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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1970-80년대 한국이 중화학공업화를 하면서 체계적으로 양성한
기능공들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생애
사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 발전국가의 미시적 기초를
보고자 한 것이다. 박정희 정부는 1973년에 야심찬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발진
시켰다. 중화학공업은 그때까지의 경공업 위주의 경제개발과는 달리 숙련 기능
공이 필수불가결하므로 국가는 무엇보다도 숙련공을 양성해야 하였다. 이에 박
정희 정부는 기술자격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특성화 공업고등학교들을 설립하
고 기존에 유명무실하던 공업고등학교들을 확충함과 동시에 공립 직업훈련원들
을 설립하고 사업 내 직업훈련소를 권장하였다. 여기서 비로소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노동규율을 갖춘 2급 기능사들이 대거 배출되기 시작하였다. 여
공 중심의 경공업 단계에서는 번듯한 일자리가 사회에 없어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농촌 출신 및 도시 서민층 출신의 젊은이들이 과잉인구로 퇴적
될 수밖에 없었던 희망 없던 이전 시절과는 매우 다른 기회구조가 생긴 셈이었
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들은 이 중화학공업부문의 기능공들이 대부분 “반숙련노동
자”로서 “저임금 착취”를 당했으며 “프롤레타리아화”되었다고 서술해 왔다. 그
런 상태라면 한국의 발전국가가 어떻게 중화학공업화에 성공하여 강대국형의 산
업구조를 구축하고 선진국의 문턱에까지 상승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물음이 제기
된다. 본 연구는 이 물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화학공업화의 한 축이었던 방위
산업의 상징적 기업이었던 (주)풍산의 안강 종합탄약공장의 기능공들을 사례로
선택하여 그 기능공들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가능한 한 사실 그대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1973년에 안강
공장에 입사한 기능공 가운데 20명의 공고 졸업 및 직업훈련원 수료 기능공들
을 연구사례로 선정해 분석하였다.
20명의 연구 사례 모두 경상도 지역 출신이고 그 중 80% 이상이 대학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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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형편이 안 되는, 1헥타르 미만의 농토를 가진 농촌 중간층 이하 출신이었다.
이들은 취업을 하여 가난을 벗어나고 자립하고자 하는 동기와 기능 인력에 대한
국가의 비전 제시와 홍보를 수용하는 마음에서 기능인의 길을 선택하였다. 대부
분 1970-80년대 나라의 발전상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그것에 기여한 ‘산업역
군’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체계적 이론과 숙련을 바탕으로, 이 신세대 기
능공들은 ME(극소전자)기계화 장비의 도입이라는 숙련구조의 변화를 맞이하여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노동과정

분석가들이

주장해온

‘탈숙련

화’(deskilling)가 아니라 ‘고숙련화’(upskilling)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들 기능공의 계급 이동을 생애사적 관점에서 추적하였다. 1970
년대 입사한 안강공장 기능공들은 모두 만족하며 핵심적 중산층으로 중산층적
생활양식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길게는 40년의 과정에서 안강공장 기
능공이 상향적 계층이동하는 경로는 세 가지로 파악된다. 첫 번째는 일찌기 ‘직
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전문대를 이수하고 발탁되어 기술관리직으로
직군이동함으로써 직업적 지위를 이동하여 중산층으로 계층상승하는 경로. 두
번째는 숙련공으로서 자신의 숙련을 이용하여 창업함으로써 기업가로 계층상승
하는 경우. 세 번째는 기업과 상호 배태된 관계 속에서 인내와 규율과 협동, 즉
일반화된 호혜성으로 회사의 발전에 의해 모두가 동반 중산층화하는 경로였다.
이렇게 보면, 한국 중화학공업화의 세 주체인 국가 - 기능공 - 기업은 상호
배태되고 완성적 동기(consummatory motivations)로 일반화된 호혜성을 구현
했다고 볼 수 있다. 국가는 기능공에게 숙련형성과 병역 특전을 주었고, 기능공
은 기업에게 농촌 중간층의 윤리인 인내와 협동, 규율된 노동과 노사협조를 주
었으며, 기업은 국가에게 기업의 전문화와 온정주의 경영으로 국가의 규율에 호
응하였다. 또한 기능공은 국가에게 산업역군으로서 국가의 비전에 동의하였고,
국가는 기업에 정책적 지원과 숙련된 병역 특례병을 제공했으며, 기업은 대신에
기능공에게 고용안정과 임금 상승으로 보답하였다. 그 결과가 기능공의 중산층
화이고, 기업의 세계적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이며, 중화학공업화 달성으로 인한
발전국가의 성공이었다. 이것이 규율적 발전이다. 그것은 한국 발전국가의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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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가 지녔던 대외적으로 도전과 경쟁성,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상향적 평등 지
향성이 구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단어: 숙련공, 2급 기능사, 숙련, 농촌 중간층, 병역 특례, 노동자의 중산층화,
산업역군, 계층이동, 규율적 발전, 발전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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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문제 제기
‘발전국가’1)나 ‘발전주의’란 국민경제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기업의 촉진과 성장을 통해 근로자를 - 대표적으로 기능공을 - 중산층으로 만
들겠다는 발전 전략이다. 다시 말해 공업화의 수확체증적 활동과 숙련노동의 확
대로 노동자의 고임금으로 이어지는 기술 변화 - 포드주의 임금체계 - 를 통해
‘중산층’을 창출하고 확대해 내는 전략이다. 국민경제적 근대화는 식민지근대화
와 그 효과 면에서 다르다(국민호, 2012: 37). 경제성장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
게 미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이 과정을 입증하기 위해, 기능공의 계
층이동을 분석해 농촌 서민 가정 출신인 대다수 기능공이 중산층으로 계층 상승
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논문이다.
지금까지 이 분야의 연구동향은 국가의 모든 권력과 역량을 경제성장이라는
목표 하나에 집중하는 발전국가의 정책과 그 경제적 성취를 한편으로 인정하면
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추진하는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을 비판하는 입장이었
다. 개발독재론(이병천, 2003: 17-65)이 대표적이다. 독재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경제개발을 했더라도 세계가 “아시아의 기적”이라는 압축고도성장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논리이다.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그 이전의 일방적인 비판논리에서 한
걸음 비껴나기는 했어도 전형적인 절충주의 입장이다. 이 관점은 정치와 경제가
연동되어 있으며 그 두 가지가 사회에 배태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
한편, 한국 발전국가 전성기 근로자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논의들은 ‘노동
자계급’에 대한 억압과 탄압의 모습만을 보여주어 왔다. 근로자들은 세계적인
1) 그러기 위해서는 고도 공업화를 이룩해서 제조업 지대를 창출해 기능공들과 서민들에게 그 지
대가 분배되도록 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이요 보편적인 역사 과정이
다. 근대 서구의 중상주의 국가는 다름 아닌 발전국가였다고 할 수 있다. Reinhart(2007;
2005) 참조. 발전주의와 중산층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村上泰亮(1994)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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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등의 처참한 착취를 당했고, 대다수 근로자는 반숙련 내지 미숙련 노동
자가 대부분이었으며, 임금노동자계급 즉, 프롤레타리아화되었다고 규정하고 계
급의식으로 무장하여 계급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조돈문, 2011;
김수행·박승호, 2007; 구해근, 2002; 김형기, 1988 ; 서관모, 1987).
그렇다면 당시 한국의 근로자들은 국가권력에 의해 동원되고 자본에 의해 착
취당하기만 하는 피동적 존재였던가? 그들은 비판적 지식인들이 의식화시키고
지도해야 할 대상인 무지한 ‘즉자적’ 존재에 불과했던 것일까?
한국이 오늘날 세계의 유수한 고도산업사회가 된 것은 1970년대 발전국가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한 중화학공업화 덕분이다.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진취적인 기업인 뿐 아니라 대량의 우수한 기능공들이 필요하였다. 그들은 당시
‘산업역군’ 내지 ‘산업전사’로 불렸다. 그들의 숙련2)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
떤 처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위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풍요사
회가 된 한국사회에서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있을까?
지금까지 후후발 산업화를 분석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발전국가론조차도 공
업화의 현장에서 땀 흘렸던 기능공들에 대해서는 별로 조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을 성취했는지, 그리하여 어떻게 중산층 중심의
사회구조가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대부분의 설명이
정책적이거나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근로자들에 대한 분석은 계급연구자들에 의해서 독점되었다. 거기에서 기능
공들은 ‘노동자계급3)’으로서만 다루어진다. 그 결과 이러한 연구들은 마르크스
주의적 선입견을 따라 접근하여 한국 사회의 구체적 현실과는 괴리된 분석 결과
를 내놓고 있다. 중화학공업화를 거치면서 중간계층이 대폭 확장되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산업화의 주역인 노동계층이 중간계층에 편입된 과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들 중 많은 수가 당시 발전국가의 노선과 정책을 지지했고 지금도 그
2) ‘숙련’이라는 말은 영어 'skill'의 번역어로 쓰이고 있으며, 『한국표준직업분류』의 해설에서는
‘기술’, ‘기능’, ‘직무능력’으로도 두루 사용되고 있다. 뒤에서 상세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그것에 준해서 사용할 것이다.
3) 한국 노동자들에 대한 계급분석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개념과 논점에 대해서는 유팔무(1990),
구해근(2007)과 조돈문(2011)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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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대한 향수를 보여주고 있다(김호기, 1998).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의 ‘중화학공업화선언’과 더불어 중화학공업에 크게
소요되는 각종 기술 및 기능 인력의 조속한 개발과 이를 뒷받침하는 실업교육을
일대 혁신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실력 있는 기술사 · 기능사 양성, 그리고 실업고
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 특전, 기능사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 취업 및 병역상 특
전의 길을 열어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더불어 중산층 형성을 촉진하고자 했다(김
정렴, 2006: 408). 실제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결과가 중화학공업화 발진과
함께 양성된 숙련기능공의 오늘날 모습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기능공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고 현재는 어디에 있는지,
다시 말해 그들의 생애사를 통해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동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이 이 연구의 핵심과제이다.

1-2. 선행 연구 검토
1-2-1. 발전국가론과 기능공

발전국가론은 신고전학파경제학으로도, 마르크스주의로도 설명되지 않는 동
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설명하기 등장한 개념이다(Johnson, 1982; 국민호, 2012;
Portes, 1980). 발전국가론은 국가의 주도적 역할을 밝혀 설명해냄으로써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NICs)의 압축적 공업화와 놀라운 경제성장의 비
밀을 설명해 냈다. 특히 암스덴(Amsden, 1989)과 웨이드(Wade, 1992)는 한국
의 성공 원인으로 자본을 엄격하게 규율(disciplining)한 국가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과 기업인들의 역량과 역할에 대해서는 국가에 의해
동원된 수동적인 존재로만 여겨져 왔다. 최근에 들어 기업들의 이니셔티브에 대
해 주목하기 시작한 상황이다(Chibber, 2003).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발전국
가론의 관점에서 보는 노동자들에 대한 연구는 더욱이 사각지대에 놓여있게 되
었다.

- 3 -

발전국가론의 노동자 연구 부재의 틈을 한국에서는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계급분석가들이 장악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 시각에 의하면 한국의 노동
자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저임금 착취와 정치적 탄압을 받았던 대상으로 그려졌
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발전국가 한국의 모습은 독재정치와 탐욕스러운 재
벌기업과 극도로 착취되고 탄압받는 ‘노동자계급’의 조합이라는 기괴하고도 매
우 부조리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이러한 모습은 마르크스주의자들로 하여금
한국 사회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혁명에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하는 인식
의 근거가 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시대 한국 노동자들의 상태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밝혀내는 작업
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 발전국가의 국가나
권력, 그리고 기업이나 자본도 노동자들과 함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찾는

단

초가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세계 유수의 강대국형 산업구조를 가지기에 이른
한국의 발전국가도 그 온전한 모습과 성격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류석춘·김형아,
2011). 본 연구는 중화학공업부문에서 종사해온 숙련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그러
한 작업의 일각을 맡고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80년대 이후 체계화된 국가중심적 접근법(Evans, Rueschemeyer, and
Skocpol, eds., 1985)은 동아시아 성장 담론을 주도하던 신고전파 경제학의 주
장이 동아시아의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하면서4), 동아시아의 후발
산업화에서 국가는 국내 및 국제 시장 세력들을 길들이고 국가목표에 복무하도
록 전략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주장한다. 급속한 산업화의 핵심은 시장기제의 작
동에 방향타를 제공한 강력하고 자율적인 국가이며, 시장 합리성은 국가가 설정
한 산업화의 우선 목표에 의해 제한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동아시아의
국가가 ‘발전국가’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한국의 후발산업화 과정을 연구한 암스
덴(Amsden, 1989)은 성장의 핵심기제로 ‘보조금’과 ‘규율’이라는 이중의 정책을

4) 대만의 경험을 근거로 웨이드는 ‘자유시장론’의 대체물로 ‘관리시장이론’(governed market
theory)을 제기했다. 동아시아 경제의 뛰어난 성과는 근본적인 수준에서 정부가 자원할당과정
을 ‘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특정한 정책체계 때문이라는 것이다(Wade,
1990[2004]: 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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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했다. 한국이 다른 후발개도국과 다른 점은 국가가 민간기업에 대해 행사하
는 규율에 있다는 것이다.5)
이와 같이 국가중심적 접근법, 즉 발전국가론은 다른 어떤 접근방법 이상으
로 동아시아 경제성장에 대해 가장 설득력 있고 적실성 있는 해석을 제시하였
다. 예를 들어 에반스(Evans, 1995)의 ‘배태된 자율성’(embedded autonomy)
논의 같은 것은 상당한 통찰력을 지니며 발전국가론을 보다 세련되게 진전시키
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국가의 선도성 내지 주도성을 강조한 나머
지 국가의 산업정책에 대한 분석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왔고, 그 결과 국가와
기업들의 관계가 강조되고 ‘국가 자율성(state autonomy)’이라는 개념에서 보
듯이 국가의 일방성이라는 편향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했다
(윤상우, 2005). 그래서 1990년대 말부터 국가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조명 받지 못했던 부분을 새로운 논리로 개척한 연구들이 제출됨으로써
발전국가론을 더욱 풍요롭게 하였다.
그러한 논의들 중에서 사회계층 내지 계급 문제를 시야에 넣고 있는 연구를
검토하여, 그러한 연구가 본 연구의 대상인 기능공 문제에 대해 어떤 함의, 그
리고 한계가 있는지 점검해 보자. 우선 국민경제학적 관점에서 제도주의적 접근
을 하고 있는 장하준(Chang, 2003; 2006)은 한국 발전국가의 산업정책을 다방
면으로 분석하면서 재벌의 생산적 측면과 노동자계층의 삶의 질의 향상을 밝혀
냄으로써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발전국가 비판에 정면으로 공박하고 있다.
그러나 장하준에게는 사회관계적 접근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국내적 차원에서
국가가 주요 사회적 행위자들인 자본이나 노동과 맺는 관계에 대한 고찰이 거의
없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연구자는 '자본가계급 이니셔티브‘론이라고 할 만한 논리
를 제시한 치버(Chibber, 2003)다. 그는 한국의 놀라운 산업적 전환에 있어서
국가개입의 중심성을 확인하면서도, 한국 발전국가는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
을 괴롭히는 제약들을 무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제약들에 자신을 맞
5) 암스덴은 박정희 군부체제가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임금억압에 의존하지 않았다고 단언한다
(Amsden, 1989,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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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순응시켰던 그 방식 때문에 예외적이었다는 것이다. 즉, 한국의 신전략인
수출주도 산업화는 국가와 부르주아지 간의 협약이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국
가의 새 체제에 의해 재계에 강제로 떠맡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계 자신에
의해 밀어붙여졌던 것이라고 한다(Chibber, 1999). 이는 자본에 대한 국가의 우
위를 당연시하는 지적 분위기 속에서 자본의 전략과 행위를 세심하게 살펴낸 연
구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최근의 연구들은 국가가 사회세력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경제정책의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에 주목해왔다. 데이비스(Davis,
2004)는 치버와 더불어 이러한 관점을 대표하는 학자로 그녀는 국가와 중간계
급의 관계에 주목한다. 데이비스에 의하면, 국가가 농촌중간계급에 정치적 기반
을 두는 것은 공업과 농업부문에서 자기규율을 통해 국가로 하여금 자본가들 나중에는 노동자들 - 의 미시적 · 거시적 행동에 엄격한 규율을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다. 박정희 발전국가는 처음부터 농촌중간계급에 배태된 국가였
다. 그리고 한국의 놀라운 경제적 성공의 열쇠는 산업화를 위한 지원이나 사회
적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ISI(수입대체
산업화)보다 EOI(수출주도 산업화)를 촉진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결정, 그리고
EOI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농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하였
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여기에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역설이 있다. 박정희는 한국사회에서 농
촌 중간계급적 비전을 지속하고자 10년 이상에 걸쳐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 따
라서 농촌 중간계급적 가치들을 농촌, 도시할 것 없이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함
양하고 전달하며 대자본가들을 규율하기 위한 사회적 · 문화적 · 물질적 프로그
램들을 도입하였다. 농촌과 도시 새마을운동이었다. 그런데 박정희 정부는, 강력
한 거대 산업자본가계급을 가진 고도로 산업화되고 과잉 도시화된 경제를 만들
게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촌 중간계급과 소농 기반 농업경제를 제거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어 왔다. 이 현상은
박정희의 소농과 농촌중간계급을 지원하는 농촌 프로그램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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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이다(Davis, 2004).
결국 데이비스는 농본적 공화주의자의 입장에서 자본가, 노동자, 농민의 관
계와 구도를 보고 있다. 그런 이유로 비록 고도 공업화 단계에서 도시의 기능공
들의 성장 여부와 그 의미는 시야에 넣지 못한 한계를 노정했지만, 농촌과 도시
서민층 출신을 어떻게 중산층으로 만들 것인가 라는 한국 발전국가의 평등지향
성6) 문제를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자본 개념을 이용하여 발전국가 성공의 메커니즘을 분석한
류석춘과 왕혜숙의 연구(류석춘·왕혜숙, 2008)를 거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국가 차원의 위로부터의 발전 프로그램만으로는 국가들 간에 나타난 차이를 설
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 모색과 설명의 시도로서 한국의 경제
발전은 국가의 재분배 메커니즘과 사회의 일반화된 호혜성 메커니즘이 상호 결
합된 결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기능공을 분석에 포함시키
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발전국가론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함으로
써 노동자계층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가 중심적 접근법의 맥락에 있는 연구들은 장
하준과 같이 제도주의적 관점에 선 경우 국가 제도적 틀 안에서 정부의 내부 능
력만 보고 사회적 기반에는 눈을 돌리지 못했다. 치버와 데이비스 같이 국가의
특정 계급 배태성을 주목했더라도 계급에 대한 분석과 함의가 없다. 그리고 사
회자본 개념을 가지고 여러 계급들의 행위규범을 분석해 냈더라도 발전국가 노
동자계급의 성격과 변화를 아직 정면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더욱이 핵심 기능

6) 평등지향적인 박정희 정책의 지성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적도 음미되어야 할 것
이다. “미국이 요구했던 많은 정책들이 한국에서 시행되었지만, 기존의 정책을 모두 바꾸어 놓
지는 못했다. 균형성장적인 생각,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 공개념에 대한 강조, 농업에
대한 강조 등은 이전부터 있었던 한국적인 생각이 계속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한국적인 특수한 모델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군사정부의 정책 속에는 당시를 살고 있
었던 한국인들의 생각이 녹아 있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들과 관료들이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균형성장론이 사회적 담론이 되었던 1950년대의 상황은 박
정희와 군사정부의 정책에 반영되었다. 1950년대 경제개발론자들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공감
대에 기초한 정책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박태균, 2007: 37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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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의 형성과 그 숙련의 수준 및 그것이 공업화 성공에 있어서의 역할, 그리고
그 기능 인력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의 변화 추이 등이 연구되지 않은 것이다.
결국 발전국가 성공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셈이다. 다시 말
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발전국가의 성공은 있는데 그것을 생산현장에서 수행한
기능공들의 계층 · 구조상의 변화는 얘기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1-2-2. 기능공의 ‘숙련’과 ‘탈숙련화’ 논의

(1) 발전국가 시기 기능공의 ‘숙련’ 검토

구해근은

2002년에

출판한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창작과비평사)에서

1970-80년대 한국 노동자계층의 구성에 대하여 “1980년대 중반까지 한국 노동
계급의 뚜렷한 특성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시장에서의 지위라는 두 측면에서의
동질성이었다. 노동계급의 대다수가 半숙련노동자들이었고, ‘주변부 포디즘’이라
고 불릴 수 있었던 대량생산체제에 고용되어 있었다(You Jong-Il, 1995; 김형
기, 1988). … 한국 공장노동자들은 전형적인 산업 프롤레타리아트에 가까운,
대단히

동질적인

노동계급을

이루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구해근,

2002:

288-9).
여기서 보듯이 구해근은 김형기의 한국 임노동 분석과 성격 규정에 의거하고
있다. 문제는 김형기가 한국의 기능공을 半숙련노동자로 규정하고 기술공을 숙
련노동자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김형기는 (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 입각한 계급
착취론을 이론적 틀로 해서 노동의 숙련 구분을 하고 있다. 독점자본주의 단계
에서는 임금노동자는 정신노동자와 육체노동자라는 이질적 두 범주로 분할되고
(김형기, 1988: 88), 노동은 수많은 비숙련7)노동자들간에서 더욱 분할되었다. 그
래서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지배적 노동과정이 포드주의적 노동과정이라고 한다
7) 'unskilled'를 김형기는 “불숙련”으로 번역해 사용하고 있다. 일본인들도 “不熟練”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비숙련”이란 단어를 ‘unskilled'에 대응하
는 단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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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거기에서는 반숙련노동자 혹은 비숙련노동자가 생산노동자의 기간노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포드주의적 노동과정에서는 물론 일관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비숙련노동자 외에 기계장치를 보전 · 수리하는 간접노동에 종사하는 기계공,
기사, 공정을 설계하는 다양한 기술자들이 숙련노동자로 존재한다. 결국 기간노
동력의 비숙련노동력화와 소수이지만 그 비중이 증대하는 전문기술노동력, 즉
숙련노동력의 새로운 형성이 포드주의적 노동과정이 창출한 노동력재생산의 기
본 형태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형기, 1988: 89-91).
김형기는 이 이론에 입각해서 생산 공정에 대한 구상 기능을 가진 기술자를
숙련노동자로 볼 수 있고 실행 기능을 하는 기술공과 기능공은 반숙련노동자라
할 수 있으며 견습공은 비숙련노동자라 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김형기, 1988:
90-91).
그러나 김형기가 의거하고 있는 브레이버만(Braverman, 1974)의 노동과정
이론에 대하여 세밀하게 평가한 톰슨(Thompson, 1989)은 다음과 같이 비판하
고 있다. 예속의 심화 및 기계화는 하나의 단순히 동질적인 탈숙련화된 노동자
집단을 창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한정적 기술과 특징적 기능을 불균등
하게 보유하고 있는 복잡하고도 내부적으로 분화된 결합노동기구를 창출한다.
장인노동자 및 기술직 노동자들에 있어서도 역시 그들의 폭넓은 이론적 지식은
비록 그것을 실제적 노동 상황에서 활용하지는 못한다고는 해도 노동의 격하를
저지하는 데 힘을 발휘할 수 있다(Thompson, 1989: 120). 따라서 탈숙련화 논
쟁은 노동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준 반면, 브레이버만이 표현한 바
‘현실 그대로’의 노동계급의 모습을 그려내는 데는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고 말
할 수 있다(Thompson, 1989: 121).
박준식(1992: 150-151)도 경험적 연구를 통해, 적어도 철강, 자동차, 조선기
업 간의 상대적 비교만을 놓고 볼 때 ‘자동화가 진행될수록 근로자들의 숙련도
가 낮아진다’는 이른바 ‘탈숙련화(deskilling)’ 명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린다. 철강기업의 근로자들은 설비의 전산화, 자동화가 현
저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 김형기는 연속흐름생산의 노동과정에서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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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도 비숙련노동자가 된다고 주장한다(1988: 91) - 다른 기업들에 비해 높
은 정도의 숙련수준을 요구한다. 또한 자동화 기술의 광범위한 도입으로 인해
생산 공정에 대한 근로자들의 직접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생산현장의 곳곳에는 근로자들의 경험적 숙련을 요구하는 부분들
이 아직도 대단히 많이 남아 있다고 한다.
기업 측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자동화
설비 자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경험적 숙련과 오랜 기간 동안의
감각은 여전히 중요하다. 근로자들의 숙련에 의존하는 핵심적인 직무는 아직도
숙련된 근로자들의 고유한 통제의 영역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노동력에 대
한 기업의 ‘대체가능성’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이러한 직무에서 근로자들의
책임성과 권한은 매우 높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근로자들의 숙련도는 자동화의
초기 단계 혹은 대량생산 기술체계 단계에서 감소하다가 고도화 단계, 즉 연속
생산 기술체계 단계로 넘어가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희(1992: 180-184)도 경험적 연구에 의해, ME(극소전자)합리화와 자동화
가 더욱 진전된 직무일수록, 그리고 더욱 과학화된 장비에 의존하는 생산 설비
일수록 피로의 축적이 이루어진다는 ‘탈숙련화’와 ‘노동의 저하(degradation of
labor)’론 계통의 주장을 반박하는 결론을 내놓았다.
결국 자동화는 노동자들이 발전된 장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배
워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자동화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대규모
장치산업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복잡하고 고도로 통합된 생산체계에 대한 책임
을 증가시킨다. 다른 경우에 제조업 노동자들은 자동화에 의해 탈숙련화를 겪기
도 한다. 이에 따라 신기술이 숙련에 미치는 영향이 혼합적이라는 상황조건적
내지 상황적합적(contingency)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대기업 공장장을 두루 역임한 한 기술인은 ‘숙련자’를 ‘기능공’으로 규
정했다.8) 따라서 우리는 ‘기능공’과 ‘숙련공’의 정의를 더욱 엄밀하게 할 필요를
8) “흔히 기술자라 불리는 직종은 노동자, 숙련자(즉 기능공), 기술자 그리고 전문가로 세분할 수
있다. 공업고등학교를 나왔거나 중학교 밖에 나오지 못했나를 구별하지 않고 처음 공장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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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실하게 느낀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사용된 기능공에 대한 정의의 변천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61년 정부는 ‘기술계 인적 자원 조사’를 하면서는 기
술계의 인적자원을 분류하고 정의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력을
기준으로 기술자, 기술공, 기능공으로 분류하고 정의하였다. 이때의 ‘기능공’은
숙련공, 반숙련공 및 견습공을 단순히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기술면에 종사하
는 자 중 기술자·기술공을 제외한 자(단, 단순 육체노동자는 제외)”였다.9)
그러다가 ‘기능공’에 대한 정의는 제2차 인력 개발 5개년 계획(1967-1971)에
서 비로소 바로 잡히게 되었다. 거기에서 ‘기능공’은 ‘3년 이상 기술직에서의 취
업 경험과 6개월 이상의 조직적 훈련을 필요로 하는 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
양한 업무에 특수 도구들을 활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자, 예컨대 설계도를 해
독하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작업 수행 단계를 조정하여 작업 공정 및 작업 도구
를 적절히 선택 활용할 수 있는 자’로 정의되었다. 그리고 제3차 인력 개발 5개
년 계획(1972-1976)에서는 ‘구조물, 기계, 하이웨이, 기타 생산물의 구축, 제작,
조작, 정비, 수리 등의 업무 또는 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 실용적인 고
체, 기체, 액체의 채취 업무 등에서 그 직무의 기술 습득에 6개월 이상 소요되
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술자 및 기술공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정의되었
다(전상근, 2010: 174~175). 또한 문교부는 기능공에 대해 “기능자는 산업현장
에서 제작, 제도, 운전, 보수,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직 종사자 및 관
련직 종사자 가운데 고등학교 이수 수준의 기능인력”이라고 규정하였다(문교부:
1980: 20).
그런데 1967년의 제2차 계획의 기능공 정의와 1972년의 제3차 계획의 그것

가면 미숙련공으로 대우를 받게 된다. 주어진 일을 실수 없이 해나갈 수 있게 되면 숙련공으
로 대접받는다. 그러므로 중학교를 나와 전혀 기계라고는 만져본 경험 없이 입사한 이들보다
공업학교에서 기초훈련을 받고 들어온 이가 더 빨리 숙련공이 된다”(강명한, 1990: 62-3).
9) 구체적으로 “기능공: ㉠ 숙련공 - 6개월 이상의 습득을 요하는 기술 직종에서 3년 이상의 경
험을 가지고 숙련공에 도달하지 못한 자를 지휘 감독할 수 있으며 그 직무에 종사하는 자, ㉡
반숙련공 - 6개월 이상의 습득을 요하는 기술 직종에서 1년 이상 3년 미만의 경험을 가지고
숙련공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직무에 종사하는 자, ㉢견습공 - 6개월 이상의 습득을 요하는
기술 직종에서 1년 미만의 경험을 가지고 숙련공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직무에 종사하는 자”
와 같이 규정되었다(전상근: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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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전자는 기능공을 ‘다양한
업무에 특수 도구들을 활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자’라고 정의하여 ‘수공업 기
술(craft skill) 직공’의 작업 방식을 상정하고 있었다. 반면에 후자는 기능공을
‘생산물의 구축, 제작, 조작, 정비, 수리 등의 업무 또는 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정의하여 ‘장비 운전·조작원(operative)’의 작업
방식을 상정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기계화와 자동화의 흐름
을 반영하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장치 운전·조작원(operative)’을 어떤 숙련 수준으로 규정할 것인
지를 둘러싼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1930년에 센서스 조사를 하
면서 직업 분류 범주에 ‘semiskilled(반숙련)’이라는 범주가 추가되었다. 당시
기계 설비를 돌보고 있다는, 즉 연료를 집어넣거나 밤새 기계를 지키고 있는 직
무를 담당하는 ‘비숙련(unskilled)’ 단순노동자들을 ‘operatives’라고 하고는
‘semiskilled(반숙련)’ 범주로 분류하였다. 결국 미국에서 ‘반숙련’이라는 분류가
생겨난 것은 각 직무에서 숙련이 실제로 어떻게 수행되거나 배분되는지는 조사
하지도 않고 단지 기계와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통계 과정이 자동적으
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단순노동자인 비숙련노동자의 숫자가
대폭 줄고 그 만큼 반숙련노동자의 숫자가 통계상으로 대폭 증가했던 것이다
(Braverman, 1974: 294-310).
여기에서 혼동과 논란이 발생하였다. 기계화와 자동화가 진전되면서 ‘장치
운전·조작원(operative)’이 대거 생겨나게 되었다. 그것이 반숙련노동자로 일률
적으로 취급되고 더불어 브레이버만의 ‘탈숙련화’와 ‘노동의 저하’론10)과 결합한
논리가 성립하게 되었다. 필자는 앞에서 검토한 김형기(1988)와 구해근(2002)의
주장은 그런 논리에 의지한 것으로 비판하였다. 현재 미국은 ‘craftsman’은
10) 브레이버만 식의 craftsman 개념은 그 직공이 공정 전체를 구상과 실행 모두를 해야 되고
예술적 만족을 느껴야 되는 그런 개념이다. 그런 개념은 공업화 시대에는 낭만적인 것이다. 마
르크스의 노동의 소외의 극복이라는 낭만적 이상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브레이버만은 자
신이 낭만주의자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책에서 그 점을 언급
하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으며 장인들 사이에서 기술과 노동의 관계에 관한 토론이 벌어지게
되면 자신은 항상 현대주의자였다고 술회하였다(197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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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led’로, 그리고 ‘operatives’는 ‘semiskilled’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
은 그것들에 대응하는 ‘기능원’과 ‘장치 운전 · 조작원’에 대하여 숙련 수준의
측면에서 우열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한국은 미국에서 직업 분류과 직
무능력의 명칭만 빌려왔을 뿐 그 요구 사항과 실제 내용은 상당히 다르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숙련에 대한 각국의 정의는 애매하고, 따라서 다른 점이 많다
(Miles, 1999). 한국에 NC(수치 제어) 선반이나 CNC(컴퓨터 제어) 기계 장비가
도입된 후의 장치 운전 · 조작원들의 숙련에 관해서는 뒤에서 풍산 기능공들을
분석하면서 규정하기로 한다. 중화학공업화를 위해 양성된 1970년대의 기능사
들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고속 선반을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 전통적 ‘craftsman(직공)’11) 수준의 숙련공(skilled worker)였다.
이 문제는 일관된 숙련형성체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독일의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풀어보는 방법이 적절할 것이다. 독일의 공업부문 숙련공(industrial
Facharbeiter)은 전통 수공업계의 직인(journeyman)에 해당한다. 기업 내의
직업훈련을 2년 정도 이수하게 된다(Thelen, 2004). 한국의 ‘70년대 이후 공고
졸 기능사는 독일의 직업중학교 졸업생과 견주어야 한다. ’기능사‘는 수공예가
양성이 목적이 아니다. 정밀 기계공업과 중화학공업의 기능을 담당할 것을 목표
로 했다. 즉 공업부문의 숙련공 양성이 목적이었다. 그 과정이 독일 직업학교와
독일 기업 내의 직업훈련과 동류였다. 이와 같이 독일의 직업학교 졸업생이나
기업 내 직업훈련(도제 훈련) 수료자들의 숙련 수준에 대한 평가를 참고하면 한
국의 ’70년대 이후 공고졸 기능공이 숙련공인지, 아니면 반숙련공인지 하는 성
격을 객관적으로 성격 규정할 수 있다. 우리의 공고졸 기능공은 공업부문 숙련
공에 해당하고 그 양성의 목적도 동일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2/1,000mm 공차 이내로 금속을 가공하는 ‘정
밀가공 기능사’를 비롯한 2급 기능사 자격 소유자가 바로 ‘숙련노동자’, 즉 ‘기

11) craftsman은 서구의 역사에서 숙련을 가진 직공의 총칭이다. 소정의 경력을 쌓아 길드로부
터 자격을 얻어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직공을 master, Meister(장인)라고 했고, 거기에 고용
되어 일하는 숙련된 직공을 journeyman(직인)이라고 하였다. apprentice(도제)는 장인과 직
인에게서 숙련을 익히고 있는 미숙련의 견습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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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공’12)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능공들은 기능올림픽이라고 일컬어지는 국제
직업훈련경기대회에서 1977년부터 1991년까지 종합우승 9연패를 달성한 바 있
다. 이들을 숙련노동자가 아니라고 하고선 한국의 중화학공업화의 성공 원인과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2) 브레이버만의 ‘탈숙련화’ 테제 비판

앞에서 1970~80년대 중화학공업화의 생산현장 작업자였던 숙련 ‘기능공’들을
“반숙련노동자”로 규정한 구해근의 숙련 개념과 그것이 의거한 김형기의 개념들
을 분석하고 비판하였다. 여기서는 김형기의 노동과정 분석과 숙련·반숙련·불숙
련 개념이 입각해 있는 브레이버만의 노동과정 이론을 검토하여 구해근과 김형
기를 비롯한 다수의 노동과정 분석 사회학자들의 분석 프레임의 성격을 드러내
고 검토하고자 한다.
김형기는 브레이버만의 논리에 따라 포드주의하에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간의 분리는 극단으로 진전된다고 주장한다. 종래의 수공업적 숙련노동자는 불
숙련 혹은 반숙련의 직공으로 전화하며 수공업적 숙련노동자가 담당하고 있던
정신노동기능은 이제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 사무직 피고용자에게로 이전되어
독점적으로 담당된다. 그 결과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임금노동자는 정신노동
자와 육체노동자라는 이질적 두 범주로 분할된다고 주장한다.
독점자본주의하에서 정신노동자는 노동자계급과는 구별되는 상대적으로 독자
적인 사회적 범주로서 성립한다. ‘신중간층’으로 불리는 정신노동자는 중간층을
형성하지만, 이 중간층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독점자본주의하의 자본축적의
전개, 기술혁신의 진전에 따라 이 중간층은 부단히 분해되어 프롤레타리아화 되
어 가면서 새로이 재구성된다. 그것은 새로운 기술이 기존의 전문기술직 숙련노
동자의 숙련노동을 부단히 탈숙련시켜 단순노동화하며 새로운 숙련노동을 부단
12) 제도적으로 또 엄밀한 의미 규정으로는 ‘기능공’이 이미 “숙련(skill)을 가진 작업자”이다. ‘숙
련기능공’이니 ‘숙달된 기능공’이니 말은 ‘기능공’의 숙련성을 강조하거나, 또는 상기시키기 위
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표현인 것으로 보인다(전상근, 2010: 18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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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창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브레이버만은 사무노동의 단순
화의 진전에 의해 이들 중 하층부분이 경향적으로 프롤레타리아화되어가는 과정
을 분석하였다.(김형기, 1988: 88-89; Braverman, 1974; Thompson, 1983).
이런 서술은 브레이버만의 탈숙련화 테제와 중간계급의 프롤레타리아화 및 양극
화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고, 구해근은 또한 김형기의 논리와 분석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여 사용함으로써 결국 자본가계급의 노동계급 ‘착취론’과 그것의
이상주의적 해법에 대한 전망에 의거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노동력에 대한 통계들에 기반한 연구들은 직업구조 변화의 방향과 제
조업 부문으로부터 서비스 부문 산업으로의 이동의 결과들에 대한 브레이버만의
결론을 실증해 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어떤 숙련된 직업들은 사라지고 있는 반
면에, 다른 직업들은 기술들이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시스템 분석 같은 새로운 직업들이 급속하게 확대돼 왔기 때문이
다. 다시 말해 직업적 경향에 대한 장기 센서스 데이터는 직업적 복합성을 증대
시켜 왔다. 그 데이터는 비숙련 육체노동이 감소하고 반숙련 육체노동이 증가하
는 경향을 증명해 준다. 서비스 직업들의 성장은 더 많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증가시키고 낮은 기술의 업무는 감소시킨다. 그런데 브레이버만 등은 일
상적 노동과 비숙련노동을 동일시하고 새로운 숙련이 요구되고 있는 사실을 간
과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다(Form, 1983: 169-180).
브레이버만을 비롯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숙련이 전체적으
로 하락한다는 경험적 연구도 없는 실정이다. 산업화는 파괴한 기술만큼 많은
신기술을 창출해 왔다. 브레이버만 등에 의해 ‘탈숙련화’의 기제로 지목받은 과
학적 관리가 노동자들을 탈숙련화시킨 정도는 미미했고, 자동화에 대한 사례 연
구는 그 탈숙련 효과가 직업과 산업에 따라 매우 다르다는 결론을 내고 있는 실
정이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학자들과 비마르크스주의 학자들 모두 동의하고
있는 점은 경쟁적 자본주의나 독점 자본주의 그 어느 것도 노동과정을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해 왔다는 사실이다(Form, 1987: 29~47).
지금까지 살펴 본대로 브레이버만의 분석과 테제화된 주장은 경험적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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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지지되지 않고 있다. 단지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서 마르크스의 명
제를 현대화한 업적으로 우상화되고 있을 뿐이다. 이미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
어버리고 만 브레이버만의 방법과 논리에 입각해서 한국의 평등지향적 발전국가
의 숙련노동자 양성과 노동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2-3. 발전국가와 중산층

(1) 중산층 개념의 정의

발전국가의 전개가 급속한 산업화를 진행시키는 가운데 1970년대 한국사회
에

거대한

사회이동을

초래했다.

나아가

노동자들의

계급형성과

층화

(stratification)를 수반했다. 그러한 변동이 과연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말하는
‘작업의 탈숙련화’, ‘계급 양극화’와 ‘계급 착취’ 양상을 한국 사회에 초래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발산업국의 계급구조는 양극화되는 것으로 봄으
로써 중간계급의 복합성을 놓치고 만 경향은 근대화론이나 베버주의적 전통의
연구나 마르크스주의적 전통의 연구들이 사용한 말에서도 드러난다. 이들은 자
본가 엘리트와 대비되는 ‘popular class' - 민중 - 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써 계급구조를 엘리트와 착취당하는 빈민으로 양극화된 것으로 가정한다. 여기
서 중간계급은 그 내부적 다양성과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계급에 편입시켜
버린다. 그러나 중간계급이 스스로 자신들의 계급적 지위와 정체성을 어떻게 정
의하는가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Davis, 2004).
여기서 ‘중간계급’ 개념과 ‘중산층’ 개념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고
양자의 관계와 함의는 무엇인지 분석해 봄으로써 본 논문에서 중산층 개념을 채
택하여 숙련기능공의 사회이동 문제를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중간계급’에 대해 마르크스는 자본가계급과 임금노동자계급의 자본주의 사회
의 양대 계급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계급들로서 결국 소멸될 계급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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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레타리아트화 테제를 제시했다. 베버는 중간계급을 비소유 인텔리겐챠와 전
문가들이라고 규정했다.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은 대체로

오늘날 상위 전문직 종

사자로부터 일반 사무직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화이트칼라를 중간계급으
로 지칭한다(Abercrombie and Urry, 1986). 특히 라이트는 비소유계급이라는
점에서 노동자계급과 동일하지만, 다른 피고용자들인 노동자들을 통제하거나 관
리한다는 점에서 노동자계급과 다르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하여 독
점지대 형태로 배타적인 소득을 올린다는 점에서 노동자들과는 다른 피고용자들
을

