아 잘하는 부분과 잘못하는 부분을 악하

여 그 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지,연습을 통해 어떻게 고칠지,연습계획이

수정될 필요가 있는지 등에 해 생각하 다. 문성 형성 단계에서는 출

경험이 상 으로 기 때문에 출 경험에 해 부분 코치나 다른 연

습계획 이 자기 신 정리분석을 하게 되었다. 문성 심화 단계에 들어

가면서 자기성찰을 통해 자신에 해 더 깊이 알게 되는 데에 도움이

수 있었다.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의도 연습의 형성 단계보다 심화 단

계에서 자신의 연습성과에 한 요구가 증가하 다.형성 단계에서 자신의

연습에 한 요구는 연습의 임무를 완성하는 것이며 심화 과정에서 문성

이 발달할수록 기능에 한 요구가 많아지게 되었다.

면담 참여자 MQD는 형성 단계에서 5시간 내에 부속품 하나를 완성해야

한다.심화 단계에서는 5시간 내에 부속품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속도를

이고 정 도는 높여야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연습시간이 8시간으로

증가하 다.따라서 자신의 연습에 한 요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형성 단

계보다 심화 단계에서 실기연습과 자기성찰에 한 노력이 늘어났다.

수치제어와 같은 분야는 커지는 느낌을 들었어요.엄청 크고 원히 배

우기가 끝날 수 없는 거 같아요. 에 제가 그냥 이것만 잘 하면 되는데,5

시간 내에 부속품 하나를 잘 해도 마음이 뿌듯해질 수 있어요.지 은 다른

많은 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느낌만 있지요.(MQD)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사회가 빨리 발 하

고 새로운 지식이 빨리 나타나서 부족을 많이 느낄 수 있겠지요.그래서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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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더 많은 연습이나 학습이 필요해요.사실은 이것을 느껴졌을 때에 자

신의 지식이 많아지게 되는 거지요.좋은 일이에요.(MQD)

한편,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의도 연습의 형성 단계보다 심화 단계에

서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 다.처음에는 좋은 성 을 얻으려는 강력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많은 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심화 단계에서는 형

성 단계보다 연습시간을 더 많이 투입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각고의 노력

을 기울 다.

면담 참여자 WSB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다시 기능올림픽에 출

하여 더 높은 성취를 얻고 싶은 소망이 강해졌다.형성 단계에서 부속품을

가공하는 연습 시간은 5,6시간 정도 다.심화 단계에서 높은 성 에 한

생각이 강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게 되며,10시간까지 연습

을 하게 되었다.따라서 심화 단계에서는 더 많은 정신 노력이 나타났다.

그때 처음이라서 좋은 성 을 얻을 생각이 강하지 않아요.한 번 도 해보고

싶은 생각만 있었어요.매일 계획된 연습에 따라 꾸 히 5,6시간에 연습했지

요.첫 번째 성공의 맛을 먹어봤어 더 좋은 성과를 받고 싶은 생각을 들었어

요.그래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때 혼자서 작업장에서 새벽까지 부속품을 가

공하고 실기연습을 했어요.처음에 복잡한 부속품을 6시간 안에 가공하기를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9,10시간정도 계속 한 도 많았어요.제 생각은 이

런 좋은 기회를 잘 악하고 좋은 성과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아요.그래서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제가 열심히 연습해야 했어요.(WSB)

한,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문성 형성 단계보다 심화 단계에서 연습

시간뿐만 아닌 체 인 연습기간이 길어졌다.그 이유는 처음보다 기능올

림픽의 참여자가 많아지며 평가기 이 엄격해지고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재까지 국에서 기능올림픽은 2년에 1번씩 열리며 총 5

회를 통해 발 해왔다.기능올림픽에 출 하기 해서는 다른 선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제품을 완성하고 정 도를 높여야 하며,이를 해 더 많은

시간 연습하게 되었다.

면담 참여자 CHF는 형성 단계에서 계획된 6시간에 제품 한 개를 가공

하는 실기 연습을 총 반년 비하여 기능올림픽에 출 하 지만,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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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비했을 때에는 매일 제품 두 개씩을 가공하며 거의 1년 반 정도

비하 다.

우리 그때에(형성 단계) 비시간이 상 으로 짧고 반 년 정도만 이었지요.

재는 1년 반이지요.1년부터 1년 반까지.그때에 올림픽의 경쟁률이 지 과

비교하면 같은 수 이 아니에요.이 말은 그때에 조 만 연습해가지고 출

하면 상까지 받을 수 있어요.지 은 달라요.지 은 깊은 이론 지식만 가

지면 상을 받을 수 없는 거지요.(CHF)

재는 과거보다 연습내용이 더 많아요.제품 가공 작업은 에 하루에 1

개를 완성하지만 이제 2개를 완성해야 한다.기간도 길어지고, 재는 1년부

터 1년 반까지가 있잖아요.이 분야를 들어왔게 되는데 지 은 나는 모

르는 내용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느낌을 들었어요.모르는 것 많아지

고...(CHF)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형성 단계보다 심화 단계에서 의도 연습 계획

을 그 로 따르지 않고 자신에게 합하게 변경하며 깊게 자기 성찰을 하

다.그 게 하여 자신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상세하게 설정하고 주도

으로 자신의 연습 내용을 수정하여 문성을 심화시켰다. 한, 문성

심화 단계에서는 잘 하지 못한 부분을 고치기보다는 잘 하는 내용에 심

을 가졌다.기술과 기능을 탐구하면서 어떻게 문제해결 방법을 발 시켜

다른 사람에게 알려 수 있을지를 고민하 다.

한편, 문성 심화 단계에서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문성을 더 깊고

넓게 발달시켰다.제품의 가공 로세스에 해 더 반 으로 고려함으로

써 자신의 장 을 강화시켰다.단순한 작업 기능 향상으로부터 문제해결능

력 향상,이후 문성의 집 성 단계로 진입하면서 새로운 기능 개 과 논

문,책의 발간,특허 출원 등이 이루어졌다.일반 으로 수치제어 기능인재

들은 고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일부는 해당 공 역에서 강사,코치

혹은 리직으로 남아 기능인재 교육을 담당하 다.일부분은 련된 역

으로 넘어가거나 더 큰 역에서 동등한 수 의 문성을 얻었다.자신의

문성이 지식 기능의 빠른 발 에 뒤쳐지지 않기 하여 다양한 역과의

교류 력을 통해 문성을 향상시키기 해 노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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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마음에 한 자기조 이 요한 것과 마찬가지로,수치제어

기능인재들에게 자신의 체력유지에 한 조 도 문성의 심화 단계에서의

연습에 요한 향을 미쳤다. 문성 형성 단계보다 심화 단계에서 가공

하는 제품 구조가 복잡해지며 가공하는 시간도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한

제품을 완성하는 시간이 6~7시간까지 걸리는 경우가 많다.장시간의 정신

집 과 체력 유지가 심화 단계의 의도 연습에 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 참여자 CHF는 처음에 기능올림픽에 출 하 을 때에 자기 조 하

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하지만 한 번의 기능올림픽 출 경험을 통해 심

화 단계에서 연습에 필요한 체력유지 등을 조 할 수 있게 되었다.연구

참여자 WSH는 처음에 기사자격을 취득하기 처럼 각고의 연습을 했지만

길어진 제품 가공시간에 응하기 어려워 정신과 체력 향상을 한 별도의

연습 일정과 런닝 활동을 실시하 다.체력 유지는 문성 심화 단계에서

연습 성과를 높이는 진요인이 된다.

는 첫 번째 출 경험을 통해 자신에 해 잘 알게 되었어요. 와 같은

경우는 잘 하는 내용은 복잡한 부속품을 가공하는 거 요.부속품이 복잡할

수록 가공하기가 어려워져요.따라서 가공하는 시간과 체력 등이 더 많이 필

요하지요. 는 이런 거에 해 응이 잘 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요.(CHF)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처음에 처럼 매일 열심히 작업장에서 연습하고

낮에도 밤에도...제 로 쉬지 못했지요.그래서 정신과 체력이 무 피곤해서

가공했을 때에 반응과 속도에 향을 미쳤어요.어느 날에 코치가 혼내셨지

요.시간이 다 되는데 제품이 아직 미완성이고...그래서 제가 반성했고 다시

연습 시간을 조 하고 제 로 자고 아침에 런닝도 했지요.연습의 효율이 높

이려고 필요가 있어요.(WSH)

  다. 문성 형성 단계와 심화 단계에서의 반복 수행의 변화

문성 형성 단계에서의 작업 완성 심의 모방 연습은 심화 단계에서의

창조 인 문제해결방법을 심으로 실험을 통한 연습으로 변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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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 심화 단계에서는 실기 연습의 내용 범 가 넓어지었다.형성 단계에

서의 실기 연습은 제품을 완성하기 해 제품을 가공하는 차에 을

두었다.심화 단계에서는 제품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평가기 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높은 수 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제품과 련된 다른 부분

을 고려하여 연습을 시도하 다.

면담 참여자 WSH는 형성 단계에서 6시간 정도 계획된 도면지 가공을

주로 실기 연습을 하 다.같은 부속품을 가공함에도 불구하고 심화 단

계에서 가공하는 시간을 이기 해 다른 가공 부분에 한 처리를 시도

하 다.가공과정은 4시간으로 감소하지만 다른 부분을 처리하기 해 더

많은 연습 시간을 투자하 다.그러므로 실기 연습의 내용 범 가 넓어지

기 때문에 형성 단계보다 심화 단계에서 실기 연습 시간과 자기 성찰의 시

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처음에 가령 이 부속품을 완성하는 수는 80 이고 지 해도 여 히 80 일

수 있어요.그 지만 이 부속품 외에 련 것에 해 더 잘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부속품을 어떻게 완성하는가에 해서만 연습하고 6시간

정도만 되었어요.이제는 4시간으로 이기 해 더 집 으로 제품을 완성

할 뿐만 아니라 표면처리,열처리,등 다른 련 공 설계에 한 연습도 많

아졌어요.이래야 다른 부분을 해결하고 제품을 가공시간을 어들 수 있지

요.(WSH)

같은 제품을 가공했을 경우에도 문성 심화 단계에서 가공 결과물의 품

질수 완성속도에 한 요구가 높아졌다.이에 따라 문성의 형성 단

계보다 심화 단계에서 연습의 수행 요구가 더 높아지는 것이었다.면담 참

여자 MYL는 형성 단계에서 실기 연습의 목표는 6시간 안에 한 부속품에

한 가공을 완성해야 하 다.심화 단계에서 같은 부속품을 4시간 안에

완성 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를 들어, 기에서 어떤 것을 가공하는 시간은 6시간이면 기사 자격을 취

득한 후에 가공시간을 4시간으로 이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기보다 더 많

은 연습시간이 필요해요.더 많은 가공방법시도를 통해 좋은 방법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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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완성하는 시간을 이게 되요.이 게 경험이 쌓이게 되고 문성도

심화할 수 있지요.(MYL)

수치제어 기능인재의 반복 연습은 문성 형성 단계에서 모방으로 실기

경험을 하 으며,심화 단계에서는 창조 인 해결방법을 찾기 해 여

러 방법으로 실험하 다.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문성의 형성 단계에서

선생님이나 선배들의 기능을 찰하고 모방을 통해 기 인 기능을 학습

하 다.‘무조건 먼 선배를 따라하기.’라는 말이 있었다. 문성의 심화

단계에서는 가공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기 해 실험을 통해 새로운 방법이

나 기술을 창조하 다.형성 단계에서는 모방 연습을 통해 문제해결 경험

이 되지만,심화 단계에서는 미래의 연습 효율을 향상시키기 해 새

로운 문제해결 방법을 창조할 필요가 있었다.

면담 참여자 WSB는 기사자격을 취득하기 에 제품을 가공하는 방법을

찾기 해 평균 30분 동안 과거의 비슷한 연습 경험을 뒤돌아보며 모방을

하 다.심화 단계에서는 자신이 심있는 것을 연구하기 해 평일에 2,3

시간을 추가하여 더 많은 연습을 통해 실험을 하 다.

에 일반 으로 제품을 가공하기 에 30분 동안에 비슷한 것을 어떻게

만들어 냈는지,어떤 방향으로 해본 없고,해본 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만약 해본 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랑 비슷한지 비교하고 혹 해보니 이것과

비슷한 것이 없다하면 이것을 기 으로 부속품의 변화에 따라 가공방법

을 변화시켜요.하나씩 하나씩 경험으로 쌓이는 것이 많아졌어요.경험을 해

본 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모방하거나 다시 배우거나 해요.(WSB)

그 이후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제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을 연구해요.수치제어분야의 모든 설비에 해 머신센터이든지 수치

제어 선반이든지 어떻게 컨트롤을 하는 것에 심이 많아요.지 까지는 없

고 책에서도 잘 설명하지 않았어요.만약에 잘하면 다른 사람한테 도움도

수 있는데 이걸 품질에 한 컨트롤을 연구하려고요.그래서 제가 이것을 연

구하기 해 많이 생각해봤고 평일 실기연습 할 때에 2,3시간을 가지고 시

험을 했어요.(W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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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문성 형성 단계와 심화 단계에서의 피드백의 변화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이 의도 연습에 한 피드백은 주로 코치에게 받

은 것이었다.그러므로 문성 형성 단계와 심화 단계에서의 피드백 변화

는 코치와의 계 변화가 있었다.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문성 형성 단계에서 코치에게 즉각 인 피드백

받는 수동 계 으나 심화 단계에서는 간헐 피드백을 받는 주도

계로 변화하 다. 문성 형성 단계에서는 항상 에 있는 코치에게 즉각

으로 받는 피드백이 필요하 으나 심화 단계에서는 한 제품의 가공과정

을 완성한 후에 자기 스스로 성찰하여 연습에서 나타냈던 문제를 해결하

다.그 후,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해 코치에게 간헐 피드백을

받았다.이 게 되어 문성 심화 단계에서는 자신이 연습 에서 나타난

문제 이나 부족한 에 해 스스로 분석하고, 련 문제에 한 해결방

법을 생각하 다.먼 자신의 한 분석을 실시한 뒤 피드백을 받는 것이

즉각 인 피드백보다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면담 참여자 CHF는 형성 단계에서 일반 으로 한 제품을 가공하는 과

정에서 나타난 실수와 문제 에 해 제품 가공 후 30분 동안 동료들과 토

론하며 30분 동안 코치에게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 다.하지만 심화 단계

에서는 제품가공 에 스스로 가공 공 를 분석하여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두세 번 시도하 다. 한 부속품의 정 도를 높이기 해 련된 다른 해

결방법을 찾아보고 해결하기 해 하루 종일 시도하 다.

처음에 기능올림픽 출 하기 해 매일 실기연습을 끝난 후에 바로 동료들과

도론을 했어요.아까 연습 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은 무엇인가?어

떻게 해결해야 하나?연습 다른 돌발사고가 왜 일어나는가?어떻게 해결

하는가?일반 으로 30분 정도를 토론하다가 코치에게 30분의 피드백을 받았

어요.고 기사를 비했을 때에 도 을 많이 해봤어요.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하루 종일 해 본 도 있었어요. 를 들어,부속품을

가공하는 결과물의 정 도를 높이기 해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C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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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연습 후에 일부러 30분을 꺼내서 성찰을 했어요.일반 으로 제가

심이 많은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연구할지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

까,어떤 부분을 발 시킬 필요가 있을까,계속 연습하면 어떤 결과까지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 요.(CHF)

한편,코치에게 피드백을 받는 빈도는 습득한 조작기능에 한 능숙 정

도가 높아짐에 따라 문성 형성 단계보다 심화 단계에서 어드는 특징을

보이게 되었다. 문성의 형성 단계에서는 제품의 가공속도,도구의 선택,

로그래 의 작성 등에 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에 있는 코치

에게 즉각 으로 많이 피드백을 받았다.하지만 심화 단계에서 조작하는

속도뿐만 아니라 도구의 선택,공 의 설계,도면지의 인식능력,문제해결

능력 등에 한 풍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즉각 인 피드백이 감소되었

다.

면담 참여자 THQ는 문성 형성 단계에서 로그래 과 도구의 선택에

해 코치에게 지도를 많이 받았고 스스로 책과 자료를 많이 읽었다.한

부속품을 가공할 경우 총 시간이 6시간 1시간 동안 먼 코치에게 지도

를 받고,1시간 정도는 스스로 책과 자료를 읽었다.심화 단계에서는 가공

하기 에 코치에게 지도를 받지 않고,완성 후 1시간 자기성찰을 진행하

고 코치에게 10분 정도의 피드백을 받았다.

문성을 심화시키게 되는 단은 자기가 일정한 시간 내에 어떤 제품을 완

성할 수 있는지,자신의 조작 실기에 해 말하는 거지요.이러한 시간,완성

한 속도 효율은 한 기 이 될 수 있지요.처음에 로그래 과 도구의 선

택을 잘 하지 않아요.그때에 코치에게 지도를 많이 받았고 책과 자료도 많

이 읽었어요.시간도 많이 걸리고, 를 들어,한 부속품을 가공하려면 6시간

이 필요하고 에 코치한테 지도를 받은 시간도 1시간이 있었어요.책과 자

료도 찾아야 되서 1시간 정도 읽어요.숙련된 후에 가공하기 에도 코치한

테 물어보지 않아요.일반 으로 제품을 완성한 후에 다시 뒤돌아보고 1시간

정도 가공한 과정을 성찰을 해서 가끔 코치한테 10분정도 피드백을 받았어

요.(THQ)

한편, 문성 형성 단계에서는 모르는 내용이 많으며 자기 독립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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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코치의 지도가 많이 필요하 다.

수치제어 기능인재의 문성 발달과정에서 주도성이 차 요해지고 있었

다.연습에 한 수요와 욕망이 올라갈수록 주도성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

다. 문성 발달과정에서 연습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문성이 높아

졌다. 문성 심화 단계에서는 계속 코치에게 끊임없는 지도를 받기보다

자신이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한 자기 주도 인 학습을 통해 문제해결

방법을 찾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따라서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문제해결

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코치에게 피드백을 받는 빈도가 어들었다.

연구 참여자 WSH는 에 선생님 코치들에게 수동 으로 많은 지

도를 받았지만, 문성이 발달될수록 수동 으로 모호한 목표으로 충분하

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해 주도 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하 다.

극성이 있으면 연습하기가 쉬워져요. 에 선생님이나 코치들한테 요구

를 많이 받지만 게 되는 것이지요.자신의 부족한 부분까지 코치나

다른 사람까지 도와 수 없는 것이지요.본인은 극 으로 이런 부분을 연

습해야죠.(WSH)

처럼 우리는 경험이 많은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주로 다른 사람한테 물어

봤어요.이제는 인터넷도 발 되고 다른 측면에서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익숙해져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면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한 후에 동료들

과 토론을 통해 해결하는 거지요. 의 한계가 있어서.(CYH)

면담 참여자 QJX는 문성 형성 단계에서 코치의 시범에 따라 즉각 으

로 한두 번 정도 연습하면 제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그러나 심화 단계에

서는 연습에서 나타난 문제에 한 해결방법이 스스로 단시간에 생각이 나

올 수 없다면 계속 고민하여 1주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반복 으로 연습한 이 있었다.

처음에 코치의 시범을 따라 일반선반으로 한두 번 정도 제품을 완성할 수 있

는데 지 은 하기 에 제품을 한 연구과 분석을 해야 실기 연습할 수 있

지요.시간도 많이 걸리고,가 씩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 생각해야 되고 1주



-129-

일까지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지 은 문 으로 탐검 기구를 조작해

요.(QJX)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에게 코치의 역할은 문성 심화 단계보다 형성 단

계에서 더 요하 다. 문성이 발달함에 따라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코

치에게 받은 지도가 감소되지만, 문성 형성 단계에서 코치는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에게 향을 많이 수 있으며 롤모델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

처음에 주로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고 감독하는 식으로 했어요.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고칠지를 도와줬어요.

