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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論

한 국가의 경제수준은 노동인력의 숙련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노동인력의 

숙련도는 경쟁력의 중요한 원천이다. 숙련론자들에 따르면， 노동문제의 핵심은 기능인력 

의 숙련형성을 어떻게 내부화할 것인가에 달려있으며， 이러한 내부적 숙련형성은 생산현 

장의 효율을 결정한다(/J、池和男/짧木武德. 1987; 小池和男. 1994; Koike. 1988).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 숙련향상전략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숙련향상전략의 

선돼이 생산현장의 생산효율을 높이는 숙련방식이라는 점을 선행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숙련향상전략의 선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불 

확실성 요인， 즉 기술환경요인과 시장환경요인은 숙련향상전략의 선돼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또한 숙련향상을 통해 노통의 정착과 생산효율의 증대를 위해서는 숙련향상을 

촉진시키는 인사관리의 보완재적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생산직 기능인력에 대 

한 숙련향상전략은 과연 생산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인가를 사례연구를 통해 밝히고， 

나아가서 제지업체 숙련향상전략의 특성과 바람직한 숙련향상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현장의 제지업체의 생산직 기능인력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한다. 지 

금까지 내부노동시장이나 숙련형성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생산직 기능인력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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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전문직이나 관리직의 숙련형성이나 내부노동시장에 대한 이론 

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이다(Piore & Doeringer. 1971: 小池和男l~훔k武德. 1987). 

제지업종은 장치산업으로서 숙련논쟁을 검증하는 중요한 산업중의 하나이다. 장치산업은 

브라우너(Blauner. 1964)가 자동화가 숙련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하면서 숙련논쟁을 촉 

발시킨 산업이며， 현재에도 유연전문화론(f1exible specialization) 또는 포스트포디즘 

론(post-Fordism)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산업이다 

n. 先行冊究의 漸觀

1. 숙련의 개념과 숙련전략 

사전상의 어원을 살펴보면， 숙련(skills)은 competence. proficience의 뜻으로서 무언 

가를 잘 할 수 있는 지적. 육체적 능력을 의미한다- 동시에 숙련은 expertise. mastery. 

excellence와 같이 능력의 증가라는 의미도 지닌다(Attewell. 1990). 숙련(훗핸뽕)의 숙 

(熟)은 익숙하다의 뜻과 련(練)은 단련하다의 돗을 갖는다. 따라서 주어진 기술 하에서 

양질의 생산물을 신속 정확하게 생산해내는 인적능력 , 즉 오랜 훈련의 결과 무의식적으 

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라는 의미를 갖는다(최종태. 1993). 숙련에 대한 정의는 

숙련을 사람의 능력으로 정의하는 관점과 직무의 요건으로 정의하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 

진다. 

1) 사랍의 能力과 職務要件으로서의 熟練

숙련 (skill)은 ·작업자 개인이 숙련되는 것인가 또는 ‘직무가 숙련을 요구하는가’ 라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상이하게 정의되고 있다(Spenner. 1983; Spenner. 1990; 

Vallas. 1990; Lepalt. 1990). 사람이 숙련된다고 보는 관점은 인적자본론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숙련은 인적소유물로서 재능， 능력， 역량을 의미한다. 작업자 

는 역량. 지식， 경험의 스톡을 획득하고， 이것을 작업장의 생산활동에서 발휘하며， 그 대 

가로 보상을 받는다 숙련은 사람에 따라 다니는 것으로서 직무에서 직무로， 장소에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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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이동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사회구조라는 작업조직에 있어서의 역할과 직위를 강 

조하는 사회학자들은 직무가 숙련을 요구한다고 보는 관점을 취한다. 이에 따르면 숙련 

은 과업요건， 역할요건， 직위요건 둥 직무가 요구하는 숙련요건 (skill requirement) 또 

는 직무요건을 의미한다. 

숙련을 사람의 능력으로 보는가 또는 직무요건으로 보는가 하는 입장은 큰 문제가 되 

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즉 숙련은 과업 또는 과업들과 관련해서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숙련된다는 것은 과엽 또는 과업들에 숙련된다(skilled at a task or 

tasks)는 의미를 갖는다(Lepalt ， 1990). 

그러나 양 관점이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것은 아니다. 즉 숙련은 과업 또는 과업들과 

관련해서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숙련된다는 것은 과업 또는 과업들에 숙련된다 

(skilled at a task or tasks)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Lepalt ， 1990) 

2) 暗默的 흥M형 

암묵적 숙련은 숙련의 개념과 관련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실제 작업성과 

의 결정요인으로서 그리고 교육훈련에 대한 논의에서도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변수 

이다 

암묵적 숙련은 암묵지 (implicit knowledge)와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다 암묵지는 암묵 

적 지식 (implicit knowledge) , 작업지식 (working knowledge) , 실천적 지식 (practical 

intelligence) , 거래기술(trick of trade) , 발견적 학습(discovery learning) 등으로 다 

양하게 불려 지고 있다 암묵지에 대한 논의는 Polanyi (1 962)의 철학적인 논의에서 시 

작되었다. 그는 숙련된 행위를 ‘행위자 자신도 모르는 규칙들에 따라서 행동하지만 목표 

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는 수영을 하는 사람이 물 속에 떠 있 

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기의 홉입량을 배기량보다 많이 유지하거나， 자전거 

를 타는 사람이 물리학적 지식이 없이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예로 틀고 있다 이와 유 

사하게 Winter (1 987)도 지식의 특성을 논하면서 지식의 암묵성이란 ‘행위자 자신도 모 

르는 규칙에 따라서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암묵지에 대한 초기의 철학적인 논의는 이후 산업현장의 숙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로 진전된다 Myers & Davids (1 993)는 암묵지를 ‘높은 성과를 낳지만 작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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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의 구조나 성과가 어떻게 달성되었는가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식적 훈련에 

의해서 개발되지 않지만 초보자나 성과가 낮은 사람에게는 부재하든가 또는 그 수준이 

낮은 지식’ 또는 ‘비공식적 또는 명시화할 수 없는 절차에 따른 행위’로 정의한다 

Lepalt (1 990)는 암묵적 숙련을 보다 구체적으로 과업요건과 관련시켜서 논의하고 있 

다. 즉 종업원의 숙련은 공식적 지식인 기법과 기술이 고도로 내변화된 것과 함께 정의 

할 수 없는 지식이자 작업자가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는 암묵적 숙련으로 구성된다는 것 

이다. 아래의 그림은 이러한 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서 암묵적 숙련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CD 실제로 작업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숙련과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숙련간의 차이 

￠ 실제로 작업수행 과정에서 활용되는 숙련과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숙련간의 차이 

@ 실제로 작업수행 과정에서 활용되는 숙련과 공식적 훈련에 의해 습득된 숙련간의 

차이 

〈그림 11-1 ) 암묵적 숙련 

네f 71 법 

규정된과엽 

• T 정의되지 않은절차 
+ 실습 

숙련 | 암묵적 숙련 

+ 외재화 
절차&기법 

자료원 Lepalt (1990) , 150쪽 그림을 수정. 