그

모순적

계급위치를

특징으로

하는

‘신중간계급’이라고

개념화한다

(Wright, 1997: 19~25).13)
한국에서 ‘중산층’은 ‘중간계급’도 아니고 ‘중간소득계층’도 아닌, 그러면서도
이들 속성을 함께 아우르는 한국 사회의 독특한 개념이다. 한국에서 통용되는
중산층은 생산관계에 의해 기본적으로 구분되는 마르크스의 계급 개념과는 크게
다르며, 또한 시장상황에 의해 구분되는 베버의 계급 개념과도 다르다(홍두승 ·
김병조, 2008: 24).
여기서 정의하는 ‘중산층’ 개념은 ‘중간계급’을 포함하는 더 큰 범주이다(김호
기, 2008). 베버가 말한 지위집단에 가까운 개념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
다. 중산층에 대한 개념 규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여기서는 자본가계급
또는 상류계급과 노동자계급 사이에 존재하는 신·구중간계급과는 달리 생활양식
을 공유하는 지위집단으로 개념 규정하였다. 중간계급은 직업 및 종사상의 지위
에 따라 비교적 명료하게 식별이 가능한 반면에, 중산층은 ‘중간 정도’의 사회경
제적 지위를 가지는 층이어서 그 범위와 구획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14)
13) 라이트의 ‘신중간계급’ 방법을 사용하는 연구는, 1993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직업 분류에 따르
면,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가 ‘중간계급’에 속할 수
있는 취업자들이라고 본다(신광영, 2004: 228).
14) ‘중산층’의 개념 자체가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 그것은 그때그때의 독특한 사
회적 맥락에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 개념이 유래된 근세 초기의
서구사회에서의 ‘중산층’이란 중소상공업자, 수공업자, 자영상인, 독립자영농 등 지금 ‘구중간
계급’으로 지칭되는 계급집단을 뜻했다. 그 후 산업화와 조직화의 결과로서 전문기술직 및 사
무직 종사자 등 봉급생활자군이 커져 가게 되면서 중산층은 화이트칼라로 범주화되는 ‘신중간
계급’까지를 포함하는 이른바 ‘중간계급’과 동일시되었다. 따라서 ‘중산층’을 반드시 ‘중간계급’
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다(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8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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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간계급 개념에서 보듯이 직업으로 계급을 분류하는 한계를 극복하
는 방법으로도 중산층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계급분
석가들이 일반적으로 소득, 교육, 직업, 위세 등의 변수를 기준으로 계급을 판별
한다. 그것은 직업이 사회적인 보상 즉, 자산, 위세, 소득, 신분, 역할 등을 종합
적으로 나타내 주기 때문이다. 직업은 계급의 기초를 이루는 사회적 분업과 기
술적 분업을 직 · 간접적으로 드러내 준다(김왕배, 2001: 121~125). 그러나 중
대한 문제점은 블루칼라 즉, 생산직 노동자들은 소득이 중간 수준 이상이고 숙
련을 가지고 공민의식이 투철하며 중산층 귀속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업이 공장노동자라는 점 때문에 ‘중간계급’으로는 원천적으로 분류될 수 없다
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으로 계급·계층을 분류하는 방식에는 큰 문제가 있다.15)
또 한 가지 ‘중간계급’ 개념의 문제는, 현대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유력한 계급
분석 개념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신중간계급’ 개념의 지지자들인 신마르
크스주의자들의 관점에서는 고급 기술 · 관리 · 서비스계급의 발달로 인하여 신
중간계급의 핵심인 사무원들은 프롤레타리아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다. 브레이버만의 탈숙련화 테제나 프롤레타리아화 테제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관점이다.
그리고 ‘중산층’ 개념에서 학력으로 대표되는 지위 집단적 성격은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통용되는 ‘중산층’ 개념을 굳이 서구 계급 · 계층론의 전
통에서 찾는다면, 계급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베버가 계급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설정한 ‘지위집단’에 가깝다고 하였다. 그런데 베버가 지위집단을 설정했을 때는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여기서 공동체란 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계급과 달리 생활양식, 공식교육, 직업적 위세 등을 공유하는 집단을 말한다.
반면에 ‘중산층’에는 내셔널리즘 내지 국민적 정체성이라는 이데올로기
(Greenfeld, 1992; 2001)가 관련되는 측면이 있다. 계급관념이 국민이나 공민관
념과 대치되듯이 시민사회 내에서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계급 귀속성을 초월하
15) 예를 들면 마르크스의 계급론적 관점에서 중산층 개념 정립을 주장하고 있는 유팔무도 중산
층을 신·구중간계급 두 개의 합으로 규정하는데, 역시 생산직 노동자계급은 하층으로 분류하고
중산층에의 귀속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유팔무·김원동·박경숙, 13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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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민으로서 평등한 시민권과 그에 따른 의무와 참여의식을 느끼는 공민의식
이 중산층에 주관적 귀속의식을 가지게 하는데 적지 않게 작용할 것이라고 추정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들도 현실이므로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은 결국 사회통
합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중산층은 그 구성에 있어 내적으로 동질적이지 않다.
그러나 중산층을 구성하는 중간계급과 일부 비중간계급 간에 나타나는 이념분포
의 유사성과 연동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계급 정체성과 중산층 의식
이 엇갈리면서 ‘중산층 의식’과 ‘노동자계급 의식’이 상호 대체될 수 있을 것이
다. 이렇게 ‘중산층’은 정태적 개념이라기보다 경쟁과정을 극복하면서 중산층이
되고자 하는 역동적인 개념이므로 사회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것이 1970년대 한국 발전국가가 ‘중산층 육성’을 정책으로 추진했던 이유이다.
계급론과 달리 ‘중산층 육성’은 협력 · 통합적 개념이다.
개념 수준의 논의와 달리 구체적인 현실에서 중산층을 판별해 내기 위해서는
중산층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려야 한다. 중산층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객관
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때 객관적 기준은 다시 경제적
지표와 사회문화적 지표로 구분해 볼 수 있고, 주관적 기준은 중산층 귀속의식
으로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객관적 기준은 지위집단으로서 중산층은 소득, 직업, 교육수준, 생활수
준 등으로 판별되어 왔는데, 합의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홍두승(2005)이
경제적 지표와 사회문화적 지표를 혼합하여 가장 포괄적인 중산층의 기준을 제
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비판적으로 참고하고자 한다.
중산층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보도록 한다. 우선
직업적 지위는 따지지 않기로 하고16), 소득 및 자산은 ‘중간’ 정도 이상이어야
하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면 되는 것으로 한다.17) ‘중간’ 정도의 소득이
16) 홍두승 · 김병조는 직업적 지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계급적 지위를 “최소한 신·구중간계급
에 속해야”(2008: 27) 한다고 했으나, 본 논문의 ‘중산층’ 정의가 (신·구)중간계급을 포함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질 의미가 없다. 더구나 이른바 노동자계급 즉 블루칼라에게도 중산
층 범주를 개방하여 그 ‘개인들’의 실제 삶을 반영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7) 이 지표도 홍두승은 “2년제 대학 포함하여 최소한 대학교육을 받는 정도라야” 한다고 설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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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매우 자의적일 수 있지만 그 하한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경상소득의 90%
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중간’ 정도의 자산으로는 국민주택 상한 규모 - 20
평18) - 이상의 자가 소유자이거나 국민주택 상한 규모보다 10평 이상 - 30평
이상 - 규모의 전·월세 세입자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
정책구호였던 ‘마이카’, ‘마이홈’ 시대의 의미를 살려 언제 자기 소유의 주택 및
자동차를 최초로 구입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자녀의 교육수준을 하나
의 객관적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데 2년제 대학을 포함하여 대학교육을 시키는
지 여부이다.19)
한편 중산층의 주관적 기준은 ‘중산층 귀속의식’으로 파악된다. ‘상, 중의 상,
중의 중, 중의 하, 하’라는 5개의 범주 중 가운데 3개 층에 응답하면 중산층 귀
속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로 한다.20) 이상과 같은 중간 정도의 소득, 중간
정도의 자산과 주거 안정, 자가용 소유, 고졸 이상 학력 및 자녀 대학 교육 등
5개의 객관적 기준과 1개의 주관적 기준을 합하여 6개 기준 중 4개 이상을 충
족하면 ‘핵심적 중산층’, 3개를 충족하면 ‘주변적 중산층’, 2개 이하를 충족하면
‘비중산층’으로 판별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중간계급’ 개념을 특히 블루칼라에 대한 계급적 지위 관념과
관련하여 비판하고 한국사회와 문화에 배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중산층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중산층’에 ‘중간계급’이 포함되며, 둘 다 화이트칼라 편향성이 있
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들은 1970년대 중반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사한 기능공부터 해당
된다. 70년대의 대학 진학률은 전국적으로 볼 때 고교졸업생의 30%를 넘지 못했다(박병영,
2009). 물론 직장생활을 하면서 기능대학이나 전문대학, 나아가 4년제 대학을 수학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적어도 70~80년대 고교 졸업자에게 대학 교육 학력을 요구
하는 것은 중산층 개념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8) 현재는 85㎡, 즉 25.5평이다.
19) 자녀 중에 뜻한 바 있어서 우수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취업을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0) 귀속의식으로 중산층을 살펴보는 방식이 가지는 문제점도 있다. 사람들이 통상 사회의 계층구
조 속에 자신을 중간에 위치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나아가 한 개인이
준거로 삼는 집단의 수준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런 주관성에 따른 애매함에 대하여 신광영
은 주관적 중산층 귀속의식에 대하여 “현실인식을 못하는 자들의 간편한 자기 정체성의 일종”
이라고 꼬집는다(2004: 247). 그러나 그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귀속의식 조사 방법은 널리 인
정받고 있으며, 더욱이 여기서는 다수의 객관적 기준과 통합되어 판별될 것이므로 그런 한계는
최소화된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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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중간계급’은 원천적으로 블루칼라 배제적인 데 비하여 ‘중산층’은 블루칼
라 포용적이며 사회 통합적 개념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2) 중산층 사회와 계층 이동

브레이버만이 사용한 데이터들이 대체로 신뢰성을 의심받아 왔음에도 불구하
고(Form, 1983), 프롤레타리아화에 대한 논쟁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
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왜냐 하면 논쟁 참가자들이 노동과정을 측정할 기준에
대해 아직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제기돼 있지
만, 경험적 연구로부터 한 가지 확실해진 발견은 프롤레타리아화는 한 가지 기
준에 따르면 현존하고 다른 기준에 따르면 부재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틀에
박힌 일상적인 일을 하는 많은 사무직 노동자들이 고용의 프롤레타리아적 조건
들-소득, 복지혜택, 일에서의 자율성 및 승진 기회의 면에서-을 공유하면서도
중간계급의 전형적인 사회정치적 외형-투표 행태, 노동조합 참여에 대한 거부감
및 계급적 정체성 면에서-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2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마르크스의 주장에 대한
정면적 비판들이 나왔다. 일례를 들면, 마르크스의 계급양극화론을 계층이론의
관점에서 비판한 ‘중산층사회’ 이론이 이미 1950년대에 등장했다. 그 ‘중산층사
회’는 첫째, 정치적 권리, 교육기회 등 기회에 있어서 평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 둘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소득수준 면에서 중간적인 위치에 속하게 되었
다는 점, 셋째, 대다수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욕구가 균질화되었다는 점으로

특

징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유팔무 외, 2005: 103-104).
그 후 마르크스의 중산층 몰락론 및 양극화 이론은 틀렸고, 그의 예언과 달
리 중산층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오히려 더 비대해지고 사회의 중추세력이
되었으며, 이런 현상은 사회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중산층사회’ 이론의 주
장이 이후 역사적 경험에 의해 더 지지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는 자본주의의 발
전이 새로운 유형의 숙련, 테크놀로지 및 서비스 직업들을 창출(For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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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nam, 1985: 3)하여 중산층사회를 도래케 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프
롤레타리아화 테제와 계급양극화 테제를 실제적으로 부정한다고 말할 수 있다.

(3) 한국사회의 계층이동

앞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이 계급양극화를 초래하는지 아니면 중산층사회를 도
래케 하는지 이론적 입장들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그러면 한국에서 발전국가가
추진한 산업화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경제발전이 사회이동을 촉진시킨다는
립셋과 벤딕스(Lipset and Bendix, 1959)의 고전적인 주장이 있다.21) 평등지향
적 발전국가는 농촌 중하층 자녀들에게 숙련을 획득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내
외의 관계자들이 모두 높이 평가하는 기능 인력의 높은 질로 인해 단기간에 중
화학공업화를 이루었다. 그 결과 생산직에는 물론 관리, 사무직에도 그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한마디로 말해, 정치적 지도력과 정부의 역량 및 기업가의
기업가정신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요인이 기능공의 능력 즉, 숙련이었다. 기능공
의 숙련과 열의, 작업 윤리가 한국사회의 중산층 확대 즉, 중산층화를 가져왔다
고 할 수 있다.22)
이 계층구조의 변동에 관하여 홍두승(1992)이 신구중간계급을 합쳐 중간계급
이 1960년과 1990년 사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것을 밝혔다. 마르크스주의적
접근법에 있는 서관모(1987)도 그런 변화 추세를 분석해 냈다. 단 그는 자본주
의 발전에 따라 중간층이 성장했음을 인정하지만, 결국 프티 부르주아층은 분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함인희 외, 2001: 24~25). 반면에 홍두승은 특이한 계급

21) 이 주장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에젤, 2001: 128-141), 적어도 경제발전이 구조적 사
회이동을 광범위하게 초래한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 발전국가가 주도한 급
속한 산업화로 인해 일차적으로 대대적인 구조적 사회이동이 일어났다. 기능공들의 대량 배출
과 취직도 그 거대한 물결에 속할 것이다.
22) “세계은행이 ‘한국 분석에서 한국의 풍부한 노동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한국의 인적자본 개발
과 기술발전 노력에 대해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이것이 한국 경쟁력의 결정
적이었던 점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반성적으로 밝힘으로써 한국의 인적자본 개발, 즉
기능 인력의 숙련형성이 성공적이었음을 인정했다(박영구, 2012b: 246~247)”는 것이 이것이
사실임을 말해주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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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방식을 취하였다. 즉, 생산 · 기능직 노동자층은 노동자계급이 아니라 근로
계급으로, 그리고 나머지 노무자, 행상, 청소원 등은 도시하류계급이라고 따로
분류한 것이다(홍두승 · 서관모, 1985: 17). 이러한 방법은 블루칼라는 모두 동
질적인 ‘노동자계급’으로 묶음으로써 중간계급과는 결코 관련될 수 없게 하는
계급분석의 일반적인 관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홍두승은 시차를 둔 일련의 연구에서 ‘중간계급이 크게 성장한 것’,
또 ‘성장하는 추세에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홍두승 · 구해근: 276). 그러나
경제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제일의 공로자라고 할 수 있는 기능공은 이런 중산
층 논의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자세는 경제적 착취 여부
이전에 기능공에 대한 ‘사회적 착취’(구해근, 2002)라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했
듯이 그나마 홍두승이 블루칼라를 ‘노동자계급’으로만 치부하고 마는 계급론의
관점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중산층’ 개념을 사용하여 “객
관적 계급위치로는 노동자계급에 속하는 사람들 - 예를 들면, 고임금의 대기업
소속 숙련기능공이나 기술공 - 도 중산층에 속할 수 있고, 반대로 경제상태가
열악한 일부 화이트칼라층은 중산층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본다. 중산층을 하
위의 계층과 구분 짓는 기준은 “중산층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자원의
소유와 생활양식이라 볼 수 있다.“(홍두승 · 구해근, 2001: 277)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중간계급의 계급상태는 내부적으로 큰 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계급이나 농민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980년
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관리·사무·기술직과 생산직 근로자 사이에는 현격한 임
금격차가 존재하였으나 1987년 민주화와 노동자대투쟁 이후 이들 간의 임금격
차가 급속히 줄어들었다. 1980년에는 제조업에 있어 생산직과 관리·사무·기술직
노동자와의 임금격차는 1:2.1이었으나 1998년에 이르면서 1:1.3으로까지 좁혀졌
다. 그러나 사무직과 생산직의 차이는 임금뿐만 아니라 노동조건과 위계질서 면
에서는 아직도 뚜렷하다. 요컨대 한국의 압축 경제성장 과정 속에서 ‘중간계급’
이상의 계층이 노동자나 농민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경제적 혜택을 받아 왔
고, 그러한 사실이 그들의 의식이나 정치적 행위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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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홍두승 · 구해근, 2001: 278~281).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1970-80년대 중화학공업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양성된
숙련기능공들의 상태 변화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그리는 사회
계층구조의 변화상일 뿐이다. 발전국가의 계층구조의 변화상과 그 원인은 이들
기능공의 등장이 가져온 사회 변화와 그들의 역동적인 계층이동을 추적하여야
보다 사실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1-3. 연구 내용과 방법
1-3-1. 연구 내용

앞서 밝혔듯이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1970-80년대 한국 발전국가의 중화학
공업화 시기에 양성된 공업고등학교와 직업훈련원 출신 2급 기능사 수준의 숙
련 기능공들이 경제성장의 결과 계층적으로 상승 사회이동을 했는가 아니면 반
숙련 내지 단순노무자 등으로 하강 사회이동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 개인이나 가족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또는 세대에 걸쳐서 경험하는 정치
적·경제적·직업적 지위의 변화를 사회이동(social mobility)이라고 한다. 사회이
동에는 수직 이동과 수평이동이 있다. 그리고 구조 이동과 순환 이동이 있다.
구조이동(structural mobility)은 기술혁신이나 경제발전 등으로 인해 산업구조
및 직업구조가 변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이동인데, 이러한 사회이동은 계층 간 서
로 교환 없이도 상승이동이 가능하다. 절대적 이동이라고도 한다. 순환이동
(circulation mobility)은 때로 교환이동(exchange mobility)이라고 부르는데,
직업구조에서 위아래로 교환적으로 움직이는 이동이다. 상대적 이동이라고도 한
다(에젤, 2001; 홍두승 · 구해근, 2001). 또한 세대 내 이동과 세대 간 이동도
연구대상 기능공들의 부모와 비교하고, 자녀들의 전망을 살펴보면 상당한 정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주된 변수는 발전국가가 양성한 숙련이고 매개 변수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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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발전주의의 수출지향이다. 제조업 지대(industrial rent)23)를 창출해 내
는 수출의 활성화로 인해 안정되고 불가역적인 비교적 높은 임금상승이 이루어
지는 분배가 실현된다(Reinert, 2007; 2005). 수출과 발전주의를 성공시키기 위
해서는 기술과 숙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기침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
의 정치적 동맹이 요구된다. 노사 협조를 위해서는 문화적 가치관이 윤활작용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토대 위에서 숙련을 만들어낸 발전주의가
기술개발로 수출을 개척해 냄으로써 기능공들에게 급격한 임금상승을 제공할 수
있다. 그 결과 기능공들은 기본적으로 구조적 상승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풍산은 신동산업에 전문화한 기업으로 재벌이 아니다. 신동(伸銅)산업24)에서
기술개발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탄약을 생산하는 방위산업 부문은 내수
이기 때문에 매출이 한정돼 있는 사업이었다. 따라서 정부에서 국방 지출을 확
대하여 구매 물량을 늘리지 않으면 성장에 큰 한계가 있는 사업이다. 자주국방
정책과 표리관계를 이루고 있던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시기에 탄약 생산을 담
당하면서 초기에 급성장하던 (주)풍산 방위산업 안강공장25)은 1993년 문민정부
출범으로 물량이 감소되기까지 하는 침체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창업 이래
1988년에 노동조합 설립과 과격한 노동쟁의를 처음 겪고 직장폐쇄26)까지 경험
한 노사는 노사협조로 대응하게 되었다. 이는 임금이 크게 상승했고 노동조건이
상당히 개선되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온건화됐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문
23) 노동의 상대적 가격상승의 선순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19세기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영국 고전
경제학의 음울한 궁핍화 이론들에 대항하여 사용한 개념이다. 고임금전략과 수익체증 경제활동
인 제조업 보호정책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미국식 시스템’의 핵심 원리이다(Reinert, 2007).
류석춘(2006)은 한국의 경우 발전국가에 의한 ‘지대 허가 행위’(rent-granting)가 사회적 낭비
를 초래하기보다는 ‘발전국가’의 효과적인 정책선택 전략으로 기능하여 급속한 경제성장(자본
축적)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24) 신동(伸銅)산업이란 동광석을 제련하여 나온 구리 덩어리를 펴서 동 파이프에서부터 반도체
부품인 리드프레임(leadframe)에 이르기까지 각종 제품을 만드는 공업을 말한다. 구리가 신축
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총포탄도 구리나 구리 합금으로 만들어져 왔다.
25) ‘(주)풍산’은 1968년에 창립된 ‘풍산금속주식회사’가 1989년에 변경한 기업명이다. ‘안강공장’
은 ‘풍산금속주식회사’가 방위산업에 참여하면서 1973년에 준공한 ‘풍산금속주식회사 종합탄약
공장’이었다. 현재는 ‘안강공장’의 공식 명칭이 ‘(주)풍산 방산총괄 안강사업장’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이하 ‘풍산 안강공장’이나 ‘풍산금속 안강공장’ 등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26) 방위산업체는 법으로 직장폐쇄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일시 휴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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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부’에 대항하여 노사가 정치적 동맹을 맺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에서 사용하는 의미의 ‘정치적 동맹’(Thelen, 2004)이라 할 수 있
다.
위와 같은 노사협조주의가 성립하게 되는 데에는 기업주는 물론 기능공들과
관리직까지 대부분이 안강 인근 지역 출신이라는 공통의 지역적 배경이 작용했
다고 볼 수 있다. 노사는 유교 문화를 공유하고 지역적 연고를 의식하고 있다.
기업주가 유교적 가치를 경영철학으로 내세워 온 것과 더불어 장기 근속하는 기
능공들도 이 지역에 강하게 살아있는 유교 문화에 상당히 배태되어 있어서 그것
이 그들의 가치관과 태도에 규범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문
화의 공유가 어려운 시기에 인내하는 상호 신뢰와 애사심의 바탕이 되었을 것이
다(류석춘 · 왕혜숙, 2008; Lew, 2013). 전통적 종교나 가치관이 자본주의의 유
지와 발전에 기여한다는 이론들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류석춘 · 최우영 ·
왕혜숙, 2005; Lew, 2013; Hirsch, 1977).27)
이러한 노사협조의 바탕 위에서 기술개발을 이룸으로써 2000년을 지나 물량
이 회복되고 특히 해외 수출의 활로가 개척되면서 급속한 매출 신장이 일어나
급격한 임금상승이라는 보답이 기능공들에게 돌아갔다. 그리하여 내수와 수출
호황의 대표적 대기업들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더라도 잃어버린 10년의 부진을
상당히 만회하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근속 기능공들의 전반적인 계층적
추이는 어떠했으며 내부 층화의 양상은 어땠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풍산 안강공장이 중화학공업화의 방위산업의 일익을 담당하면서 겪은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발전국가의 핵심인 숙련양성과 수출지향이 기능공들의 처지
27) 허쉬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즉 “경제적 개인주의를 위한 기초 구조로 기능하고 있는 사회적
도덕률은 자본주의와 공업화 이전의 유산이었다. 이러한 유산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또는 활
발한 자본주의적 가치와 접촉함으로써 발생되는 부식작용에 의하여 감퇴되어 왔으며, 보다 일
반적으로는 공업화 사회의 고도의 익명성·유동성과 함께 감퇴되어 왔다. 따라서 체제 그 자체
가 이전에는 개인에 의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외부로부터의 후원을 잃게 되었다. 개개인
의 행동이 점차적으로 개인적 이익을 지향함에 따라 공동체적 태도나 목적에 기반을 둔 습관
이나 본능은 그 위치를 상실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사회적 가치의 약화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
에 대한 관리, 즉 국가개입에 의한 운영이 대단히 곤란하게 되었다. 체제의 관리운영은 더욱
필요하게 되었으나, 개인주의적 기풍의 침습은 그것을 보다 곤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Hirsch, 1977: 1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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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문화가 가지는 배경적 중요성이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1-3-2. 자료의 수집과 연구 대상

1970-80년대에 공고 혹은 직업훈련원을 나와서 풍산금속 안강공장에 입사한
기능공들의 사회경제적 출신배경은 물론이고, 입사 후 이들의 직무경력 변동,
그리고 나아가서 이들은 오늘날 어떠한 사회경제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추적하기 위해서 기업 내부 자료를 협조 하에 입수하였고 기능공28)들 및 관련
인사들을 심층 면접하였다.