우리가 연습하는 시간에 코치도 계속 작업장에 있어요.(MYL)

문성 심화 단계에서 기능올림픽 출 했던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출

선수로서 코치에게 받은 피드백 내용이 자신에게 더 이 맞춰졌다.출

선수마다 기능의 장 과 약 이 다르기 때문에 코치에게 받은 피드백

내용도 다르게 나타났다. 문성 형성 단계에서 일반 으로 코치들은 어떻

게 제품을 가공하는지를 시범으로 가르치며 모든 차에 해 설명하고 분

석해주지만,심화 단계에서 코치들은 기능올림픽 출 선수마다 을 맞

추며 약 을 보완시키고 심리 상태를 조 해주었다.

면담 참여자 MQD는 기사자격을 취득하기 에 2시간 동안 코치의 시범

가공을 찰하며 1시간 동안 가공과정에 한 설명을 들었다.심화 단계에

서는 가공과정이 끝난 후 먼 1시간 동안 자기성찰을 하고 이후 30분 동

안 자신의 제품 결과물에 해 코치에게 피드백을 받았다. 한 문성 형

성 단계에서 선수들은 다른 연습 행 자들과 같이 코치에게 공동 피드백을

받았으나,심화 단계에서는 선수마다 개인별로 을 맞춰 핵심 인 내용

을 지도해주었다.

에는 기본기를 시해서 다른 선수들과 같이 코치한테 피드백을 받아요.

이후에 선수마다 각자 에게 을 맞춰 약 을 발견해주고 핵심 인 내용을

강화시켜요.그리고 출 하기 에 기능뿐만 아니라 심리 인 상태에 한

조 도 해줘요.(MQ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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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연습했을 때에 2시간 동안 코치는 우리한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

여 주기 해 먼 자기가 한 번 가공해요.그리고 1시간에 처음부터 차를

분석해주시고 이 부속품을 가공하는 데 어떤 도구를 선택하는지,어떻게

로그래 을 작성 하는지를 수업과 같은 형식으로 알려줬어요.기사자격 취득

한 후에 일반 으로 우리와 코치는 같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분석해요.

를 들면,가공하는 시간을 기록해서 각 단계에서 얼마 시간을 걸렸는지 알

수 있고 가공과정이 끝나면 희 먼 1시간에 뒤돌아보고 30분 동안 어떤

부분에 해 시간을 감소할 필요가 있고 공 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을 토론

을 통해 분석했어요.(MQD)

마. 문성 형성 단계와 심화 단계에서의 동료와의 력의 변화

문성 형성 단계에서는 주변 동료와 공동으로 연습하는 계를 맺었으

나 심화 단계에서는 다른 소속에 있는 더 넓은 범 의 동료들과 기능 교류

하는 계를 맺었다. 문성 형성 단계에서는 개인 실기연습보다 공동 실

기연습을 더 많이 수행하여 기능 수 이 향상되었다. 부분 경우에 기업

에서의 제품 생산이든 기능올림픽의 가공 제목이든,모두 작업으로 이

루어지므로 혼자서 하나의 제품가공을 완성하는 작업은 매우 어려운 일이

었다.

한편,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문성 형성 단계에서 주변 동료들에게 도

움을 받았지만 심화 단계에서는 다른 기 소속의 동료에게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코치와 달리 동료에게는 피드백을 받기보다 이론

지식이나 기술,기능에 한 토론을 함께 할 수 있었다.이에 따라 기능인

재들은 동료들과의 력이 문성 심화 단계에서 기업의 장경험에 한

내용을 주로 변화되었다. 문성 형성 단계에서는 주로 주변 동료들과

이론,실기,연습문제해결, 로그래 설계 등 기능올림픽에서 나올 문제

에 해 토론하 다. 문성 심화 단계에서는 기능올림픽에 참여하는 국

선수들과 토론하거나 기업 장에 종사하는 동료들과 하여 제품가공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실제 생산에서 요한 실기 등에 해 토론하 다.

면담 참여자 CHF는 기사자격을 비했을 때와 같이 기능올림픽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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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동료들과 실기 연습을 진행하 다.제품을 가공하기 에 1시간 정도

공 설계에 해 의논하고 1시간 정도 문제해결방법을 토론하 다.심화

단계에서 독립 으로 공 설계를 완성할 수 있으며 자기성찰을 통해 문제

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동료들과 토론하거나 피드백을 받은 시

간이 어들었다.심화 단계에서 토론은 한 달에 두세 번씩 기업 장의 동

료들과 실제 생산 과정에 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따라서 토론의 내용

이 이론 인 부분에서 기업의 장경험에 한 부분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동료에게 피드백을 받는 내용도 다르게 나타났다.

에는 평일에 학교에서 다른 교원들이랑 배웠던 이론 지식이나 실기 연습

하기 에 1시간 정도 공 학습이나 로그래 에 해 얘기했어요.특히

제품을 완성한 후에 잘 못하는 부분에 해 서로 의견도 거의 1시간에 교류

했어요.제품을 가공하는 연습에서.(CHF)

왜냐하면 지 은 특히 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효율에 해 집착해요.

효율은 무척 요한 것이에요 사실.그래서 우리는 거의 한 달에 두 세 번씩

그들과 연락해서 토론을 통해 기능을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기능올림픽 출

할 때에 용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 기능을 생산 쪽으로 이해야 되는 것

이에요.그래서 장의 생산경험을 기능올림픽 연습으로 이하는 것은 도움

이 많아요.양자는 결합된 것이지요.(CHF)

한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문성 심화 단계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공

동 연습 빈도가 높아졌다.인터넷 발 에 따라 련 분야에 한 자료를

더 많이 공유할 수 있었다. 문성 형성 단계에서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

람과 토론하거나 같이 책이나 자료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연습하 다.반면,

심화 단계에서는 부분의 참여자가 인터넷을 통해 연락하거나 분야내의

그룹 채 방을 통해 다른 동료들과 토론하고 문제해결 방법을 찾았다.이

게 되어 인터넷에 한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의도 연습은 다른 동료들과 교류하고 학습하는 기회가 많아졌다.

 연구 참여자 CLX는 문성 형성 단계에서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많이

물어보았으며,심화 단계에서 인터넷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동료들과 토론

을 하 다.연구 참여자 ZFH와 CYH는 형성 단계에서 책과 자료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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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 으며,심화 단계에서 인터넷으로 다른 동료들이 공유한 자료와 경

험을 참고하 다.

과거에 모르는 게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았지요.이제는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 있는 동료들과 익숙해지면 가끔 토

론을 해요.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인터넷으로 찾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

람한테 물어보고 이 게 해결되었어요.(CLX)

지 은 인터넷이 많이 발 되어 많이 찾지요. 에 문제가 생길 때는 일단

놓고 다른 사람과 토론하는 기회가 있을 때에 다시 해결해요.아니면 자료나

책 같은 것을 찾아서 련 지식을 알아보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상세한

내용을 찾아봤지요.(ZFH)

에 제가 로그래 을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책을 찾았어요.지 은 인터

넷으로 검색하는 게 아주 편해요.어떤 명령어를 써야 되는지 바로 나오죠.

그리고 인터넷에는 많은 기술 인 참고자료가 공유되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가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어요.자신의 가공방법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거나 직 시도해서 되는지를 실제로 검정해 요.

(CYH)

이상에서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이 문성 발달과정에서 의도 연습의 변

화 양상을 밝 보았다.이 내용을 통해서 제시해보면 <표 Ⅳ-3>와 같다.

의도 연습의 구성요소에 따라 체계 계획,정신 노력,반복 수행,피

드백 그리고 동료와의 력 다섯 가지의 변화 양상을 제시하 다.첫째,체

계 계획에 한 변화는 문성 형성 단계에서 기 이론 지식을 응용하

여 실기 습득을 하 고, 문성 심화 단계에서는 장에서 실기 연습을 통

해 다른 공이나 련된 이론을 다시 학습하 다.둘째,정신 노력에

한 변화는 문성 형성 단계에서 약 을 보완하기 한 성찰이 이루어졌

고, 문성 심화 단계에서는 자신의 강 을 강화시키기 해 극 으로

자기 성찰을 하 다.셋째,반복 수행에 한 변화는 문성 형성 단계에서

작업의 완성을 심으로 하여 모방을 통해 반복 으로 연습하 고, 문성

심화 단계에서는 창조 인 문제해결방법을 심으로 실험을 통해 반복 으

로 연습을 하 다.넷째,피드백에 한 변화는 문성 형성 단계에서 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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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즉각 인 피드백 받기에 수동 으로 참여하고 문성 심화 단계에서

는 간헐 인 피드백 받기에 주도 으로 참여하 다.다섯째,동료와의 력

에 한 변화는 문성 형성 단계에서 주변 동료들과 공동 연습하는 계

를 맺은 다음에 더 넓은 범 의 동료들과 교류를 하 다.

<표 Ⅳ-3>의도 연습의 변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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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도 연습의 진 요인 해 요인

지 까지 국에서 수치제어 분야 기능인재들의 의도 연습은 문성의

발달 단계에 따라 독특한 특징이 있음을 살펴보았다.이 에서는 수치제

어 기능인재들의 문성을 발달시키는 의도 연습의 진 요인과 해 요

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Ericsson(1993)이 의도 연습에 자원 제약(ResourceConstraint),노력

제약(EffortConstraint),동기 제약(MotivationalConstraint)의 세 가지 제

약이 향을 미침을 제시하 다.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도 연

습을 진시키는 자원 지원(ResourceSupport),노력 지원(EffortSupport),

동기 지원(MotivationalSupport)요인 의도 연습을 해시키는 자원

제약(Resource Constraint),노력 제약(Effort Constraint),동기 제약

(MotivationalConstraint)요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진 요인

일반 으로 기능인재들이 문성을 발달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의도 연

습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을 진요인이라 일컫는다.본 연구에서

의 진 요인은 수치제어 기능인재의 의도 연습이 성공 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따라 의도 연습의 진 요인은 첫째,자원 지원의 기능올림픽과

같은 격려 제도,둘째,노력 지원의 기업 장과의 극 인 ,셋째,동

기 지원의 성취감 책임감이 있다.

1)자원 지원(ResourceSupport)

의도 연습에서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기 해 외부 인 진을 받아야

하 다.수치제어 기능인재들에게는 문성 발달과정에서 기능올림픽과 같

은 격려 제도가 필요하 다.구체 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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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국 수치제어 기능올림픽의 출 을 통해

문성을 향상시키고 경험을 쌓았다. 재 국의 첨단 수치제어 기능인재

의 교육에서 가장 요한 방식이 기능올림픽을 통해 뽑힌 선발이다.‘국

수치제어 올림픽’은 2년마다 개최되며, 국에서는 재까지 5회 진행되었

다.기능올림픽 에는 넓은 범 의 사 선발 시합이 있었다.국가 측면에

서는 이러한 기능올림픽을 통해 기술과 기능을 연습함으로써 인재를 선발

해내었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발된 인재들은 수치제어 공 분야에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다.

첫째,기능올림픽과 같은 격려 제도는 실천 지식 장 실기 습득을

진하 다.기능올림픽은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기술과 기능에 한 교류

활동이다. 국국가 차원에서는 기능올림픽의 상 권에 들어간 선수에게

기사 고 기사 자격을 인정해주는 정책이 있다.정책에 따라 수치제어

기능올림픽 순 권에 오른 사람들은 한 단계 높은 벨의 자격 인증을 획

득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 ZFH와 같은 경우처럼,많은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수치제

어 기능올림픽을 통해서 자격을 획득하 다.일반 으로 고 기사 자격을

획득하려면 한 번에서 두 번 기능올림픽에 나가야 하며,1년에서 1년 반의

비 시간을 필요로 하 다.수치제어 분야의 기능올림픽은 이론, 로그래

,실기 세 가지 내용에 해 심사함으로써 선수의 실기 연습 능력,손동

작 능력,이론 수 을 평가하 다.

기능올림픽은 기사자격과 고 기사자격을 인정해주는 것이 상과 같아요.상

으로 기능올림픽의 상 권에 들면 당신의 기능이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실기 연습 능력,손동작 능력,이론 수 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왜냐

하면 기능올림픽에서 이론, 로그래 ,실기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서 기능

의 수 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보여 수 있어요.그래서 기능올림픽의

상 권에 들어가면 자격증도 취득돼요.(ZFH)

 

한 수치제어 기능인재의 문성 발달과정에서의 의도 연습은 외부

인 도움과 격려가 많이 필요하며,의도 인 연습의 성공여부에 향을 미

쳤다.기능올림픽과 같은 격려 제도는 출 선수를 격려할 뿐만 아닌 주경

기장이 있는 지역 정부는 격려를 동시에 받을 수 있었다.연습을 계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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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부에서 요시를 받은 후에 기능인재에게 연습에 한 지원을 많이

제공해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WSH처럼 첫 번째 기능올림픽 출 경험보다 두 번째 때에

더 좋은 결과를 받은 이유는 주경기장이 본인의 소속지에 있기 때문에 해

당 지역의 정부에서 주목을 많이 받으며 재정지원뿐만 아닌 출 을 한

비 연습 계획을 충분하게 만들어주었다.이에 기능인재들의 문성 형성

단계에서의 의도 연습에 한 자원이 지원되도록 진할 수 있었다.

제가 두 번째 기능올림픽에서 좋은 결과를 받은 이유는 당시 주경기장이 우

리 성에 있었어요.그래서 우리 성에서는 이것을 되게 시했어요.상부부터

아주 시하고 우리에게 많은 기계 지원을 했어요.우리 같은 경우,지난 기

능올림픽 출 했을 때보다 상부에서 시를 하는 정도도 높아지고 정부에서

지원 정도도 높아지게 되었지요.그때 기능올림픽의 주최지로서 상부로부터

많이 시 받고 상여 도 많아졌어요.이것도 동력이 될 수 있잖아요.정부에

서의 지지가 많이 필요해요.(WSH)

둘째,기능올림픽과 같은 격려 제도는 문성 형성 당계에서 약 을 보

완시키는 데에 자기 성찰을 진할 수 있었다.연구 참여자 PXZ는 문성

형성 단계에서 기능올림픽 출 에 도 하 다.2년 동안 연습 비과정에

서 문성이 발달되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 다.아무 것도 모르

는 상태에서 두려움 없이 기능올림픽에 출 하고,자신의 약 을 인식하여

보완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그러므로 PXZ는 올림픽 출 했을 때에 수

치제어 기능에 한 학습을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매번에 기능올림픽 출 했을 때에 돌발 인 상황을 발생한 있어요.그래

도 행운하다고 생각해…수치제어 분야에서 이 게 멀리 갈 몰랐고 기능올

림픽 출 비하는 2년 동안에 기능이 가장 빨리 높이 되는 2년이었어요.

다시 뒤돌아보면 진짜 아무리 도 이 어려워도 침착해서 이를 악물고 참고

나서 성장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기능올림픽 출 경험에서 명 보다 더 좋

은 선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출 한 후에 자신의 부족을 알게 되기 때문이

지요.그런 말이 있잖아요.'무지한 사람이 두려움을 모른다.'제가 에 그

랬어요.기능올림픽 출 하면서 다른 선수들이 얼마나 훌륭한지,기능 학습이

끝이 없다는 생각이요.(PX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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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CLX는 처음 기능올림픽에 출 했을 때 좋은 성 을 받지

못해도 실패 경험을 통해 철 히 기능을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

다.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능올림픽에 출 하여 다른 선수들과 경쟁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따라서 기능올림픽은 문성 형성 단계에서 기

능인재들이 약 을 보완시키기 한 자기 성찰과 이론 학습 그리고 실기

연습을 진시킬 수 있다.

처음에 기능올림픽 출 한 후에 가공에서 잘 못 한 내용에 해서 많이 반성

했어요.수치제어 분야의 기능 기 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만들었어

요.진짜 제 로 기능을 연습해야 속성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지요.마침 다른

사람들이 보고 더 이상 기능올림픽 출 하냐고 했을 때 정말 제가 출 하

고 자기의 수 을 어디든지,다른 선수들과 비교하기를 도 하고 싶다고 했

지요.(CLX)

셋째,기능올림픽과 같은 격려 제도는 창조 해결방법을 심으로 실험

연습을 진하 다.기능올림픽은 자격인정을 통한 동기부여와 더불어 수

치제어 기술 응용을 진하며 수치제어 분야를 연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이 게 되어 기능인재들은 기능올림픽에서 심

사 항목으로 여기는 기술이나 기능을 집 으로 연구하여 연습할 수 있었

다.

연구 참여자 MYL처럼 수치제어 기능올림픽 출 을 통해 문성을 발달

시키며 분야에서의 문가로 성장해온 기능인재들이 많았다.연구 참여자

WSB는 이러한 지원을 받은 후에 문 으로 기능올림픽 출 과 련된

연습 훈련을 연구하게 되었다.

제 생각에는 이 국의 수치제어 기능올림픽은 우리나라의 수치제어 기술 응

용에 해 추진하는 역할이 아주 커요.만약에 이 경기가 없으면 지 까지

수치제어가 발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지 처럼 이 정도 빠르게 발 해올 수

없어요.이 기능올림픽은 지 까지 벌써 6회를 개최해왔는데 체 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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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면 확실히 많이 발 되었어요. 도 본인이 이 수지제어 기능올림픽의

발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오고...그리고 원래 매크로를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은데,이제 기능올림픽에서 한 심사 항목으로 여기기 때문에 지 다들 이

거를 연구하기를 시작했지요. 에 서 에서 련 책이나 다 없었는데 이

제 많아지고 많은 선생님들이 이거에 해 각자의 연구 성과가 있어요.그래

서 추진하는 역할이 아주 분명하는 거지요.(MYL)

는 졸업하고 나서 주로 수치제어 기능올림픽이라는 큰 랫폼을 통해 성장

되었어요.학교에서도 극 지원하고, 는 다른데 가서 일하지 않고,그냥

문 경기만 나가서, 문 으로 이것만 연구했죠.작동이다,가공이다 하는

부분들이요.최근 수년간 계속 경기와 련된 거에 종사하고,교육에는 크게

종사하지 못했어요.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WSB)

넷째,기능올림픽과 같은 격려 제도는 넓어진 범 의 동료들과의 교류를

진하 다.기능올림픽 출 을 의도 연습의 추진력으로 설정하여 의도

인 연습을 계획하는 것은 기능인재의 문성 발달에 도움이 수 있었

다. 문성을 발달시키는 목표를 가지면 기능인재들은 집 으로 의도

인 연습을 수행하게 되고,기사자격 고 기사자격,세계 인 기능수 에

도 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QJX는 기능올림픽에 출 하는 것이 세계 수 의 기술과 기

능에 근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 다.세계 인 첨단 기능을 알게 되

어 연습하고 기능올림픽 출 을 비함으로써 자신의 문성을 향상시켰

다.기능올림픽 출 과 같은 정부의 격려 제도는 의도 인 연습에 더욱 높

은 수 의 연습 내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인재들의 의도

연습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었다.