암묵적 숙련은 표현하기 힘든 지식의 스톡(stock)이기 때문에 공식화하기 힘들다. 따 

라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습득된다는 특징이 있다. 암묵적 숙련은 조직의 성과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Jones ， 1989: Wood , 1990) , 개인들의 경험이 상이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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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하고 있는 암묵지는 개인별로 상이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처럼 불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식을 조정하고 결합하는 것이 혁신의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Nonaka. 1994) 또한 신기술의 성공적인 활용에 있어서도 암묵 

지의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신기술의 도입과 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troubles) 

들은 구 기계에서 축적한 암묵적 숙련과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유용하게 해결될 수 있다. 

즉 작업자의 암묵지를 활용함으로써 고장의 예방과 결함극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3) 숙련의 측정 

숙련의 측정은 크게 미측정， 교육이나 경험년수 또는 임금을 이용한 간접적 측정， 그리 
고 직접적인 측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 측정은 전문가 판단이나 설문을 이용해서 숙련의 차원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 

다. 전문가의 판단에 근거한 자료로는 직업사전(DOT: dictionary of job title). 직위 

설문지 (PAQ) 등이 있는데， 후자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Spenner. 1990) 설문을 이용 

한 측정에는 숙련의 개념적 차원을 직업사전에서 도출해서 항목을 개발하는 방법， 응답 

자가 숙련을 정의하도록 하는 방법， 특유의 지표를 구성하는 방법 등이 있다. 

구체적인 과업 또는 직업에 맞는 숙련개념을 개발하는 경우의 예를 들면， 컴퓨터를 이 

용한 자동화(programmable automation) 기계직무의 경우 작업자가 프로그래밍을 하 

는가 또는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측정하는 경우도 있다. Kelly (l 990)는 컴퓨터 수치 

제어기 (CNC: Computer Numerical Control) 직무담당자가 프로그래밍을 담당하는 

지의 여부로서 숙련을 측정하였다. 물론 작업자가 프로그래밍을 담당하는 경우 숙련의 

실체적 복잡성과 자율-통제 차원이 모두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 본 연 

구의 숙련전략도 작업자가 일상조작업무 이외에 검사. 보전， 이상작업의 원인파악과 이 

에 대한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지의 정도로서 측정하였다. 결국 본 장의 사례연구에서 제 

시하고 있는 숙련전략 개념은 숙련측정과 관련해서 직접적 측정의 범주에 포함되면서 , 

특정 지표를 개발하는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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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련연구의 접근법 

숙련에 관한 연구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표현하면， 기술변화 또는 자동화가 작업자의 

숙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본 절에서는 숙련에 관한 접근법을 크게 보펀적 

접근과 상황론적 접근으로 구분한다 

1) 보편적 접근법 

기술결정론적 접근 혹은 보편적 접근법은 크게 숙련향상론(upgrading approach)과 

탈 숙련론(de-skilling approach)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숙련향상론은 기술변화 또는 

자동화가 작업자의 숙련을 향상시킨다는 입장이다 이는 초기의 블라우너(Blauner ， 

1964)의 주장이래， 최근에는 포스트포디즘 또는 유연생산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탈 숙 

련론은 자본주의적 기술의 활용은 작업자의 숙련을 저하시킨다는 관점의 연구이다 이는 

마르크스(Marx) , 아담 스미스(Smith)의 고전적 논의와， 브라이트(Bright ， 1958)의 

연구에 이어서 브레이버만(Braverman ， 19784)으로 이어지는 연구접근법이다. 탈숙련 

론과 숙련향상론의 주장을 요약해서 표로 정리하면 〈표 II-l)과 같다. 

〈표 11-1 > 탈 숙련가설과 숙련향상(탈산업화) 가설의 경로 및 예측 

--------
경로 

구상과실행의 분리 

탈숙련 가설 | 직무의 단순화 

인간의 숙련을 기계로 이전시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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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 육체적 숙련의 저하 

- 자율성의 감소 

- 훈련의 필요성 감소 

현장의 전반적 숙련 상숭(육체적 숙 

련은 감소되지만， 개념적 숙련이 증 

가됨) 

- 자율성 증가됨 

보다 높은 훈련이 필요해짐 

자료원 : Keefe (1 991)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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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황론적 접근법 

기술변화와 숙련의 관계간의 상황론적 연구는 이론적인 일관성을 지닌다고 하기보다 

는 보편론의 연구결과가 복합적이라는 경험적 비판에서 출발하였다(Spenner ， 1983) ‘ 

즉 양자의 관계는 보편적 접근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여러 가지 상황요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 상황론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숙련연구에 있어서 상황론은 탈 숙련론 

이 비판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나온 여러 가지 연구조류 중의 하나로 이해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현장 내의 권력관계와 노동조합의 영향에 주목하거나， 경영자 선 

택에 주목하거나， 중심-주변 또는 노동조합이나 노사관계 등 상황요인에 따른 차이를 

설명하려는 상황론， 완전한 폐기로 구분할 수 있다(Val!as ， 1990) 그러나 이러한 논 

의와는 별도로 직무설계 이론에서의 사회기술시스템론도 기본적으로 상황론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Kel!y (l 988)는 기술과 숙련의 관계에 대한 상황론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1) 기술변화에 기인한 또는 기술의 진화경로에 따른 작업조직의 측면을 

규명，(2) 제품수요의 변동성이 어떻게 작업조직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 노사관계 

제도와 내부노동시장의 영향을 구체화시킬 것，@ 조직의 구조와 컨텍스트가 어떻게 어 

느 정도로 작업조직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해야 한다， 그는 또한 미국의 1986-1987 

년 21개 산업의 생산관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PA에 있어서 프로그래밍 업무의 

통제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였다 테일러적 방식은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머 

와 엔지니어만이 담당하는 형태로서 탈 숙련론자들의 예측이고， 작업자 중심은 현장작업 

자가 프로그래밍을 담당하는 형태로서 숙련향상론자들의 주장에 부합되는 것이다. 저자 

들은 제3의 형태로서 공유형을 들고 있다. 공유형이란 프로그래머나 엔지니어들이 프로 

그래멍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작업자가 흔히 프로그래밍을 수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연 

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통제유형에는 규모， 노조， 제품의 다양성 및 소규 

모 배치 모두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이 연구는 여러 가지 상황제약 하에서 주체의 

선택이라는 상황론적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상황론적 접근은 우선 지엽적인 상황조건에 치중해서 광의의 사회 구조적인 요 

건과 장기적인 경향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Adler & Borys , 

1989) . 즉 거시적이고 통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름대로 보편적인 경향성을 발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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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엽적인 상황요인에 초점을 둠으로써 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론은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발견과 더불어 이 변수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 

서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메커니즘을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황론적 접근은 지금까지 숙련연구에서 지적되어온 기술 요인을 보다 정교화 할 필요 

가 있고(Kelly. 1990). 나아가 포스트포디즘에서 강조하는 제품시장요인의 영향， 경영 

자의 선택과 조직문화적 요인(Spenner. 1995) 등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설명모형을 구 

축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었다. 상황론적 관점에서 숙련연구의 수준과， 각 수준별 예 