(1) 자료의 수집

2012년 초 본 연구 계획을 작성하면서 1970-80년대 양성된 2급 기능사 기
능공들을 가장 많이 충원하였다고 판단되는 (주)풍산의 방위산업부문 안강공장
의 기능공들을 연구 대상으로 정하고 (주)풍산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주)풍산의
경영진은 기능공 연구의 의의를 이해하고 흔쾌히 전폭적인 협조를 약속하였다.
(주)풍산 방산총괄 안강사업장은 방위산업체인 관계로 법적인 보안 규칙을 엄격
히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자료 협조자와, 그리고 본 연구자도 조심스러
웠다. 그러나 경영진과 직원들은 법과 규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협조를 아끼
지 않았다. 하지만 제공된 정보 중에는 필자가 추세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뿐
그 수치들을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직
원들의 자료 제공과 설명으로 필자는 중화학공업, 특히 방위산업과 노동 문제에
서 지역과 농촌의 사회상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되었다. 현장
의 중요성을 절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

28) ‘기능공’이라는 용어는 이후 앞의 선행 연구 검토에서 논의하였듯이 숙련을 획득하고 2급 기
능사 자격을 가진 생산직 사원 및 그에 준하는 자들, 즉 ‘숙련노동자’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
용한다. 안강공장에서 그들이 포함된 생산직 사원을 일컫는 공식 명칭은 2011년까지는 ‘기능
직 사원’이었고, 2011년 이후는 ‘전문직 사원’이다. P. 87의 <표 3-6>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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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70년대와 80년대의 각각 한 해의 입사 기능공들을 「인사기록카드」를
통해서 전수 조사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안강공장 현장을 접한
결과, 기대했던 70-80년대 기능공들의 「인사기록카드」는 워낙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풍산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는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 전체 참여 생산 보존) 운동으로 인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품으로 지목되어 상당수 폐기돼 버린 실정이었다. 그러나 창고에 남아 있는
일부 「인사기록카드」와 「면접 지원서」를 열람할 수 있었다.
주로 1970년대 중후반과 80년대 전반에 걸친 시기의 서류를 검토할 수 있었
다. 견본을 본 셈이다. 따라서 연구 계획 단계에서 품었던 전수 조사를 통한 통
계적 처리에 대한 기대는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기능직 사원의 신상 명
세, 가족 관계, 병역 관계, 자격증 여부와 종류, 학력 · 경력과 입사 경위를 알
수 있었다. 또한 발령 사항을 통해서 급수와 호봉의 직무 경력과 임금 변동의
추이를 볼 수 있었다. 상벌 사항도 기재돼 있었다.
그런데 임금이 본봉만 기재돼 있는 점은 서류의 성격상 당연했겠지만 매우
아쉬웠다. 연장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포함한 임금 총액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면접 기록부」는 신상 명세에 관해서는 「인사기록부」보다 더
소략하지만 출신 배경을 살펴 볼 수 있는데, 직무 경로는 나타나 있을 수 없는
성격의 자료였다. 그러나 일부 잔존한 「인사기록부」와 「면접기록부」를 통해서
기능직 사원들의 출신 배경과 채용 경위, 숙련 수준과 직무 경로의 형태, 처우
등에 대하여 ‘구술 자료’들의 사실성을 확인하는 견본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게
될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회사로부터 경영과 노무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았다. 안강공장의
1977-2012년 인원 현황, 1973-2012년의 경영 현황, 임금 체계, 직급 체계, 특
정 기능직 사원의 1977-2006년 본봉 자료와 특정 사무직 사원의 1983-2001년
본봉

자료, 현재 재직 중인 기능직 사원의 2012년 현금성 급여 연 총액 평균

에 대한 자료 등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기능공의 상태 변화의 추이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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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2012년 11월 말에 경주시 안강읍에 소재한 (주)풍산 안강사업장을 견학한 이
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선정된 연구사례인 20명의 기능공들과 관리직 간부들을
인터뷰하였고 퇴직 인사들은 따로 찾아가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급 기능사들을 중점으로 그 임금의 변동과 그에 따른 생활 기회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기능직 사원들은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관리
직 간부들을 인터뷰한 것은 우선 회사의 행정적인 시스템과 관례 및 현장의 노
무 관계 역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다. 동시에 근로자들만 상대하면 그
것에 따른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바이어스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인터뷰 대상이었던 현직 사무기술직 간부
들 중에 의외로 기능직 출신이 다수였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생생한 정보와 설
명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를 위한 인터뷰는 2012년 11월 5일에 시작하여 2013년 11월 11일까
지 만 1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필자는 인터뷰 대상자의 소개를 서울 본사에 부
탁하였고 본사는 현장인 안강공장에 의뢰하여 안강공장에서 인터뷰 대상자를 선
정해 소개해 주었다. 필자는 총 24명을 인터뷰하였고 그 외 여러 명의 임직원에
게 자문하여 기술적이고 경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였다.
그 24명 중 본 논문의 연구 대상 기준인 2급 기능사와 그에 준하는 숙련을
가지고 입사한 기능공 20명을 연구 사례 구술자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이 구술
자 이상의 깊은 정보와 가르침을 준 인사들을 포함한 인터뷰 상대 4명을 자문
인으로 설정하였고 그 분들의 진술 내용을 논문에서 이용하였다. 인터뷰는 길게
는 3시간 이상이 걸렸고 가장 짧은 경우도 1시간 가까이 걸렸으며 후에 보충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안강공장의 사정에 익숙해진 이후
몇 건의 인터뷰는 1시간가량 걸린 전화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다. 인터뷰는 가장
많은 수가 안강에서 행해졌고, 경주, 포항, 영천에서도 행해졌다. 인터뷰를 진행
할 때에는 녹음기와 메모 노트를 사용하였다. 초기에는 사전에 질문지를 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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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 답변을 받고나서 방문해 구술을 들었으나 안강공장 기능공에 대하여 이해
가 깊어가면서 사전 서면 인터뷰는 생략하고 바로 구술을 청취하게 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 구술자 20명의 기능공 명단은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구술자 약력
사
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름

입사

직책
(나이) 년도
ㅊㅊㄹ
‘73 ㄷㄹㅈㅁ 사장
(60)
ㅇㅂㄷ
‘74
전문직 계장
(57)
ㄱㅇㅅ
‘74
전문직 차석
(56)
ㅊㅈㅅ
‘75
전문직 계장
(57)
ㅅㅎㄹ
‘76
전문직 계장
(57)
ㄱㅅㅍ
‘77
전문직 계장
(55)
ㅇㅂㅁ
‘77
전문직 계장
(55)
ㅊㄴㅅ
‘77
전문직 계장
(56)
ㅇㅅㅎ
‘78
전문직 계장
(55)
ㄱㅌㅎ
‘81
전문직 차석
(56)
ㅈㅅㅇ
‘82 공정담당 과장
(48)
ㄱ ㅁ
‘83
전문직 차석
(56)
ㅅㅇㅎ
‘84
전문직 주임
(48)
ㅇㅅㄱ
‘86
전문직 주임
(46)

고향

학력
부산공고,

밀양

방통대 중퇴

경주

경주공고

경주

경주공고

군위

경주공고

창녕

대성공고

문경

서울북공고

경주

경주공고

정밀가공 기능사

위험물 기능사 1급,
화학분석 기능사 2급
전기용접 기능사 2급

포항공고,

경주

포항실전

영주

영주종합고

경주

경주공고

영천

자격증

대성공고,
포항실전, 경주대

화학분석 기능사 2급
산업안전 기능사2급,

경주

경주공고

경주

경주공고

선반 기능사 2급

상주

경북기계공고

선반 기능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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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시공 기능사 2급

15
16

17

18
19
20

ㄱㅇㅎ
(55)
ㄱㅈㄱ
(53)
ㅅㄱㅇ
(53)
ㅂㅈㄹ
(57)
ㅎㅎㄹ
(51)
ㄱㄱㅅ
(48)

‘79

전문직 계장

안동

‘80

전문직 차석

거창

‘80

전문직 차석

김해

‘81 前 관리직 부장

밀양

‘81

전문직 차석

월성

‘85

전문직 반장

고령

경일고,
대구직훈
거창상고,
진주직훈
전곡고,
진주직훈,
포철공고
밀양고,사내직훈,
경북대석사
감포고,
포항직훈
대륜고,대구직훈

선반 기능사 2급
다듬질 기능사 2급

선반 기능사 2급

선반 기능사 2급
다듬질 기능사 2급
선반 기능사 2급

<표 1-1>에서 보듯이 1977년 이전에 입사한 기능직 사원들은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은 1974년 7월 1일부터 시행
되었지만(전상근, 2010: 197), 그해에 공고에 입학한 학생들이 그 자격법 체제
에 따른 교육을 받고 평가를 받는 시스템이 정착하기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 같
다. 그 당시까지 공고 교육은 유명무실한 면이 많았다. 공고들도 대학 진학 교
육을 주로 하던 풍토였다(김정렴, 2006). 연구 사례 중 가장 일찍 안강공장에
입사한 ㅊㅊㄹ(2013.11.11. 경주)29)도 명문 부산공고를 나온 기능계의 엘리트였
지만 학교에서 실습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기계에 관심과 애착
을 가진 경우였는데도 명문 공고조차 교육 시설이 부실했기 때문에 이론 교육이
주가 되었다고 한다. 그는 정밀가공 기능사라는 최고급의 자격증을 취득할 정도
로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입사 후에 숙련을 익혀서 취득했다. 1977년 공고
졸업과 동시에 풍산에 정식 입사한 기능공들과 1979년 직업훈련원을 수료한 비
공고 출신 기능공들은 대체로 기능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제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기능공 양성체계가 완전히 짜여 져서 작동하고

29) 인터뷰 날짜와 장소를 표시하였다. 이하 괄호 안의 날짜와 장소는 그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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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77년 이전 풍산 입사자들도 당시 명문 공고로 평가받던 경주공고를 졸업
하거나 입사 후 실업전문대를 수학하는 등 당시 여건에서 우수한 기능 인력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기능사 2급을 기준으로 ‘기능공’을 범주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방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연구 대상에 포함하
였다. 더구나 1973년에 출범하는 풍산 안강공장의 산 증인이자 초기 조건을 겪
고 현재까지 근속하기 때문에도 분석의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개별 사례에 대
한 소개는 뒤의 출신 배경과 충원 과정에 대한 분석과 숙련 수준 분석 및 기능
공의 상태 변화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곳에서 하기로 한다.
그리고 구술자에 못지않게 안강공장의 역사와 기능공에 대한 정보와 설명으
로 필자를 크게 깨우쳐 준 4명의 자문인 명단은 아래 <표 1-2>와 같다. ㅇㅂㅅ
안강공장 전 인사 · 노무관리 이사(2012.11.5. 영천)는 전문대 졸업자로 75년에
생산직으로 입사한 후 사무직으로 발탁되어 1980년부터 2006년 퇴직 때까지 인
사와 노무관리를 담당한 안강공장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였다. ㅇㅂ
ㅅ 전 이사는 필자가 첫 번째로 인터뷰한 인사로 기능공에 대한 주제 뿐 아니라
안강종합탄약공장의 성립과 이후 역사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정보와 해설로 안강
공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필자를 이끌어 주었다.
<표 1-2> 자문인 약력
사

이름

입사

례

(나이)
ㅇㅂㅅ

년도

1
2
3
4

(64)
ㅇㄷㅇ
(54)
ㅈㅈㄱ
(51)
ㅈㅁㅅ
(50)

직책

고향

학력

‘75

前 이 사

안강

전문대

‘77

전문직 계장

경주

대건중

‘86
‘88

前 안강 노조

포항

지부장
前 풍산 노조위원장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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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안강고, 성공회
대학원 석사
울산공고

화학분석 기능사 2급
外 2

ㅇㄷㅇ계장(2013.5.24. 안강)은 중졸로서 연고로 77년 입사한 후 단순 노무
에 종사하다가 군 복무로 휴직기를 가졌으며 현재 기능직 고참으로 근속하고 있
다. 그도 안강공장의 살아있는 역사로 기능공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
었다. 다른 두 사람은 노동조합 지도자로 노사분규와 노사협조주의에 관한 증언
과 설명을 해줌으로써 큰 도움을 주었다.

1-3-3. 분석틀

본 연구의 세 행위자인 중화학공업화 시기의 기능공, 기업(풍산 안강공장)과
국가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 중간계급에 배태돼 있었다. 농촌 중간계
급은 실제 농촌 ‘중’ 이하 층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농촌 중간계급은 소규모
의 논 · 밭을 소유하고 자경하는 소자작농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뒤에서
기능공들의 출신배경을 분석해 보겠지만, 기능공들은 주로 농촌의 소농 가정 출
신이었다. 따라서 풍산 근속 기능공들은 안강 인근의 자기 고향과 농촌 중간계
급에 강하게 배태돼 있었다. ‘농촌형 근로자’(송복, 1997)라 할 수 있다.
(주)풍산의 창업주 류찬우 회장은 안동과 청송이 원향과 고향으로 풍산이라
는 기업 자체가 경상북도 지역에 강하게 배태되어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 임진
왜란을 수습한 영의정 류성룡 선생을 현조(顯祖)로 하여 역시 지역에 배태됨과
동시에 애국이라는 가치에 자기 규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역시 농촌 중간계
급에 배태되었던 한국 발전국가가 자본과 노동을 규율할 것이었다. 공통의 기반
에 배태돼 있었기 때문에 발전국가는 배태된 자율성(embedded autonomy)30)
을 가지기에 좋은 조건에 있었다.
<그림 1-1>을 보면 발전국가는 기능공과 숙련형성 · 병역특례와 산업역군
역할 · 국가비전에의 동의를 주고받는다. 기능공과 기업은 노동규율 · 노사협조
와 임금상승 · 고용 보장을 주고받는다. 국가와 기업은 방위산업 지원 · 병역 특
례병 제공과 가족주의 경영 · 전문화기업 고수를 교환함으로써 삼자 모두가 부
30) Evans(1995)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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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강병과 중산층 확대로 ‘규율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논리이다. 남미와
같이 노동과 자본 간의 계급투쟁이나 노자 간의 야합으로 공익과 국익을 약탈하
는 것을 방지해 주었다는 것이다(Davis, 2004).

<그림 1-1> 분석틀
중화학공업화 시기 국가-기능공-기업의 상호배태를 통한 규율적 발전

동시에 <그림 1-1>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일반화된 호혜성’(류석춘·왕혜숙,
2007)의 고리를 형성하여 ‘완성적 동기’(consummatory motivations)31)의 선
순환을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응집성(cohesiveness) 있는 규율적 발전의 메커

31) '완성적 동기‘는 포르테스(Portes, 1998)에
이용하도록 하는 사회자본 제공자의 동기 중
와 대비된다. ‘완성적 동기’는 특정한 개인의
의해 자원으로서 전유될 수 있는 관계에서
150-154).

의하면, 양보의 차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원을
하나로 ’도구적 동기(instrumental motivations)
행동을 이끌어내는 내면화된 규범이 다른 개인에
작동된다고 할 수 있다(류석춘 외 편역,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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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즘은 도시 부르주아에 배태됐다고 볼 수 있는 ‘문민정부’를 맞이하여 작동이
중지되었다. 그 결과 풍산의 방위산업은 장기 침체기에 빠지고 기능공들의 임금
은 다른 대기업들에게 추월당하였다.
이러한 규율적 발전의 분석틀 속에서 본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핵심 연
구 문제는 세 가지다. 첫 째는 풍산에 73년에 입사한 숙련 기능공부터 86년 에
입사한 숙련 기능공들이 어떤 사회적 계층에서 나왔는가에 대한 문제다. 둘째는
그들이 가진 숙련은 앞에서 검토한 숙련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어
떤 성격의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셋째는 그들이 어떤 변수에 의해 어떤 과정을
거쳐 계층이동해 갔는가에 대한 문제다.
한국 중화학공업화는 기능공 · 발전국가 · 기업의 규율의 합작품이었다. 이
세 주체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으로 구성된 행위자가 기능공이다. 따라서 그 실
제적인 성공은 기능공의 처지 변화에 의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실제로 분석할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종속 변수는 73년부터 86년까지(광의의 중화학공업화 시기32)) 양성된 기능공
의 계층이동이다. 본 연구는 이들이 중산층으로 계층상승 했는지 여부를 보고자
한다. 여기서 중산층 진입이라 함은 경력이동이라는 측면에서 이 기능공들이 중
화학공업화의 첨병인 방위산업체 풍산금속 안강공장에 입사하여, 내부 층화를
통해 기술직이나 관리직으로 직군 이동하여 사내에서 수직 상승이동하거나, 퇴
직하여 창업에 성공함으로써 기업가로 상향적 직업이동하거나 또는 장기 근속하
는 중에 구조적 상승이동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임금수입을 비롯하
여 자가(自家) 등의 자산, 자가용 소유, 교육수준, 자녀 학력 수준 및 계층 귀속
의식 등에서 소정의 중산층 기준을 통과해 계층상승하는 것이다.
독립 변수는 광의의 중화학공업화 시기 기능공의 숙련이다. 주로 도시 서민
과 농어촌 중하층 출신으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발되어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이들 기능공들의 숙련은 발전국가의 중화학공업화를 담당하기 위해 양성된 새롭
고 특별한 것이었다. 이들의 숙련은 정부가 시행한 기능자격제도, 실업고교 졸
32) 양재진(2005)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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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생의 대학 동계진학 특전, 기능사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취업 및 병역상 특전
과 입사 후에는 회사가 장려하는 기능공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 실제로 분석할 작업은 이들 기능공의 입사 당시 상태가 풍산금
속 안강공장에서 일어난 88-89년 노사분규와 방위산업 침체기 및 수출 호황기
를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겪었던 계층적 지위의 변동들이다. 그리고 그 변동들에
작용했던 제 요인들이 분석될 것이다.