국 기능올림픽은 이제 세계 수 에 근하여 많은 좋은 것들을 지향하고

있어요.먼 기업의 제품을 올림픽에서 쓰는 문제제목으로 하고 다음에는

세계 기능올림픽은 세게 수 에 근해서 거기서 나오는 도면지든지,제품이

든지,같은 나라에서 오는 출 자가 아니더라도 이 도면지를 보면 공동 언어

가 있어요. 같이 잘 완성할 수 있어서.(QJX)

넷째,기능올림픽과 같은 격려 제도는 이를 비하기 한 체계 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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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로그램을 만들게 할 필요가 있었다.기능올림픽에 출 하기 해 수

치제어 기능인재들은 의도 인 연습 방안을 문 으로 계획하는 의

요성이 나타났다.기능올림픽과 같은 경우에 수치제어 분야에서 성과를 얻

으려면 상 의 조직기 부터 하 의 출 선수까지 조화롭게 모두 열심히

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성 발달과정에서 의도 연습 과정을 혼자서 정리하거나 계획할 수

없기 때문에 연습을 설계하는 조직의 도움을 받아야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수 있었다.특히 연습을 수행할수록 지루하고 흥미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정교한 의도 연습 계획은 기능인재들이 지속 으로

기능올림픽 비연습에 몰두하여 자격 취득 목표에 을 맞추어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연구 참여자 THQ

는 이러한 경험을 겪어나서 무수한 반복 수행이 연습 행 자들에게 지루한

느낌을 수 있기 때문에 연습에 한 흥미와 연습의 다양성을 유지하도

록 의도 연습 내용을 계속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 다.

일반 으로 성공 인 의도 연습 계획을 세우기 해서는 연습하는 과정에

서도 계속 연습 방안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에요.특히 무수히 반복된 연

습은 연습하는 사람한테 지루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습 내용

의 다양성을 유지하도록 계속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연습하는 사람이 혼자

서 해결하는 것뿐 만 아니라 계획을 만든 까지 같이 연습하게 되면 연습에

한 최 한의 극성을 불러일으키죠.(THQ)

한편,지 수 을 높이는 것만으로 수치제어 분야 기능올림픽에서 좋은

성 을 받기는 어려운 것이었다.연구 참여자 MYL는 지 수 이 연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정 인 요인은 의도 인 연습 계획을 체계 으로

만들어 이라고 생각하 다.지 인 우세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체

계 으로 계획된 연습을 통해 문성을 발달시켜야 한다.따라서 문성

발달과정에서의 의도 연습에 기능올림픽과 같은 격려 제도가 필요하며

연습 자원을 지원하여 이를 진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처음에(형성 단계)성 이 잘 나온 사람,상 권에 들어간

사람은 한 편이 요.그 이후에 달라요.지 까지 기능올림픽이 발 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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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좋은 성 을 얻으려면 하면 되는 것이 아니지요.좋은 연습 계획

이 있어야..좋은 이 계획을 만들어줘야 돼요.올바른 방법으로 연습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제 수치제어 분야에서 많이 할 필요는 없고 등

수 의 IQ를 가지면 우리가 만든 연습을 통해,이런 체 인 연습이 이미

형식화 되었어요.바로 우리의 방법,선발 방법,연습의 차,연습의 시간,

연습의 내용을 포함하고 형성되는 우리의 방법이지요.(MYL)

  2)노력 지원(EffortSupport)

의도 연습은 반복 인 수행이 필요하지만 단순히 많은 시간으로는 불

충분하며,성과의 목표에 을 맞추어 집 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었다.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문성이 형성된 이후,기업 장과의 극 인

은 문성 심화에 도움이 되었다.

  첫째,기업 장과의 극 인 은 장에서의 실천 실습과 제품

가공의 속도 정 도 제고를 진하 다.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이 기능올

림픽 출 비 연습을 통해 문성을 발달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수치제어 기술은 실제로 기업 장에서 제품을 가공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기능올림픽에서 좋은 성 과 뛰어난 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능인재들에게

문성 발달에 실천 인 기능에 한 요구가 있었다.이에 따라 의도 연

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 장과의 한 계를 극 으로 만들을

필요가 있었다.

연구 참여자 ZFH는 기능올림픽에서 제품가공에 한 평가와 기업 장

에서의 평가가 다르다고 말했다.가령 기능올림픽에서 부속품을 완성한

수로 80 을 받았지만,기업 장에서는 같은 부속품을 불량품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이러한 결과를 래한 원인은 기능올림픽과 기업의 평가 방식

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능올림픽이라는 것이 생산기업과 좀 달라요.그거 달라...왜냐하면,기능올

림픽에서 이 부속품을 완성하는 수는 99 이라면,가령 는 80 을 받았

고 이 안에는 네가 1 가 어요.근데 이 제품을 기업에서 보면 불량품이라

고 할 수 있어요.99 이 있어도 합격품이 아닐 수 있어요.기능올림픽에서

주로 가공 문제를 해결하기 해 하는 것 요.다 생산 실천 으로 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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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고,이 모든 문제를 한 부속품으로 집 하는 식으로 나타난 거지요.하

지만,실제로 제품을 생산할 때에 그 게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니죠.그

래서 제 말은 기능이나 문성이 기능올림픽을 통해 발달되더라도 결국은 실

제 생산으로 화할 거지요.(ZFH)

둘째,기업 장과의 극 인 은 장 실습을 통한 이론 습득과

용을 진하 다.수치제어 기능인재의 문성이 발달되면서 의도 연습

에서 공식 이론 교육은 감소하는 반면에 실기 연습이 증가되었다.실

기 연습에서 나타난 문제 과 돌발 인 상황을 해결할 수 없으면 문성이

심화되기 어려웠다.이에 해 기업 장에서 해결 방법을 탐색할 수 있었

다. 문성 형성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로 도약하도록 기업 장과 극

인 을 통해 가공 문제에 한 실천 해결방법을 구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ZFH는 직 직업학교의 교사로서 평소에 이론을 강의함에

도 불구하고 실습도 많이 진행하 다.이론 강의에서 필요한 기업 사례와

실기 연습에서 발생한 가공문제에 한 핵심 인 해결방법을 기업과의

을 통해 알게 될 수 있었다.따라서 ZFH는 수십 년간에 기업 장과

한 계를 유지하여 의도 연습을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해 계속 노력

해왔다.

는 지 도 자주 찾아가거나 연락하고 있는 기업 많아요.수치제어분야에서

가장 요한 문제는 기업의 실제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요.이것은 가

장 요해요. 를 들면,가끔씩 이론을 강의하면 많은 내용을 말할 수 있지

만 실제 문제에 해 해결하는 것을 강의해야 지요.기업에서 가장 핵심 인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이것을 해결해 수 있는지,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지,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지 에요 만약 이 모든 것을 충족시

키면 좋은 거지요.(ZFH)

한 연구 참여자들 에 일부는 수치제어 공의 출신이 아닌 기계

역의 다른 공이나 다른 비슷한 역에서 입문교육을 받기 때문에 기업

장 근무를 통해 수치제어 분야의 문성을 심화시키게 되었다.이들은

직장에서 수치제어 공의 실천 지식에 한 공부를 다시 하게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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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들 에서 일부는 CYH처럼 문성 형성 단계 때에 학교에

서 배운 공 지식으로는 직장에서 실제 업무 수요를 충당할 수 없었다.

따라서 수치제어 분야 부족한 지식은 기업 장에서 근무로 하는 경험을

통해 보완시켰다. 에 CYH는 학교에서 메카트로닉스 공이었고,졸업

후 직장에서는 공과 련 없는 수치제어 분야를 하게 되기 때문에 기

업에서 근무하면서 의도 연습을 통해 문성을 심화시켜나갔다.

왜냐하면 희가 기업에서 일하면 학습하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모든

방면에 한 학습 기회가 다 있어요. 그때 2,3년 정도 거기서 받은 향이

많이 컸어요. 와 같은 메카트로닉스 공 학생은 그것이 기계 자동화,그리

고 기계, 기, 자와 련된 거라 그 기업에서 수치제어와 련된 부품들이

많이 있었는데, 는 에 우리 고향에서는 본 조차 없었어요.학교에서는

더 본 없었죠.(CYH)

이 게 되어 특히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능인재들은 기업과의 장

이 문성을 심화시키는 데 요한 역할을 하 다.기업과 조하여 학교

안의 가공 공장에서 외부 기업의 제품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연습을 지원

하 다.단순히 이론 교육을 받는 것보다 장 실천 연습을 병행하는 것

도 문성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연구 참여자 WSB는 문성을 형성하는 단계부터 학교에 있는 가공 공

장에서 외부 기업의 제품을 연습으로 가공한 이 있었다.단순히 이론 교

육을 받기보다 재처럼 학교와 기업이 력하여 공장을 만들며 제품가공

을 통해 연습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다.

재의 학교들은 특히 동성 쪽에서 부분 기업과 조하고 있어요.학교

에서의 작업장에서도 외부 제품을 가공해요.외부 기업들은 자기의 제품을

가져와서 우리가 여기서 만들게 해줘요. 는 그때 연습했을 때에 제품을 가

공한 있어요.단순히 이론 교육을 받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큰 의미가 없

어요.(WSB)

셋째,기업 장과의 극 인 은 창조 인 문제해결방법을 탐색하

는 실험 연습을 진하 다.기능 습득의 최 상태는 진실한 산업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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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생산 업무이다.연구 참여자 CLX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에 기업

에 방문하여 생산 라인에서 가공하는 제품의 특징,공 등을 악하는 실

기연습 과제를 수행하 다.CLX는 기업 장 을 통해 알게 된 실기

연습 내용을 정리하여 이론 지도서를 쓰기도 하 다.기업 장과의

은 문성 심화 단계에서의 체계 계획 실기 연습 개선을 진시킬 수

있었다.

제가 많은 기업과 연락이 있어요.친구처럼 한 달에 최소한 한 번에 기업에

가요.기업에 가서 생산 라인 쪽으로 요.제품의 특징,생산의 공 ,보면서

생각해요.이것들은 가지고 실기연습 과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요.(CLX)

제가 2013년부터 실기연습 지도서 쓰기를 시작했어요.매 2,3년마다 기업의

기술과 같은 수 으로 업그 이드하고 실기 연습의 과제를 바꿔요.기업과

하는 과정에서 가져온 실기 연습 과제를 정리하고 설계해서 링 머신,

수치제어,기계 조립,주형 제조 네 개를 썼어요.(CLX)

연구 참여자 PXZ는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볼조인트의 생산 문제를 분

석하고 실험을 통해 고정 도구를 설계한 이 있었다.PXZ는 기업 장과

의 극 인 을 통해 창조 해결방법을 연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

었으며 연습의 자원을 진시키게 되었다.

어떤 기업이 골 공의 볼조인트를 개발하려고 생산 문제가 나왔어요.이것

은 고 속으로 재료를 선정하고 5가지 곡면이 있어요.가공하려면 반드시

고정시켜야 되요.근에 이거는 곡면이라서 고정시키기가 어려워요.한 번에

고정할 수 없어서 이 문제 을 학교로 가져왔어요.계속 볼조인트의 재료,치

수,각도를 분석한 후에 6가지 고정 을 찾아서 고정 도구를 설계했어요.이

것을 응용해서 제품 가공이 성공했어요.이거는 상도 받았어요.(PXZ)



-144-

3)동기 지원(MotivationalSupport)

의도 연습은 재미없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한 동

기부여가 필요하 다.의도 연습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부모님이나 교사

에게 지도를 받으며 동기 제약을 극복하는 개인 노력이 필요하 다.

  첫째,수치제어 기능인재의 문성 발달과정에서의 의도 연습 동기를

지원하는 요인은 기능 습득에 한 성취감이었다.성취감은 자기 주도 인

이론 학습과 조작 기능 습득에 한 연습을 진하 다. 다수 연구 참여

자들은 처음에 맹목 으로 수치제어 공을 선택하 다.하지만 문성 형

성 단계에서 의도 연습을 통해 빠르게 공에 익숙해질 수 있었고,이러

한 과정에서 흥미가 생겨났다.

연구 참여자 ZTY는 기능에 처음부터 반하는 것이 아니며 기능이 습득

되면서 생겨난 성취감을 통해 운명이 바 고 사회에서의 생존 능력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ZTY은 기능 습득을 통해 수치제어 기능을 미래 경쟁

환경에서의 자본으로 여기고 성취감이 갖게 된다.이 게 하여 계속 으로

연습하는 동기를 얻었다.

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물리,화학을 되게 싫어요.공부하기도 싫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나갈 수도 없고,특히 사회에서 경쟁도 심하고 기능이

없으면 독립 으로 밖에서 생존할 수 없지요.기능의 길을 걸어서 아무리 다

른 일이 생겨도 희망이 있겠다고 생각했어요.(ZTY)

그때 수치제어를 배우기 에 공 선택에 해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기

에 공부하는 흥미도 없었고.그 이후에 선생님의 도움을 때문에 디테일을

시하고 연습의 목표를 설정하고 연습의 취미를 찾게 되었어요.제 생각에는

모든 일을 해도 열심히 하는 거는 기본이고 취미와 목표는 성공의 주요 추진

력 요.(ZTY)

마찬가지로 연구 참여자 CLX는 처음에 수치제어 분야를 선택한 이유는

최고 기술공인 아버지의 요구 때문이었지만, 문성을 심화시키면서 스

스로 성취감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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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버지는 기술공이었어요.그때의 기술공 에서 최고 지요.8 기계

조립 기술공. 는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아버지의 요구 로 기능쪽으로 왔

어요.나 에 배우고 나서 빠졌다는 느낌?기능 세계에서 되게 재미있

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CLX)

국의 수치제어 기술은 세계 평균에 비해 상 으로 늦게 발 된 편이

었다.따라서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문성 형성 단계에서 수치제어라는

공과 만났을 때 바로 호기심을 가졌다.처음부터 이러한 호기심을 가진

경우에는 연습 에서 지루하거나 재미없다는 느낌을 상 으로 게 느

끼며,쉽게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다.

처음에 수치제어 공의 이름을 들어보니까 신기했어요.사실 원래 공은

기계 조립과 형 가공 공이었어요.그때는 계속 원래의 공을 심화시키

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이 공 이름을 들어서 궁 하고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기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내용을 따라서 뭔가 새로운 세계에 들어

간 느낌인거 같지요.MasterCAM,Pro/E,머신 센터 등 같은 내용을 배우면

서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재미있었지요.(PXZ)

한 성취감은 장 에 한 극 인 자기 성찰 창조 해결방법을

만들도록 진하 다.일부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처음부터 수치제어 분

야를 좋아하고,취미삼아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얻었다.이러한

성취감은 더 많은 연습 동기를 진시키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 ZFH는 문성 발달과정에서 연구하는 정신을 가지면 기능

향상에 한 목표를 갖게 되어 재미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하

다.기술을 탐구하는 연습을 통해 성취감을 얻고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는 뭐 재미없다거나 힘들다고 느끼지는 않아요.기술 능력을 늘리려면 반

드시 연습 많이 해야 하니까요.그리고 연습만 하고 머리를 안 써도 안되요.

머리를 쓰는 건 그것을 이해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 요.그것이 왜

이 게 되고,어떤 것이 제일 좋은 건지,그냥 단순하게 작업 임무라고만 생

각하면 재미가 없어지겠죠.취미로 생각하면서 하면 탐구하게 될 거 요.탐

구하는 게 성취감이 느낄 수 있어요.그러면 빠르게 향상되고,잘 마스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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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죠.(ZFH)

연구 참여자 CLX는 기술 인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취

감을 느 다.새로운 기술과 기능을 창출하기 해 새로운 공 ,재료 그리

고 기술을 응용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 다.

그때는 신제품 개발 실험 의 멤버 요.그 의 작업은 계속 신공 ,신

재료,신기술을 응용하고 실제 생산의 실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요.임

무가 왔을 때 되게 흥분하고 다른 사람이 받고 싶지만, 그때 아주 즐

거웠어요.이런 기술 인 난 을 극복하기가 성취감을 얻어요.(CLX)

한,성취감은 남보다 더 많은 각고의 노력 약 에 한 즉각 인

자기 성찰을 진하 다.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주로 기능올림픽에 출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의도 인 연습을 수행하 다.이러한 경쟁 메커니즘을

통해 연습에 한 지루함을 이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다.수치제어 기

능인재들은 기능올림픽에서 수상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이런 목표 외에

연습 내용에 있어서도 변화가 없는 연습이 아니고,가공 제품의 샘

문제에 따라 연습의 내용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THQ는 의도 연습이 군사훈련처럼 진행되지만 매일 같은

부속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가 조 씩 다르다고 하 다.다

양한 목표를 향해서 연습하는 과정을 지루하게 여기지 않았다.연구 참여

자 WSB는 다른 선수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 고,새

로운 연습 목표를 만들어 지루한 순간이 없도록 하 다.

이건 뭐 지루한 건 없어요.우리가 훈련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 정말,이 시

간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군사훈련 같구나 할 거 요.(힘들고,지루하지 않

으세요?)아니요.이건 매일 같은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드는 물건들이

달라요.그리고 목표가 있어요.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발 하고,올림픽에

나가고...본인은 따라오게 되고,우리는 마치 운동선수들처럼 단순하게 반복

인 일을 하는 거랑 같아요(THQ)

경기와 같은 경쟁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연습할 때 지루하다고 느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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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지 않아요.처음에는 힘들 때가 많이 있었지만 출 비의 연습 상태

에 빠지면 지루하다는 느낌이 어졌어요.왜냐하면 다른 선수들과 연습의

결과를 비교하면 자신의 부족이 느껴지고 노력하는 목표가 생길 수 있지요.

경쟁을 통해 자신의 부족과 잘 배우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지요.(WSB)

둘째,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문성 발달과정에서 의도 연습 동기를

진하는 요인은 책임감이었다. 에 내용에 따르면 문성의 발달과정에

서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연습에 해 지루하거나 재미없다고 여기지 않

았다.수치제어 분야에 한 호기심이 생겼을 때부터 취미로서 좋아할 때

까지 감정 인 변화가 있는 것을 제시하 다.분야에 한 감정 인 요소

는 지루하고 힘든 반복 인 연습에서 부족할 수 있었다.이 외에 분야에

한 책임감도 의도 연습에서 동기부여의 역할을 하 다.

먼 ,책임감은 연습에 한 헌신 몰입을 진하 다.일부 기능인재들

은 수치제어 분야를 문성 형성 단계에서 좋아하기 때문에 이를 업종으로

선택하는 것은 아니었다.하지만 문성 수 이 올라갈수록 심화 단계에서

취미로 수치제어를 좋아하게 되었다. 부분 연구 참여자들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수치제어 역을 좋아하고,자신의 취미로 수치제어 기능을 향

상시키고자 하는 기 가 있었다.

연구 참여자 CHF는 문성이 심화되기 해서는 그 일을 좋아하며 자

기가 선택한 직업에 한 책임감을 가지면서 의도 인 연습과정에 극

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 다.

취미는 아주 요해요.제 생각은 종사하는 업종을 정확하게 선정하는 것이

요해요.어떤 인연도 필요한 것 같아요. 에 막막한 시 도 있었고 우연히

작업장에서 다른 선배들이 실기연습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좋아지게 되

었고 배우고 싶은 강력한 생각이 들었어요.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종

사하면 책임감도 높아지게 되겠지요.힘든 것이 게 생각나고 발생한 문제

를 해결하기 한 생각만 하는 것이지요.(CHF)

  

한 책임감은 남보다 더 많은 각고의 노력을 진하 다.일부 연구 참

여자들은 가난한 가정 출신 때문에 기능을 통해 운명을 변화시키기 원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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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가족에 한 책임감을 가졌다.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의도 연습을

통해 기능을 습득하고 가난한 가정의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 다.수

치제어 기능인재들의 노력하는 동기 가난한 가정출신이 있으면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에 한 집착과 결심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 WSH는 가난한 가정출신이라서 문성을 발달시키는 연습

이 자신에게 운명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 다.따라서 연습

에 한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노력하 다.농사일을 많이 해본 경험을

통해 부지런한 성격을 갖게 되었고,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과 가

족에 한 책임감이 있었다.이러한 생각이 의도 연습의 동기지원 요인

이 되었다.