측을 보편론과 비교해서 표로 정리하면 〈표 II-2)와 같다 

〈표 11-2) 연구수준별 기술변화의 효과에 대한 예측 

~I 숙련 과업 인지적 실업 감독 자행 내재적 노통 
| 내용 기능 위험 만족 소외 

작업자 
| 탈숙련론 l 감소 감소 감소 증가 엄격 감소 감소 증가 

수준 
1 숙련향상론 | 증가 증가 증가 감소 완화 증가 증가 감소 
{ 상황론 {사업장특성(규모，자본장비율，시장지위，노조)과 조직구조특성별로 차이 

~I 숙련랩 직랩격 노통수요 챔강도 감독자 
인지적 기능 

H ‘, I 탈숙련론 |저숙련충 증가 협소/전문직무 감소 증가 증가 
I」 | 숙련향상론 |고숙련충 증가 폭넓은 직무 안정적 분권화 협의적 감독 
Tτ | 상황론 1부λ1규모， 기술유형， 부서의 위치， 과거의 조직구조에 따라λ1 차이 
~____1 노동수요 분업 감독의 성격 

7괄숙련론 | 감소 고도화 위계적 감독 
사업우 

| 숙련향상론 | 불변 전문성 증가 분권화 
수준 l 상황론 1-"1-업장 성격 기술성격， 사업장 특성과 구조 시장성격에 따라 차이 

자료원 Form et al. (1994) 

3. 환경불확실성， 인사관리， 숙련향상전략간의 관계 

1) 경영자의 숙련전략 선택 

본 연구의 숙련전략 개념은 경영자의 전략적 선택과 관련되어 논의되고 있다.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방법으로서 경영자가 선태할 수 있는 숙련전략 대안은 크게 숙련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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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전략과 탈 숙련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Susman & Chase. 1986). 숙련향상 전 

략과 탈 숙련전략은 각각 통합방식과 분리방식 (Koike. 1994). 작업자 통제와 전문가 

통제방식 (Wall et al .. 1990; Wall et al .. 1992) 등으로도 명영되고 있다 

Susman & Chase (l 986)는 숙련향상전략을 작업자가 이상사태에 대응하는 방식으 

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탈 숙련전략은 중간관리자나 지원인력이 프로그래밍이나 직접 

적인 조치를 통해서 모든 이상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정의한다. 탈 숙련전략에 의하면 작 

업자는 단지 조작(operation)기능만 수행하고 심한 경우에는 기계의 시녀 (machine 

tender)로 전락할 수도 있다 양자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아래의 〈표 II-3)과 같다-

〈표 11-3> 숙련향상전략과 틸 숙련전략의 비교 

~ 장점 단점 

1 작업자가 이상사태를 인식하고 이를 
1‘ 고 임금지급 

2 희소한 인적자원에 대한 의존성 
숙련향상전략 

교정하기 때문에 신속함 
증가됨 

2. 간접비가절감됨 
3 작업자의 과업을 프로그래밍하기 

3 작업자의 학습이 촉진됨 
가곤란하므로감독곤란 

1 저 숙련에 대해서 저임금 지급가능 1 작업자가 이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2 작업을 프로그래밍 함으로써 감독이 교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입 

탈숙련전략 용이해짐 2. 간접인력과 중간관리충의 증가로 
3 이직 시 대체가 쉽고. 파업에 대한 간접비 증가 

대응능력이 높아짐 3 작업자의 학습이 단절됨 

자료 원 Susman & Chase (1 986). 266쪽 내용을 요약 

결국 경영자는 환경불확실성의 정도， 노동조합과의 관계， 정치적 요인， 기타 신념이나 

가치체계에 따라서 두 가지 전략 증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신유근(1988)은 같은 엽총 

같은 수준의 자동화라도 경영자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서， 즉 경영자가 선택한 작업방식 

과 직무설계에 따라서 숙련이 향상되거나 하락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 환경불확실성과 숙련횡냉전략간의 관계 

상황론적 관점에서 보면， 작업자의 숙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술. 제도， 권력관 

계， 경영자의 선택， 시장요인 등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는 상황요인을 크게 기술·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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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인 수정이 필요해진다. 신기술은 설치비용을 감소시켜서 생산의 유연성을 높이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소 로트 생산， 복잡한 부품의 생산， 신제품의 도입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며， 그 결과 작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것은 신기술 자체의 이상사태나 

에러가 불확실성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에 임에 비해서 신기술이 불확실성을 증 

가시키는 간접적 효과로 불린다(Adler. & Borys. 1989). 

3) 숙련향상전략과 성과의 관계 

(1) 암묵지와 성과 

다수의 연구자들이 숙련향상전략이 높은 성과를 낳는 원천을 암묵지 (tacit knowledge) 

의 활용에서 찾고 있다(Hirchhorn. 1984: Jones. 1989: Cavestro. 1989: Myers & 

Davids. 1993).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주 단순해 보이는 작업에도 실제로는 이상 

사태가 발생한다. 신기술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기계의 이상사태의 발생빈도 

는 구 기술을 채용하고 있는 공장에 비해 적지만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여파가 크기 때 

문에 신속한 처리와 가능한 예방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암묵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선기술의 이상사태는 작업자의 암묵지와 결합되어 

야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신기술로 대표되는 엔지니어와 전 

문가의 과학적 지식과 작업자들이 실제의 경험에서 체득한 구체적인 상황적 지식이 결합 

되어야 신기술의 생산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Cavestro (1 989)는 프랑 

스의 NC작업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암묵지가 이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활용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첫째， 작업자는 기술자， 프로그래머， 보전기술 

자와 협력해서 문제확인과 진단 및 해결을 꾀한다. 그리고 사소한 보전은 작업자가 직접 

담당한다. 둘째， 보전과 품칠관리가 작업자의 주요한 과업으로 퉁장한다 셋째 , 암묵지를 

활용한 문제예방이 이루어진다. 다음의 진술은 작업자의 암묵지가 어떻게 성과로 연결되 

는지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 

•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멍을 할 때 아주 세부적인 절삭상황을 모두 취급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나는 프로그램을 변경한다. 그래야 고장이 예방되고 도구의 마모가 예방되며 오 

작동이 감소될 수 있다’ 

고이께(小?뺑n男. 1987. 1994)는 이상작업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지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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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라고 부르고 있다 지적숙련은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 

음을 말한다. 변화취급능력은 제품구성 , 노동력구성 • 생산방법 , 제품， 생산량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적합한 생산절차와 치구와 도구의 정확한 선정 능력을 말한다 이러 

한 능력은 기계구조와 생산공정에 대한 논리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은 문 

제를 발견하고，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교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장비， 제품， 생산과 

정의 구조와 기능，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는 결국 엔지니어나 기술자 

의 업무이므로 이를 지적숙련이라고 부른다 숙련향상 전략은 작업자의 암묵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높은 성과를 낳는다 숙련향상전략은 결국 작업자의 자 

율 증진을 통한 암묵지의 개발과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2) 성과향상 메커니즘 

고이께 (Koike ， 1994)는 이상작업에의 대처방안인 통일방식과 분리방식의 성과차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만약 작업자가 지적숙련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구 

비하고 있으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통일방식이 분리방식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 이상작업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상작업은 개별 기계별로 개별 제 