1-3-4. 논문의 구성

위의 분석틀에 따라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중화학공업화
를 추진하기 위하여 숙련기능공을 양성해내는 정책과 제도가 기술될 것이다. 동
시에 그 기능공 양성정책이 가지는 평등지향적 발전국가의 사회 개혁적 의미가
음미될 것이다. 그리고 발전국가의 산업정책 이념과 그 육성·지원 대상인 풍산
안강공장이 가지는 관계를 단지 방위산업 육성이 아니라 ‘규율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해 볼 것이다.
3장에서는 공업고등학교와 직업훈련원을 졸업하고 2급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기능공이 안강공장에 입사하는 방식과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기능공으로 입사한
20명의 사회적 배경이 먼저 분석될 것이다. 다음으로 입사 당시 기능공이 지닌
숙련의 수준 및 공고졸 기능사와 직훈 출신 기능사의 특징에 대한 평가와 현장
실습을 통해 숙련공으로서 한 몫을 하게 되는 과정이 보여 질 것이다. 더불어
그 신형의 기능공이 구 직공들을 대체해 가는 과정과 성격을 분석할 것이다. 그
리고 새로운 숙련구조의 도래에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분석과 의미가 검토될
것이다. 그리하여 현실에서 기능공의 숙련에 대한 평가와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복합적임을 설명할 것이다. 또한 2급 기능사들에 대한 제반 처우 문제를 다룰
것이다. 즉 임금체계와 수준이 정리될 것이고 병역특례와 직급 차이 및 직무능
력 향상과정 등 기능사 우대조치, 그리고 공고졸 기능공과 대졸 사무직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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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졸 기능공과 및 인문고졸 기능공 간의 처우 차이와 그 변화 추이를 살펴
볼 것이다.
4장에서는 기능공의 상황 변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행해질 것이다. 기능공
의 처지에 관계되는 제 조건들의 변화, 즉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른 경기의 부침
과 노사관계의 변화 및 기업의 기술개발 속에서 기능공들과 기업의 협조라는 규
율적 발전으로 인해 기능공의 경제적 처지가 급속히 개선되는 과정을 정리할 것
이다.
5장에서는 임금의 추이를 정리하여 기능공의 현재 상태를 밝힌 후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77년부터 ’86년까지 입사한 기능공 면접자들의 생활상을 소정의 중
산층 규정에 비추어 그들의 계층적 지위를 판별할 것이다. 동시에 기능공의 계
층상승의 경로를 요약할 것이며 국가와 기업 그리고 기능공 간 규율적 발전의
기제를 추출해 보려 할 것이다.
6장 결론에서는 2장부터 5장까지에서 다룬 내용을 요약하고 그것이 가진 함
의를 밝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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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화학공업화와 풍산의 방위산업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 한국은 안보상의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었다.
1968년 초 1·21 청와대 무장 침투 사건을 비롯한 북한의 각종 대형 도발과
1971년 미국 닉슨행정부의 주한미군 1개 사단 철수 및 아시아의 자유진영 국가
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국가 방위를 하라는 닉슨 대통령의 괌 독트린,
그리고 닉슨의 중공 방문 계획 발표 등 동아시아 정체와 한국의 안보 환경을 크
게 변화시키는 굵직한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났다. 1970년대 초까지는 한국이
경제와 국방 양면에서 북한에 뒤져 있었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은 “싸우면서 건
설하자”는 구호 하에 ‘방어적 근대화’를 추진해 오고 있었다(김일영, 2001).
위와 같은 동아시아 국제정치구조의 변환을 맞이하여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의 반대를 무릅쓰고 1970년대에 들어와 추진한 모험적
인 중화학공업화는 두 가지 목적을 가졌다. 하나는 방어 목적, 즉 군수산업육성
을 통한 국방력 증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수출산업구조의 고도화, 즉 경공업제
품만 수출해서는 장래가 없으니까 중공업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해야 나라가 앞으
로 계속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김일영, 2005: 32).
이와 같이 복합적인 목적을 가진 중화학공업화였기 때문에 그것의 본질적 성
격을 파악하는 입장도 나뉘어 있다. 중화학공업화의 원래 뜻은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산업이었다는 관점(김형아, 2005)이 있는가 하면, ‘제2 일본론’이라는 말이
있었듯이 부국강병을 이루어 선진국 일본을 따라잡아 ‘민족의 한’을 풀겠다는
원대한 목표 하에 경공업 단계를 마치면 중화학공업화로 산업의 고도화를 달성
하겠다는 구상은 이미 박정희 정권에서 1960년대에 잡혀있었다는 관점이 있다
(박영구, 2012a: 134-136). 상공부 장관을 지내고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박정
희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던 김정렴도 일찍이 1950년대에 한국은행 일본지점장
을 하면서 전후 일본의 공업 재건과정을 면밀히 관찰해 두었다고 한다(김정렴,
2006). 한편 풍산금속 류찬우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발전의 초석을 박은
것은 분명하지만 박 대통령도 사실은 경제보다 안보에 더욱 정통한 정치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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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류찬우, 1995: 97). 즉 중화학공업화가 경제발전 자체를
위한 경제개발전략이기 보다는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산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사실 중화학공업화는 경제발전단계론에 입각하여 구상된 것이었다.
한국 경제의 중화학공업화는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 수출의 지속적인 증대, 국
제수지의 개선책을 위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안보상 시급한 방위산업 육성의
근간이라고 박 대통령의 참모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어떤 병기도 분해하면 부품
이므로 방위산업 육성을 중화학공업화의 일환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었다(김정렴,
2006: 393-394). 다시 말해 철강, 석유화학, 조선, 전자, 기계(자동차 포함), 비
철금속의 6개 업종의 공업33)을 일으키는데 민수와 군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와 수출지향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오원철, 1999; 박
영구, 2012a).
1972년 5월 당시 최상급의 ‘경제개발형 테크노크라트’(이병천, 2012: 54)가
돼있던 오원철 청와대 경제2수석은 오랫동안 구상해 오던 ‘산업구조 고도화 전
략’을 100억 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책으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

고할 기회를 가졌다. 그 보고에 의하면, 일본 정부도 제2차 대전 후 폐허가 된
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한 첫 단계로 경공업 위주의 수출산업에 치중했다는 것이
다. 그것은 1972년 현재 한국의 상태와 같다. 그 후 1957년도에 일본의 수출액
이 20억 달러에 달할 때 중화학공업화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 후 10년이 지난
1967년에 일본은 100억 달러의 수출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1970년대 들어오
자 일본 정부는 자원과 에너지를 덜 쓰는 산업구조로 개산하자는 취지에서 더
이상 중화학공업을 키우지 않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으로서
는 60년대에 선진국에서 사양화되어 가는 섬유산업 등 경공업을 유치해서 수출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공업화의 터전을 만든 것과 똑같은 이치로, 지금은 중화학
33) 오원철 등은 임팩트 폴리시(impact policy: 요소 공격 방식)을 쓰기로 하였다. 중화학공업의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가장 파급효과가 크고 성공가능성이 많은 업종 몇 개만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중화학공업 건설 계획에 포함된 업종
은 위에서 열거한 총 6개 업종 뿐으로, 산업분류상 중화학공업에 포함된 모든 업종은 아니었
다고 한다(오원철, 1999: 474,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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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을 적극 유치해야 할 단계이다. 중화학공업 유치에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
다는 주장이었다.(오원철, 1999: 464-470)
따라서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추진은 한 마디로 ‘모방’(emulation)34)을 통한
일본 ‘따라 잡기’였다. 그것은 박정희 정권의 강렬한 경제적 민족주의의 소산이
었다. 수출 목표를 100억 달러로 수립해 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화학공업
을 건설하는 것이었다(오원철, 1999: 492). 물론 기계공업이라는 것이 원래 군
수공업을 주 목적으로 해서 발전해 온 것으로, 북한의 도발과 국제정세의 변화
로 인해 한국의 중화학공업화가 조금 앞당겨졌을 뿐이었다. 그리고 오원철
(1999: 470)은 “중화학공업 시대가 되면 남성 기능공이 주역이 되고, 일자리가
많아지고, 급료도 여성 기능공보다 많아서 국민생활이 윤택해지고 GNP도 급격
히 상승”하게 된다고 전망하였다. 결국 국민을 위한 사업이란 뜻이다.
여기서 발전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과업은 기능공을 양성해 중화학공업 기업
에 공급하는 한편, 기업이 중공업 내지 방위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 · 육
성하는 일이었다. 이제부터 시야를 좁혀 구체적으로 이른바 ‘산업전사’ 내지 ‘산
업역군’을 만들어내는 기능공 양성과정과 총포탄 생산을 맡은 풍산금속 종합탄
약공장에 대한 지원과 규율 부과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2-1. 정부의 기능공 양성정책과 그 사회적 성격
1973년 1월 12일 중화학공업화선언 이후 계속되는 인력수급 불균형 논의 속
에서 특히 가장 부족한 과학기술인력으로 지목된 것은 기능공이었다. 박정희 정
부가 방위산업의 시작을 결심했던 1970년 당시 한국에 기계공업은 전무한 실정

34) ‘모방’이라는 말은 17-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 경제학이 유럽이 고르게 부유해질 수 있었던
기본 전략, 즉 중상주의 정책을 지칭했던 개념이다. ‘모방’은 질투(jealousy)나 시기(envy)라는
말에 대비되는 고상한 대안으로서, 상대를 해치지 않고 우월한 자들과 동등해지거나 능가하려
는 욕망이나 야심을 의미한다(Reinert, Sophus, 2011: 2, 13-72). 모방은 본래 긍정적이고 능
동적인 노력이다. ‘모방’과 거의 딱 맞는 새로운 용어가 미국 경제학자 모세스 아브라모비츠
(Moses Abramovitz)가 사용한 ‘따라 잡기’(catching-up)나 ‘앞으로 나아가기’(forging
ahead)이다. 두 가지 다 역동적 경쟁이라는 의미가 담긴 개념이다(Reinert, Erik, 20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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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그것은 그때까지 정밀가공사를 비롯한 숙련기능공이 거의 없었다는 의
미이다(구상회, 2010: 205; 오원철, 1999).
한국 역사상 최초로 체계적으로 기술을 습득하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한 숙련
노동자 집단인 기능공은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이라는 두 가지 통로를 통해 양성
되었다.
우선 학교교육을 통한 기능공의 양성은 이른바 ‘공업고등학교 특성화’ 정책
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김윤태, 2002 :103-110). 공업교육을 대폭 강화하면서 공
업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실험, 실습 위주로 개편하고, 학교별로 중화학공업화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과 부문별 산업의 특성에 맞게 육성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
루어졌다. 그 결과 공업고등학교는 기계공고, 시범공고, 특성화공고 및 일반공고
의 범주로 구분되었다(문교부 1980: 16).
첫째, 기계공고는 방위산업과 기계공업 육성에 필요한 1/1,000 mm 단위까
지의 정밀가공기능을 가지는 정예기능공 양성학교로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학
비 면제와 저렴한 기숙사 시설 및 낮은 금리의 생활비 융자도 제공하였다(김윤
태, 2002: 105-107; 문교부, 1980: 34). 기계공고는 1979년까지 19개 공고로
확대되면서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하게 되었는데 1979년 이들 학교의 입학정
원은 총 10,000 여명이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기계공고 입학생들은
재능 있는 가난한 학생들을 포함하여 거의 전원이 정밀가공 부문의 2급 기능사
자격35)을 취득하고 졸업과 동시에 당시 성장하고 있던 중공업 부분의 대기업에
경쟁적으로 선발되어 전원 취업이 보장되는 상황이었다(문교부 1977: 16; 류석
춘 · 김형아, 2011: 119-121). 이 기계공고는 단기적으로 방위산업체에 근무하
는 ‘정밀기능사’ 확보에 기여하는바 컸다(김윤태, 2002: 107).
둘째, 시범공고는 해외에 진출한 건설 업체에 우수한 기능 인력을 공급하기
35) 국가기술자격검정은 의무검정과 일반검증의 두 유형으로 나뉜다. 문교부, 노동청 등에서 시행
한 의무검정시험의 합격률은 1976년 69.2%에서 1977년 50.8%로 급속히 떨어졌으나 1978년
53.2%, 1979년 55.2%로 다시 조금씩 높아졌다. 한편, 일반검정시험은 매우 엄격했던 데다가
1977년부터 국가기술검정공단이 관리함으로써 더욱 엄격해져 일반검정 합격률은 1976년
21.1%에서 1977년 17.3%, 1978년 14.1%, 1979년 12.6%로 크게 떨어졌다. 그리고 기능사 2
급 합격률은 1976년 26.8%, 1977년 18.1%, 1978년 15%, 1979년 17% 밖에 되지 않을 정도
로 기능사 2급 취득은 어려웠다(박영구, 2012b: 26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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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정부, 기업, 학교 등이 서로 협력하는 체제로 시작되었다(최규남, 2003:
220). 1976년 3월 시도별로 시설이 우수한 1개 학교씩을 지정하여 총 11개 학
교가 운영되었으며 연간 졸업생은 9,000여명이었다(김윤태, 2002: 107). 시범공
고 학생들 중 특히 ‘해외진출 기능사 중점양성 과정’에 선발된 학생들은 여러
가지 특전을 받았다. 따라서 중동 파견 기능공은 현장에서 몇 년 만 고생하면
집 한 채는 장만할 수 있었다(오종쇄, 2011:147). 이와 같이 기업에서 필요한
기능공 양성을 해당 업체에 맡기지 않고 정규 교육기관인 공고에서 대행하도록
한

것은

1970년대

한국

발전국가의

한

특성을

보여준다(최규남,

2003:

220-222). 이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숙련공으로 만들어 대기업에 취
업시키는 것으로 기능공 본인도 좋고 기업도 혜택을 입어 공업 구조를 고도화하
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런 구도는 국가, 기능공, 기업이 상호 배
태된 관계로서 국가가 기업의 도구였다기보다는 국가의 기능공 양성은 하나의
재분배 정책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셋째로, 특성화공고는 기계공고와는 별도로 전자, 화공, 건설, 제철, 철도, 광
산, 군 기술 등의 부문에 필요한 기간 기능공을 양성하기 위하여 영역별로 1-2
개교씩 1978-1979년간에 12개교가 지정되어 육성되었다. 특성화공고의 교육목
표는 각 분야의 현장에서 설비를 조작 · 보수할 수 있는 기술 요원을 양성하는
데 있었다. 그래서 학과 명칭을 보면 다른 공고의 학과보다 아주 세분화되어 있
었다. 결국 특성화공고는 현장에 투입하여 곧바로 일할 수 있는 완성 기능공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었고, 더 세분된 특정 분야 기능공을 양성하는 것
이 주 목표였다(최규남, 2003: 222-223). 이러한 특성화공고는 사실상 취업이
보장된 것으로 당시 농어촌의 중하층 출신 청소년들의 인기를 끌었다.
공고의 특성화 정책은 중화학공업 건설에 필요한 핵심 기능 인력을 단기간에
확보하려는 정부, 특히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었다. 따라서 이
정책은 그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감독과 지원이 철저히 이루어져 그 효과가 컸으
며, 전체 공업교육 수준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기여했다(김윤태 2002: 109).
이외에 일반 공고도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다. 물론 엘리트 공고인 기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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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특성화공고를 육성하는데 일차적인 중점이 두어졌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대
상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립이 대부분인 일반 공고를 당시 ‘우
수 공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는 능력 있는 기업인이 학교를 지원,
신설, 인수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였다. 이와
함께 전통 있는 명문 공립 공고들도 이전의 대학 진학 공부에서 벗어나 중화학
공업화의 산업역군을 배출하는 본래의 역할을 찾기 시작하였다. 1977년부터는
기능사 양성에 적극 참여하여 1970년대 말에는 55개 일반 공고가 졸업생의 약
70%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여 1970년대에 걸
쳐 각종 통로를 통해 양성된 기능공의 숫자는 1979년까지 최소 80만, 최대 100
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류석춘·김형아, 2011: 142).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인문계 고교 평준화’와 ‘공업고등학교 특성화’는
제도적 상호 보완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그것은 실용성이 없는 다수 인문계 교
육과 맹목적인 대학 진학 풍토를 제어하고 기술 · 기능 교육의 엘리트화와 위상
제고를 통해 산업 강국을 위한 사회적 기초를 혁신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중학
교 평준화에 이어 고등학교 평준화로 고교 진학률은 대폭 상승하였고 대학 입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박병영, 2009). 이와 같이 상급기능자를 양성하기 위한
‘공업고등학교 특성화’ 정책은 “당시 사회의 중하층 계층 특히 농어촌의 중하층
계층에게 새롭고 전도가 유망한 직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역동적인 교육정책임과 동시에 평등지향적인 사회정책이기도” 하였다(류석춘·김
형아, 2011: 126-127).
이로써 농촌에 존재하고 있는 잠재적 실업자들인 농촌 잉여인구(핫또리,
2007: 81)가 될 가능성이 컸던 농어촌의 중하층은 기능공 양성이라는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이용해 계층상승해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던 것이다. 수확체감
적 경제활동인 농업이 아니라 수확체증적 경제활동인 공업에 중점을 두었던 한
국의 발전국가가 일으킨 중화학공업화는 사회의 노동력을 대거 숙련화하고 임금
을 상승시킴과 동시에 각 계층의 기회구조에 일대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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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기술사 · 기능장 · 박사 교육의 기본 이념과 국가기술자격제도
와 응시 요건

출처: 류석춘·김형아, 2011. 「1970년대 기능공 양성과 아산 정주영」. 『아산 정
주영과 한국경제 발전모델』. p.111.
* 그림의 연수는 상급단계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기한.

한국의 국가기술자격제도는 독일의 ‘마이스터’제도라는 기능자격제도를 벤치
마킹해서 만들어졌다(전상근, 2010). 위의 <그림 2-1>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고
졸 2급기능사가 고숙련화(upskilling)과 자격지위 상승을 할 수 있는 통로가 계
통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다. 이는 실업계 대학 동계진학제도와 창업지원제도 등
과 더불어 기능공이 중산층의 중 · 상으로도 사회적 지위와 계층 상승을 성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여러 가지로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정렴,
2006). 다시 말해 기능공이 기능대학을 거쳐 기술공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대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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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 될 수 있고, 기능장도 될 수 있고, 기술사도 될 수 있으며, 석사, 박사도
될 수 있는 것이었다. 1970년대 양성된 2급 기능사는 언제까지나 2급 기능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다. 반면, 주로 수동 기계를 사용했던 1970년대 2급 기능사
자격에 안주해서는 1980년대 이후 종합적인 고숙련을 요구하는 공업구조의 급
격한 기술적 변화 속에서 지위 하강을 겪거나 도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한편, 다른 하나의 기능공 충원 통로는 직업훈련이었다. ‘직업훈련법’은 서독
의 기능인력 양성제도에서 영감을 얻어 성립된 것이다. 이 법을 입안한 전상근
(2010: 178)은 ‘라인강의 기적’이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숙련된 독일 기능 인력
의 소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는 종래의 기능 인력 양성 체제를 뿌리부터 개
혁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공업학교 중심의 단일 기능 인력 양성 체제에서 벗
어나 이 과제에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산업계가 주도하는 직업훈련제도
를 도입함으로써 기능인력 수급의 갭을 직업훈련제도로 메우기로 했던 것이다.
본격적인 공공직업훈련의 확충은 주로 국제원조 자금과 차관 자금으로 이루
어졌다. 검정합격률을 보면 직업훈련원이 매우 높고 또 기복이 적었다. 이는 직
업훈련원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준다. 기능사 2급 전체 합격률이 1976년
26.8%, 1979년 17.9%밖에 되지 않음에도 직업훈련원 수료자 합격률이 1976년
73.8%, 1979년 74.1%인 것은 직업훈련원의 질적인 성공을 보여 주는 것이다
(박영구, 2012b: 266). 그것은 이유가 있었다. 여기서 군대식으로 규율 잡힌 기
능공을 양성해낸 직업훈련원의 독특한 과정과 직훈 출신 기능공들의 숙련 수준
등 특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직업 훈련이 생기고 그 이후로 계속 늘어났다. 처음
에는 6개월 과정이 생기고 다음엔 1년 과정으로 바뀌어 10년 이상 운영을 하였
다. 현장의 장비라던가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인해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론적
인 어떤 결합을 더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나중에 2년으로 또 바뀌었다. 처음
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또 옛날에는 또 저학력이 많았으니까 처음엔 중졸생 이
상, 그 후 1년제가 됐을 때는 고졸 이상을 자격기준으로 하였으며 당시에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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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주로 한 훈련을 많이 시켰다. 직업훈련원 원장은 대
부분 육군 준장 출신이어서 군대식으로 훈련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직업
훈련원 출신들이 훈련도 체계적으로 잘 되었고, 거기에 종사했던 교사들도 잘
순종하는 기풍이 이루어져서 훈련은 체계적으로 잘 되었다. 게다가 전부 국립이
다 보니 훈련 시설이나 장비가 공업고등학교에 비해 우수하였다. 풍산금속 안강
공장도 직훈 출신을 많이 뽑았는데, 한창 인력을 1년에 천 몇 백 명씩 뽑을 때
에는 대구, 포항, 진주, 부산, 전주, 성남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뽑았다(ㅇㅂㅅ
).36)
1980년대 전반에도 직훈 - 1년제 - 에 들어가면 3월 한 달 동안 전부 다 모
여서 피티 체조를 하고 포복도 하고 단체 얼차려를 받으며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였다. 목표인 2급 기능사 자격을 따기 위해 수료하기 전부터 시험을 치는데
7~80명 가운데 한 6명은 전반기에 합격하여 7월에 취업하였다. 대다수는 10월
에 땄고 좀 처지는 원생들도 졸업 전인 12월에는 따서 결국 거의 다 합격하게
만드는 직업훈련원이었다(ㄱㄱㅅ).37)
연고를 통해 생산직으로 입사해 관리직으로 발탁되어 평생을 안강공장의 노
무담당을 맡았다가 이사로 퇴임한 ㅇㅂㅅ은 직훈 출신 기능공들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옛날에 이 젊은 사람들은 요령 피울 줄도 몰라요. 위에 선배가 시키면 시
키는 대로. 그렇게 또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군 출신 밑에서. 충성을 다하
면서 교육을 받았다 이거지... 그 당시에 70년대에 산업이 발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체계에서 이런 사람들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가
장 많은 혜택을 받은 데가 풍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풍산은 병역 특례자가
절반 가까이 됐으니까. 그때 병역 특례 제도가 있어서 굉장히 혜택을 받았습
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는 노사분규가 일어나면서 앞뒤 모르고 달려든 사람

36) ㅇㅂㅅ씨는 앞에서 소개한 풍산 안강공장 前인사·노무관리 이사이다. 30년 이상을 안강공장에
봉직한 안강공장의 산 증인이다. 필자는 2012년 11월 5일 영천에서 인터뷰 하였다.
37) ㄱㄱㅅ씨는 풍산 안강공장 생산팀 반장이다. 2013년 5월 24일 안강에서 인터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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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 이 사람들입니다만.