와 같은 경우는 가정출신이 좋지 않은 편이 요.이런 좋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한테 좋은 기회에요.다른 동료보다 제가 학력이 낮고 수강

경험이 어서 기능기술측면에 노력하지 않으면 말도 안 되지요.꼭 이 길을

걸어야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결정했어요...그리고 를 깎는 연습은 아주

요해요. 는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부모님께 배웠어요.집이 좀 간난하고

농사일을 많이 했지요.그래서 되게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지요.(WSH)

하지만,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이 문성을 심화시키는 동기로 기능올림픽

을 통한 성취감과 가난한 가족들에 한 책임감을 갖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다.그들은 분야의 발달과 사회의 은혜에 한 책임감을 갖고 문성을

심화시키기 한 노력에 몰입하 다.

연구 참여자 WSB는 연습을 통해 도달하고 싶은 목표가 사회와 수치제

어 분야,학교의 육성 은혜에 기여하는 것이었다.그들은 이러한 사회와 학

교 그리고 분야에 한 책임감을 가지면서 의도 인 연습에 몰입하 다.  

연습했을 때에 제 마음 속에 목표가 하나 있었지요.기능을 잘 연습하고 나

에 사회에 보고해요.그래서 일단은 우리 분야에서 최고의 성 을 얻어서

부모님과 를 육성해주는 학교에 보고하고 싶은 생각이지요.(WSB)

한,책임감은 장 을 강화시키는 성찰을 진하 다.연구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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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H와 THQ는 문성 심화 단계에서 자기 성찰을 통하여 자신의 장 을

발견하고 강화시켰다.기능직을 벗어난 후에도 코치 는 리직으로 수치

제어 역에 머물며 새로운 기능인재에 한 교육에 종사하 다.

상을 타고 나서,즉 고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에 우리는 코치가 되었잖아요.

우리처럼 12년때에는 처음에는 성 에서 코치로 있다가,나 에는 우수 코치

로 선정된 사람도 있어요.(WSH)

는 재 동성 수치제어 문가 에서 부 장으로 있어요.04년부터 동

성 수치제어 국 올림픽의 코치 장을 맡았고,5회를 맡아왔어요. 회는 2

년마다 개최되고, 는 의 성 에서의 들을 끌고 회에 나가죠.바로 성

에서 선발한 최고의 인재들이죠.이제는 오랫동안 학생을 가르치지 않았어

요.두 번째는 는 문가 일원으로 성 에서 기사,고 기사 평가나 심사

부분의 지도를 해요.(THQ)

나. 해 요인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문성 발달과정에서 의도 연습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을 해 요인이라 일컫는다. 해 요인은 수치제어 기능

인재들의 의도 연습과정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을 야기

하는 근본 인 문제들이었다.

해 요인은 첫째,"장비와 재정에 한 정부 지원 부족"과 같은 자원

제약,둘째,"컴퓨터 시뮬 이션의 과도한 의존"과 같은 노력 제약,셋째,"

자기부정 자만심"과 같은 노력 제약이 포함되었다. 

1)자원 제약(ResourceConstraint)

의도 연습에서는 부모,교사,코치,학생,연습의 자료와 설비 등 요소

들이 필요하지만 이들을 인해 일부분 연습의 시간과 자원을 사용하는 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의도 연습의 수행 효과를 제약할 수 있다.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문성 발달과정에서 의도 연습의 자원을 제약

하는 요인은 장비와 재정에 한 정부 지원 부족이었다.첫째,정부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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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할 경우 연습 행 자는 연습에 해 필요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었다.

정보가 부족한 경우 조직이 연습 계획을 만든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식

이론 교육,실천 실기 연습을 해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 MQD처럼 경력이 많은 기능 인재들은 학시 수치제어

분야가 아직 국에서 보 된 때가 아니라서 수치제어 련 지식에 해서

잘 몰랐다. 한 그때 다녔던 학교의 교육 수 이 높지 않기 때문에 배울

수 없고 연습을 수행할 수 없었다.따라서 나 에 일을 하면서 보충 학습

을 하게 되었다.

는 기계 공출신이고,91년도에 학 다닐 때만 해도 수치제어라는 공

이 우리 학교에서 없어요.수치제어라는 단어가 92년,93년이 되어서야 다른

학교에서 들어본 있었던 것 같아요...우리 학교에서 그때 91년에 기계 제

조와 장비 공이라고,93년이 되어서야 디지털 제어다 뭐다 하는 것들이 생

기기 시작했고,당시는 모르고 아 이해를 못했죠.(MQD)

둘째,정부 지원 부족은 자격 취득 비 연습 로그램의 설정 그리

고 코치에게 피드백 받기를 해하 다.기능올림픽 출 을 비할 경우,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일반 으로 학교의 연습 계획을 따르며 진행하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 수 과 연습 계획 수 이 의도 연습에 향을 미치

게 되었다. 문성 형성 단계에서 기능인재들은 자기 조 하는 능력이 부

족하며 자기주도 인 학습 능력도 상 으로 낮아서 학교로부터 연습에

한 도움을 더욱 필요로 하 다.

연구 참여자 CHF은 처음으로 출 했던 기능올림픽에서 좋은 성 을 얻

지 못한 이유로 당시 학교에서의 부족한 계획 연습시간을 지 하 다.

한 경기에 맞는 임이나 패턴 설명 부분이 뚜렷하지 않고,경기 비

도 충분하지 못했다.따라서 조직에서 낮은 수 의 연습 계획이 의도 연

습을 해할 수 있었다.

처음에 기능올림픽 출 했을 때 학교에서 많이 연습하지 못하고 는 그때에

경기의 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그 기 때문에 패턴에 해 뚜

렷하게 악하지 못했어요.한 번 출 하면 알게 될 수 있겠지요.(C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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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성 형성 단계에서 소속 학교와 기업이 발달 수 이 낮으면 연

습 계획을 제 로 만들 수 없다. 한 훌륭한 강사가 부족하며 코치에게

지도받을 수 있는 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습 에 선생님이나 코치

에게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았다.이런 경우에 수치제어 기능인재들

은 혼자서 연습을 의도 으로 수행해야 하며,연습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경우 연습이 성공 이기 어렵다.

연구 참여자 MYL는 처음 연습했을 때에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내용에

해 충분한 지식을 갖지 못하여 본인이 내용을 이해하여 정리해야 하

다. 하지 않은 연습 행 자는 의도 연습을 성공 으로 해내기 어렵

다고 생각했다.

처음에 하는 것이 아주 어서...심지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요.그때 그 선생님들까지 잘 몰라가지고 일부분 내용만 아는데 이 부분을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것 요.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선생님들 몇 명이 가르

치는 내용을 종합 으로 정리하고 소화시키는 거 어요. 하지 않으면 좋

은 성 이 얻을 수 없었지요.(MYL)

둘째,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문성 발달과정에서의 의도 연습의 자

원을 제약하는 요인은 장비와 재료의 지원 부족이었다.장비와 재료의 부

족은 실천 장 실기 연습을 해할 수 있었다.수치제어 분야의 기능인

재들의 핵심 인 기능 하나는 고 형 다축선반을 조작하는 능력이었다.

그러므로 수치제어 분야의 의도 인 연습에서 선반이나 기계와 같은 장비

는 아주 요한 역할을 하 다.특히 문성 심화 단계에서 고 형 다축가

공선반 조작 실기 연습이 요하기 때문에 장비에 한 지원이 부족하면

기능인재들의 의도 연습이 제약을 받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 MYL는 기능올림픽 출 을 비하는 과정에서 더 복잡한

공작기계를 조작하는 연습을 먼 하면 더 어려운 기계를 조작하는 기능을

습득하여 기능올림픽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장비에

한 지원이 부족하면 성공 인 의도 연습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를 들어,매회 기능올림픽에서 사용하는 장비나 선반이 없으면 실기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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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못 하는 것 이지요.그리고 실기 연습에 우연히 발생하는 상황도 많기 때

문에 선반에 해 잘 알지 못하면,혹은 알지만 만져 본 없으면 당연히....

선반에서 같은 시스템이 있으면 그래도 조작이 익숙하기 때문에 나아요.아

무리 그래도 비슷하지만 시간이 필요하지요.평일에 연습할 때는 괜찮지만

기능올림픽에서 이런 시간이 안 주어지는 거잖아요.기능올림픽도 시간에

한 경기 요.선반도 모른다면 좀 힘들겠죠.(MYL)

한 문성 심화 단계는 형성 단계에 비해 더 많은 가공제품을 연습하

므로 필요한 가공 원재료의 소모량도 많아지게 되었다.따라서 가공 장비

와 원재료에 한 재정 지원은 의도 연습의 성공여부에 요한 역할을

하며,장비와 재료의 지원이 부족하면 제품 가공의 속도 정 도 제고를

제약하게 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MYL는 자신이 의도 연습을 하는 동안 사용한 재료와 장

비 등에 한 재정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수치제어 분야에서의

의도 연습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라고 생각하 다.

사실은 연습하는 과정에서 투입이 많아요.소모량은 엄청 크게 나와요.재료

의 소모,장비 등 지 의 수치제어 머신 센터와 같은 설비는 가장 싼 거도

20만 안 정도 나가요.그래서 연습은 장비를 제공받아야 되지요.매일 연습

하는 공구의 소모가 되게 심각해요.돈을 많이 들어가야 돼요.(MYL)

한,소속 회사나 기 에서 받은 임 상여 과 같은 다른 재정 지

원도 의도 연습에 향을 미치게 되었다.기술 능력과 맞지 않은 임 이

되면 의도 연습의 동기를 제약할 수 있으며 기능인재들의 문제해결 방법

의 창조도 해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MYL와 같은 경우 회사에서 기술 능력이 뛰어나고 업무를

잘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학력 수 의 제한으로 업무와 진 에서 한계를 느

다.그는 더 좋은 연습 기회와 연습 환경을 만들기 해 직장에서 나온

후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하 다.따라서 임 과 상여 에 한 지

원 부족도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의도 연습을 제약할 수 있었다.

당시 회사에서 했던 그 작업은 상사들한테도 인정을 받았어요.매일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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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세 번째 해요.가끔 밖에 사람들이 이 장비에 해 강의가 필요하다 하면

우리들을 찾는 거죠.수입도 상당히 많이 했지요 그때.다만 공장에서 학력이

등 문학교다 해서 임 부분에 있어서 좀 못하게 되고,승진가능도 었

어요.그때 1년에 몇 십 안,임 상승도 몇 십 안 밖에 못 올랐죠.나

에 생각하다가 마침 기회가 되는데 회사에서 나갔어요.다시 가서 공부하자

해서 시험을 보고 통과하고,그 게 03년도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 공부를 시

작했어요.(MYL)

한편,재정 지원이 부족한 경우는 외부환경의 방해에 한 항력이 낮

아질 수 있었다.외부환경의 방해는 외부에서 자신이 연습에 한 결심을

흔들며 포기하게 만드는 다양한 개입이었다. 를 들어,주변 아는 사람들

은 이미 돈을 벌기를 시작하거나 더 많이 좋은 근무 환경이나 다른 분야로

바꾸는 기회 등이었다.특히 문성 심화 단계에서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이

이미 기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어 어느 정도 수 의 문성을 가지기 때문

에 굳이 고 기사 자격까지 취득할 결심이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었다.외

부환경의 방해를 극복하기 해 심리 인 안녕의 요성을 밝 보았다.

먼 지루한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환경 인 향을 받더라도 연습에

한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 다.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의도 연습에

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아주 요하 다.

연구 참여자 MQD는 아는 사람 에 의도 연습이 성공 이지 못한 재

정 문제 때문에 외부 환경의 방해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었다.그 사람은

아주 하고 수치제어 분야에서 큰 성취까지 달할 수 있지만,주변 친구

들과 같이 돈을 벌어 가고 싶어서 연습을 그만두었다.

내가 아는 사람 에 한 명은 진짜 해요.정말 해서 국제 올림픽 출

하기 한 선발을 거지요.이 친구는 기능을 습득하는 속도가 되게 빠

르고 코치에 한 피드백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동시에 더 좋은 방법까지 생

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근데 선발을 받은 후에 과거처럼 기능이 습득되는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연습을 통해 얻는 만족감도 게 되었어요.그리고 주

변 아는 사람들은 기업에서 이미 돈을 벌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본인은 어느

정도 잘 하는 편인데 굳이 계속 연습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

요.그래서 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실패했고 그만두고 돈을 벌러 갔

지요.아쉽네요.(MQ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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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력 제약(EffortConstraint)

Ericsson(1993)의 의도 연습 연구를 통해,높은 수행을 이끄는 요한

요인은 혼자 연습하는 시간의 인 양뿐만 아니라 연습 시간의 지속성

과 규칙성,반복성, 한 시간 배분임을 밝혔다.그리고 장시간에 지속

으로 연습을 유지하도록 신체 인 한계 그리고 심리 인 한계와 같은 노력

제약을 극복해야 했다.이런 에 불구하고 시간뿐만 아니라 의도 으로

연습하는 방식에 한 노력이 타당하지 않으면 연습의 효과를 제약할 수

있다.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평소 실습에서 속 원자재나 반제품을 인공 으

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이기 해 반복 수행

하 다.그러나 가공 실습하는 과정에서 속 원재료에 한 소모량이 크

게 나왔다.이 게 하여 재료와 장비의 소모비용도 많은 투입이 필요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수치제어 분야 실습 과정에서 컴퓨터 시뮬 이션으로

연습하는 경우는 많으며 기능인재들의 문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요한

역할을 하 다.

하지만,컴퓨터 시뮬 이션에 해 과도하게 의존하면 연습하는 방식에

한 노력을 제약할 수 있었다.첫째,컴퓨터 시뮬 이션의 과도한 의존은

수치제어 공작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 한 실제 체험을

해할 수 있었다.실제 작업장 환경에서 수치제어공작기계를 조작하는 데

에 발생한 문제 이나 소음과 먼지에 응함을 체험할 필요가 있었다.연

구 참여자 MYL는 실습에 해 실제 체험이 요하다고 강조하 다.공작

기계를 실제 조작하여 속 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 한 체험이 요하다

고 말하 다.연구 참여자 WSB는 재 컴퓨터 시뮬 이션 기술이 많이

발 해왔지만 실제 가공하는 연습을 신할 수 없다고 말하 다.

실기 연습에서 소모량이 엄청 많이 나갔기 때문에 컴퓨터 시뮬 이션은 실습

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특히 처음에 기술을 배우는 보자들에게 도움

이 많지요.하지만,이것은 실제 조작을 완 히 체할 수 없어요.지 희

가 사용하는 시뮬 이션은 조작 측면에서 모의 연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공하는 칼을 맞추기는 시뮬 이션 로그램에서 드러낼 수 있지만 어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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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한 장 체험이 부족할 수 있어요. 를 들어,실제로 한 강철 부속품을

삭했을 때에 장 경험이 없는 사람은 공작기계 삭과정을 처음 하면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어요.그리고 특히 경기하는 경우에서 가공 효율은 가

장 먼 요한 일이고 최 한 사공구의 역할을 발휘해야 돼요.그래서 시

뮬 이션이 배웠을 때에 도움이 크지만 실제 조작 연습을 체할 수 없

어요.(MYL)

그리고 이제 시뮬 이션 기술이 많이 발 되고 있지만 실제 조작 연습을

체할 수 없어요.지 지멘스사 회사가 개발한 어떤 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서 공작기계가 없는 것 외에 설비와 장비까지 모두 검증해 수 있어요.그

런 에 불구하고 컴퓨터 시뮬 이션이 실습을 체할 수 없어요.(WSB)

둘째,컴퓨터 시뮬 이션의 과도한 의존은 제품에 한 가공 공 를 설

계하는 데에 필요한 상상력과 사고력의 발달을 해할 수 있었다.수치제

어 기능인재들은 제품을 가공하기 해 공 를 먼 설계해야 하며 제품의

모양과 삭공구에 한 선택 사용 순서를 많이 고려하 다. 한, 문

성이 심화되면서 형성 단계에 비해 가장 많이 다른 은 제품에 한 가공

공 를 설계하는 것이다.따라서 평소에 의도 으로 연습하는 과정에서 공

설계에 한 상상력과 사고력을 발달시킬 필요가 있었다.

연구 참여자 MYL는 일정한 경험이 있는 기능인재들에게 컴퓨터 시뮬

이션이 다축가공 등 어려운 가공문제에 한 검증 역할을 한다고 말하

다.연구 참여자 WSB는 기능올림픽 출 비했을 때 기계가공을 실제

수행하기 에 시뮬 이션 로그램을 통해서 수행이 가능한지를 검증하

다.하지만,WSB도 시뮬 이션에 해 과하게 의존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

다.

시뮬 이션들,우리 국산의 시뮬 이션들도 부분 조작 측면에서 모의 연

습하는 것이고 패 든지 가공 로그램이든지 모의할 수 있어요.이제는 입

문자들이 배우는 범 에 속하지 않았고 상당한 경험이 있는 데에 속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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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지요.가공 공 를 설계하는 데에 상상력과 사고력이 많이 필요해요.제가

아까 말한 거처럼 다축가공은 인간의 뇌로 생각하는 범 를 벗어나고 직

으로 사고하는 범 를 벗어나게 되었지요. 를 들어,이 삭 공구를 어떻게

늘어놓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이런 경우에는 꼭 시뮬 이

션을 통해 문제가 있는지를 야 돼요.검증을 해 하는 거고 입문자들보다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로그램을 검증하는 것 요.(MYL)

시뮬 이션에 해서 우리는 기능올림픽 출 비에서 주로 로그램에

해 검증한 거 어요.일반 으로 로그램을 통해 가공문제를 해결할 수 있

으면 실제 체 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그래도 과하게 의존하면 안 돼

요.(WSB)

3)동기 제약(MotivationalConstraint)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이 문성 발달과정에서 의도 연습으로 겪는 어려

움과 갈등의 순간을 극복하고 상 수 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요인 에는

자신이 지닌 능력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요하게 작용하 다.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이 의도 연습에서 두려움과 자만이 생기면 의도

연습이 성공 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부정이나 자만심을 가지면 의도

연습의 동기를 제약하기 될 수 있었다.의도 연습에서 자기에 한 부정

인 인식이 생긴 후 자신감이 없어지며 연습의 목표 도달 결과를 완성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될 수 있었다.이 게 하여 문성을 향상시키기

한 연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되었다.반면에 문성이 발달되어

의도 연습에서 자신이 자만심이 생긴 후에 더 많이 연습하는 생각이

어들며 의도성이 떨어지게 될 수 있었다.수치제어 기능인재의 의도 연

습 동기를 제약하는 원인에 해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문성 발달과정에서의 의도 연습의 동

기를 제약하는 요인은 자기부정이었다.자기부정은 장 에 한 극 인

자기 성찰 실험으로 문제해결 방법의 창조,그리고 연습에 한 헌신

몰입을 해할 수 있었다. 문성 수 이 상 으로 낮으며 연습 에서

어려움과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때가 상 으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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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한 평가와 자신감이 유지하는 것이 더욱 요하 다.수치제어 기

능인재들이 의도 연습에서 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문성을 평가하기

보다는 기능에 한 감정과 연습에 한 인식을 키우며 자신감이 유지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 다.

연구 참여자 MQD는 의도 연습 에 문제발생 시 빠른 시간 내에 문

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에 한 평가가 올바르지 않을 수 있으

며 연습 열정이 쉽게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 다.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의도 연습에 한 동기를 제약할 수 있었다.