품별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효율적이다 

@ 현장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 

@ 종업원의 사기가 증진된다 

월 (Wall et al., 1990) 둥은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작업자들을 대 

상으로 숙련향상전략과 탈 숙련전략에 해당되는 작업자 통제방식 (operator control 

system)과 전문가 통제방식 (specialist control system)에 따른 성과의 차이를 연구 

하였다. 그리고 CNC작업의 변이 (variance)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해서 관찰 

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변이 (variance)란 속도. 정확성， 품질표준， 원채료의 변동， 제 

품복잡성 , 소량 묶음생산 동의 요인으로부터 복합적으로 파생하는 것으로서 과엽의 불확 

실성을 의미한다. 그들은 연구결과 변이가 높은 CNC에서 작업자 통제가 높은 성과를 

낳는다는 점이 입증하였다 즉 불확실성이 높은 과업에서 작업자 통제가 높은 성과를 낳 
는다는 것이다 

월 (Wall et a l., 1992) 등은 그후 현장의 실증연구를 통해서 신속반응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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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responsive mechanism)과 예방 메커니즘(anticipatory mechanism)이 실 

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작업자 통제가 시작되면서 초기에는 주로 고 

장 교정시간의 단축 현상이， 그리고 후기에는 고장의 빈도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 

났다. 이는 작업자 통제를 통해서 처음에는 이상사태의 해결 속도가 빨라지다가(신속반 

응 메커니즘의 작동) . 점차 작업자들이 학습을 통하여 이상사태 자체를 예방하게 된(예 

방 메커니즘의 작동)결과이다. 바꾸어 말하면， 작업자의 성과향상은 고장빈도가 줄어들 

어서 이루어진다고 하기보다는 학습에 의한 경험축적으로 비 작동시간 단축의 결과로 인 

해 얻어진다 오퍼레이터 통제방식은 신속반응 메커니즘과 예방 메커니즘의 작동으로 작 

업자가 고장에 대처할 수 있는 기존의 기능과 함께 학습을 통해 새로운 기능을 보다 신 

속하게 습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Wall & Jackson (1 995)은 숙련향상전략은 언제나 높은 성과를 낳는가， 그렇지 않으 

면 어떤 조건에서 성과를 낳는가， 그리고 그 메커니즘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직 

무불확실성’(j ob uncertainty)이라는 변수를 도입해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직무불확 

실성은 시장수요， 기술， 과업특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직무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의사결정의 분권화 방식이 성과를 높일 수 있으며， 성과를 높이는 기제는 반응의 신속성 

과 예방행위에 의해서 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반응의 신속성 (quick response)은 지식 

을 활용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방행위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식이 축적되면 문제의 발생조건을 미리 감지하여 문제의 발생자체를 예 

방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직무설계에서 동기부여가 성과를 낳는다는 기제와는 달 

리 지식에 기반을 둔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전통적 직무내용， 직무설계의 상황요 

인， 그리고 성과메커니즘의 차원에서 전통적인 동기부여 접근법으로 특징지어지는 직무 

설계와 비교하면 〈표 ll-4)와 같다. 

〈표 11-4) 직무설계 접큰과의 비교 

----------
전통적 저자들의 논의 

직무내용 
과업중요성， 과엽다양성， 과업정체성， 

인지적 요건， 비용책임， 상호의존성 
자율，피드백 

상황요인 개인차 생산의 불확실성 

성과 매커니즘 동기부여 지식의 습득과 적용 

자료 원 Wall & Jackson(l995). 164쪽 



朱洛 f足 383 

4) 인사관리와 숙련향상전략간의 관계 

경영자의 숙련호냉전략 선택은 인사관리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Cappelli & Rogovsky. 1994: Ichniowski. Shaw. & Prennushi, 1997: 

Pi l, & MacDuffie. 1996) 역으로 생각하변 인사관리가 특정 숙련전략의 선택을 촉진 

하거나 저해할 수도 있다. Pil & MacDuffie(996)는 이를 인사관리의 보완재 

(cornplernentary)적 역할로 명명하고 있다 Cappelli & Rogovsky(l994) 등은 이러 

한 보완재적 인사관리 관행으로서 이익분배제도， 고용보장， 기능임금 프로그램， 기본적 

의사소통훈련과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 구체적인 생산지식， 그리고 조직의 가치와 암묵 

적 규칙을 가르치는 ‘사회화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익분배제도는 팀이나 조직 

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며， 참가제도는 근로자들이 이러한 이익추 

구활동을 가능하게 끔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기본적인 숙련과 생산지식은 종업원의 

의사결정의 질과 참가과정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고몰입시스템 (high corn 

rnitrnent systern)조직의 이익에 기꺼이 참가할 수 있도록 보다 큰 자유재량권을 강화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보완제적 인사관리정책이 바람직한 효과를 생성해낸다고 

하는 상당한 정도의 경험적 연구결과들이 있다 예를 들어 , 고용보장은 이직율을 감소시 

키며， 기업특유의 관행으로 종업원을 훈련시키기가 용이하며， 훈련회수비용을 장기간에 

걸쳐서 회수할 수 있다. 보완재적 인사관리관행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서는 축적된 연구 

결과가 미약한 상태이지만， 이익분배제도와 참가제도의 결합은 개별적으로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비해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높은 훈련수준은 고성과생 

산시스댐 (high perforrnance production systern)과 연결되지 않으면 거의 성과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1 ) 

격심한 경쟁환경과 기술변화가 빠른 조건에서 기업이 존속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 

성원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개발하여 경쟁상대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기업특유의 지식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 즉 기업특유의 지식과 기능개발이 경쟁전략의 핵성이 되고 있 

다(김식현. 1999). 가트너와 놀랜 (Gaertner. & Nollen. 1989) 등은 조직내부로부터 

1) 대부분의 인사관리관행에 대한 증거는 미국노동성 (US Dept. of Labor) 이 제시한 ‘ High Perfor 
mance Work Practice & Performance’ (Washington DC. July 1993)를 잠조한 것입 
(Cappelli & Rogovsky. 199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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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승진정도， 내부훈련， 및 종업원 고용안정 둥과 같은 고용관행은 품질관리 분임조， 직 

무기술서， 혹은 특수한 상사-부하간 관계에 침투되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서서히 변 

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의 종업원 경력경험과 회사의 고용관행에 대한 

종업원의 지각은 조직몰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첫째， 종업원들은 

승진을 조직이 제공해주는 지원책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내부로부터의 승진 

은 조직에 대한 애착을 강화시켜 조직몰입을 증대시킨다(Eisenberger. Huntington. 

Hutchison. & Sowa. 1986)고 주장한다. 나아가서 종업원들은 승진을 보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과와 승진의 관련성이 높을수록， 또한 종업원들이 이러한 미래의 

승진기대가 있으면 종업원들은 직무에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Wholey. 1985). 