그는 그 당시 나라 형편으로 어쩔 수 없었지만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한 기능공들에게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룬 공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다.
그런데 “저임금” 문제는 뒤에서 분석할 것이지만 세심한 접근으로 사실을 밝혀
야 한다.
한편, 사내 직업훈련은 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인정직업
훈련’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것은 공공직업훈련 기관처럼 직업훈련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노동청으로부터 보조 받을 수 있었고 정부에 의해 적극 권장되
었다(류석춘·김형아, 2011: 127~129). 여기서 풍산 안강공장의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자. 안강공장 직업훈련소는 속성 과정으로 실습 위주의 교육이었다. 이론
은 하루 8시간 가르쳐서 시험치고 실습은 밤에 스스로 하는 방식이었다. 훈련소
소장은 육군 소령 출신으로 스파르타식이었다. 망치가 날라 오고 체벌을 하면서
교육하였다. 식당에 갈 때도 직각 보행으로 이동했으며 머리카락도 단속했다.
초기에는 농사를 짓다가 온 사람도 많았다. 자격증을 남발한다는 비판도 있었
다. 결국 안강공장의 사내 직업훈련소는 1982년에 폐지되었다. 국립 직업훈련원
들을 키우려고 이원화는 안 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의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기능공 양성교육, 즉 발전국가의 직업교육
및 훈련 시스템은 긍정적이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는 여러 지표에서 볼 수
있겠지만 일단 교육기관에서의 교육부문과 졸업 후 현 직무의 동질성 조사를 볼
때 1979년 현재 공고는 76.8%가 같고 11.8%가 비슷하다고 하여 전체의 88.6%
가 공고교육 후 관련 직종으로 진출하고 있으며38), 또 공고에서 교육받은 교육
내용을 현 직무에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고의 이 수치는 전문교육인
공업전문대학보다도 크게 높다는 것에서 공고교육의 인력개발과 활용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다(박영구, 2012b: 236~237).39) 이와 같이 1970년대 박정희 정부
38) 1956-1965년 기간에는 50%를 넘지 못했다(오원철, 1996).
39) 산업현장의 평가를 예를 들면, ‘기아기동’의 한 간부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우리는 정부의
기능인력 수급계획에 따라 기계공고 졸업자들을 해마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들은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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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인력 교육정책을 살펴보면, 중화학공업화의 성공과 노동자의 중산층화는
발전국가의 숙련형성 시스템 덕분에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능공 양
성정책은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의 시각에서 보면, 인문계 중고 평준화 정책과
제도적 상호보완성을 이루는 평등지향적 발전국가의 사회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40)

2-2. 풍산 안강 종합탄약공장
(주)풍산의 방위산업체를 살펴보기 전에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의 관계에 대
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오원철(2006: 176-178)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선진국의

경제이론은

이미

존재하는

‘경제에

대한

운영(Operation

of

Economy)’에 있고 후진국의 경우는 공업이 전무한 상태에서 ‘공업구조를 건설
하자(Construction of Economy)’는 것이니, 서로 대상이 다른 것으로 후진국
공업화의 성격에는 선진국의 경제이론과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요소가 존재한
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원철은 중화학공업 건설은 애국심과 의욕에 넘치는 정부와 기업가 그리고
국민이 일심동체가 되는 ‘한국주식회사’ 형태로 추진되어야만 성공할 수 확신하
였다. 목표는 오직 국력증강과 조국의 근대화에 두어야 하며, 흔히 후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리사욕이나 정치적 목적에 의해 방해를 받아서는 결
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후진국 경제개발
에 있어서 국가원수의 역할이 선진국에 비해 질과 강도를 달리한다는 점을 강조
하였다. 경제학자인 남덕우(2009: 134-135) 당시 재무부장관도 후에 중화학공업
화라는 과업은 경제이론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라는 점을 인정했다.
2년쯤 근무하면 어디에 나가도 손색이 없는 우수한 기능사로 성장하고 있다. 로스가 생기면
그 원인을 분석하기에 게을리 하지 않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에다 현장 경험이 접목되니 젊은
기능공들의 숙련도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다. 공업한국의 앞날을 내다볼 때 이들 젊은 기능공들
은 정말로 믿음직스럽다”(동남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 1996: 214~215).
40) 숙련형성레짐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 방법론에 관해서는 양재진(2003), 하연섭(2011),
Thelen(2004) 및 Busemeyer and Trampusch(2012)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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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철이 입안하고 김정렴이 재정적 후원을 책임진 이 중화학공업화 계획은
일본의 경험을 철저히 벤치마킹한 것이었다. 일본은 중화학공업 정책 선언 후
10년 만에 100억 달러 수출 고지를 점령했던 것이다. 중화학공업화로 산업구조
의 고도화를 이룩하고 강대국형 산업구조를 갖추겠다는 일본 따라잡기의 ‘제2
일본론’은 박정희와 그 참모들의 오래 묵은 목표였다(오원철, 1999: 464-470;
박영구, 2012a).
‘수출 100억불, 1인당 GNP 1,000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화학공업
화정책이 선언되었고 중화학공업화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이의 ‘마스터 플랜’이
만들어져야 했다. 이 마스터 플랜은 10년간의 장기계획이 되어야 하며 장기계획
은 연차적으로 풀이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
다. 6개 업종을 주도업종으로 선정하였다. 중점 주도업종인 기계공업의 육성은
너무나 중요하였다. 기계공업이야말로 소재에서 출발하여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그런데도 한국의 기계공업은 다른 업종에 비하여 유
치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수입대체
와 수출의 필요성만으로도 기계공업의 중점육성이 절실하였지만 또 한 가지 간
과해서 안 될 것은 기계공업의 발전 없이는 방위산업의 육성이 불가능하다는 점
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김정렴, 2006; 오원철, 1999).
한국은 1968년 북한의 1·21 도발을 겪은 후 자주자립국방을 내걸고 그해 4
월 1일 향토예비군을 창설하였고 70년대부터 국군 현대화계획을 착수하였지만
이의 무장화나 현대화에 필요한 무기를 전혀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
서 방위산업에는 기계공업을 비롯한 중화학공업이 필요하였다.
이제 발전국가의 핵심적 특징의 하나인 산업정책이 풍산금속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신동업체로서 풍산금속은 1980년대 중반에 세계 10대
신동업체를 거쳐 현재는 세계 최대 단일 신동공장 - 울산 사업장 - 을 가진 세
계 4대 신동업체다. 국내는 물론 세계 비철금속업계에서 풍산의 위상은 세계 철
강업계에서의 포스코의 위상과 비슷하다. 풍산의 방위산업 부문은 5.56mm 소
총탄에서부터 227mm 다연장 로켓탄의 탄두에 이르기까지 군이 사용하는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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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탄약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탄약의 원소재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 일괄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방산 수출 1위로서 순국산 기술로 탄
약분야에서도 세계적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그러면 풍산의 역사를 살펴보고 창업주와 기업의 특징을 분석해 보기로 하
자.
창업주 류찬우는 1968년 일본의 중고 장비를 들여와 부평에서 풍산금속주식
회사를 창업했다. 그는 기업을 일으키지만 돈을 벌기보다도 당시 허약했던 국가
산업발전에 힘을 쏟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비철금속소재 가운데서도 구리를 선
택하였다. 현대문명에서 구리가 들어가지 않는 제품은 없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일본 기술자로부터 기술 전수를 받았으나 당시로서는 현대 장비를 제대로 조작
할 기술이 없어서 특유의 혁신을 해야만 했다(박준엽, 2010). 연 황동 6,000톤
생산으로 시작해 1970년 4월에 조폐공사로부터 소전(素錢) 제조업체로 지정받아
독점생산자가 되고 1973년에 최초로 대만에 수출했고, 1990년에는 일본에까지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현재는 세계 최대 소전 수출업체이다.
박 대통령으로부터 방위산업에 참여할 것을 직접 권유받은 직후인 1970년 7
월 정부가 풍산금속을 국가 5대 핵공장의 하나로 지정했다. 이것은 주요 방위산
업 계약업체로서 풍산금속의 잠재력을 인정한 것으로 풍산금속은 중요한 도약을
하게 되었다. 정부의 요청에 응하여 일본 닛쇼 이와이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해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공장을 확장하였다. 회사가 커감에 따라 풍산금속은 숙련
도와 기술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다. 결국 1977년 풍산금속은 KAIST의 도움
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NASA에 근무하다가 귀국하여 KAIST에 자리 잡은
과학자 김영길 박사와 합작으로 개발한 리드프레임(leadframe)을 비롯하여 여
러 신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한국 회사들은 외국 기술을 수입하는
데 급급하고 있었지만, 풍산은 리드프레임 신기술을 서구에 수출하기에 이르렀
다. 박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로 인해 다른 세 개의 구리 생산업체를 제치고 방
산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류찬우는 1970년대부터 방위산업의 상징적인 기업
인으로 부상했으며 1980년부터 1999년까지 방위산업진흥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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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에 안강 종합탄약공장을 준공하였고 방위산업체로 공식적으로 지정되
었으며 1976년에는 국가 정밀기술 1급 공장으로 지정되었다. 1980년 온산공장
준공으로 연 15만톤 규모의 세계적 신동기업으로 도약했으며 수출 1억불 탑을
수상했다. 1982년에는 동래 제1병기창을 인수하여 풍산금속의 동래공장에 통합
시킴으로써 4개 공장을 거느리며, 부평과 온산공장에서는 구리와 동합금 제품을
생산하고 안강과 동래공장에서는 각종 총포탄, 공구, 기계, 게이지, 정밀금형과
반도체 부품인 리드프레임을 생산해 오고 있다. 1988년 6월 기업 공개를 하고
10월에는 온산 제2공장 준공으로 신동제품 연 25만 톤 생산시설을 구축함으로
써 세계 최대 신동기업이 되었으며, 다음해 (주)풍산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1983년에는 동래공장 내에 정밀금형공장을 준공한데 이어 1992년에 기계공업에
본격 진출하여 2004년에는 신관 및 정밀기계부품 제조회사를 인수하여 초정밀
가공기술을 바탕으로 첨단탄약체계와 항공우주 분야에도 새로이 진출하고 있다.
(주)풍산은 2012년 말 현재 생산직 2,393명과 관리사무직 610명 등 총 3,422명
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국내외 방산 매출 6,474억 원으로 한국 방산업체 매
출 순위 8위이며 방산 수출은 2008년 이래 6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외
민수 매출은 1조 6,940억 원이며 현재 세계 최대 소전 생산업체이다.
그러면 창업주의 출신배경과 경영철학을 소재로 하여 기업의 특징을 살펴보
자. 첫째, 당시 한국에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비철금속사업을 선택한 것은
생산주기를 간파한 류찬우의 기업가 정신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모험을
좋아하는 천성이 있어서 남이 안하는 분야에 도전하여 성공하는 것을 보람으로
삼아왔다고 한다(이코노미스트, 1986.4.20). 창업자 류찬우가 신동산업에 투신하
기로 결심한 것은 한국과 일본의 산업단계를 함께 시야에 넣고 비교우위라는 틈
새를 발견한 안목에서 비롯되었다. 생산주기(production cycle)를 간파한 것이
고(Cumings, 1987), 국가 주도적 경제개발 하에서도 자본가·기업가의 자생적
활동이 짝을 이루었다는 치버(Chibber, 2002)의 주장을 입증하는 하나의 사례
라고 할 수 있다. 류찬우는 1959년에 도일하여 십년 가까이 무역업에 종사하면
서 월남에 전쟁 물자를 수송하면서 부를 일구었다. 이때 본 것이 노동자들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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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인상 때문에 사양 산업화되고 있던 일본의 신동산업이었다.
당시 한국의 실정은 소규모공장으로는 공업화 전야의 급증하는 구리 제품의
수요를 맞출 수가 없었다. 전쟁의 부산물인 탄피를 모아 재가공하는 수준이었
다. 이제 대규모 현대식 기계를 갖춘 공장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또 하나 매력
적 요인은 박정희 정부의 2차 경제계획(1967-1971)에 철강, 중기계, 화학공업
등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었다. 그는 이러한 중화학공업을 펼치기 위해서
는 구리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비철금속산업이 필수적으로 따라간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는 식민지 시기인 1941년에 현 대구공업고등학교의 전신인 대구공립
직업학교를 졸업했다. 그리고 1959년에 서울에서 풍산산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무역업을 했는데, 공고에서 엔지니어링 훈련을 받은 경험을 활용하여 디젤엔진
을 수입한 경력도 있었던 것이다(Kim, 1992).41)
둘째, 풍산금속의 경우 당시 다른 많은 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업인이
최고 권력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생산적인 정경유착'
으로 발전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류석춘, 1997; Lew, 2013). 류찬우 사장은
연고로 인해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하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등 세 명의 최고
권력자와 끈끈한 교유를 하여 당시 재벌들도 부러워했다(윤응렬, 2010). 박정희
대통령과의 인연은 1970년 방위산업을 위한 ‘4대 핵공장’(조선소, 자동차, 주물,
총포)42) 건설에 있어서 총포탄피를 생산할 신동업체를 물색하던 중 ‘4대 핵공장
사업단’ 단장인 황병태 경제기획원 운영차관보가 구리제품을 생산하고 있던 풍
산금속을

추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김학렬 경제기획원 장관의 방위산업 참여

권유도 거부하던 그는 결국 대통령 앞에 불려가서야 수락하게 된다. 박정희 대
통령이 류찬우 사장의 12대조인 영의정 서애 류성룡 선생의 임진왜란 시 활약
상을 거론하며 류 사장의 활약을 주문했던 것이다(황병태, 2011). 당시 방위산
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정부 측의 간곡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무기에 대한 국내
41) 김중순(Kim, Choong Soon) 교수의 The Culture of Korean Industry: An Ethnography
of Poongsan Corporation은 (주)풍산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서로 필자가 이 연구를 계획할
때부터 이용하면서 큰 빚을 지고 있는 작품이다.
42) 병기생산에 필수적인 비철금속업체 풍산금속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5대 핵공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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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에는 한계가 있고 제품에 대한 검사는 매우 엄격한 반면 이윤은 박할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국내 대기업들 중 방위산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들이 많았다. 참여한 기업들은 애국심에서 방위사업에 참여했다(김정렴, 1997:
107).
풍산금속은 대기업도 아니었고 류 사장도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숭모하는 조
상을 높이 평가하며 대통령이 직접 권하는 데는 유가의 후손으로서의 도리도 있
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사실상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
여 임진왜란 때 군비가 없어 고초를 겪은 조상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탄약자
급화의 의지로 방위산업에 참여하며 부르주아적 돈벌이 보다 나라 강하게 만들
기에서 자신의 사업계획의 정당성을 찾았다. 이런 자기 정당화 논리가 후에 그
의 공장을 확장함에 있어서 박 대통령의 주목을 끌었다(Kim, 1992). 이어 풍산
금속에게 산업은행의 자금이 지원되었다(황병태, 2011). 일반화된 호혜성에 입
각한 보답의 경우였던 것이다(류석춘·왕혜숙, 2008).
더불어 중화학공업화 추진의 실세였던 오원철 당시 청와대 제2경제수석비서
관이 박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챙겨주었고, 김재규와 김시진 당시 청와대 민정
수석과의 교유가 사업 초기에 도움이 됐다. 재계에서도 모두가 부러워하는 연고
였고 인맥이었다(윤응렬, 2010). 류찬우는 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과는 대구공
고 동문이라는 학연을 가졌다. 그가 대구공고의 전신인 대구공립직업학교를 나
왔고 대구공고 동문회장을 맡고 있었다. 노태우는 경북고를 졸업했지만 입학은
대구공고로 하였다가 편입하였다. 류 사장은 그들이 군인인 시절부터 고교 선배
로서 알고 지냈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부패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인으로서의 창조력
과 생산성을 발휘하여 성취를 해보여야 하는 의무와 업계 내에서의 경쟁, 그리
고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해 보여야 정책적 보호가 철회되지 않는 것이
었다(Chang, 2006; 류석춘·왕혜숙, 2008; Lew, 2013). 그것은 달리 말하자면
슘페터식 연고주의43)였다.
43) 최근 산업정책이 ‘지대 추구’와 ‘연고주의’를 창출한다는 비판 논리가 새로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대 추구야말로 자본주의의 근본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지대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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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는 류찬우도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추진 시기에 정책을 주도하고 있
던 실업계 교육을 받은 정책 권력자들과 같이 실업계인 공업학교 출신이라는 점
이다. 한국의 경제개발의 성공은 기술계 테크노크라트, 특히 상공부 소속 테크
노크라트들이 박정희의 급속한 공업화와 권위주의적 ‘자본주의적 발전국가’의
발전에 핵심세력이었음을 보여준다. 상공부 테크노크라트들의 실용적 접근 방식
덕분에 1960년대 한국의 수출주도 공업화가 특수한 성격을 띠었다. 그들은 열
렬한 경제적 민족주의자이자 경제개혁의 핵심입안자로서 1970년대의 중화학공
업화를 이끌었다. 상공부 테크노크라트들과 경제기획원 경제관료들-오원철은 이
들을 이코노크라트(Econocrat)라고 불러 자신이 속한 테크노크라트와 구별하고
있다-의 사고와 접근법이 달랐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비밀이 아니었다(김형아,
26-7).
인맥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도 실업계인 사범학교 출신이고, 김정렴 비서실
장도 강경상고와 일본 오이타 고등상업학교(전문대)를 졸업한 실업계 출신이며,
오원철 수석도 공대 출신이고, 전두환 대통령도 공고 출신이었다. 게다가 가난
한 가정의 출신이 리스크가 큰 중후 장대한 사업에 흥미를 가지는 경향이 있는
데, 박정희와 류찬우, 전두환, 그리고 실향민인 오원철, 나아가 현대의 정주영이
그런 성향을 공유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학력 배경은 류찬우로 하

수익, 높은 임금, 과세 가능한 높은 소득 등의 형태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느냐 아니냐 하는
점이다. ‘완전 경쟁’이 추구하는 이론의 종착지는 제조업자에게 부를 창출해 주지 않는 상황이
다. 이 같은 ‘지대 추구’ 논리에다 이제는 산업정책이 연고주의를 만든다는 주장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맬서스 식 활동과 슘페터 식 활동과 각각 연관되는 연고주의를 구별해야 한다. 맬
서스 식 연줄은 자기 나라를 수확 체감의 길로 이끌게 된다. 반면, 슘페터 식 연줄의 경우에
는 ‘역사적 수확 체증’(수확 체증 및 급속한 기술 변화의 복합물)이라 부른 환경에서 생산이
이루어진다. 자본주의의 본성은 결국에는 완전 경쟁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다.
경제발전은 국가의 공적 이익을 자본가들의 사적 투자이익과 일치시키려는 것이기도 하다.
연고주의가 없는 경제란 신고전파 경제학의 모델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의 모든 큰 이익
이 걸린 활동에는 연고주의가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 원조를 기반으로 삼는 연고주의 대신에,
슘페터 식 연고주의를 택하면 빈국들은 경제적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슘페터 식 연고주의
는 한 나라와 전 세계의 경제적 파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슘페터 식 경제 활동은 수확
체증, 역동적인 불완전 경쟁, 안정적인 가격, 전반적으로 숙련 노동, 중산층 창출, 불가역적
임금(임금의 고정성), 생산자의 고임금으로 이어지는 기술 변화(포드주의 임금 체계), 거대한
시너지 창출(연계, 클러스터)의 특성이 있다(Reinert, 2007: 25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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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 기존 한국 사회의 엘리트 코스에 대하여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한 것으로
보인다.

무슨 일이든 한 가지라도 끝을 맺어야죠. 이것저것 하려다간 안됩니다. 한
가지에만 전력투구하다 보면 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회사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나 자신도 별로 학벌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학벌이 좋고 머리가 좋다는 우월감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KBS제1라디오 ‘사차원 방정식’ 인터뷰. 1986. 9. 1.).

1970-80년대에 병역특례를 통해 풍산 안강공장에서 사무기술직으로 근무한
서울대 공대 졸업자로 퇴사 후 다국적 기업 3M의 최고경영자가 되거나 변호사
가 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현재 풍산의 방위산업부문을 총괄하여 국산 기술개
발과 2008년부터 6년 연속 방위산업 수출 1위라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경영
자는 지방대 출신의 기술자 출신이다. 이렇게 보면 앞에서 설명한 박정희 정권
의 평등지향적 기술 · 기능자 지위 상승 정책 이념이 류찬우와 풍산에 배태돼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돼 1980년대에 기승을
부린 ‘다각화 경영’ 즉 ‘문어발식 경영’으로 재벌을 형성해 가는 대기업의 길을
마다하고 전문화를 고수한 특징을 가졌다는 것이다. 사업보국이 목적이라면 전
문화가 방법론이라는 것이 그의 신조였다.

풍산은 남하고 소비재까지 경쟁하면서 사업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돈만
벌기 위해 기업한다는 생각은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우리 대기업 중에도
그런 회사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을 존경합니
다. 소비재 하나 갖고 있는 게 없어요(주간매경, 1987. 2. 12.).