올바른 자평이 있어야 되요.자기를 부정하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에 자기를

부정하거나 사실을 부정하는 것 다 안 좋아요.이 게 하면 원히 진보할

수 없어요.어떤 일을 잘 못해도 어떻게 해결하는지부터 생각해야 돼요.자기

가 능력이 없어서 그 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MQD)

의도 연습에서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며 자신의

마음을 조 할 필요가 있었다.특히 문성 형성 단계에서 기술과 기능을

악하는 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연습 시간이 길어지거나 속도는 떨어져

제품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형성 단계의 연습에서 쉽게 얻은 성취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쉽게 사라질 수 있었다.이런 때에 자신에

한 평가를 신속하게 바로잡을 수 없으면 의도 연습의 동기를 제약시킬

수 있었다.기능올림픽 출 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실수를 인해 좋

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생각에 해 잘 조 하지 못하면 그만두고 포기

할 가능성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 CHF는 과거 기능올림픽 출 했을 때에 출 의 결과를 목

표로 설정하 다.경기하는 과정에서 돌발 인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상을

받을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출 을 포기하 다.연구 참여자 WSH

는 돌발 인 상황이나 실수가 생길 때에 경기 결과에 해 많이 생각하면

성공과 실패를 많이 고려해서 당황하면 선수들은 정신이 혼란해지게 되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 다.WSH는 이로 인해 의도 연습이 성공

이지 못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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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을 한 후에는 성찰이 필요해요.제가 그때 경기에 출 했던 경험을

통해 포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기능올림픽 출 경험을 통해 든

요한 생각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를 들어 제가 처음에 참가했던

작은 경기에서 성과를 얻지 못하고 그때 제가 포기하려고 했어요.경기하는

과정 에 아무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들었고 그만두었지요.하지만 결과는

우리 의 수가 1 보다 0.1 이 었어요.그때 이후로 는 모든 일을

해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이것에 해 알게 된 것이 아주 요

해요.(CHF)

기능올림픽 출 의 결과에 무 을 두면 마음 자세가 좋지 않을 거 요.

는 과정에 을 두고 이 연습과정을 통해서 기능이나 지식을 얻을 수 있

었기 때문에 경기결과가 좋지 않아도 괜찮았어요.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좋

은 결과가 없어도 좋은 경험이 되겠지요.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해결방법을

찾아야지요.성공과 실패를 많이 고려하지 말고 이 게 생각하면 긴장하지

않아요.같은 기능수 심지어 보다 더 높은 수 의 선수도 있겠지요.하지

만 마음 자세에 해 는 자신이 더 있었어요.(WSH)

둘째,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문성 발달과정에서 의도 연습의 동기

를 제약하는 다른 요인은 자만심이었다.자만심은 남보다 더 많은 각고의

노력 연습에 한 헌신 몰입,그리고 약 을 보완시키는 자기 성찰을

제약할 수 있었다. 문성 형성 단계에서의 의도 연습을 통해 빠른 성장

속도로 문성을 발달해왔지만 자신에 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을 경우

가 있었다.형성 단계에서 문성이 발달되는 수 에 한 자만심이 생겨

서 계속 으로 높은 집 력과 정신 투입으로 연습을 수행하는 능력이 부족

해졌다.이것은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문성 심화 단계의 의도 연습이

성공 이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었다. 한 일반 으로

수치제어 기능인재의 심화 단계에서의 연습 기간은 최소한 평균 2,3년 정

도 이상 지나야 하여 더 넓은 측면으로 경험이 많이 되고 문성을 깊

이 발달시킬 수 있었다.그러므로 문성의 형성 단계보다 심화 단계에서

강력한 성취 의식이 많이 떨어질 수 있었다.

면담 참여자 QJX는 형성 단계에서 제품을 완성하는 속도가 빠르며 5시

간에 부속품 하나를 가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만해본 이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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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이 발달되면서 연습 시간을 일 수 있도록 다시 연습에 몰입하 다.

는 에 좀 자만했어요.다른 사람보다 빠르고 5시간에 부속품을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했지요.연습시간도 이고,근데

높은 곳에서 갈수록 반 로 더 많이 겸손해졌어요.이 차이가 있다고

느껴요.(QJX)

연구 참여자 WSH는 문성의 형성 단계에서 좋은 성과를 받았기 때문

에 심화 단계에서 정신 으로부터 자만이 되어 느슨해지는 상황이 발생되

었다.연구 참여자 MYL도 만찬가지로 첫 번째 기능올림픽 출 했을 때에

뛰어난 성 을 얻었기 때문에 자신의 기능에 해 자만심이 생겨서 그 이

후에 심화 단계에서의 연습 에 정신 노력이 부족하게 되었다.결국은

두 번째 기능올림픽 출 했을 때에 성 올림픽에서 멈추게 되며 국가

기능올림픽에 진입하지 못하 다.이 게 하여 연습하는 동기를 제약하

기 때문에 결국은 의도 연습을 수행하지만 성공 이지 못하게 되었다.

첫 번째 기능올림픽에 국 2 의 성 을 얻어서 정신이 느슨해졌어요.따라

서 두 번째 출 했을 때는 잘 하지 못했어요.세 번째 비했을 때에 다시

혼신의 정신력으로 연습에 몰두했지요.두 번째 기능올림픽에 선발된 후에

출 을 결정되었고 정신 긴장을 풀었어요.(첫 번째 기능올림픽의 성과로

인해)두 번째 출 비 연습했을 때에 좀 느슨하게 되었어요.그 때는 자

신감도 있고 국올림픽에서 좋은 성 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그

러나 연습이 느슨해지니 떨어졌지요. 한 그 경기장에서의 기후와 풍토가

맞지 않아서 몸의 상태가 안 좋았어요.(WSH)

사실은 제가 스트 스가 가장 없는 때는 첫 번째 기능올림픽 출 했을 때

요,그때에 다들(출 하는 선수들)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능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서로 간에 상 방의 수 을 잘 아니까,오히려 그 이후에(심화 단계)

자기가 어떤 성취를 가지고 나서 좀 자만심이 생긴 거 같아요.좀 단하다

고 생각했었지요.(MYL)

문성 심화 단계에서 자만심은 수치제어 기능인재의 의도 연습 동기

를 다른 방면으로 제약할 수 있었다.자만심은 실험으로 문제해결 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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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 동료들과의 교류와 공동 연습을 제약할 수 있었다. 문성을 발달

시키기 한 의도 연습 에서 코치에게 피드백을 받거나 동료들 간의

토론 교류는 아주 요한 구성요소가 되었다.일정한 수 의 문성을

가지고 자신에 해 올바른 평가가 없으면 자만심이 생겨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지 못할 수 있었다.특히 어느 수 의 기술과 기능을 가진

기능인재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다른 동료들과 공유하는 생각이

없는 경우가 있다.동료들과 교류하고 싶지 않는 은 오히려 자신의 문

성이 차 뒤떨어지게 만들 수 있으며 지속 으로 발달할 수 없다.

문성 심화 단계의 연습 에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피

드백 받기를 통해 자신의 약 을 인식할 수 있으며 직면해서 해결할 수 있

었다.겸손한 마음이 없이 자만심을 가지게 되면 코치와 다른 동료들과 토

론을 하지 못하게 되어 의견을 잘 받을 수 없었다.따라서 문성이 심화

되면서 자기에 한 올바른 자평이 없이 자만심이 생겨 다른 사람과 교류

하는 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의도 연습을 하는 동기를 제약할 수 있었

다.

연구 참여자 MQD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 다.주변에 자

신에 한 평가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문성 발달하는 길에서 멀리

못 가게 되었다.MQD는 다른 사람과 얘기하지 않고 무시하는 자만심이

있으면 결국에 뒤떨어지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 다.

제 생각에는 요한 것은 넓은 마음이 있어야 해요.기술,기능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성격이 강해요.어느 정도까지의 성취를 받은 사람들이 거의 다

자기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해요.제가 말하는 넓은 마음이 있다는 뜻은 마음

을 열고 다른 사람과 토론해야 되요.제가 이것에 해 깊게 느 어요.최근

몇 년에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기가 죽었지요.다른 사람과 얘기하

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 자기의 기능이 단하다고 생각하면,이 게

뒤떨어질 거 요.(MQD)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문성 발달과정에서의 의도 연습이 성공 이

지 못하는 다른 원인은 자기부정 자만심이 자신에게 맞추지 않는 목표

와 가능하지 못한 목표 설정을 래할 수 있었다.이런 목표는 연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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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헌신 몰입 남보다 더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해할 수 있었다.의도

연습의 결과가 지향하는 목표를 가질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맞춘 구체

인 하 목표를 주도 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여기서 목표란 어느

정도까지 연습할 것이고 찰이나 빠른 측정을 통해 성공여부에 해 알게

되는 것이었다.

연구 참여자 THQ는 문성을 심화시키기 해 연습 행 자들은 단순히

무엇을 연습해야 한지를 알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 다.자신에게

맞추지 않는 연습 목표만 가지면 의도 연습을 빨리 지루하게 느낄 수 있

으며 쉽게 포기할 가능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구체 인 목표가 없으면 힘들거나 지칠 때 포기하기가 쉬워요.이 목표를 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야 열심히 노력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 요.

어떻게 노력할지 모르고 목표가 없어서 포기해도 상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요.힘들면 포기하고 싶지만 우리는 연습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있어서 동력이 되겠지요.(THQ)

다.소결

이상에서 통해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문성 발달과정에서 의도 연습

에 진하는 요인과 해하는 요인을 밝 보았다.이 내용을 종합 으로

제시해보면 <표 Ⅳ-4>와 같다. 진 요인은 첫째,자원 지원의 기능올림픽

과 같은 격려 제도,둘째,노력 지원의 기업 장과의 극 인 ,셋째,

동기 지원의 성취감 책임감이 포함되었다. 해 요인은 첫째,자원 제약

의 장비와 재정에 한 정부 지원 부족,둘째,노력 제약의 컴퓨터 시뮬

이션의 과도한 의존,셋째,동기 제약의 자기부정 자만심이 포함되었다.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의도 연습이 성공 이 되는 원인은 구체 으로

다음과 같다.첫째,기능올림픽과 같은 격려 제도는 기능인재들이 기사

고 기사 자격을 인정해주며,실기 연습 능력,손동작 능력 그리고 이론 수

을 평가해주는 자원을 지원하 다. 한,출 선수들을 조직하고 연습

계획을 만든 을 추진해주며, 국의 수치제어 기술과 기능 응용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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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는 자원을 지원하 다.한편,세계 첨단 기술과 근하는 기회를 제공

해주며,의도 연습의 내용과 목표를 설정해주며,수치제어 인재들의 문

성을 향상시켜주는 자원을 지원하 다.

둘째,기업 장과의 극 인 은 기능인재들이 필요한 실천 인 기

능을 추가해주며,실기 연습에서 나타난 문제 과 돌발 인 상황에 한

해결방법을 제공해주는 노력을 지원하 다.한편,수치제어 공 출신이 아

닌 사람에게 문성을 심화시키는 기회를 제공해주며,학교와 조함으로

써 가공 공장과 같이 이론과 장을 결합해주는 노력을 지원하 다.

셋째,성취감은 기능인재들이 처음에 맹목 으로 수치제어 공을 선택

한 후에 흥미가 생겨주며,지루하거나 재미없다는 느낌이 감소시키는 호기

심을 만족해주는 동기를 지원하 다. 한,고통스럽게 연습하지 않은 이유

로서의 취미를 유지해주며,기능올림픽과 같은 경쟁 메커니즘을 참여시켜

주는 동기를 지원하 다.책임감은 기능인재들이 취미뿐만 아닌 선택된 일

하는 분야에 몰입하는 극성을 유지해주며,가난한 가정 출신의 운명을

바꾸기에 확집과 결심을 강화시켜주는 동기를 지원하 다. 한,수치제어

분야와 사회,학교의 육성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형성해주는 동기를 지

원하 다.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의도 연습이 성공 이 못한 원인은 구체 으로

다음과 같다.첫째,장비와 재정에 한 정부 지원 부족은 기능인재들이 연

습에 해 악하는 정보가 부족한 것이며,연습 계획을 만든 조직 실력을

낮게 하여 자원을 제약하 다. 한,코치와 가사,고 형 다축선반,가공

원재료의 소모량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을 자원 제약이 부족한 원인이 되었

다.한편,격려하도록 임 상여 지원의 부족함,외부환경의 방해에

한 항력이 낮아지게 하는 것도 자원을 제약하는 원인이 될 수 있었다.

둘째,컴퓨터 시뮬 이션의 과도한 의존은 수치제어 공작기계의 조작

제품의 가공 과정에 한 실상 체험을 해할 수 있으며, 문성 형성 단

계에서의 일반 조작 기능 습득,약 에 한 성찰을 해하 다.가공 공

를 설계하는 데에 필요한 상상력과 사고력의 발달을 해하며, 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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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요

인

자원 지원

(ResourceSupport)
기능올림픽과 같은 격려 제도

노력 지원

(EffortSupport)
기업 장과의 극 인

동기 지원

(MotivationalSupport)
성취감 책임감

해

요

인

자원 제약

(ResourceConstraint)
장비와 재정에 한 정부 지원 부족

노력 제약

(EffortConstraint)
컴퓨터 시뮬 이션의 과도한 의존

동기 제약

(MotivationalConstraint)
자기부정 자만심

심화 단계에서의 장 실천 지식 학습,제품 가공의 속도 정 도 제

고,실험으로 문제해결 방법의 창조에 해 제약하 다.

셋째,자기부정 자만심은 기능인재들이 연습 의 어려움과 문제 해

결하지 못하는 때에 자신에 해 낙담하게 되어주며 성취감이 떨어졌을 때

에 의기소침하게 되며,빠른 성장 속도를 인해 성취 의식이 떨어지게 함으

로 동기를 제약하 다. 한,좋은 성과를 인해 정신 으로부터 느슨해지게

되어주며,동료들을 무시하고 아이디어와 기술을 공유하지 않게 함으로 동

기를 제약하 다.

 <표 Ⅳ-4>의도 연습의 진 요인 해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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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성 발달과정에서 의도 연습의 특징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문성 발달 단계별로 의

도 연습의 특징 문성 형성 단계 심화 단계에서 의도 연습의

변화 양상, 한 의도 연습에 한 진 요인과 해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에 더하여 이 장에서는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문성이 발달되는 과정

에서 의도 연습을 어떻게 하는가?’에 한 종합 인 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의도 연습의 종합 특징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문성 발달과정에서 의도 연습의 종합 인 특

징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 [그림 Ⅳ-1]과 같다.

먼 , 문성의 형성 단계에서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체계 계획은 기

사 자격을 취득하기 해 이론 교육,실기 연습 그리고 로그래 세 가

지 내용 로 비하 다.이론 교육 비는 공식 이론 수업에 참여 하

으며,실기 연습 로그래 설계에 한 기 인 조작 기능을 연습하

다.정신 노력은 연습 시간이 로그램이나 학교 시간표에 따라 고정

된 일정으로 연습하기 때문에 남보다 더 많은 각고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한편,오직 각고의 노력이 있는 연습이 부족하며 연습에서 자신의

약 과 부족한 부분에 해 즉각 으로 스스로 성찰하 다.형성 단계에서

의 반복 수행은 배웠던 이론 지식을 실제 반복 인 조작 연습으로 응용

하며 모방 연습으로 실기 경험이 되었다.피드백은 코치가 감독 역할

을 하면서 동작 실습에 해 즉각 으로 주었다.수치제어 기능인재로서

의도 연습에서의 동료와의 력은 주변 동료들과 같이 한 세트의 부속품

을 으로 공동 가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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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문성 심화 단계에서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체계 계획은

고 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해 비하 다.실제 장에서 나타나는 실천

실기에 해 습득하면서 필요한 추가 이론이나 다른 련된 분야에서의

이론 지식을 자기 주도 으로 선택하여 학습하 다.정신 노력은 자신의

연습 상태에 을 맞추며 연습 일정을 주도 으로 조 하며,연습에 헌

신 으로 몰입하 다. 한, 극 으로 자신의 장 과 심이 있는 내용에

해 성찰하여 발견하 다.심화 단계에서의 반복 수행은 제품 가공하는

속도 정 도 제고에 을 맞추어 반복 으로 연습하 다. 한,속도

정 도를 제고하도록 조작이 능숙해질 뿐만 아니라 창조 인 가공 방법

이나 연습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해 반복 으로 실험을 통해 해결하 다.

피드백은 가공 연습이 완성한 후에 스스로 성찰하여 반복 인 실험을 통해

문제방법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코치에게 간헐 인 피드백을 받았다.

수치제어 기능인재로서 의도 연습에서의 동료와의 력은 기업이나 다른

기술과 기능 교류 활동 인터넷으로 범 한 동료들과 실기이라는 결과

가 제시되었다.

그러므로 문성 형성 단계와 심화 단계별로 진행된 의도 연습을 통해

서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문성 발달과정에서 의도 인 연습의 변화 양

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문성 발달과정에서 체계 계획은 실습에서 이론

응용을 통해 실기를 습득하기부터 장에서 실습을 통해 새로운 이론을 습

득하기로 변화하 다.정신 노력은 연습에서 나타난 문제와 부족함을 보

완하도록 즉각 으로 자기가 성찰하기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과 잘하는

부분을 강화하도록 극 으로 성찰하기로 변화하 다. 한,반복 수행은

작업을 완성하기에 심으로 모방하기부터 창조 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

심으로 실험하기로 변화하 다.피드백은 즉각 인 피드백에 수동 으로

받기부터 자기 성찰한 후에 간헐 인 피드백에 주도 으로 참여하기로 변

화하 다.수치제어 기능인재로서 의도 연습에서의 동료와의 력은 주

변의 동료와 같이 공동 연습하기부터 범 의 동료와 실기에 해 교류하

기로 변화하 다.

마지막으로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문성을 발달시키는 의도 연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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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진 요인과 해 요인이 있다.우선, 진 요인에서 자원을 지원하

는 요인은 기능올림픽과 같은 격려 제도이며,노력을 지원하는 요인은 기

업과의 극 인 이다.그리고 동기를 지원하는 요인은 성취감 책

임감이다.기능올림픽과 같은 격려 제도는 형성 단계에서의 약 보완 지

향 자기 성찰, 로그램 (공식 이론 교육,코치에게 즉각 인 피드백

획득,주변 동료들과 으로 공동 연습)을 진하 다. 한,심화 단계에

서의 장 실기 습득,제품 가공의 속도 정 도 제고,실험으로 문제해

결 방법의 창조, 범 동료들과의 교류를 진하 다.기업 장과의

극 인 은 형성 단계에서의 약 에 한 성찰을 진하는 요인이 되었

다. 한,심화 단계에서의 장 실천 지식 학습,제품 가공의 속도

정 도 제고,실험으로 문제해결 창조, 범 한 동료들과의 교류를 진하

다.성취감은 형성 단계에서의 남보다 더 많은 각고의 노력,조작 기능

습득,약 에 한 성찰을 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문성 심화 단계에서

의 자기 주도 이론 학습,장 에 해 자기 성찰,실험으로 해결방법 창

조를 진하 다.책임감은 형성 단계에서의 남보다 더 많은 노력을 진

하는 요인이 되었다. 문성 심화 단계에서의 헌신 몰입,장 을 강화시

키는 성찰을 진하 다.

해 요인에서 자원을 제약하는 요인은 장비와 재정에 한 정부 지원

부족이며,노력을 제약하는 요인은 컴퓨터 시뮬 이션의 과도한 의존이다.

동기를 제약하는 요인은 자기부정 자만심이다.장비와 재정에 한 정

부 지원 부족은 문성 형성 단계에서의 기사 자격 취득,공식 이론 교

육,조작 실기 연습,코치에게 즉각 인 피드백 획득을 해하는 요인이 되

었다. 한, 문성 심화 단계에서의 장 실기 습득,제품 가공의 속도

정 도 제고,헌신 몰입,실험으로 문제해결 방법의 창조를 해하 다.