둘째， 기업이 제공하는 훈련과 개발은 현재 및 미래의 종엽원 성과를 위한 투자라고 표 

명된다 이러한 훈련과 개발이 없다면， 내부승진관행은 적합성이 낮아지게 된다， 기업내 

부로부터의 승진과 같이， 훈련과 개발활동은 종업원들에게는 인적자원에 대한 조직의 몰 

입지표라고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많은 내부의 훈련과 개발을 시행하는 기업은 높은 숙 

련을 축적한 종업원집단을 고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고용관계로부터 

능력감을 개발할 수 있게 되고， 기업에 대한 통일시를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Morris & 

Sherman. 1981). 셋째，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고용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고 종업원이 믿고 있는 정도와 종업원이 고용안정감을 경험한 정도가 조직몰입에 영향 

을 미친다 페퍼와 코헨(Pfeffer. & Cohen. 1984)의 주장에 따르면， 종업원과 기업 

양자는 고용보장을 제공해주는 내부노동시장을 육성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고 보고 있다 링컨과 칼레버그(Lincoln. & Kalleberg. 1975)는 장기고용과 동반된 

강력한 사회화는 기업을 응집력이 있는 사회적 기관으로 유도할 수 있게 되어 고용관계 

의 수단적 가치와는 다른 몰입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서， 종업원들이 내부노동시장 고용관행을 추구하는 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몰입이 공개적인 고용관행을 추구하는 다른 기업에 있는 종업왼들 보다 조직몰입이 더 

높다는 주장하고 있다. 종업원의 참가， 양호한 감독자 관계， 의사소통을 장려해 주는 작 

업환경을 설정해주고， 직무를 창조해 주면， 기업은 경력지향성， 내부이동기회와 특정의 

고용안정을 종업왼에게 적용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는 기업은 종업 

원들로부터 이와 교환적으로 조직에 대한 높은 몰입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üsterman (l 987)은 내부노동시장을 4가지의 하위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제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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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하면， 경영자의 고용시스댐 선택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능직 모형 

(industrial model)은 엄격한 직무분류， 연공 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인력배치의 제 

한， 고용안전 보장의 부재， 직무급을 특징으로 한다. 사무직 모형 (salaried model)은 보 

다 유연한 직무분류， 유연한 인력배치， 종신고용의 보장， 개인특성을 많이 반영하는 임 

금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직능모형 (craft sub-system)은 직무요건을 기업내부에서 규정 

하지 않고 교육훈련에 대한 책임도 기업이 부담하지 않으며 내부승진경로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는다는 특정을 지니고 있다 한편 주변부모형 (secondary sub system)은 낮은 

기능과 낮은 임금， 경력경로의 부재로 특정 지워진다 오스트만은 경영자의 고용시스댐 

선택은 경영목표와 제약조건하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제약조건으로는 요구되는 기 

능수준과 작업자의 과실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의 물리적 조건， 노동시장의 수급정 

도， 과엽의 중심성， 종업원 집단간 파워관계， 노조의 존재 등 사회적 조건， 노동법， 공공 

교육， 공공훈련 등 정부의 역할로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요구되는 기능수준이 높거 

나， 작업자의 과실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를 작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경우. 노동시장의 공급부족이 심한 경우，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변부 모형이 부적 
합한 선택대안이라는 것이다， 

오꾸바야시(與林康司 外. 1994) 등에 의하면， 기업이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현장의 

조직구조가 유기적인 작업조직으로 변화함에 따라 현장작업자의 직무내용이 지식노동으 

로 변화함과 동시에 현장작업자의 담당업무가 점점 기술원( technician)이 담당하는 업 

무를 수행하는 지식노동자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고이께 (/j、池和男. 1987. 

1994)가 주장하는 지적숙련(intellectual skill)을 작업자들이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이와 같은 직무내용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혜서는 종업원을 

처우 변에서 보다 자극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며， 신기술의 도입에 의한 직무변화에 대응 

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숙련인력의 내부육성이 중요하고， 따라서 기 

업이 인사관리제도 그 자체를 변화시켜 기능인력의 내부육성을 위한 인사관리 관행의 변 
화를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신기술의 도입과 관련하여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제도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 

가를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도입 및 수정된 

휴가제도와 근무시간제도를 제외하면， 교육훈련제도， 목표관리제도， 인사고과， 임금제도， 

자격제도 등이 변화율의 크기에 있어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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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종업원의 속성을 규정하고 평가하여 보수를 결정하는 제도들이며， 기술혁신에 따 

른 조직변화， 직무내용의 변화와 깊게 관련이 있는 제도이다- 결국， 신기술 하에서 조직 

구조， 직무구조， 및 직무내용의 변화는 인간에게서 구하는 노력이나 자질상의 변화를 가 

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직능자격등급을 재조명하고 운용기준이 되는 직능자격요 

건의 수정， 나아가서 직능자격제도를 중심으로 한 임금이나 교육 및 훈련체계의 수정을 

가져오게 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고이께(小池和男， 1994)는 일본의 대기업에 있어서 숙련형성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 

하여 작업자들의 광범위한 직무경험과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고 보상하는 인사제도를 중 

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일본기업의 직급제도를 들고 있다 숙련등급별로 직무등급 

을 만들고， 각 숙련등급별 통일 등급 내 범위를 부여하며， 승진의 요건은 숙련의 폭(다 

른 직위 업무 수행가능)과 깊이(문제해결 능력) 빛 리더십 요인을 반영하고 있어서 숙련 

형성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둘째， 일본의 대기엽 생산직 인력의 임금구성에서 직능급 

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실제로 종업원틀간에 숙련형성을 위한 경쟁은 경 

력이 끝날 때까지 매우 치열하게 진행된다. 셋째， 동일 직급 내에서도 숙련개발 정도별 

로 차등을 둔다 능력평가는 상급자가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의 주관적 평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직무매트릭스를 활용하거나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1lI. 製紙業體의 熟練向上戰略 事例

1. 사례조사 대상기업의 특성 

본 사례연구에서는 국내의 대표적인 종합제지업체 J제지공장을 사례조사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1997년 6월부터 1998년 12월 기간동안 수 차례의 방문조사를 통하여 기업이 

어떠한 숙련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숙련향상전략이 조직의 생산성과를 향상시 

키는 전략인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조직의 인사관리가 숙련향상전략을 보완하는 촉진적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례분석은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숙련향상 

의 영향요인과 인사관리의 역할， 그리고 숙련향상전략이 성과를 향상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는가를 현장의 당사자들로부터 본 연구의 숙련향상전략 관련 변수틀을 확인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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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적 조사로서 수행하였다 이 조사를 기초로 하여 제지업체의 전반적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분석함으로써 제지업체의 숙련향상전략이 나아가야 할 방 

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본 사례조사는 제지업체의 주요공정인 펄프로부터 종 

이제품을 생산해내는 초지공정 (paper making process)을 주 대상으로 하여 분석이 이 

루어졌고， 초지 공정의 효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정인 원료공정도 함께 분석하였다. 