류찬우는 위와 같이 공개적으로 재계 동업자들을 비난할 정도로 ‘문어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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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 비판적이었다. 따라서 그는 당시 만연하던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에도
가담하지 않아 공장들 외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가지지 않았으며 사옥도 없이 지
내다가 2011년 말에야 창업 43만에 비로소 사옥을 지어 입주했다. 그는 “개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사회 공기업이며 기업의 발전을 통해 국가와 겨레에 공헌하
고 기업도 함께 번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im, 1992). 이러한 입장은 건설적
인 기업 활동을 애국으로 간주하는 그의 유교적 가치관과 경제적 민족주의 신념
인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와 그의 테크노크라트들은 우리나라의 기업이념이 전
문화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오원철, 2006: 583). 신동산업으로서의
전문화를 고수하며 수출을 개척하는 풍산금속의 경영노선은 민족주의적인 박정
희 대통령과 그의 중화학공업화 참모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한국 발전국가가 대기업을 육성한 것은 문어발 재벌이 되라고 한 것은 아니
었다. 전문화 대기업으로 세계적 기업이 될 것을 기대한 것이다. 이렇게 대기업
과 재벌을 구별해 보면, 박정희의 모순된 인식, 즉 대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도,
재벌의 행태를 비판하는 모순을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기업을 ‘사회적 공기’
(社會的 公器)로 보는 유교적 ‘공천하’(公天下) 관념이었다. 그렇다면 풍산금속의
전문화 고수는 박정희의 경제관과 일치하는 하나의 전형적 사례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44)
아들을 과학자로 키워낸 기능공 ㅇㅂㅁ(2012.11.26. 안강)은 풍산이 신동산
업 전문화를 고수하는 것에 대하여 “기업 이념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일종의 의
무감 하나는 높이 평가하고 싶다”면서 “위험은 항상 존재하지만 한편으로는 바
람직하다고 본다. 향후 신소재 확산 시 대체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고 주
장한다. 또 다른 기능공 ㄱㅇㅎ(2012.11.26. 안강)도 “문어발식 경영을 하지 않
았으니 지금까지 이렇게 기업이 탄탄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현재 경북에서는
44) 한편, 암스덴은 전문화의 원칙은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은 업종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후발공업화의 논리와는 근본적으로 모순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Amsden, 1989). 전문화를 고
수한 풍산금속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박정희 발전국가 경제관의 성공 사례이자 한
측면이지만, 재벌화 즉 ‘비관련 다각화’를 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규모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이에 풍산은 ‘관련 다각화 경영’과 첨단기술사업에 진출함으로써 제2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http://www.poongsan.co.kr/kor/mai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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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포스코, 풍산 순이다. 자식 입사시키려고 부모들이 줄을 섰다”고 세간의
인기를 전했다. 풍산의 전문화 고수가 기능공들이 회사에

높은 신뢰를 보내는

한 요인이 되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풍산은 기업의 전문화를 고수함으
로써 자기 규율을 보여주었으며 발전국가와 기능공에 상호배태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창업주의 유교적 ‘효’ 관념과 경제적 민족주의 이념이 사업의 성
공과 가지는 관련성이 중요하다. 한 사회가 저축을 투자와 생산으로 전환하는
메커니즘은 인간의 직관, 숙련, 도구, 의지 그리고 리더십이라고 한다(Reinert,
2007). 이것들은 매우 엄혹하고 역동적인 역사 창조의 요소들로 신고전학파 경
제학의 건조한 이론적 시각이나 또는 마르크스주의의 냉소적인 비판의식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다.
‘자본주의 정신’이 한 나라의 산업화와 근대화를 초래하기 위해서는 민족주
의, 그것도 ‘경제적 민족주의’가 발흥해야 한다(Greenfeld, 2001). 한 국가가 경
제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가 필수적인 통과 단계이다(Reinert, 2007).
선진국을 부러워하여 ‘모방’하고 겨루면서 따라 잡아 이기려는 민족주의 정서와
이념이 국민적 정체성과 애국심을 형성하여 자국 경제와 발전과 승리를 위하여
국민들이 ‘국산품 애용’ 운동과 같이 자국 기업을 지지하고 국제경쟁에서 자국
기업이 이기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단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Greenfeld,
2001).
류찬우에게는 효와 관련하여 남다른 사연이 있었다. 그의 증조부는 조선시대
고종 대에 진사에 입격한 학자로 예학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영남에서 명망이
있었다. 그러나 살림이 가난하기 짝이 없어서 고향인 안동 하회를 떠나 처가가
있는 청송으로 이주하였다. 고향을 떠난 이 일은 이 집안의 깊은 한으로 남아있
었다. 류찬우도 어린 시절에 극도의 가난을 면치 못했는데 이 집안 구성원들 모
두의 숙원이 고향인 하회로 귀향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효도하는 것이었다. 류
찬우의 치열한 인생도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Kim, 1992). 사
업에 성공한 류찬우는 하회에 한옥을 짓고 금의환향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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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는 지기인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은 2009년에 다음과 같이 류찬우 회장
을 추도하였다.

‘조상에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되겠다.’ 학록(류찬우의 아호: 필자) 형이 생
전에 되뇐 다짐이었습니다. 조상 중에 특히 서애 선생을 염두에 두셨을 테지
요. 나는 학록 형이 그 다짐을 충분히 실천했다고 믿습니다. 대체 사람이 일
을 얼마나 해야 합니까? 무릇 삶이란 자연의 섭리에 따라 마침내 자연의 품
으로 돌아가기 마련이지만, 학록 형도 허무주의를 멀리하며 사람의 정신은
그의 자취와 더불어 면면히 기억된다는 믿음을 품고 살았지요. 이것은 무엇
보다도 학록 형의 경영관과 국가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분이 12대 선조
인 서애 류성룡 선생이었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1957
년에 무역업을 시작할 때나 1968년에 비철금속 기업을 설립할 때 학록 형은
회사명을 본향 그대로 ‘풍산’을 고집했습니다. 그 속에는 임진왜란 당시 탁월
한 지략과 용기, 사심 없는 애국적 헌신으로 초토의 국난 극복에 앞장섰던
서애 선생에 대한 존경과 흠모가 깃들었을 것입니다. 산업화의 기치를 내건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 투자 유치에 나선 1967년, 일본에서 베트남전쟁 특수
를 맞아 무역업에서 크게 성공한 학록 형이 미련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조국
으로 돌아오는 결단을 내렸을 때도 서애 선생의 영향은 컸을 것입니다(학록
류찬우 회장 10주기 추모 화보집, 2009: 12-13).

이와 같이 조상과 역사를 의식하면서 행위하고 사는 것이 유교의 사생관이었
다. ‘조상에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되어야 하고, 조상의 한을 풀어야 한다는 강
박관념과 조상을 남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재현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경제 하려
는 마음과 자기 규율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캘빈의 예정설로
인해 불안에 떠는 개신교도의 윤리와 기능적 등가물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
해 ‘효’ 관념이 한국 자본주의 정신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류석춘·최우영·왕혜숙, 2005; Lew, 2013: 25-46).
류찬우 사장은 일본 기업으로부터 기술도입을 시도하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다. 1982년 반도체 부품인 리드프레임을 세계 최고의 품질로 개발해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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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앞으로도 일본에는 제품 수출만 하지 기술 수출이나 라이선스 판매는 하지
않을 작정”이라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류찬우는 기업 경영의 역할과 의미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한 기업이 열심히 한 우물만 파서 세계수준의 제품을 만드는 세계적인 기
업이 될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족산업이 된다고 봅니다(이코노미스트 제51호,
1986.4.20.).

국가 상대의 방위산업에서 돈을 벌 생각은 별로 없다. 400년 전 서애 선생
의 유지를 이어받고 있다는 사실이 눈물 나도록 고맙다(풍산, 2009: 9).

기업인이 이와 같이 기업의 공적인 역할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은 한 민족과
국가가 ‘따라 잡기’와 경제적 민족주의를 추진하던 시기에는 별로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세계 최초로 산업화를 이룩한 영국도 근대 초기 경제적 민족주의 시
기에는 국가의 공동선을 배타적으로 우선시하였다. 즉 사익은 공익 내지 국익에
복종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Greenfeld, 2001: 26). 개신교 윤리가 아니라
민족주의야말로 자본주의 정신의 원천이며 근대 경제 출현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Greenfeld, 2001: 21-24). 민족주의는 ‘모방’의 원동력이다. 민족주
의는 국제적 경쟁을 내포한다. 그렇다면 씨름 삽바를 잡고 부대껴야 한다. 그러
한 치열한 행위가 ‘모방’이라는 개념으로 일컬어질 수 있다(Reinert, 2007:
71-100). 그렇게 보면 박정희의 경제적 민족주의45)가 실제는 투쟁적인 민족주
의였다. 이와 같이 한국 발전국가와 풍산금속 기업인의 경제적 민족주의는 상호
배태돼 있었다고 할 수 있다.

45) 이승만 대통령은 철저한 반일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에 ‘모방’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경제
적 민족주의’를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전형적인 탈식민지적 반일 민족주의 입장을 견지하였
다. 이에 반해 한 세대 다음인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발전으로 일본을 따라 잡으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방’을 수용하는 ‘경제적 민족주의’를 시도할 수 있었다. 전자의 배타
적 민족주의는 경제성장에는 불리한 점이 있다. 양 대의 민족주의에는 이러한 성격 전환이 있
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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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상호 배태된 관계는 류찬우의 사업 행보가 발전국가의 경제발전 단계
들과 상응하는 현상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1950년대 전후(戰後) 한국에서 무역
업으로 나섰다가 고배를 들었고, 경제 재건에 돌입한 일본으로 건너가 무역업에
대성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신동사업 중심의 비철금속 제조업을 선택하여 소전
사업, 방위산업, 첨단 업종 등을 단계적으로 안정시킨 뒤, 글로벌 시대에 적기를
놓치지 않고 미국, 홍콩, 중국, 태국 등으로 진출한 것이다(풍산, 2009: 13).
경제적 민족주의의 실제를 살펴본 대목에서 경제적 민족주의의 예후에 대하
여 경고하는 그린펠드의 주장 한 가지를 덧붙이고자 한다. 그녀에 의하면 경제
성장에 대한 유일한 위협은 동기부여에 있어서의 변화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민족주의적 열광이 식어가는 결과로서, 경제로부터 다른 목표로 방향을 바꾼다
거나, 또는 성장으로부터 단순히 철수하는 방향 재설정이 경제성장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이라는 것이다(Greenfeld, 2001: 475). 왜냐하면 “근대 경제에 특징
적인 지속적 성장은 자기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민족주의에 의해 자극
되고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이다(Greenfeld, 2001: 23).
풍산과 그 창업주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할 때다. 이 대목에서 풍산의 방위산
업 부문이 안강공장의 기능공들에게 그 동안 처우를 어떻게 해줄 수 있었는가라
는 문제에 대하여 평가를 간략하게 해보자. 풍산 안강공장은 출범 초기에 방위
산업체로서 전망이 좋다고 인식되어서 성가가 높았지만 물량이 한정돼 있는 관
급사업으로서의 한계와 정치적 영향을 받는 관계로 장기 침체를 겪게 되었다.
그리고 풍산의 기본 민수사업인 신동산업부문은 지난 30여 년간에 걸쳐 매출
기준으로 16배 성장하였고(회사 자료) 첨단 제품을 개발하여 수출하는 등 질적
으로 세계 최고의 비철금속 전문기업이 되었지만 비철금속 사업 자체가 원래 수
익성이 낮은 산업이기 때문에 속성 상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하는 자동차나 전자
산업 또는 철강이나 조선 산업 등과는 규모나 수익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80년대 전반까지는 같은 레벨로 취급됐지만 풍산에 뒤쳐졌던 업체들은
고성장을 거듭하였다. 그렇게 역전된 위상은 회복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풍산은 외형이나 임금의 측면에서 중소기업과는 비교될 수 없지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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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서는 평범한 업체에 불과하게 되었다. 방위산업체의 안정성은 동시에
한계로 작용하였다. 더욱이 1990년대에 들어와 10여년을 정권의 정책 방향으로
인해 장기 침체하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인근의 자동차부품업체인 볼레오(舊
만도기계)에서는 2009년 6,000만원이던 기능직 직원의 평균 연봉이 2012년
7,300만원으로 올랐고 성과급 1,000만원 더하여 총 8,300만원이었다. 풍산보다
2,000만원 가까이 많은 것이다(조선일보, 2013.10.31). 만도기계는 90년대 안강
공장 침체기에 이직 대상 회사들 중 하나였다. 후술할 것이지만, 이러한 민수기
업들에서는 노동 강도가 풍산보다 거의 3배는 높았다고 한다. 당시 일감이 기본
밖에 없었던 풍산의 직원들은 오후 5시면 칼 퇴근하는 “풍산 공무원”으로 불렸
다고 한다(ㅂㅈㄹ, 2013.11.11. 안강).
이와 같이 안강공장은 현대자동차나 포스코 같은 중화학공업 부문의 선두 기
업들의 임금 수준보다는 훨씬 처지는 임금수준이다. 이점에서는 이제 격도 다르
고 비교하기 어려운 처지다. 70년대 입사 풍산 기능공이 현재 연봉 7천만 원
수준인데 비해 포스코의 그 동창은 연봉 1억 2천만 원이라고 한다(ㅇㅂㄷ,
2013.11.7., 11.11. 안강).46) 풍산의 임금수준은 금속공업 부문에서 25위 정도
이며 매출 외형도 재계 순위에서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다. 결국 기술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이지만 전문화 기업이 가지는 내재적 한계로 인해 수익
면에서는 평범한 중견 대기업이라는 것이 풍산의 실제 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지역사회에서 풍산 안강공장은 어떤 기업인가? 서울에서 일류
대기업이나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 기업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감하지 못할
지 모르지만, 지방의 지역사회에서 풍산의 안강공장 정규직 전문직 사원은 번듯
한 대기업을 직장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중공업 공장으로서는 환경도 쾌적하
고 봄이면 벚꽃이 만발하는 조경도 아름다워 환경에 만족을 느끼는 기능공들도
다수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사례인 (주)풍산 방산총괄 안강사업장은 일반
적인 대기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신동업계와 방산업계에서 명성이 높기 때
46) ㅇㅂㄷ 계장은 경주공고를 졸업하고 1974년에 풍산금속 안강공장에 입사하였다. 자녀 교육에
도 성공한 전형적인 핵심적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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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규모가 다국적 거대 기업 같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규모나 임금으로 볼 때 한국 대기업의 샘플로 간주하고 분석의 결과를 대기업
일반으로 확장하여 해석해보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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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3년부터 ’86년까지 풍산 안강공장에 입사한 기능공
3-1. 출신 배경과 충원 과정
본 논문의 연구사례인 ‘73-’86년 입사 생산직 사원들을 공고졸 기능공과 직
업훈련원 수료 기능공 집단별로 고교 진학 시점의 가정형편에 대한 구술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그것은 기능자의 길을 선택한 이유를 알기 위한 것
이자 뒤에서 이들의 현재 상태와 비교함으로써 삶의 수준의 변화 내지 계층이동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다. 동시에 풍산 안강공장을 선택한 동기와 입사 방식도
다룬다.

<표 3-1> 공고졸 풍산 입사 기능공의 출신 배경과 충원과정
사

이름

입사

례 (나이) 년도

고향

가정 형편

출신

공고 선택

풍산 입사

입사

학교

동기

동기

방식

농토 없어서 야채
1

ㅊㅊㄹ
(60)

‘73

장사. 공고 합격

부산

밀양 하고도 입학 못할

공고

형편.

기계과

‘下’
父: 면사무소 공
2

ㅇㅂㄷ
(57)

‘74

경주

무원, 17년간 이
장.

3

ㄱㅇㅅ
(56)

‘74

공고
건축과

‘中’
초등학생

경주

때는

下. 근면 검소로

경주

경주 논 3천 평 소유하

공고

게 되어

기계과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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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에
미.

흥

대학진 병 력 특 례 .

학 형편 안 풍산 인기

자원

됨.
서 민 에 겐
공고가
망

전 친구

있다고 권유.

연고
면접

생각.
부모의

고

생을

보며 풍 산 인 기 .

고3

돈을

벌어 병역특례.

실습

야겠다.

父: 면사무소, 경
4

ㅊㅈㅅ
(57)

‘75

군위

주시청

공무원.

밥 먹을 정도.

5

6

7

8

9

10

11

(57)

ㄱㅅㅍ
(55)

ㅇㅂㅁ
(55)

ㅊㄴㅅ
(56)

ㅇㅅㅎ
(55)

ㄱㅌㅎ
(56)

ㅈㅅㅇ
(48)

‘76

창녕

농사.
‘中’

문경 무원.

‘77

‘77

논1천8백평

경주 농사, 축우 3두.
‘中’

‘78

‘81

영주

경주

논 2천평 농사.
‘中下’

父: 출판업
‘上’
父: 농사, 한약재

‘82

영천 중간유통(농한기)
‘中下’

12

ㅁ

(56)

‘83

경주

농사.
‘中下’

부모가

‘산업역군’
의 애국심.

보내 회사

환경

생각을 이 좋고 병

안했다
취직을

역특례도
위

해

병역특례

공고

빨리자립.취 병역특례

취업

공고

까

영주

되니
공고가

제일 인기

어려워

화공과

업위해

실습

병역특례.
집 가까움

취 전망. 병역
특례

경주

당시

공고

가

인기였 기 좋을 때

화공과

다

였다

대성
공고

공고 풍산이

돈이

없어

서

무여건

경주

군위탁

공고

학 금 으 로

기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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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학업 가능

경

병역특례.
대우와

무기에
심

입사

고3

집 안 형 편 방산업체의

종합고

경력

자원

직을 위해

포항

자원

병역특례.

가 정형 편 상

화공과

무원 겸 논 2천평

수용

경주

금속과

父: 면사무소 공
ㄱ

서울북

홍

선택.

줄

화공과
父:

해

공고

화공과

경주 ‘下’

보를

대학

공고

‘中’

정부의

대성
기계과

父: 서울에서 공
‘77

공고
화학과

‘中’
ㅅㅎㄹ

경주

근

자원

생산직
공채

경력직
자원

고3
실습

관 경력직
자원

13

14

ㅅㅇㅎ
(48)

ㅇㅅㅎ
(46)

父: 목수. 재산세
‘84

경주 3만원.

공고

‘中上’

기계과

父: 5천평 농사.
‘86

상주 “먹고 살 정도.”
‘中上’

경주

경북
기계공고
정밀기계
전공

대학
야

보내
한다는

의식이

없

던 시절
대학

병역특례.
집이

가깝

다.

가는

분 위 기 가 병역특례
없었다.

고3
실습

고3
실습

공고졸 기능공들의 가정형편과 공고 진학 동기 등에 대해 구술한 내용을 정
리해 보면 <표 3-1>과 같다. 14명 중 5명은 고등학교도 못갈 뻔하였다. 대학을
보낼 능력이 되는 집은 1곳뿐이었고 14명 중 13명이 대학 진학을 시도할 형편
이 되지 않았고 아들을 대학에 보내야 한다는 관념이나 의식 자체가 부모에게
없거나 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학력과 자녀의 학력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박병영, 2009: 78-79).
여기서 우리 기능공들의 출신배경을 판별할 개념적 조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당시 농촌지역의 계층을 요령 있게 분류할 수 있는 개념이나 기준
이 마땅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구술한 기능공들의 구술
내용에서 기준이 추출하여 판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사실적으로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ㅇㅅㅎ와 ㅂㅈㄹ 등의 얘기를 들어 보면, 1970년대 한국 농촌
의 실상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주위를 보니까, 논 3,000평에 소 2-3마리 키워야 팔아서 등록금 댈 수 있었
던 것 같더라. 국립대학에 합격했다면 빚을 내서라도 시키지 않았을까 모르
겠다. 그러나 자식이 노동은 싫다, 기술 싫다 하고 열심히 공부했다면 그런
경우 대학을 어떻게든 보내는 게 또 일반적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절실히 깨
닫고 기어이 대학을 가겠다는 학생이 당시 일반적이지는 않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ㅇㅅㅎ, 2013.11.14. 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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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1970년) 농촌에서 초등학교 졸업 후 60명 중 5-6명, 많으면 10명 정
도가 중학교 진학하는 형편이었다. 중학교 진학하면 이제 길이 나서 70%가
고등학교 진학하게 되는데, 대학 진학은 그 50%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되었다
(ㅂㅈㄹ, 2013.10.25. 안강).

위에서 ㅇㅅㅎ의 구술 내용을 농촌의 핵심 중간층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어떡하든 자식을 대학에 보낼 수 있는 최소한의 형편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논
3천평 이상 9천평 이하의 농사에 더해 소 두 세 마리 키우는 농가를 ‘중’으로
잡고, 논 3천평 이하의 논농사를 짓는 농가를 ‘중하’, 소작농이나 단순노무자나
무직자를 ‘하’, 그리고 논 9천평 이상 소유 가구나 도시에서 사업하는 가구 및
중급관리 등을 ‘중상’으로 구분하기로 하자.47)
그리고 공고졸 기능공들의 출신 계층을 판별하고 그 계층별 기능공들의 출신
학교와 공고 선택 이유를 정리한 것이 <표 3-2>다. 아래의 표에서 보면, 농촌
중층, 즉 논 3천평 이상 농사와 2-3두의 축우를 하는 농촌 중간층 이상의 계층
출신 공고졸 기능공이 총 사례 14명 중 8명(57%)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은 비록 1970년 경 농촌 상황이긴 하지만 아동의 약 10% 정도가 고등학교를
마친다는 실정에 비추어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은 농촌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가정 출신이 다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 사례에는 80년대 들어와
서 고교에 진학한 사람도 2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농촌 형편이 좀 펴진 영향
을 받았을 것이다.

47) 조은(2000)이 사용하는 ‘상류층(대지주, 대기업가), 중상류층(고급관리, 의사, 변호사, 전문직
종사자), 중하층(중소자작농, 소기업주, 하급관리), 하류층(소작농, 노동자, 무직자)’와 같은 계
층분류는 농촌과 지방 중소도시의 실정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
선 농토 소유의 다과에 관계없이 중소자작농들은 무차별적으로 ‘중하층’으로 치부한다는 점과
지방 중소도시에서 소기업을 경영하는 가구를 농민과 같은 ‘중하층’으로 분류한다는 점이 문제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에서 점포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 벌이가 농사짓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필자가 ‘중상’ 농가의 기준으로 9천 평을 설정한 것
은 그 면적이 1949년 농지개혁의 대상이 되는 하한선으로서 지주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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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공고졸 풍산 입사 기능공의 계층별 출신교 및 공고 선택 이유
출신 학교
계층*

부산

경북

경주

공고

기공

공고

공고 선택이유
기타

합계

취업

가난

대학

(대학

안가는

불가)

분위기

정부

합계

홍보

상
중상

1

중

1

중하
하

1

합계

1

1

1

1

2

7

4

2

7

2

1

3

4

2

2

4

2

1

1

2

14

5

3

1
7

5

3

1

3

3

14

* 상: 대지주, 고급관리, 의사, 변호사, 전문직 종사자
중상: 논 9천평 이상 농사,

소도시 중소사업가, 중급관리

중: 논 3천평-9천평 농사와 축우
중하: 3천평 이하 농사
하: 소작농이나 단순노무자나 무직자.