컴퓨터 시뮬 이션의 과도한 의존은 형성 단계에서의 일반 조작 기능 습

득,약 에 한 성찰을 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한, 문성 심화 단계

에서의 장 실천 지식 학습,제품 가공의 속도 정 도 제고,실험으

로 문제해결 방법의 창조를 해하 다.자기부정은 문성 형성 단계에서

의 남보다 더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문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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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의 헌신 몰입,장 에 해 자기 성찰,실험으로 해결방법 창조

를 해하 다.자만심은 문성 형성 단계에서의 남보다 더 많은 노력,동

료들과의 공동 연습을 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문성 심화 단계에서의

헌신 몰입,장 을 강화시키는 성찰,문제해결 방법의 창조,동료들과의

교류를 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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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도 연습의 변화 특징

에 제시된 의도 연습의 종합 내용을 통해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문성 발달과정에서 의도 연습의 변화가 있는 것이 제시되었다.다음과

같이 단계 ,순환 ,진화 ,확장 네 가지 변화 특징으로 분석되었다.

첫째,아래 [그림 Ⅳ-2]와 같이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문성 발달과정

에서 의도 연습은 단계 특징이 있다. 문성의 발달 단계에 따라 반복

수행 코치의 피드백은 단계 인 변화가 나타났다.단계 인 변화는 다

음 그림과 같이 문성 형성 단계에서 의도 연습을 진행한 후에 심화

단계로 변화될 수 있다.우선,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문성 형성 단계에

서 반드시 반복 으로 모방 연습을 통해 실기 습득된 후에 심화 단계에서

반복 인 실험으로 창조 인 문제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한,수치제

어 기능인재들은 문성 형성 단계에서 코치의 향을 많이 받음에도 불구

하고 실습과정에서 즉각 인 피드백을 통해야 올바른 조작 기능을 습득하

여 경험이 되었다.그 이후에 이미 된 경험에 한 성찰을 통해

코치에게 간헐 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림 Ⅳ-2]의도 연습의 단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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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래 [그림 Ⅳ-3]와 같이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문성 발달과정

에서 의도 연습이 순환 특징이 있다. 문성의 발달 단계에 따라 체계

계획은 순환 인 변화가 나타났다.순환 인 변화는 다음 그림과 같이

의도 연습이 문성 형성 단계와 심화 단계를 주기 으로 되풀이한다는

의미이다.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문성 형성 단계에서 실습할 때에 이론

지식을 응용하기를 통해 실기는 습득되며 심화 단계에서 실습할 때에 새로

운 실기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련된 다른 공이나 새로운 이론 지식

에 해 학습하 다.이러한 새로운 이론 지식을 악하기 해 실습을 통

해 새로운 지식에 한 기능을 습득하 다.따라서 이 게 반복 순환을

통해 문성이 발달되었다.

[그림 Ⅳ-3]의도 연습의 순환 특징

셋째,아래 [그림 Ⅳ-4]와 같이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문성 발달과정

에서 의도 연습은 진화 특징이 있다. 문성의 발달 단계에 따라 정신

노력은 진화 인 변화가 나타났다.진화 인 변화는 다음 그림과 같이

의도 연습이 문성 형성 단계와 심화 단계를 계 인 계가 없이 다

른 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문성 형성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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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을 통해 자신의 약 을 심으로 찾아냄으로써 약 을 보완하기 해

자기 성찰을 하 다. 문성 심화 단계에서 실습을 통해 자신의 장 을

심으로 발견함으로써 장 을 강화시키기 해 자기 성찰을 하 다.

[그림 Ⅳ-4]의도 연습의 진화 특징

넷째,아래 [그림 Ⅳ-5]와 같이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문성 발달과정

에서 의도 연습은 확장 특징이 있다. 문성의 발달 단계에 따라 동료

와의 력은 확장 인 변화가 나타났다.확장 인 변화는 다음 그림과 같

이 의도 연습이 문성 형성 단계를 늘려서 심화 단계에서 넓히게 될 수

있다.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문성 형성 단계에서 주변의 동료와 같이

하는 공동 연습으로부터 범 의 동료와 실기에 해 교류하기까지 확장

으로 변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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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의도 연습의 확장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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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논의 제언

1.요약

본 연구는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이 문성을 발달시키는 의도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를 밝 보고자 하 다.이에 따라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문성 발달과정을 형성 단계와 심화 단계 두 가지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의

도 연습은 무엇인지,어떤 변화 양상이 있는지,어떤 진 요인과 해

요인이 있는지에 해 분석하 다.이 세 가지 연구 문제들을 답하기 해

질 연구를 수행하여 최고 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고 기사 자격을 소지

한 수치제어 분야 국 기능인재 12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 다.그들

의 의도 연습 경험에 해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의도 연습 활

동을 설명할 수 있는 요한 주제를 분석하 다.따라서 수치제어 기능인

재들의 의도 연습 본질에 해 밝 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성의 발달 단계별로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의도 연습의 체

계 계획,정신 노력,반복 수행,피드백 네 가지 구성 요소를 심으로

분석하 고 수치제어 기능인재로서 의도 연습에서의 동료와의 력을 제

시하 다.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이 기사자격을 취득하기 인 ‘문성 형성 단계’에

서 나타난 의도 연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체계 계획’측면에서는

먼 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한 비로서,공식 으로 이론에 한 교육

을 받았다.그리고 기 인 조작 기능 습득을 한 연습을 하 다.‘정신

노력’측면에서는 로그램에 참여하여 고정된 일정 로 연습하 으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하 다.그리고 자신의 약 에 해

즉각 으로 자기 성찰을 하 다.‘반복 수행’측면에서는 이론 인 지식을

응용하여 실제 인 조작 연습을 하 으며,주로 모방을 통해 실습 경험을

하 다.‘피드백’에 있어서는 코치에게 즉각 인 피드백을 받았다.‘동

료와의 력’측면에서는 주로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으로 공동 연습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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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이 고 기사자격을 취득하기 인 ‘문성 심화 단

계’에서 나타난 의도 연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체계 계획’측면에서

는 먼 고 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한 비로서, 장에서 실제 인 실

기 연습을 하 다.그리고 자기 주도 으로 련된 다른 분야의 이론을 학

습하 다.‘정신 노력’측면에서는 연습 일정에 한 자기조 과 연습에

한 헌신 몰입,자신의 장 에 한 극 인 자기 성찰이 특징 으로

나타났다.‘반복 수행’측면에서는 제품을 가공하는 속도 정 도를 제고

하기 해 연습하 으며,주로 실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

을 찾아내거나 창조하 다.‘피드백’에 있어서는 코치로부터 간헐 인 피드

백을 받았다.‘동료와의 력’측면에서는 범 한 동료들과 교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이상의 결과를 통해 수치제어 기능인재의 문성 형성 단계와 심

화 단계의 의도 연습에서 체계 계획,정신 노력,반복 수행,피드백

그리고 동료와의 력 다섯 가지의 변화 양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첫

째,체계 계획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문성 형성 단계에서는 기 이

론 지식을 응용하여 실기를 습득하 고, 문성 심화 단계에서는 장에서

의 실기 연습을 통해 다른 공이나 련된 이론을 다시 학습하 다.체계

계획은 ‘이론 응용을 통한 실기 습득’이 ‘장 실습을 통한 이론 습득’으

로 순환 변화를 보 다.둘째,정신 노력과 련하여, 문성 형성 단

계에서는 약 을 보완하기 한 성찰이 이루어졌고, 문성 심화 단계에서

는 자신의 강 을 강화시키기 해 극 으로 자기 성찰을 하 다.정신

노력은 ‘약 보완 지향 자기 성찰’이 ‘장 강화 지향 자기 성찰’으

로 진화 변화를 보 다.셋째,반복 수행 측면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문성 형성 단계에서는 작업의 완성을 심으로 하여 모방을 통해 반복

으로 연습하 고, 문성 심화 단계에서는 창조 인 문제해결방법을 심

으로 실험을 통해 반복 으로 연습하 다.반복 수행은 ‘작업 완성 심의

모방 연습’이 ‘창조 해결방법 심의 실험 연습’으로 단계 변화를 보

다.넷째,피드백과 련된 변화는 코치와의 계를 심으로 나타났다.

문성 형성 단계에서는 코치로부터 ‘즉각 인 피드백 받기’에 수동 으로 참

여하 고, 문성 심화 단계에서는 ‘간헐 인 피드백 받기’에 주도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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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 다.피드백은 ‘즉각 인 피드백에 수동 참여’가 ‘간헐 인 피드백

에 주도 참여’로 단계 변화를 보 다.마지막으로,동료와의 력에 있

어서는 문성 형성 단계에서 주변 동료들과 공동 연습하는 계를 맺은

다음에 문성 심화 단계에서 더 넓은 범 의 동료들과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동료와의 력은 ‘주변 동료와의 공동 연습’이 ‘범 의 동료와

의 실기 교류’로 확장 변화를 보 다.

셋째,본 연구에서는 의도 연습의 진 요인을 자원 지원(Resource

Support),노력 지원(EffortSupport),동기 지원(MotivationalSupport)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자원 지원으로는 기능올림픽과 같은 격려 제

도가,노력 지원으로는 기업 장과의 극 인 이,동기 지원으로는

성취감 책임감이 포함되었다.한편,의도 연습의 해 요인은 자원 제

약(Resource Constraint), 노력 제약(Effort Constraint), 동기 제약

(MotivationalConstraint)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자원 제

약으로는 장비와 재정에 한 정부 지원 부족,노력 제약으로는 컴퓨터 시

뮬 이션에 한 과도한 의존,동기 제약으로는 자기부정 자만심이 포

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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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논의

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의도 연습의 발달 특징에 한 논의이다.먼 , 문성을 획득

하게 되기까지 의도 연습의 효과이다(Ericsson,1996,2003;Ericsson,

Krampe,& Tesch-Romer,1993;Feldman,1980,1995).선행연구들은 스포

츠,음악,체스 등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의 특성에 따라 조작 정의를 달

리하여 의도 연습의 효과를 밝히고 있다(Charnessetal.,2005;Plantet

al.,2005). 한,韩玮과 张吉良(2007)의 연구에서 국 기능인재들의 문

성이 발달되는 것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보다는 연

속 으로 훈련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에서 지지된 바 있다.본 연구를

통하여 수치제어 기능인재도 동일한 결과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연

구의 결과에 따르면,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문성 발달과정은 개인에 의

한 끊임없는 배움의 내 과정이며, 문가가 되기까지 하나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계 계획,정신 노력,반복 수행,피드백 그

리고 동료와의 력 다섯 가지를 통해 꾸 하게 의도 연습으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문 자격 인정을 취득하기 해 수치제어 기능인재

들은 형성 단계와 심화 단계에 따른 의도 연습을 통해 문성이 진

으로 발 되었다.

이는 기존의 의도 연습 연구에 새로운 논의를 더할 수 있다.지 까지

의 문성 연구 근법은 문성의 개발이라는 입장 보다는 문성의 요인

으로서 문성을 악하는데 합하 다.이는 후천 으로 습득된 특징 능

력을 알아내기 하여 실험 연구 설계방법이나 보자와 문가의 비교

방법을 활용한 ' 문가 수행 근(expertperformanceapproach)'이다.몇

몇 학자들은 타고난 성취는 물론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계획 으로 연습하

고 훈련하는 과정들,즉 의도 연습을 탁월한 성취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 다(Ericssonetal.,1993;Fordetal.,2009;Vallerand,

2008;Wu,2005).의도 연습 수 이 높을수록 탁월한 성취를 보이게 된

다고 하는 바는 여러 련 선행연구 결과들(Ericssonetal.,1993;Ho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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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r,Starkes,Weir,& Nananidou,2004;Keith & Ericsson,2007;

Miksza,2010;Williamon& Valentine,2000)에서 지지된 바 있다.더불어

많은 연구자들이 의도 연습을 혼자 공부한 시간 혹은 혼자 연습한 시간

등으로 정의하여 사용하지만,의도 연습은 이보다 더 복잡한 특성을 갖

고 있다(이수란 & 손 우,2013;Ericssonetal.,1993참고).이와 같이 의

도 연습 개념에 바탕을 둔 문성 연구들이 문성 발달을 이해하는 데

있어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의도 연습이 문가의 경험 체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의도 연습이라는 개념 자체가 문가들의 일상

경험 체를 다룬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개인은 최고 수 의 성과를 얻는데 반해 왜 다른 사람은 그 지 않

은가를 설명하기 해서는 기존 근방식의 확장을 필요로 한다(Ericsson

& Smith,1991).지 까지 살펴본 문성에 한 연구에서 어떻게 하여

문성이 습득되는지,그 과정과 학습 메커니즘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

렵다(오헌석,2004). 문성 발달과정을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사람의 행동

이나 사고의 변화로서만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문성 발달이라는 역동 인

과정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으며,반드시 문성 발달에서 요한 질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찾아야 한다(Conford& Athanasou,

1995).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의도 연습을 동태 (dynamic)인 과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 (static)인 활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의도 연습

의 변화보다는 의도 연습의 구성요소 특징에 치 한 연구가 이루어졌

던 것이다.본 연구에서 기능인재들이 의도 연습에 의해서 어떠한 과정

을 통하여 문성을 계발하는가를 으로 밝히게 하는 문성 발달 근

법(expertisedevelopmentapproach)을 취한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치제

어 기능인재의 의도 연습이 문성의 발달 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순환 ,단계 ,진화 ,확장 인 변화특징을 발견하 다.

둘째,의도 연습의 구성요소에 한 논의이다.선행연구(Ericssonet

al.,1993)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의도 연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첫째,성과를 계발하고 향상하는 방법에 있어 각 분야에 존재하는 지

식을 활용해서 결과를 창출하도록 디자인된 것이다.둘째,무수한 반복을

요구한다.셋째,분야별로 그 형식과 회수에 차이는 있지만 기본 으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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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코치,멘토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피드백을 필요로 한다.넷째, 과

집 이라는 상당한 정신 노력이 든다.Colvin(2008)은 네 가지 특징에

더해 의도 연습의 다섯 번째 특징으로 본질 으로 즐겁지 않다는 것을

들고 있으나 이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더욱이 이 연구를 통해 밝

진 바에 따르면 이와 반 되는 특징도 발견되었다.본 연구를 통해 밝

진 바에 따르면 연습이 즐겁지 않다는 과 반 되는 특징도 발견되며,의

도 연습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즐거움보다는 힘들지만,재미있다는 느낌

을 표 한다는 특징이 있다.선행연구들은 이러한 특징을 세 하게 반 하

지 못했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의도 연습에 한 특징은 이미 제시된 바이지만 이 연

구들의 연구 상이었던 연주자, 운동선수 등(Ericsson et al., 1993;

Ericsson,2003)의 집단과 달리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문성 발달과정에

서는 다른 형태가 나타났다.다음 표<Ⅴ-1>와 같이 수치제어 기능인재들

의 의도 연습이 갖는 특징을 일반 인 의도 연습의 특징(Colvin,2008)

과 비교해 보면,기능올림픽 출 로그램에 참여하여 주도 으로 명확한

목표를 계획하 으며,창조 문제해결을 한 실험 연습을 하 다는 ,

코치에게 간헐 피드백을 받고 동료와의 공동연습 교류를 하 으며,

성취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 몰입과 극 인 자기성찰을 하 다는

,그리고 의도 연습을 재미있게 느 지만 직업 환경과 시간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다는 등에서 수치제어 기능인재 의도 연습의 고유한 특

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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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특징 수치제어 기능인재의 특수 특징

성과 향상을 해 디

자인된 것

기능올림픽 출 혹은 자격증 취득을 인해 집

으로 로그램을 참여하기.

명확한 목표를 가지며 디자인된 내용에 한

주도 으로 계획하기.

무수한 반복
단순한 반복보다 창조 문제해결 심으로 반

복된 실험 연습

끊기지 않는 피드백 즉각 인 피드백보다 코치에게 간헐 피드백

엄청난 정신 노력
성취감과 책임감을 가지며 극 인 자기성찰

헌신 몰입

별 재미없음
재미있지만 좋지 않은 작업 환경 상당히 긴

작업 시간

혼자서 해 보기보다 동료들과 공동 연습

교류

<표 Ⅴ-1>수치제어 기능인재의 의도 연습 특징

기존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설명하면 부족하며 본 연구에서 의도 연

습은 혼자서 해 보기(PracticeAlone)에 비해 동료와의 력의 요성이 강

조되었다.선행연구를 통해 의도 연습은 혼자서 해 보는 것(solitary

training)이 요하다(Ericsson,2006,2009;이수란 & 손 우,2013)는 것을

제시하 다.Ericsson(2006)는 보험 리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가

그룹과 그 지 않은 그룹의 차이는 혼자서 하는 훈련에 있었고 체스 선수

나 바이올린 연주자 역시 혼자서 하는 훈련에 투입된 시간이 결정 인 것

을 제시하 다.한편,의도 연습은 다양한 형태의 연습이 필요하고 혼자

서 하는 연습이나 그룹이 함께하는 연습 모두 유효(Bakeretal.,2009;

Fordetal.,2009;Memmertetal.,2010)하나 장기간에 걸친 그룹 연습

(Grouppractice)은 강한 부 상 (Campitellietal.,2008)이 있다고 제시하

다( 소 & 김진모,2015).본 연구에서 문성 형성 단계에서 다수

는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으로 공동 연습을 통해 서로간의 장단 을 보

완시키며 심화 단계에서 더 많이 기업 장에 있는 동료들과 구체 인 제

품을 가공하는 문제에 한 해결방법을 교류하 다.수치제어 기능인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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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 부속품을 가공하는 연습에 해 스스로 노력하는 요성이 확인되었

지만,실제 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은 공 설계, 삭 도구 만들기, 로그

래 작성,수치제어 공작기계 조작 등 여러 가지의 가공 단계가 있으며,

한 제품이 여러 가지 부속품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개인 연습뿐만 아니라

동료들과 으로 연습하는 요성도 강조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의도 연

습의 구성요소에서는 동료와의 력도 함께 주목받고 논의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의도 연습의 향요인에 한 논의이다.선행연구에서 여러 학자

들(Bonneville-Roussy etal.,2010;Mageau,Vallerand,Charest,Salvy,

Lacaille,Bouffard,& Koestner,2009;Vallerandetal.,2003,2007,2008)

은 의도 연습을 진하는 심리 요인으로 열정에 주목하 다.이는 인

지 능력 못지않게 탁월한 성취를 이루기 해 필요한 의도 연습에

향을 다(안도희 & 정재우, 2010). 열정이외에도 다른 선행연구들

(Bonneville-Roussyetal.,2010;Vallerandetal.,2007,2008)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과제를 숙달하는 데에 역 을 두는 숙달 목 이

의도 연습에 정 인 향을 다. 에 제시한 열정과 련한 다수

연구들이 주로 운동선수들을 상으로 한 것이다.의도 연습을 하는 사

람들은 그 과정에서 내 보상이나 즐거움을 느끼기보다는 자신의 특정 능

력을 향상시켜야한다는 뚜렷한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Duckworth,Kirby,Tsukayama,Berstein,& Ericsson,2011).세계

성악가로 알려진 ThomasQuasthoff가 어려운 환경과 타인의 냉 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간을 성악 연습에 투자했기 때문에 세계 인 바리톤으

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안도희 & 정재우,2010)은 수치제어 기능인재

로서 불가능할 수 있다.많은 시간과 에 지를 투자하여 지속 인 연습과

훈련을 하도록 진하는 심리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 요인도 요하기

때문이다.연구 결과를 통해 수치제어 기능인재의 문성 심화 단계에서

의도 연습을 통해 얻은 성취감이 떨어지며 분야에 한 헌신 노력이나

부모,가정 혹은 사회에 한 책임감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의도 연습을

포기하지 않았다.