2 저|지업체의 성과지표- 지절발생 횟수와 지절로 인한 손실시간 

J 제지공장의 최근 3년간의 원인별 지절발생 횟수와 지절로 인한 작업손실시간 통계를 

보면， 초지기 총 7대에서 1996년도에는 지절발생 횟수가 총 3.258회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작업손실시간은 총 36 .403분이었다 1997년도에는 횟수가 총 2 .447회 발생하였 

으며， 이로 인한 작업손실시간은 총 28.336분이었다 1998년도에는 10월말까지 총 

2.825회 발생하여 35.343분의 작업손실을 기록하였다 특히 지절의 원인은 주로 생산 

파트인 초지기의 운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다른 요인으로는 펄프원료의 불량， 보 

전파트의 전기/계전 등의 이상， 환경파트의 급수 등 타 공정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어 작업자에게 보전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타 공정과의 관련성의 증대 

와 협력체계의 필요성도 요청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절 기록을 통해 볼 때， 지절로 인한 작업손실은 생산성과와 직결되기 때 

문에 경영자들은 지절을 낮추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운전자들이 자신의 조작업무 이외 

에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상사태의 원인파악과 이에 대한 이상사태의 수리대처능력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요청되었다 이러한 펼요성에 의해 이 공장은 1998년 3월부터 보전 

요원 28명을 초지 공정의 각 작업반에 파견하여 보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은 

초기단계이어서 회사측에서 기대하고 있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약 

2-3년간 보전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지들에게 이상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하려는 계획으 

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J 제지공장의 구형 초지기 5대와 최신설비를 갖춘 신형 초지기 2대에 

대한 연간 지절 발생횟수와 지절로 인한 작업손실시간을 대비하였는데， 신형 초지기 2대 

에서도 구형 초지기에서 발생하는 지절 이상으로 많은 지절이 발생하고 있고， 그 손실시 

간 또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선행 이론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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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변화는 생산현장의 불확실성을 야기하기 때문에 신형 초지기에서도 불확실성으로 

인한 지절의 발생은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밝혀지고 있다. 경영자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숙련향상전략을 채택하게 된다는 선행 연구결과가 사례조사에서도 확인 

되고있다. 

제지공장의 숙련형성에 관한 사례조사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과 시사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제지업종은 장치산업인 관계로 기계 설비가 생산성 결정의 핵심요인이 

지만， 각 공정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생산직 기능인력이 높은 숙련수준을 갖추어야 만이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상의 발생으로 인한 작업손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둘째， 

제지업체 생산공장 수준에서의 성과지표인 지절(paper breaks)을 발견하였다 지절이 

란 초지공정의 칼랜더 (calender) 파트 입구에서 발생하는 종이의 끊어짐 현상이다. 초 

지공정에서의 지절발생률은 반도체 산업에서의 수율에 해당한다 제지공장 중에서 특히 

신문용지 같은 앓고 광폭의 종이를 생산하는 공장의 초지기 (paper machine)는 생산과 

정에 있어서 지절율을 낮추는 것이 곧 생산성 호t상과 직결된다. 이러한 생산성은 유럽국 

가와 일본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다 일본의 제지기계는 저속(l200M/min)이기 때문 

에 생산성이 낮고 지절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비해 유럽의 제지기계는 고속 

(1500M/min)인 관계로 지절율이 일본에 비해 높다 즉 초지 기계가 고속일수록 생산 

되는 종이의 폭이 넓을수록 지절율이 높기 때문에 기계설비의 보전이 매우 중요하다 그 

러나 작업자의 보전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 

요한 요인이다 특히 작업자의 기계조작능력과 이상발생 시 고장의 원인파악과 이에 대 

한 신속한 대처능력이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숙련을 갖추어야 한다 

제지엽총은 고정밀도를 요구하는 업종이 아니고 또한 완전자동화가 될 수 없는 업종이 

므로 운전원 (operator)이 기계의 조작(운전)기능 외에 이상에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의 

숙련을 갖추어야 생산성이 향상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조과정에 있어서는 타 공정 

에 트러블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산재해 있으며， 단순반복작업이라는 특성도 있지만 초지 

기에서 종이가 균일하게 산출되지 않고 두껍게 나은다거나 지절이 발생한다거나 등의 이 

상사태가 매우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운전원이 많은 경 

험을 가지고 있어야 만이 신속하게 이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다. 이러한 암묵적인 경험적 

지식을 작업반 구성왼들이 공유할 때， 숙련형성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었으며， 새 

로운 숙련형성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된다 결국， 제지업종은 장치산업인 관계로 생산설 



朱洛 fε 389 

비가 생산성을 좌우하지만 숙련인력의 경험에 의한 노하우라고 하는 지식축적이 매우 중 

요하다. 최신 기계설비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에 의한 조작과 제어시스댐에 있어서도 센 

서의 오작동 등의 에러가 발생하므로 운전원의 암묵적 지식인 경험지식이 적을수록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생산성은 저하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와 이론적인 내부노동시장의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기능인력 숙련 
향상전략이 요청되며， 숙련향상을 위한 촉진형 인사관리가 요구된다. 

3. 제지업체 숙련향상전략 분석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탐색적 연구로서 주요 제지업체 생산공장 

의 인사책임자， 생산책임자， 및 작업반장， 그리고 작업자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변접과 

관련 자료분석을 통해 숙련향상의 과정， 작업자에 대한 인사관리， 제지공장의 생산성과 
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지업체 생산직 기능인력 숙련향상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불확실성 

과 인사관리， 그리고 숙련향상전략이 기업의 생산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 

여. 1998년 10월부터 1999년 1월까지 우리 나라 제지연합회의 회원사 25개 기업 (40 

개 공장)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설문대상 기업 중 25개 기 

업 32개 공장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조사의 응답율은 기업별로 보면 100%로 나타 
난 반면， 공장단위로 환산하면 80%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기초통계량의 특성을 살펴 
보면 〈표 ill- l)과 같다， 

1) 熟練向上戰略 및 生塵成果 變數간의 관계패턴 분석 

본 분석에서는 개별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사용하여 변수들간의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 

는가를 분석하였다. <표 ill-2)는 본 연구의 개별기업들이 가지는 변수들간의 다양한 관 
계의 패턴을 분석하여 제시한 표이다. 

먼저 숙련호탱 정도와 성과간의 관계패턴을 보면， 복합적인 관계를 보이는 M(HM. 

LM ; 숙련향상정도-성과)이 나타나는 2개를 해석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나머지 307ij 

공장 중에서 본 연구의 예측과 일치하는 것은 HH. LL이며 여기에 해당되는 공장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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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1) 표본의 특성 

평균 표준편차 

1996 787.69 621.86 
규모(Al 기업단위 1997 755.98 749.23 

1998 560.20 478.76 
공장단위 1998 372.45 334 .45 

1996 218242 288567 
기업단위 1997 234106 318171 

매출 1998 301358 403860 
(백만원) 1996 80450 97214 

공장단위 1997 101352 113225 
1998 111160 126768 

노동장비율 
1996 138513 97206 

기술변화 (천원) 
1997 209317 1621109 
1998 339882 289606 

기술변화 1996-1998 2.00 1.08 
비공식훈련 1998 7188 1.0846 
공식훈련 1998 3.8667 1.0743 

인사관리 능력급 1998 7813 0.9413 
성과급 1998 6250 0.7931 
의사소통 1998 2.1250 1.0701 

1996 10.40 2.26 
숙련전략 접수 1997 11.50 2.36 

1998 12.69 2.53 

지절로 인한손실시간 
1996 408.08 549 .41 
1997 371 .49 401.19 

(分/月， 初紙懶成)
1998 364.24 486.35 

개이다. 반면에 HL. LH에 해당되는 기업이 12개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HL로 나타나 

는 6개 기업 중 2개 기업은 신문용지 생산업체이다. 신문용지 생산업체는 종이가 앓고 

광폭이고 종이의 원료인 펄프의 사용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주로 고지를 사용하는 비 

율아 90% 이상임) 지절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신문용지 생산업체 

6개 중 성과가 높은 업체는 l개 기업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결국 나 

머지 총 28개 기업 중 가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측을 벗어나는 사례는 107~임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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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2> 숙련관련 변수들간의 관계패턴 

공장특성 불확실성의 원천 숙련 인사관리 

조업 노동 주력 매출 장비 기술 성과11 늑。;려 「 성과 고식 비공식 의소사통 I 규모 년수 조합 제품 변화 변화 변화 증가 급 배분 훈련 훈련 

H L 有 인쇄 H H H H L L M L I 
L L 有 산엽 H H H L L L L L 
L L 有 산업 H H M H 표 H H M M L 
L H 有 신문 L H M 

16뀐 H 

H M H M L L 
H L 有 산업 H L H H L L M H L 
L L 有 산업 H L H H L H H M H 
H H 有 산업 L L H H IH H L L M H 
L H 有 인쇄 L L L H H L L M H H 
L H 有 인쇄 L L M H tH L L M H H 
H L 有 인쇄 H H H H L H L L M L 
L L 無 산업 L H H H L H H M L L 
H L 無 신문 H H L H L M L H M H 
H L 有 인쇄 H H M H L H L L M L 
H H 有 인쇄 H L L H L L H H H H 
H H 無 신문 H L M H L M H M L H 
L H 有 산업 H L H H M M L M L L 
L H 有 인쇄 L H H L H L L M H H 
M H 有 산엽 H H L L H L L M L H 
H L 有 인쇄 H H M L H H L L M L 
M H 有 산업 H H M L H L L M L H 
H H 有 산업 L L H L H H L L M H 
L H 有 인쇄 L L H L H L H H H H 
L H 有 산업 L H L 훌j L L H H L L 
L L 有 산업 L H L L L L L L L L 
L H 有 산업 L H L L L L H L H L 
H L 有 산업 L H M L L L H H H L 
L H 有 λ:8 ~ι깅L L L H ￡ L L H H L L 
H H 有 신문 L L L L L L L M M H 
H L 無 인쇄 H L M L L H H M L H 
L L 有 λ~프L극L L L M L L L L M L L 
H L 有 인쇄 L L M L L L H H H H 
H L 無 산업 H L H L M H H M L H 

주1) 흔동을 피하기 위해서 성과는 지절로 인한 손실시간이 적을수록 H로 분류하였다 

주2) H(high). L (low) 집단의 구분은 중위 수(median)를 기준으로 구분하였고， 중첩되는 경 

우에는 M(medium)으로 분류하였다(총 327H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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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예측에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기업은 18개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도시하 

면 〈표 III-3)과 같다. 

〈표 111-3> 숙련향상과 성과간의 관계 

꿇앓----것관 높음(H) 낮음(L) 

높&(H) 9 6 

낮&(1) 9 9 

다음으로 현장 불확실성의 원천과 숙련향상간의 관계를 이상과 같이 정리해보면 아래 

의 〈표 III-4)와 같다 먼저 기술변화의 경우 중간 값(M)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해석 

에 유의할 필요는 있지만 중간 값을 제외하더라도 기술변화율이 높은 경우에는 숙련향상 

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매출액 변동율의 경우 그 관계가 병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매출액 변동율이 높은 기업은 숙련향상전략의 증가율도 높게 나타나는 반면， 매출액 

변동율이 낮은 기업은 숙련향상전략 증가율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중위 수를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구분한 것이어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노동장비 변동율의 경 

우 숙련향상전략의 증가율과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11-4> 불확실성 원천과 숙련향상의 관계 

싫찮폈 높음 낮음 잃鐵뤘 높음 낮음 싫혔풍 높음 낮음 

높음 8 3 높음 11 5 높음 8 8 

낮음 5 5 낮음 5 11 낮읍 8 8 

마지막으로 위의 패턴 비교에 입각해서 인사관리와 숙련향상전략 증가율간의 관계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아래의 〈표 III-5)에 의하면 능력급을 제외 

〈표 111-5> 인사관리와 숙련향상전략 증가율간의 관계 

싫펀fff? 능력급 성과배분 공식훈련 비공식훈련 의사소통 

높음 낮음 높음 낮음 높음 낮음 높음 낮음 높음 낮음 

높음 7 4 6 10 3 5 4 5 7 9 

낮음 6 12 8 8 5 4 5 8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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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변 인사관리와 숙련향상전략 증가율간에는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역의 관계 

도나타나고 있다. 

2) 인사관리와 숙련향상전략과의 관계분석 

응답기업의 인사관리 중 본 연구의 변수로 설정된 공식 및 비공식 훈련， 능력급과 성 

과배분， 의사소통에 대한 점수의 분포를 보면 공식훈련， 비공식훈련， 의사소통， 능력급. 

성과배분의 순서로 인사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본의 기엽들은 성과배분과 능력급을 가장 덜 채돼하고 있는 반면 공식 및 비공 

식 훈련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기업들의 지난 3년간 인사관리 변화와 지난 3년간 숙련향상 정도(숙련전략 

증가율로서 이는 (’98년 숙련전략점수-’96년 숙련전략접수)*100(96년 숙련전략점수로 

계산하였다)와의 관계를 보면 위의 〈표 III-6)과 같다. 아래의 표에서는 숙련향상 정도가 

낮은 기업과 숙련향상이 높은 기업간에 지난 3년간 인사관리 변화의 특정이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숙련향상이 낮은 기업의 경우 인사관리 변화가 없거나 대부분 노무비 절감을 위 

한 것임에 비해서 숙련향상과 관련된 인사관리 변화는 3개의 사례밖에 없다 이에 비 

해서 숙련향상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우선 인사관리의 변화가 많이 나타났고， 나아 

가 총 12개 기업 중 7개 기업에서 숙련향상을 촉진시키는 인사관리상의 변화를 보이 
고있다 

4. 분석결과의 요약 및 해석 

1) 사례대상 기업의 사례분석 요약 및 해석 

제지업체 전반에 대한 숙련향상전략을 분석하기에 앞서 시험조사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사례를 분석결과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지업종은 장치산업인 관계로 기계 

설비가 생산성 결정의 핵심요인이지만， 각 공정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생산직 기능인력이 

높은 숙련수준을 갖추어야 만이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상의 발생으로 인한 작업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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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6) 기업간 숙련향상 정도별 3년간 인사관리 변화의 내용 

숙련향상 낮은 집단))03개사) 숙련향상 높은 집단))02개사) 

1996년 1997년 1998년 1996년 1997년 1998년 

채용·임금· 채용동결， OJT강화， 임금삭감， 

복리동결 고과실시 승진보류 

장학지원제， 
채용동결 

교육강화， 임금동결， 

부하지도신설 복리축소，대량승급 

임시직채용， 

사내교육전환， 

임금·복리동결， 

승진보류 

OJT강화， 

성과배분. 