창의 이고 비범한 인물들은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개인이 활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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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탁월한 업 을 남겼다(Csikszentmihalyi,

1988,1999;Gardner,1993).선행연구에서는 지원 환경조성 주변의

지지가 필요한데(배을규 외,2011;Anderson,2010;Dunn,1999;John,

2006,2008)이는 의도 연습이 상당한 인내가 필요한 과정임을 감안할

때 탈진/소진(Baker,2009)하지 않도록 동기강화,신체·심리 리,조직의

격려와 인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 인 환경조성 주변의 지지가 필요

하기 때문이라고 제시하 다.수치제어 기능인재 문성 발달과정에서 의

도 연습의 진 요인의 하나로서 기능올림픽은 국 직업기능표 에 의

하여 생산과 경 실무를 결합해서 조작기능과 실제 문제해결능력을 으

로 개되는 활동이다.기능인재들은 기능올림픽 출 하도록 계획된 로

그램을 통해 의도 으로 연습하여 집 으로 훈련한다.이러한 의도 연

습으로 기능을 향상시키며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문성 발달에 요한

학습과 연습의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Dreyfus외(1986),Feldman(1995)은

이 단계에서 그 이상의 단계로 문성이 신장되기 해서는 계획 이고

의도 인 연습과 지원이 요한 향을 미친다고 한 것처럼,수치제어 기

능인재들이 문성 형성 단계에서 심화 단계로 발달하도록 의도 연습에

한 지원이 필요하다.연구 결과에서는 기능올림픽과 같은 격려 제도가

의도 연습에 계기를 제공하는 것을 발견하 다.한편,일반 으로 의도

연습에서 피드백은 스포츠나 악기 연주와 같은 분야에서 교사 는 코치가

연습 과정을 주도하며 세세한 기교로부터 마음가짐에 이르기까지 수행을

평가하고 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기능올림픽 출

비에 한 의도 인 연습이 있기 때문에 코치가 필수 인 요건이다.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남보다 더 많은 고생과 헌신 몰입을 통해 정신

노력을 많이 든 것을 확인하 지만,형성 단계에서 심화 단계보다 극성

이 낮으며, 다수 기능인재들이 그때에 더 많은 외부 인 추진력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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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언

본 연구의 목 은 수치제어 기능인재 문성 발달과정에서의 의도

연습을 기반으로 연구의 이론 의의와 높은 수 의 문성을 가진 기능인

재를 육성하기 한 개인,조직 국가 차원에서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

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에서 이론 의의를 갖는다.

첫째,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체 으로 문성의 발달과정을

보일 수 있는 반면에 기사 고 기사 자격 취득을 기 으로 발달 과정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기존 Dreyfus& Dreyfus(1986)의 구분과 유럽 견습

공을 기 한 Hoffman(1998)등의 문성 발달 이론은 자격증 개념이 없거

나,기능 으로 최고에 이른 은 시 까지 만을 주로 고려한 것들이다.그

래서 문성 발달이론과는 기술특성과 구분기 이 서로 달라 정확한 비교

가 곤란하 다.특히 기사 자격 획득 이후 문성은 기능 인 면에서 범

가 좁아지는 한편 깊이 발달하 다.본 연구에서 추가보완 인 의미를 부

여할 수 있는 기사(技師)자격취득 후 기능인재의 문성 발달과정은 독립

보자(Novice)에서 문가로 인정을 받았던 고 기사(Experts)로 발달

하는 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

둘째,본 연구는 문성을 향상시키는 의도 연습의 시간외에 단계별

의도 연습의 특징 향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질 으로 분석하 다.

의도 연습에서 학습시간이 매우 요한 변수인데,이를 단 몇 개의 문항

으로 묻는다면 그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Hodgson& Miller,1982).선

행연구에서 의도 인 연습에 해 다이어리 분석방법(Ericsson etal.,

1993;이수란 & 손 우,2013)을 사용하 으나 다이어리 작성의 어려움 때

문에 참가자가 탈락되는 한계가 있다.본 연구는 질 방법으로 참여자의

연습을 평가하는 노력을 하 으며 연습 내용 변화에 한 면담을 추가

하 다.이 게 하여 문성을 발달시키는 의도 연습을 심으로 문성

의 형성 단계와 심화 단계의 차이 을 알아보았으며,이를 변화 인 과정

을 통해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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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본 연구는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의도 연습 과정에서 동료들과

의 공동 수행 조직 지원의 요성을 밝힘으로써, 문성의 역 특수성

을 확인하 다.본 연구를 통해 수치제어 기능인재의 의도 연습 과정을

소개하는 한편,의도 연습의 효과는 스포츠,음악,체스 등 분야 외에도

수치제어 기능인재에 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이 게 하여 의

도 연습 이론의 결과를 기능인재에 활용함으로써 의도 연구의 역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경험 인 증거를 통해 의도 연습 연구를 기능분야

에까지 확장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문성을 향상시키려는 의도 연습에서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조직의 훈련 로그램 정부의 육성정책을 제공

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높은 수 의 문성을 가진 기능인재를 육성하기

한 개인,조직,국가 차원에서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국가 차원에서는 의도 연습을 통해 문성이 발달되는 기능인재

들을 더욱 많이 배출하기 해서는 문성 발달과정에서 기능인재의 의도

연습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연습의 장비와 원재료에 한 재정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의

도 인 연습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해 국가 측면에서 기능올림픽뿐만 아

니라 실제 생산과 련된 기능인재를 선발하는 다른 형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의도 연습을 참여하는 기능인재들은 계획된 내용에 해 자신이

하고 싶은 마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기능인재를 선발하는 시스템으

로 동기부여를 진시킬 수 있다.한편,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자격을 취

득하기 해 형성 단계,심화 단계를 거치면서 많은 의도 연습을 하 는

데,이러한 경험과 연습에 한 장비와 원재료 지원이 단 되지 않고 연속

성을 가질 때 그 효과는 더욱 증 될 수 있다.수치제어 기능인재의 의도

인 연습은 문성 형성 단계에서 코치의 역할이 요하며,심화 단계에

서는 기 의 지원이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개인 혼

자만의 연습으로 문성을 발달시키기 어려운 것이다. 문성이 발휘되는

역과 주변의 환경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문

성이 개인 요인과 환경 요인의 조화를 통해 발달된다는 결론에 따라

의도 연습에 향을 미치는 코치,동료,학교,기업을 고려하여 국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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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지속 인 지원 필요가 있다.

둘째,조직 차원에서는 의도 연습의 단계별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지

원이 필요하다. 문성 형성 단계에서는 공식 이론 교육 과정을 개설하

고,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문화 활동과 놀이형태 등 다양화 활동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문성 심화 단계에서는 학교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

는 의체를 구성하여 폭넓은 연습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문성 형성 단계에서는 한 공식 이론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이

들에게 제공하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선행연구에 따르면,학습에 있어

서 스스로 목표를 갖고 인내하면서 연습하는 것이 좋은 가르침을 받는 것

못지않게 요하다(이수란 & 손 우,2013).이러한 수요에 응하기 해

한 공식 이론 교육과정과 내용,교육 방법, 문성을 갖춘 교육인

력에 해 비할 필요가 있다.다른 은 참여도가 높은 연습을 진행하기

해는 문화 활동과 놀이형태 등 다양화 형태의 교육이 필요하다.집

인 연습은 성과를 향상시키도록 특별히 계획된 활동이며,특정 역에

상당히 하게 련이 있어야 하고,최고도의 완성을 해 노력을 기울

어야 하며,본질 으로 즐겁지 않다는 특성을 지닌다.그러나 즐겁지 않다

는 느낌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연습을 다양화 활동으로 재미있게 만들어야

한다.연습의 극 인 역할을 달하여 극 으로 참여도를 높일 수 있

다. 컨 ,연습을 놀이형태로 변환함으로써 경기의 형태가 될 수 있다.

연습의 목표로 정하여 재미를 향상시킬 수 있다.연습 에서 즐겁게 느끼

는 부분이 많을수록 연습량도 늘어날 것이다.

문성 형성 단계보다 심화 단계에서 기능인재들의 양성이나 자격을 취

득하려는 사람들을 한 공식 교육에 해서는 심이 지만,자신의

요구에 을 맞추는 역에 해서는 높은 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이들이 발달시키고 싶은 기능에 따라,그리고 자신이 보완하고 싶은 부

족한 기능에 따라 계획 내용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즉,심화 단계의 의도

인 연습에 극 으로 참여한 기능인재들의 문성이 높다는 을 감안

할 때, 달식 강의 주보다는 한 부속품의 가공 차와 같은 사례 심의

교육이나 시뮬 이션을 통해 작업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이 필요하다.한편,수치제어 기능인재의 문성을 발달시키기 해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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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의 심화 단계에서부터 기업 장 연수에 이르기까지 체계 인 지원이

필요하다.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한 기능 수

을 가지기 때문에,기업 장에서 최신 기능 가공공 에 한 요구와 트

드를 악하는 것이 문성 심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기업 장 연수는

문성을 심화시키고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의도 연습의 계기가 될 수

있다.잠재력이 있는 우수 기능인재를 사 에 선발하여 기업 장 연수를

보내고,연수 기간을 3개월 단 등으로 나 어서 유연하게 운 한다면 효

과 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개인 차원에서 기능인재들은 자기 성찰을 진하기 해 일기 작

성,체계 인 평가와 면담 등 주도 으로 자기 성찰의 기회를 확 할 필요

가 있다.의도 인 연습은 개인마다 수행하는 활동이기 때문에,소속기 과

계획 등 주변의 지원이 원활하더라도 개인들의 꾸 한 노력이 없이는

수치제어 기능인재가 배출될 수 없다.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의 의도 연습

에서는 자기성찰 활동이 필수 이고 요한 역할을 하 으며,그 활동에서

자신의 약 을 보완시키며 장 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모

든 성찰이 스스로 연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은

하루의 실기연습이나 교육을 돌아보며 성찰하고 내일의 일정을 계획하거나

코치,동료와의 토론을 갖는 등 성찰의 기회를 갖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자기 성찰은 연습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한,성찰을

하기 해서는 연습하는 과정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실기 연습의

과정을 기억으로 연결하는 작업과 성찰하는 기회나 시간이 확 되어야 한

다. 컨 ,실기연습을 매일 정리하면서 성찰할 수 있는 일기 혹은 연습

기록보고를 작성하거나,동료 혹은 코치와의 화를 통한 생각 교환, 는

정기 인 세미나와 같은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다른 기업

장의 실천가와 문가와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조직에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 연습에 한 평가와 면담을 받은 것은 개인의 성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체계 이고 정기 인 평가와 면담은 개인이 자신의

연습 상황이나 수 에 한 성찰을 통해 향후 발 방향을 모색하도록 도

와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 논의에서 제시한 수치제어 기능인재의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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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에 근거하여 후속연구에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 ,이 연구에서 최고 수 의 문가(고 기사 자격)로 성장하는 데 있

어 의도 연습이 갖는 효과에 해 확인하 지만, 문성 발달에 걸리는

시간이 의도 연습으로 얼마나 단축가능한지에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

다.본 연구를 통해서 질 으로 의도 연습의 변화양상 진 요인과

해 요인을 밝 내었다.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는 의도 연습

이 어떤 자극으로 인해 더 큰 향을 미치는지에 해 단할 수 없기 때

문에 수치제어 기능인재의 의도 연습에 한 양 연구가 필요하다.

한,수치제어 분야 외 다른 문성 분야에서는 의도 연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추가 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문성 발달의 회고

면담연구에서 락될 수 있는 경험 사실을 보완하기 해 연구 참여자의

상사,코치와 동료 등의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이를 통해 연구

상 찰을 포함한 포 인 회고 면담자료보충 연구가 개되기를 기

한다.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수치제어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문

성이 높은 인재들에게 일반화하는 데 무리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기능

인재의 의도 연습에 한 연구 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보다 면담 참여

자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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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 동의서>(한국어)

연구주제:수치제어 기능인재의 문성 발달과정에서 의도 연습

연구

연 구 자:엽경

연 락 처:lotusyeh123@hotmail.com

아래의 정보들은 귀하가 본 연구에 한 참여의사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해 제공되는 것입니다.귀하는 연구에 한 참여여

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연구자와의 계에 향을 주지

않고 언제든지 참여를 단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수치제어 기능인재들이 고 기사 취득까지 문성이

발달되는 과정에서 의도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에 한 연구입니

다.연구자는 탁월한 기능인재의 문성 발달과정에서 일어나는 의

도 연습 진 요인, 해 요인에 련된 질문 등을 질문할 것

입니다.연구자는 참여자와 2회 면담을 할 정이고 각 면담 시간은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될 것입니다.면담내용은 녹음될 것이며,녹음

된 내용은 연구를 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녹음된 내용은 익명으

로만 인용될 것입니다.

이 연구와 련된 험요인이나 불편사항은 아직 알려진바 없습

니다. 차의 특성과 목 을 이해하시고 동의하시면 사인해 주십시

오.

참여자:

연구자:

면담일:

<부록 1>연구 참여 동의서(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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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研究参加同意书>(中文)

研究主题:数控技能人才在专长发展过程中的刻意训练研究

研 究 :叶京

联络方式:lotusyeh123@hotmail.com

本研究只针对表明意愿自主参加的人员进行实施，因此您在决定参加

前，有必要了解本研究为何进行，并且包含哪些内容等。请详读下列内

容，并且表明参与意愿。若您 要，可与家人或朋友进行讨论，有疑问

时，研究员可向您进行进一步说明。

本研究目的在于关于技能人才在专长发展过程中是如何通过进行刻意

训练达到高级技师水平的，因此 要对在中国取得高级技师资格证的技

能人才进行访 研究。假定您表明意愿参加本研究，研究员 依据 求

进行访 （以中文进行，约1 时30分钟）访 不会询问个人信息或研

究主题无关的问题。此外，访 会使用录音，并使用笔记进行记录 。

您可以再任何时候 出本研究，且不会带来任何损害。若您想 出，

立即告知研究员。本访 研究内容只与提升专长的刻意训练相关的，对

于可识别身份的个人信息不进行搜集，因此没有副作用或危险要素。您

有不参加本研究的自由，且若您不参加，并不会对您有任何损害。在研

究的写作中，会使用匿名来保证您的个人信息不泄露。

参加 :

研究 :

访 日:

<부록 2>연구 참여 동의서(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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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나이(출생년도)

2.고향,성장배경 학력

3. 재 지 과 역할,근무 역

4.지 까지의 경력경로

5.수상경력 연구 실

주요내용 하 내용 련된 면담질문

비

인터뷰

동기

구조

1.의도 으로 연습을 해본 있습니까?있으면 왜

의도 연습을 시작하 습니까?

2.그때는 주로 어떤 의도 연습을 했습니까?

3.고 기사 자격 취득 에는 기사자격 취득 과

의도 인 연습이 같은 것이었습니까?

문성

발달과정에

서의

의도

연습

(형성

단계와

심화

단계별)

체계

계획

1.기사 자격 취득 에 처음에 의도 인 연습을 어

떤 목 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습니까?

2.그 목 을 향해 어떤 내용과 시간 계획을 만들었

습니까? 가 만들었습니까?

3.어떠한 하루 일과를 통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

는지 연습하셨습니까? 를 들면.

정신

노력

1.연습을 시작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어떤

느낌이었습니까?

2.의도 연습을 했을 때에 본인이 어느 정도의 노

력을 하셨습니까?

3.연습을 했을 때에 자발 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

습니까?

반복

수행

1.연습 내용 에서 반복 으로 하는 활동이 무엇

이었어요?그때 왜 반드시 반복 으로 연습해야

됩니까?

2.이 게 무수히 연습 반복해서 지루하다고 느끼셔

본 있었습니까?

<부록 3>1차 면담 질문지

Part1:개인 로 일

Part2:주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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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연습의

진 요인

해 요인

진 요인

1.의도 인 연습을 가장 크게 진시킬 수 있

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연습을 통해 성공

으로 문성이 발달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해 요인

1.의도 인 연습이 성공 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자기가 연습에 그만두는 생각이 있으면 어

떤 상황 때문에 생겼습니까?

의도

연습의

변화 양상

차이

1.기사자격 취득 과 고 기사 취득 에 연

습에서 가장 큰 차이 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셨습니까?

2.시작하기 에 계획과 목표의 설정이 다르

게 있습니까?

3.본인이 연습을 하는 데 필요로 하는 태도가

차이가 있습니까?

4.두 가지 자격 취득 에 반복 으로 연습의

내용이 다르게 있습니까?

피드백

1.의도 인 연습했을 때에 코치가 있습니까?보통

코치에게 어떤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2.코치 외에 다른 사람들(동료,선후배 등)로부터

주로 어느 때에 교류 혹은 연습을 하셨습니까?

어떤 내용에 해 교류하셨습니까?