제장평가，능력기 맹버십 채용 

준승진 

복리확대 

채용동결， 
교육훈련축소，고과등급 

축소，복리후생축소，자 
팀제도입 

주보전실시 

임금·복리통결 

임금삭감，복리 임금억제，고과강 임금억제，고과 
명예퇴직.복리후생축소 

축소 화복리축소 강화.복랴축소 

임금동결.복리 상여금 • 복려축소，승진 

동결 보류 

임금동결，복리 
교육강화 교육강화 

직능자격급，능력고과’ 

동결 자격승진 

능력·업적 
교육강화 ‘ ill.~ 。키~7J:a하f 교육강화 

고과 

복리확대 복리확대 
교육강화，복리 

임금삭감 임금삭감 
확대 

임금삭감 임금삭감 

주1) 두 집단은 3년간 숙련향상 증가율 접수의 평균(25 36%)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분석단위 

는 기업수준으로서 한 기업에 다수의 공장이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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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둘째， 제지업체 생산공장 수준에서의 성과지표인 지절(paper 

breaks)을 발견하였다. 지절이란 초지공정의 칼랜더 (calender) 파트 입구에서 발생하 

는 종이의 끊어짐 현상이다 초지공정에서의 지절발생률은 반도체 산업에서의 수율에 해 

당한다. 셋째， 제지업체 생산공장 작업자의 보전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작업자의 기계조작능력과 이상발생 시 

고장의 원인파악과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이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숙련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론적인 내부노동시장의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기능인력 숙련향상전략이 요청되 

며， 숙련향상을 위한 촉진형 인사관리가 요구된다 

2) 제지업체 사례분석결과 요약 및 해석 

선행연구와 사례대상 기업으로부터 얻은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한국제지연합회 소속 회 

원사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분석결과와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불확실성(기술변화율， 매출액 변동율)이 높을수록 제지업체 경영자들은 숙련 

향상전략을 채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장비 변동율과 숙련향상전략과 

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생산설비의 증가와 새로운 생산설비의 구입 

으로 노통력을 감축하는 경향， 즉 탈 숙련전략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있다. 

둘째， 숙련향상전략과 인사관리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능력급만이 숙련향상전략과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성과배분， 훈련， 의사소통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나고있다 

셋째， 인사관리가 숙련향상을 위한 보완재로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틀과 사례대상 

기업의 분석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3년간(1996-1999년)의 인사관리변화와 3년간 

의 숙련향상전략의 변화율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숙련향상전략의 증가율이 높은 집단 

과 낮은 집단을 숙련전략 변화율 평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본 결과는 숙련전략 

변화율이 높은 기업에서 인사관리의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인사관리가 숙련향상전략을 촉진하는 보완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시사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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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結論 및 論議

본 고에서는 숙련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기 위해 숙련과 숙련전략에 관한 개념 

정의， 숙련의 측정， 그리고 숙련연구의 접근법에 관한 논의를 선행연구를 통해 밝혔다. 

숙련연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숙련에 대한 개념정의를 연구에 적합하도록 채택해야 

하며， 이러한 개념정의에 적합한 숙련의 측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숙련형성전 

략의 선택은 경영자가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숙련향 

상을 촉진하기 위한 보완적 인사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하 

였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토대를 기초로 하여 우리 나라 제지업체 경영자들이 채택 

하고 있는 숙련향상전략의 영향요인인 환경불확실성과 인사관리 , 그리고 경영자의 숙련 

향상전략의 선택， 및 숙련향상전략과 기업의 생산성과간이 관련성을 밝혔다. 본 연구를 

통해 기업의 생산직 기능인력에 대한 숙련형성 방식인 숙련향상전략이 기업의 생산성과 

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이며， 이를 위한 숙련향상방안을 강구하고 숙련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 인사관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즉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 

하는 방법으로서 경영자가 선돼할 수 있는 숙련전략 대안은 크게 숙련향상 전략과 탈 숙 

련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Susman & Chase , 1986) , 숙련향상 전략과 탈 숙련전략 

은 각각 통합방식과 분리방식(小池和男， 1994) , 작업자 통제와 전문가 통제방식 (Wall 

et a! .. 1990 ; Wall et a! .. 1992) 등으로도 명명되고 있으며， 경영자가 숙련향상전 

략을 채택하는 것이 탈 숙련전략을 채택하는 것 보다 생산효율이 높다(小l也和男， 1994; 

Wall et a! .. 1990 ; Wall et al., 1992; 주닥선， 1999)는 것을 우리 나라의 제지산 

업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기초로 하여 밝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제지업체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일반화 할 

수 없고， 연구방법 측면에서 한국제지업체 연합회 회원회사 총 257ß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통계분석에만 그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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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Uncertainty , Personnel 
Management Practice , 

Skin Upgrading Strategy , and Firm Productivity 
- In Case of Korean Pulp and Paper Industry -

Nahk-Sun Ju* 

ABSTRACT 

Skill upgrading strategy is very important factor in improving the pro

ductivity at workp1ace 

Many authors and firm' s managers have argued that the competitive ad

vantage is determined by emp1oyee' s skill accumu1ation. and skill accu

mu1ation is determined most1y through skill upgrading strategy of top 

manager(Koike. 1987. 1994).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p1ay an important ro1e in improving skill upgrading of emp10yees at 

workp1ace(MacDuffie. 1995). 

In this study. 1 measured the rate of productivity growth of the firm by 

paper break in the producing process of papers. 

An empirica1 ana1ysis of 32 factories in 25 paper and pu1p company 

which included in Korea Paper Manufacturings' Association(KPMA) showed 

the following resu1ts and suggest following imp1ications 

First. from the theoretica1 viewpoint. in case of uncertainty increased at 

workp1ace. the author showed imp1ementing skill upgrading strategy is 

’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Woos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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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effective than down skill strategy. Also I identified that complementary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 is important factor in improving skill 

upgrading strategy. Skill upgrading strategy also increased productivity at 

workplace level. in other words. skill upgrading scores measured in 

variance occurred at workplace as degree of performing unusual work such 

as inspections. maintenance. repairing. and treating emergency affairs 

which system called operator control system. decreased the downtime 

occurred by paper break in making process at workplace. Therefore. I 

suggest that decision maker of the company mus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worker's skill accumulation , skill upgrading strategy , and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at workshop and corporate level 

Second , from the methodological viewpoint , I employed qualitative method 

as well as quantitative method in this study to examine the uncertainty 

factors which influence skill upgrading strategy and personnel management 

practices , and skill upgrading strategy impacting productivity at workplace 

level. In studying skill strate밍T ， some researchers have recommended factory 

and workplace level of research to avoid measuring problems occurred in 

individual level, so in this study I performed factory level of research. 

Third , from the practical viewpoint , I identified that skill upgrading 

strategy can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company in this study. I suggest 

that this strategy is more effective strategy to improve the productivity in 

Korean paper manufacturing company. Futhermore , firms which were 

influenced by increasing uncertainty , can select key alternatives to combine 

the employee' s implicit knowledge with new equipment and technology to 

increase productivity of company. 

Finally , human resource manager can design the plan to improve the 

system of worker' s skill upgrading strategy and to implement it positively. In 

this study , I suggest that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can effect 

the growth rate of skill upgrading strate밍T to improve competitive advant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