<부록 4>2차 면담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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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국어 요약

数控技能人才专长发 过 中的 意训练

  近十年来，技能人才作为概念提出，技能人才队伍建设在中国受到了高度重

视。在2003年12月召 的全国人才工作会议上，共产党中央明确提出了技能人

才的概念，同时在颁 的《关于进一步加强人才工作的决定》中，将技能人才

作为人才队伍建设的重要组成部分，明确指出技能人才是推动技术创新和实现

科技成果转化不可缺少的力量。2006年4月18日，中共中央办公厅、国务院办公

厅发 了《关于进一步加强高技能人才工作的意见》，2007年3月又出台了《高

技能人才培养体系建设“十一五”规划纲要》。之后的《国家中长期人才发展

规划纲要（2010-2020年）》不仅把人才强国作为基本国策，更是把技能人才纳

入国家“人才强国”战略总体规划，列为今后一个时期国家要重点培养的人才

门类。并提出了技能人才队伍的发展目标，这就是“ 应走新型工业化道路和

产业结构优化升级的要求，以提升一支门类齐全、技艺精湛的技能人才队伍。

到2015年，技能人才总量达到3400万人。到2020年，技能人才总量达到3900万

人，其中技师、高级技师达到1000万人左右。”作为一类特殊类型的人才，技

能人才具有自身的特征，通过对技能人才内涵的界定、特征的分析以及技能人

才与其他科技人才的比较，进一步揭示出当代技能人才与传统的“工匠”有着

本质的区别，他们应该属于科技人才中的一部分。

  通过现行研究总结，本研究中对技能人才的定义为：“能够进行高难度的生

产加工，包括生产精度较高的产品，操作和控制精密复杂的设备，安装、

试、维修精密复杂的仪器等，并能够把现代技术与经验技术有机结合，是‘手

脑并用’的知识型及创造型技能人才，且获得中国国家职业资格系列中的二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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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技师）和一级（高级技师）资格认证。”这一人才群体在社会生产中起着不

可替代的作用，是现实生产力的直接创造者。

  关于技能人才成长有一定的规律和通道，基于王通讯的人才成长的八大规律

（师承效应规律、扬长避短规律、 佳年龄规律、马太效应规律、期望效应规

律、共生效应规律、累积效应规律、综合效应规律），韩玮&张吉良（2007）研

究总结出高技能人才成长的一般规律有内因驱动规律，师徒传承规律，岗位成

才规律，成长周期规律，金字塔规律，用进废 规律，技能在比赛中实现飞

跃，马太效应，揭示技能人才的成长有一定的客观规律。但是技能人才作为一

个领域的专家，其所具有的专长如何得到发展的研究却相对比较缺乏。

  在专长研究者看来，训练对获得专长具有决定性作用。关于训练一直以来存

在如下两种观点:(1)个体只要有足够的训练便可达到 高行为水准;(2)一旦通

过训练掌握基本知识和技能便可很快达到杰出水平。在Ericsson(1993)看来，

许多研究者质疑训练的作用便是基于上述两种观点，一旦这些研究者发现 续

训练并不能很快使个体获得高水准行为，他们便宣称证实了个体基因差 对行

为水平的决定作用。Ericsson(1993)认为，这两种观点本身就是错误的。首

先，个体通过单一的重复训练无法达到 高行为水准。技能获得中的“高原现

象”表明，如果仅通过简单重复，技能的发展只能限定在一个相对较高的水平

而达不到 高水平。Ericsson认为，行为的改进并非是训练积累的自然结果，

必须通过更优化的训练方式对当前行为做有意识的重构。其次， 高行为水平

的获得是长期的。Ericsson强 ，个体的 终成就是通过刻意努力的训练获得

的，应当将这种训练与其他领域相关活动区分 来，在个体一生发展的时段内

察其作用。Chase&Simon在其弈棋专长的经典研究中发现，没人能在少于10年

的专注练习期限内达到国际级水平；Hayes确认，音乐作曲领域中顶级水平的获

得至少 要10年的前期训练准备，他计算得出，从个体 始学习音乐到写出

著名的作品通常 要大约20年时间。在其他领域，如X 线诊断领域、医疗诊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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领域中，顶级专家专长的获得也至少 要10年专注准备。

  目前，刻意训练理论已成为解释专长获得的重要理论之一，受到研究者的普

遍重视。已有众多研究将该理论应用至不同的职业领域， 并证实了其合理性。

但以刻意训练解释不同领域专长的获得也存在研究方法不甚缜密等问题。通过

自我评价计算过去及当前刻意训练的时间量， 从而证明刻意训练是获得不同水

平专长的主要决定因素，这种做法存在两方面问题:其一，数据的可靠性很难得

以保证，尽管自我评价的数据可与日记数据进行比较分析，但日记数据的得来

依然是主观的。其二，更为重要的是，仅依据相关法、差 性检验、回归分析

等统计方法证明刻意训练的作用是不够的，应通过质性分析更深入地 察在刻

意训练条件下个体行为的哪些关键性特征发生变化，从而导致个体技能的显著

改进，这样才更有说服力。

  另外，由于专长具有专业特殊性，因此本研究以数控技能人才为研究对象进

行分析。具体选定原因如下，数控机床是国防工业现代化的重要战略装备，是

关系到国家战略地位和体现国家综合国力水平的重要标志，它的水平高低在很

大程度上反映了一个国家工业发展的水平。加入世贸组织后，中国正在逐步变

成”全 制造业中心”。为了增强竞争能力，中国制造业 始广泛使用先进的

数控技术，同时，劳动力 场出现数控技术应用型人才的严重短缺。数控人才

的严重短缺成为全社会普遍关注的热点问题，教育部、劳动与社会保障部等政

府部门积极采取措施，加强数控技术应用型人才的培养。为从根本上解决数控

技能人才短缺问题，劳动和社会保障部在2002年9月23日发文《关于印发国家技

能人才培训工程暨机电高级技工培训项目的通知》，通知中指出要重点培训6大

职业领域的技能人才，数控技能人才的培训是放在第一位的。2003年12月3日，

国家六个部委联合发文《教育部等六部门关于实施职业院校制造业和现代服务

业技能型紧缺人才培养培训工程的通知》，明确提出优先确定四大专业领域的

技能型人才为紧缺人才，数控技术应用领域的技能型人才，被列为 为紧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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才，在今后的职业教育和培训中，被作为优先培养和培训的对象。

  综上所述， 以中国数控领域中具 高 专长的技能人才为对 ，

对其 专长发 过 中的 意训练进行 。主要目的 这些 自身领域

中取得 秀成 的技能人才，经过 的 意训练取得了高级技 资 证 实

现专长的发 ， 意训练中又存 哪些 进要 及 要 。 过这些，对个

人、组织及政府层面在培养具有高水平专长的技能人才过程中，提供方向性的

启示。

  本研究中根据质性研究 式，使用效标参照选样(criterion-based 

selection)和网络选择 (network selection)方法，选定了12名中国数控领域

有高级技师资格证者，并以他们为对象进行了两次单独访谈。对访谈资料进

行编 整理后，在归纳分析系统(inductive categorical system)的基础上，

按照Spradley(1979)的领域分析 (domain analysis)、分类分析 (taxonomic 

analysis)、成分分析(componential analysis)顺序，对编 资料进行分析。

  针对 问题的主要结 具 如下：

  第一，专长发 的 个 段， 意训练 的 现？

  数控技能人才 取得技 资 的专长形成 段 ，关于 意训练的系统

计 中，首先为取得技 资 做准备 参 相关理论教育课 ，而且针对基

的 技能进行训练。精神上的 按照参 的训练计 所固定的练习日

，比 人更 苦的训练。反复实施的内容 理论知识 用 实

中，主要 过模仿 积 实 经验。反馈的特征主要 从教练或老 及时 得

反馈。另外， 事间的 主要 围的 事一起组成团 进行共 训

练。

数控技能人才 取得高级技 资 的专长深化 段 ，关于 意训练的系

统 计 中，首先为取得高级技 资 做准备 强实 训练，而且针对相

关其他专业理论进行自我主导 学习。精神上的 的特征 开始自我 整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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习的日 投入 忘我的练习中，另外积 对自身长处进行自我审查。反复

实施的练习 为了提高产 工的 及精密 ，而且主要 过试验以找 或

出新的解决问题方法。反馈的特征主要 从教练处 得间歇式的反馈。另

外， 事间的 主要 与更 围的 事进行技 与技能交 。

第二，专长形成 段 深化 段中的 意训练的不 如 现？

意训练的四个 成要 （系统 计 、精神上 、反复实施、反馈）以

及数控技能人才的 意训练中与 事的 ， 从这五个部 的变化 况

进行 。首先，系统 计 的变化 况 从专长形成 段中 理论知识 用

技能习得的练习中， 专长深化 段中 过实 训练重新学习其他专业或者

相关的理论知识。精神上的努力的变化是在专长形成阶段里自我审查去改进自

身弱项，而在专长深化阶段里通过自我审查去实现强化自身的强项。反复实施

的练习变化是在专长形成阶段里以完成任务为主并通过反复模仿练习 种技

能，而在专长深化阶段里主要以找出创新的问题解决方法为主并通过反复试验

进行练习。反馈的变化是以和教练的关系为中心，专长形成阶段里大部分属于

被动的接受来自教练及时的反馈，而在专长深化阶段里主要属于主动的寻求来

自教练间歇式的反馈。和同事间合作的变化在专长形成阶段里主要和周边的同

事通过共同练习的关系，而在专长深化阶段里主要同外部更广 围的同事间进

行技术技能交流。

通过以上结果可以分析出数控技能人才的专长发展过程中的刻意训练具有以

下四个变化特征。首先，数控技能人才的专长发展过程中的刻意训练具有阶段

性。随着专长发展的阶段，反复实施及从教练 获取反馈的练习体现出阶段性

的变化。所谓阶段性的变化，指刻意训练在专长形成阶段里实行后才能向专长

深化阶段转变。数控技能人才在专长形成阶段中反复进行模仿训练后形成技能

后，才能实现在专长深化阶段中反复进行试验训练找出创新的问题解决方法。

另外数控技能人才在专长形成阶段中受到教练的影响比较大，并且在实操过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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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要通过教练及时地反馈纠正自己的操作来积累经验，之后在专长深化阶段

的训练中对已积累的实操经验进行总结审查后间歇式的向教练寻求反馈。其

次，数控技能人才的专长发展过程中的刻意训练具有循环性。随着专长发展的

阶段，系统性的计划体现出循环性的变化。所谓循环性的变化，指刻意训练在

专长形成阶段和深化阶段中定期转变。数控技能人才在专长形成阶段的实操中

通过对理论知识的运用获取技能，而进入到专长深化阶段的实操中在获取新技

能时学习所 的相关其他专业或领域的理论知识。为了掌握这种新的理论知识

再次通过实操训练获得，通过这样的反复循环过程实现专长的发展。再次，数

控技能人才的专长发展过程中的刻意训练具有进化性。随着专长发展的阶段，

精神上的努力体现出进化性的变化。所谓进化性的变化，指专长形成阶段和专

长深化阶段中的刻意训练没有等级的关系变换了另一种形式。数控技能人才在

专长形成阶段中通过实操以找出自身的弱项为重点进行自我总结审查，而在专

长深化阶段中通过实操以找出自身的强项为重点进行自我总结审查。 后，数

控技能人才的专长发展过程中的刻意训练具有扩张性。随着专长发展的阶段，

与同事间的合作体现出扩张性的变化。所谓扩张性的变化，指在专长形成阶段

的基础上增加并向深化阶段扩张。数控技能人才专长形成阶段中和周围的同事

一起共同练习，然后在深化阶段中向外扩张与更广泛围的同事进行技术技能交

流。

第三，专长发展过程中刻意训练的促进要素和阻碍要素是什么？

本研究根据促进刻意训练的资源支  (Resource Support)，努力支  

(Effort Support)， 动机支  (Motivational Support)， 以及阻碍刻意训

练的资源制约 (Resource Constraint)，努力制约 (Effort Constraint)， 

动机制约 (Motivational Constraint)进行分析。促进要素中包括类似技能大

赛激励制度的资源支 ；与 业实地积极接触的努力支 ；具有成就感及责任

感的动机支 。阻碍要素中包括政府对设备及财政支援不足的资源制约；对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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算机仿真过度依赖的努力制约；具有自我否定及自满心理的动机制约。

本研究摆脱了现有研究中关于从入门者到专家的整个生涯式的专长发展过

程，在资格证概念的基础上以技师及高级技师资格获取为基准来划分专长发展

过程具有追加补充的意义。另外，本研究关于专长发展过程中的刻意训练，除

了时间以外，集中度、个人的感受、环境以及反馈的来源等一起 虑并对于刻

意训练的特征、成功与否的原因通过质性分析观察具有重要的意义。

为了培养具有更高水平专长的技能人才，本研究从个人、组织及国家层面提

出了教育性的启示。有必要 设恰当的理论教育课程并从多样化形式来设计其

有趣性以提高参与度。有必要 虑影响刻意训练的教练、同事、学校、 业、

组织等方面形成配套的练习文化。有必要导入竞争机制及提供 业实地研修等

支 。另外技师资格证取得后为了深化专长有必要促进主动获取间歇反馈及更

多自我审查的机会。

通往 高水平专家的成长之路上刻意训练的效果虽然可以被认证，但关于专

长发展中所 要的时间通过刻意训练有多少可以被缩短，有必要进行相关的后

续研究。另外，数控领域以外的其他领域中的人才专长发展过程中的刻意训练

是如何体现的，有必要通过后续研究进行确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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访 者:
后来你自己参加比赛和带学生做教练了在训练时间上方法上有什么不

一样的吗？

MYL:

这个，怎么说呢就是参加比赛是，实际上是，现在我回头去跟你说我

这个过程啊，听起来可能很轻松，然后每次比赛成绩都不错，然后真

正说当时参加的时候，每一次比赛压力都是很大，每一次比赛压力真

的是很大，因为你也不知道这个结果到底会怎么样，这个竞争是越来

越激烈的，我其实是真正没压力的比赛是第一届比赛，当时大家都是

刚 始搞，好也好，不好也好，大家 也不知道 怎么样，包括过来

之后因为自己什么怎么说头上带了一点光环啊，就可能稍微有点自夸

了反正，因为毕竟这是怎么怎么样啊，以前拿过什么什么成绩，或多

或少的话都会有压力，万一 不好这肯定还是自己脸上无光了嘛，那

么就是训练还是很苦的，像08年我参赛，那个时候训练，08年我是孩

子出生，出生那天在医院我就去看了一下，第二天的话我就又回，当

时是在广州数控机床厂训练，第二天我就回去了，我们家孩子基本上

我没有怎么在旁边陪他的，就是08年的时候，然后我说的苦不苦啊可

能不是这个专业啊，你可能不怎么好理解，我就给你举个例子呢，当

时我训练的时候啊，它那个工厂厂房里是没有空 的嘛，那么我每天

那种1500毫升的杯子啊每天我要喝两杯的茶，就是满满的大杯，每天

至少两杯，我穿的那个工作服啊，每天湿了又干，干了又湿，湿都是

很正常的，每天就是晚上训练有时候，我们一个课题做下来，有时候

很久的，有的时候晚一点，有的时候早一点，就根据当天训练的内容

不同，每天回去衣服都不是说汗啊什么，衣服上都是那白白的盐啊，

盐刮了都很多的，当时就是那样，出汗都不知道出多少，坚 了两个

月，因为它决赛是十月份嘛，选拔赛当时第一次是六月份，之前还

好，第二次是七月份就 始热了嘛，这种集训还是很辛苦，然后当时

能够支撑自己就是说这么辛苦的刻苦的去训练，这么说还是对自己技

能提高的一个想法，另外一个是想尽快拿一个好成绩了，就是所以我

觉得这个全国数控技能大赛啊对于我们国家的数控技术应用层面的推

广还是作用是很大的，因为有这个比赛确实是，如果没这个比赛，这

个也会有发展，肯定没这么快，这个大赛搞到现在今年是第六届，十

几年了，整个这个过程啊，确实成长起来呢，我自己就是在这个大赛

的过程中成长起来的，包括宏程序原来都没什么人知道，也是数控技

<부록 6>면담 사례(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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能大赛，因为它作为一个 察的项目的话，我们大家就会去钻研它，

原来 面上根本没有这种教材，现在 方面的教材啊都有，现在慢慢

的包括像我们这边 师都是研究的蛮有自己心得的，什么推动作用还

是很明显，这是自己现在比赛的时候。

访 者: 训练内容主要有没有什么变化呢？

MYL: 每一年题目都会有点不同嘛。

访 者: 针对题目的不一样训练的不一样吗？

MYL:

都是 察的侧重点会不太一样，总的来说一年比一年的题目会复杂，

更难，世界技能大赛的话那就是说精度会比较高，零件特征多，要加

工的部位多，然后对精度的要求高，我们全国技能大赛就是加工量

大，你速度不快很难做好，然后这个很多复杂件配合，差不多是这样

一个情况。

访 者: 那平时训练注意的事项是哪些呢？

MYL:

平时这个就怎么说呢，如果是带选手的话那就是要针对不同的选手

了，前期训练都一样，基本功一定要打扎实了，那么到了后期训练就

是针对不同选手他的，根据他的有什么弱点啊，去针对性的提高了，

另外再到后期，除了技能方面，心理方面也要就注意帮他疏导一下

了，其实成绩好不好，技能是个基础，然后真正能不能拿到非常好的

成绩，然后心理的好不好也是很关键，就是说你基础没好，肯定是拿

不到好成绩，技术好了也不一定拿好成绩，选手的心理啊碰到问题了

怎么样去应对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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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QualitativeStudyontheDeliberate

PracticeofExpertiseDevelopmentProcessof

Skilled-TalentsinNumericalControl

YeJing

DepartmentofEducation

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e purpose ofthis study was to analyze deliberate practice of

expertisedevelopmentprocessof'Skilled-TalentsinNumericalControl'

inordertoobtainthehighestlevelofexpertiseinChina.Theprimary

goalofthisstudywastofindouthow skilled-talentsdevelopedtheir

expertisethroughdeliberatepracticetoachieveexcellenceinthearea,

andwhatwerethefacilitating factorsandrestraining factorsofthe

deliberatepractice.Throughthiscanbeofferedsomeimplicationstothe

organizationsand governmentsin ordertonurturetalentshaving a

higherlevelofexpertise.

Inthisstudy,accordingtoaqualitativeresearchparadigm,therewere

12skilled-talentswhoeachhasthe'TechnicianQualificationCertificate

in NumericalControl',and were chosen by using criterion-based

selectionandnetworkselectionmethods.Theinterview dataincl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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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separateinterviewswith participantscoding based on inductive

categoricalsystem.Thecoding data wasanalyzed by theorderof

Domain,TaxonomicandComponentialanalysisofSpradley(1979).The

threeresearchquestionsofthisstudyareprimarilyanalyzedandthe

resultsofthestudyareasfollows:

First,weanswerthequestionofhow thedeliberatepracticemanifests

inaccordancewiththestageofexpertisedevelopment.Intheformation

stageofskilled-talentsinNumericalControl,thesystematicplanning

fordeliberatepractice,firstly,istoprepareanacquisitionof'Technician

QualificationCertificate',thenaformaltrainingaboutbasicoperating

skills,andfinally,practiceabasicmanipulationmastery.Mentaleffort

conjoinstheprogram with asettled practiceschedule,training with

moreeffortsthanothers.Repetitiveperformanceappliesthetheoretical

knowledge to hands-on manipulation,and through imitating practice

accumulates the operating experience.Feedback has been received

immediately from coach and cooperation with colleagues has been

practicedwiththecolleaguesasteammates.Thecontentsofdeliberate

practiceinthedeeperstagesofexpertiseofChineseskilled-talentsare

asfollows:systematicplanninghaspreparedanacquisitionofhigher

'TechnicianQualificationCertificate',strengthening theactualpractice

atthescene,andfurtherself-directedlearning knowledgeassociated

with other areas.The feature of mental effort is to begin a

self-regulation ofthe practice schedule,and devote thateffortinto

practice.Also,doing active introspection abouttheirown strengths.

Meanwhile,repetitive performance has been practiced in order to

improvethespeed and precision ofmanufacturing products,and to

createnew methodstosolveanyproblemsbyconducting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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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back has been received intermittently from the coach and

cooperation with colleagues,mainly,is to strengthen communication

withthem onawiderangeoftechniquesandskills.

Second,weanswerthequestionofhow deliberatepracticerepresent

differencesattheformulationstageanddeepeningstageofexpertise

development.Analyzeby studying thechanging shapeofdeliberate

practice.First,anychangesinsystematicplanningisimplementedto

applythebasictheoreticalknowledgelearnedfrom theformationstage

tothemanipulationofskills.Then,atthedeeperstageofexpertise

development,istolearnothermajortheorieswithpracticalexercise.

Second,anyimmediatechangesinmentaleffortarefrom introspection

abouttheirownweaknessesattheformationstage.Atthedeeperstage

ofexpertisedevelopment,byapplyingactiveintrospectiontointensify

theirown strengths.Third,attheformativestage,any changesin

repetitive performance is from practicing to complete the operation

throughimitation.Atthedeeperstageofexpertisedevelopment,mainly,

is to find outcreative solutions forproblems through experiment.

Fourth,any changes in feedback are about the change in the

relationshipwithcoaches.Attheformationstage,passivefeedbackis

received immediately.Atthedeeperstageofexpertisedevelopment,

activefeedback isreceived intermittently.Fifth,any changesin the

cooperationwithcolleaguesisfrom commonpracticewithcolleaguesat

the formative stage and to communicate with a broaderrange of

colleaguesatthedeeperstageofexpertisedevelopment.

Third,weanswerthequestionofwhatarethefacilitatingfactorsand

restraining factors of the deliberate practice in the expertise



-220-

developmentprocess.In this study,facilitating factors ofdeliberate

practice are analyzed by resource support, effort support and

motivationalsupport.Restrainingfactorsofthedeliberatepracticeare

analyzed by resource constraint,effort constraint and motivational

constraint.Thefacilitating factorsincludean encouragementsystem,

suchastheprofessionalskillscompetition.Second,effortsupportisan

activecontactwithcorporations.Third,motivationalsupportisasense

ofaccomplishmentand responsibility.Therestraining factorsinclude

resource constraintis lack ofequipmentand finance supportfrom

governments,effortconstraintistheexcessivedependenceoncomputer

simulations, and motivational constraint is self-denial and

overconfidence.

Keywords: skilled talent, expertise, deliberate practice, expertise

development,numericalcontrol

StudentID:2011-3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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