아울러 형편이 상대적으로 나은 중층 이상 가정 출신들이 경북기계공고와 경
주공고 같은 명문 공고에 많이 들어간 현상도 도시나 일반적 경향과 비슷한 것
이다. 주목되는 현상은 ‘정밀가공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엘리트 숙련공 ㅊㅊㄹ
을 비롯한 중하층 이하의 학생들만이 가난해서 대학 진학을 단념한 반면에, 중
층 이상 가정의 3명은 대학 진학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경제적인 가정 형편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는데도 부모가 한국 사회에서 대학 진학의 필요성을 인식
하지 못하고 있었거나 농촌 분위기가 대학 진학에 관심 없는 분위기에 휩쓸렸다
고 말하고 있는 점이다. “당시는 자식에게 고등학교를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많
이 해준 것으로 여기던 시절이었다”(ㅅㅎㄹ, 2013.11.6.). 그들이 세상 물정을
알았더라면 대학을 가고자 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홍보에 영향을 받고 진
로를 결정한 사람들은 모두 중층 이상이면서 72-73년 유신체제 성립과 중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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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 선언 시기에 고교에 진학했던 기능공들이다.
<표 3-2>를 위와 같이 읽을 때, 공고 졸 기능사들의 경우 절반 이상이 농촌
중층 이상 출신으로 그 중 다수가 대학을 가야된다는 의식이 희박했으며, 중하
층 이하는 대학 진학은 애초에 단념하고 취업하여 돈벌이를 하기 위해 새로 활
짝 열린 기능인의 길을 희망을 가지고 선택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논 3천 평
남짓 농사로 자식을 대학 보낸다는 것은 무리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
을 것이고, 게다가 사립대학일 경우라든가 아들이 여러 명이면 더욱 엄두가 나
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70-80년대 농촌의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대다수 농민
의 자녀들에게 공고와 기능인의 진로는 상당히 매력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아주 특별히 공부를 잘하지 않는 한 일류 대학에 들어가 도시
부르주아지 계층 위주로 짜여 진 엘리트 코스에 진입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형편
이었음을 알 수 있다(류석춘·김형아, 2011: 118-119). 그런 수재라도 학비가 그
래도 저렴한 국립대학에 합격해야 입학금을 집에서 지원받아서 입학한 다음에
가정교사

같은

아르바이트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ㅂㅈㄹ,

2013.10.25. 안강).48) 당시 인문계 고교를 나와서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가질
수 있는 번듯한 직업이 무엇이 있었겠는가? 그런 꽉 막힌 사회적 상황에서 새
로 일어나는 신흥 중화학공업 부문에 취업할 수 있는 공업고등학교의 장점이 대
두되고 정부에서 홍보를 했던 것이다.
한편 우리의 공고졸 기능공 사례 14사례 중 절반인 7사례가 경주공고 출신
인 점이 눈길을 끈다. 경주공고는 이 지역의 전통 있는 명문 공업고등학교로 풍
산 안강공장 기능공의 최다수를 점유해 왔다. 1974년에 경주공고에서 동기 40
명 - 기계과 20명, 전기과 5명, 화학과 10명, 야간부 기계과 5명 - 이 고3실습
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속 중인 5명 중 한 사람인 ㄱㅇㅅ49)의 경주공고 얘
48) ㅂㅈㄹ씨는 인문계고를 졸업하고 군복무 후 풍산 안강공장 사내 직업훈련소에서 선반기능사
2급을 취득하였다. 기능직으로 출발하여 곧 발탁되어 직군이동되어 기획업무와 인사 노무관리
업무로 봉직하고 2013년 정년 퇴직하였다. 관리와 기술 업무 모두에 밝아서 큰 도움을 받았
다. 이 지면을 통해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49) ㄱㅇㅅ씨는 1974년 입사자로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라는 경주 기계면 문성동이 고향이다. 중
학생 때 박정희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마중 나가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공업화를 하면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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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들어보자.

경주공고 기계과는 당시 경북고 합격 성적 수준이었다. 포항 기계(지명임:
필자)중학교의 경우 전교 10등 이내라야 경주공고 합격이 가능했다. 그런 학
교가 나중에 수준이 떨어져 성적 나쁜 아이들이 가는 학교가 되고 말았다.
공립이어서 학교 간 경쟁을 안 하고 무사 안일한 때문인 것 같다(ㄱㅇㅅ,
2013.11.13. 안강).

가장 인기 있는 기계과가 경북고 입학 성적과 같은 수준이라니 경주공고 출
신들의 자부심을 알만 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사후 80년대 들어 공고와 기능
공 양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식어가서 명문 공고의 인기와 위상도 떨어지고
학생들의 수준도 낮아져 갔다. 미국의 시장자유주의 경제학의 세례를 받은 ‘시
카고 보이즈’ 관료들과 관변 이코노미스트들이 시장자유화, 지식사회론, 금융경
제 등을 내세우면서 제조업을 경시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기계
공업 등의 핵심적인 중공업은 일본을 따라 잡기도 전에 시들해져서 부품산업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50)
한편 ‘정밀가공 기능사’ 양성 기관으로 도마다 하나씩 설립했던 특수목적고
중 하나인 경북기계공고는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 생전에 마지막으로 개교한
기계공고로 “큰일을 당하다 보니” 기숙자도 짓다가 말았다고 한다(ㅇㅅㄱ,
2013. 11. 14. 안강). 1983년에 경북기계공고에 입학한 ㅇㅅㄱ은 중학교 성적이
중간 이상 정도의 성적으로 입학했지만, 1, 2회 선배들은 반에서 1-2등을 해야
선발될 수 있었다고 한다.
14명의 사례는 모두 병역특례를 최대의 메리트로 여기고 풍산의 전망이 밝고
성가가 높아서 입사했다고 하였다. 고3 실습은 공고에서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
을 선발해서 우수한 기업에 추천하고 의뢰하는 것이었다. 현장에서 3개월 동안
철도 세우고, “공고 가면 취직 되고 돈 준다”는 비전을 제시했었다고 회고하였다.
50) 박정희 정권의 기능공 양성정책이 단능공(單能工) 중심의 양 위주 정책이었고 80년대 들어와
서 요구되는 기능 인력의 양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의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당시
에 대두됐었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최규남(2003)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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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공으로부터 도제식 실습 교육을 받는 것이었다. 직업훈련의 이중체계(dual
system)으로 유명한 독일은 공장 내에 별도로 설치된 교육장에서의 도제식 실
습훈련을 고수해 왔는데 최근 현장 훈련 방식(OJT)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여 실
습 교육에서도 현장 가까이에서 교습이 행지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平沼
高 외, 2007: 153).
본 연구의 사례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인문계와 실업
계의 분리, 계열화가 학생의 계층적 배경에 의해 상당히 좌우됨으로써 계층 차
이를 강화시키고 가족 배경에 따라 청소년들을 선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된다. 말하자면 인문계와 실업계로 나누어 진학하는 자체로서 장래의 교육
기회와 취업 등이 결정되는 셈이라는 것이다(홍두승·구해근, 2001: 203-210).
그러나 1970년대와 80년대 전반에는 그 의미가 달랐다고 볼 수 있다. 공업
고등학교의 내실을 기함과 동시에 중화학공업을 대대적으로 일으키면서 대학에
갈 형편이 되지 못하는 가난한 집안의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준
것이었다(홍성찬. 2005). 학생들의 계열선택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귀
속적 지위와 학생 자신의 성적 등 업적적 요인이 모두 작용하고 있는 것은 그때
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중화학공업화 당시 특기할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중 적지 않은 수가 공업고등학교를 선택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공고졸 기능사들은 농촌 출신이 72%로 도시에서와 같은 돈벌이 기회
는 희소하지만, 그 대신에 대체로 가난해도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었다. 이렇게
보면 공고졸 기능공들이 농촌 중간층에 배태돼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는 같은 질문을 가지고 직업훈련원 수료 풍산 입사 기능공들의 사례를
분석해 보기로 하자. <표 3-3>에서 보는 직업훈련원 수료 기능공들도 6명 중 5
명은 중학생 내지 고등학생 시절에 대학 진학할 형편이 안 되는 농촌과 지방도
시의 중하층 이하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정한 계층 분류방식에 의하면 판단하면, 소속 계층은 중상층이 1명,
중하층이 1명 하층이 4명이 되었다. 영세농민과 영세어민 1명씩을 제외하면 부
친이나 형제의 사업 실패나 자기 관리 실패로 인해 가세가 기울어졌다.

- 70 -

<표 3-3> 직업훈련원 수료 풍산 입사 기능공의 출신 배경과 충원 과정
사

이름

입사

례

(나이)

연도

고향

가정 형편

출신교

직훈 선택

풍산

입사

/직훈

동기

입사동기

방식

부: 육군 장
1

ㄱㅇㅎ
(55)

교 출신. 공
‘79

안동 직자.

지역

유지.

경일고/
구미직훈
1기

병역특례.

취업.
병역특례

기 업 주 와 자원
동향

‘上’
부:양복점경
2

ㄱㅈㄱ
(53)

재산을 다 잃 병 역 특 례 .

영 ( 과 거 엔 거창상고/ 어서
‘80

거창 上).

진주직훈
2기

‘中下’

사업도 무기제조(대

할 수 없고, 동 기 업 과 자원
병 역 특 례 와 풍산 중 선
취업

택)

중졸 시
3

4

5

ㅅㄱㅇ
(53)

ㅂㅈㄹ
(57)
ㅎㅎㄹ
(51)

‘80

‘81

김해

전곡고/

공고 지원 희

‘下’

진주직훈

망.

논 1천평 농

밀양고/

병역특례
입사와 동시

밀양 사.

월성

ㄱㄱㅅ
(48)

‘85

고령

훈
감포고/

부: 어업.

기
후

사
군복무

시

홍보

득하려고
고3
이전에 풍산이
결심
돈이

직훈
추천

자원

상
성가 자원

가 높아서
없어서

손.자영업에

대륜고/

대학 진학 시

실패.

대구직훈

도는

‘中下’

상위

권 40명 입

포항직훈1 취 업 쪽 으 로 당히

‘下’
부:지주

6

풍산사내직 에 기능사 취

‘中下’
‘81

취업.

직훈

포기.

병역특례

자원

돈벌이 결심

그리고 직훈 수료 기능공들의 출신 계층을 판별하고 그 계층별 기능공들의
출신학교 계열과 직훈 선택 이유를 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 3-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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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수료 풍산 입사 기능공의 계층별 출신교 및 직훈 선택 이유
출신 학교

계층*

인문고

출신 지역

상고

농어촌

직훈 선택 이유

중소도시

취업

가난

원래

(대학

기능인

불가)

희망

합계

상
중상

1

1

1

1

중
중하

1

1

1

1

하

3

1

1

3

2

1

1

4

합계

5

1

2

4

3

2

1

6

* 상: 대지주, 고급관리, 의사, 변호사, 전문직 종사자
중상: 논 9천평 이상 농사, 소도시 중소사업가, 중급관리
중: 논 3천평-9천평 농사와 축우
중하: 3천평 이하 농사
하: 소작농이나 단순노무자나 무직자.

우선 지적할 것은 여섯 식구가 논 1천 평의 농사에 의지하여 양식을 해결하
고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형편을 두고 본인이 스스로 ‘중하’로 평가한다는 점
이다. 이 집 장남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중학교로 진학하지 못하고 농사
를 짓다가 일 년 후에 형편이 조금 펴서 겨우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는데도
말이다. 이는 작더라도 논을 소유하고 있으면 농촌에서는 범 중류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말해 준다. 아무리 소토지 소유자라도 가족이 자급자족
할 수 있으면 농촌 중간층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봐서 그런 자가 평가를 인정하
였다. 그것은 자기 규율, 내핍, 근면이라는 에토스를 실천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보았다.
그는 이어 인문계 고교를 졸업하고, 등록금이 싼 국립대라면 대학을 다녀볼
만 했는데, 국립대에는 낙방하고 사립대에 합격하였다. 결국 돈 때문에 사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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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학하지 못하고 대학 진학을 단념하게 되었다고 한다(ㅂㅈㄹ). 필자가 접해
본 이 구술자는 여간 현명하고 성실한 인물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편에서 대학을 가려고 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그렇다면 지방과 농촌의
인문계 교육 코스에서도 국민 대부분이 가난하던 시절에 많은 사연들이 벌어지
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대학 진학을 단념한 후 수도권의 작은 방위
산업체에 기능직으로 취직하였다가 군 복무를 현역으로 마치고 풍산 안강공장의
사내 직업훈련소로 입사하였다.
필자에 의해 출신 계층이 판별된 결과를 담은 <표 3-4>를 보면, 앞에서 언
급했듯이 총 6명의 사례 중 5 사례가 중하 이하였다. 이것은 83%로 공고졸 기
능공이 43%인 것에 비해 2배에 가깝다. 이는 직훈 수료자가 중소도시 출신 비
율이 66%에 달해, 공고졸의 28%에 비해 2배반에 가깝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도시에서 장사에 관계하다가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 그에 비해 공고졸 기능
사들은 농촌 출신이 72%로 도시에서와 같은 돈 벌이 기회는 없는 대신에 대체
로 가난해도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었다. 이렇게 보면 공고졸 기능공들이 농촌
중간층에 배태돼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직훈 기능공은 다수가 농촌으로부터 뿌리 뽑히고 도시에서도 한계 상
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직업훈련원에 들어갈 때의 이들의 처
지는 공고생들과는 많이 달랐다. 기능과 취업에 대한 절실함과 절박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70년대에 3년제 공고생들은 절실함이 없었다. 반면에 1980년 직업훈련원
초창기에 1년 집중교육을 받는 훈련생들은 중학교 졸업 후 몇 년이 지난 시
점에서 이것 해야 산다는 절실함이 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입사 후에도 평
이 훈련원 출신이 더 좋았었다(ㅅㄱㅇ, 2013.11.4. 안강).

부친이 일자리를 찾아 이주했다가 집이 영락한 위 구술자는 진주 직업훈련원
의 상위권 40명의 일원으로 풍산금속에 입사한 사례다. 위의 주장은 여러 구술
자들에 의해 확인된다. 직업훈련원에서는 육군 예비역 장군 원장 밑에서 엄한

- 73 -

규율 속에 좋은 장비를 가지고 집중적인 기능 훈련을 받았다. 다음은 부친의 사
업 실패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구술자의 이야기이다.

그 당시에는 직훈에 있는 사람들의 실력을 인정하니까 많이 쳐줬죠. 그 당
시에 우리가 특히 배운 건 장갑을 안 끼고 하루에 실습을 4 시간 이상씩 했
습니다. 닦고 기름 제거하고 닦고 기름 제거하고. 다른 데는 일주일에 몇 시
간 있는데 노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 제품을 갖다가 만들어 내야
지만이 기숙사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만들라고 하니까 자기
가 직접 안 하고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ㄱㄱㅅ, 2013.5.24. 안강).

이와 같은 체계적인 기능과 규율은 박정희 시대의 기능공 양성정책이 만들어
낸 산물이라며 자부심을 가지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ㄱㅇㅎ, 2012.11.26. 안강).
한편 근년의 풍산 안강공장의 정년 퇴직자들은 공업고등학교가 강화되고 기
능공 육성정책이 가동되기 이전 세대들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2급
기능사 숙련공들은 거의 없는 것이 당연하다. 현재 풍산의 규정으로는 정년이
57세이므로 1957년생이 2014년 정년 예정이고 공고 졸 76년 입사자들이 그것
에 해당한다. 이 정년자들의 학력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거리이다. 내년
은 병역특례를 받았던 공고 졸 기능사들이 다수일 것이다.
2011-2013년의 3년간 기능직 총 126명의 정년 퇴직자 중에 공고 졸업자는
39명, 일반 고교 25명, 중졸 이하가 62명이다. 그리고 고교 졸업자 중에는 고교
졸업자로 입사해서 재직하면서 전문대를 다닌 기능공이 포함되어 있다(풍산 안
강공장 경영지원팀 제공). 정년이 57세이므로 1954년생부터 1956년생까지이다.
1954년생은 정상적으로 취학해 고교를 졸업하는 해가 풍산 안강 종합탄약공장
이 일부 준공되기 시작한 1973년이었다. 이 때는 중화학공업화 선언이 1월 31
일에 선포되고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양성된 공고 졸업생이 나오
기 전이었다. 그런 공고생은 빨라도 1976년부터 배출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
들은 2급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공고 졸업자는 아니었고, 그나마 공고 출신의
비율은 31%에 그치고 있으며 중졸 이하 자가 49.2%로 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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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능직 내에서 학력으로 인한 차별이 없어졌기 때문에 공고 출신은 물론
중졸 이하 기능직도 1974년 입사자를 예를 들면 2013년 현재 연 7천만 원이
넘는 현금성 임금을 받고 있다. 풍산 안강공장 근속자는 모두 중산층, 그것도
핵심적 중산층이 이미 되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하겠다.
1976년부터는 공고생을 3학년 2학기부터 실습생으로 입사시켰다. 노무 담당
자가 전국의 공고를 돌면서 모집하였다. 공장 인근의 경주공고 출신들이 가장
많이 들어왔고 70년대 말에는 일 년에 1,300명이 들어오고 1,000명이 나가는
실정이었다. 1977년은 안강공장에서 총포탄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해
였다. 77년 2,900여명에서 1980년에는 4,350명으로 생산직이 정점에 달했던 때
이다. 사람을 구해 대기가 바빴던 시절이었다. 2급 기능사들에게는 병역특례가
큰 메리트였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 생시에 풍산금속에 대한 전망이 매우 좋을
때여서 임금을 받으면서 유망한 기업에서 병역 문제도 해결하는 점으로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인사기록부」에서 확인한 바로는 공고 졸업자라고 해서 다 병역특례
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고를 나왔는데도 군 입대로 휴직을 하는 경우
가 적지 않았다. 병역특례는 그야말로 2급 기능사들에 대한 특전이었던 것이다.
한편 입사해서는 당시 권위주의 풍토에서 상사에 복종해야 하고 만약 잘못되면
군에 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압박감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특례를 받
고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직을 하대하는 관리직들에 대한 모멸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진 퇴사해서 군에 입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결국

특례 중에도

경력은 그대로 인정된다는 것 때문에 참고 견디는 기능사들의 어려운 시절이 있
었음은 분명하다. 이렇게 쌓인 울분이 88년 격렬한 노동투쟁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2급

기능사들은

대부분

적극

투쟁에

참여했다고

한다(ㄱㅅㅍ,

2012.11.26. 안강).
그러나 병역특례 기능공이 많을 때에는 18세에서 24세에 해당하는 젊은 기
능공들이 안강공장에 1,800-1,900명까지 근무했다. 이들이 풍산금속 성장의 원
동력이기도 했다는 것이 전직 간부의 평가이다. 2급 기능사 자격은 숙련을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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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으로 중시되었고 특히 기계공고 출신이 선호되었다. 근속
기능사들도 지역연고가 있는 주변 경상도 출신들로 지역 배태성이 강했다. 노사
협조주의는 물론 기본적으로 IMF 경제위기 이후 고용불안이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했기 때문이지만 이러한 지역 배태성이 상호 이해와 협조의 신뢰, 즉 ‘일반
화된 호혜성’(Lew, 2013)이 작동하는데 하나의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풍산 안강공장에 병역 특례로 입사해서 거쳐 간 기능공들의 출신 배경은

전

국 여러 지방의 농촌 및 소도시 중하층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ㅇㅂㅅ,
2012.11.5. 영천). <표 3-1>과 <표 3-3>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까지 근속하고
있는 구술자들 전부 경상북도 지역 출신인 것은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근속이
가능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고향이 먼 기능공들은 병역특례 5년 의무 근무
가 끝나면 대개 집 가까운 곳이나 대도시의 기회를 찾아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매년 인원의 출입이 그렇게 심했다.
가정 형편을 살펴보면 엄밀하게는 20명 중 8명이 가난해서 빨리 취업해서
자립해야겠다는 결심으로 공고나 직업훈련원을 선택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좀
넓게 보면 거의 다 취업해서 돈벌이하는 것을 자의든 타의든 선택한 것이었다.
기술사무직으로 직군 이동한 전 현직 관리직도 집안이 넉넉하지 못해 기능직으
로 나갔던 경우이다. 거의 90%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과 관련해
서 「인사기록부」에서도 확인되고 구술자들도 증언하는 바이지만 연고 채용이 많
았다(ㅇㄷㅇ, 2013.5.24. 안강). 안강의 가난한 사람들이 부탁하면 입사시켜 주
는 경우가 많았다. 형제자매가 함께 안강공장에 근무하는 안강 사람들이 많았
다. 공채 비중을 늘려 갔지만 88년에 과격한 노사분규를 경험한 후에 다시 연고
채용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현저했다고 한다(Kim, 1992).

3-2. 입사 당시 숙련의 수준과 변화
공업고등학교와 국립직업훈련원을 졸업한 2급 기능사들이 입사했다고 해서
바로 생산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었다. 현장 실습을 받아야 한 사람의 기능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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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생산에 임할 수 있었다. 일반적인 회사 규칙과 규정을 교육받고는 바로 현장
에 투입하면 현장에서 가공 실습을 시켜주게 되었다. 대략 3개월이 걸리는데,
현장의 반장과 선배 기능공들에게 조수로 옆에 붙어서 하나하나 배우게끔 돼 있
었다. 그것이 따로 실습 장비를 마련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
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선반 작업인 경우 똑같은 제품을 가공하므로 반복이 되
니까 일면 단순한 작업으로서 손재주 좋은 사람은 더 빨리 배울 수 있었다. 선
반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초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직업훈련원과 공고
를 나온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다(ㅇㅂㅅ, 2012.11.5.).
따라서 2급 기능사들이 풍산금속이 초기에 일어서고, 현재와 같은 세계적인
전문화 기업으로 성장하며, 6년간 방산 수출 1위로서 수출을 주도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그들이 회사 장비를 다 돌리고 우수한 자들은 정비할 수준까지
에 이르렀다. 기능사들의 “영향이 매우 컸다”고 봐야 한다(ㅇㅂㅅ, 2012.11.5.).
한국에 자동화 기계들은 대개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도입되기
시작했다. 안강공장은 단조물을 깎아서 총포탄 탄두를 비롯한 부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선반이 가장 많았고 1970-80년대에는 수동 고속선반 수백 대가 사
용되었다. 때문에 공고졸 기능사들이 경륜이 쌓여 갔고 그들이 공장을 다 돌렸
다. 70년대 공고졸 기능공들이 그러한 지대한 기여와 역할을 할 때 풍산금속에
는 1980년대 초에 이미 CNC51)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스템이 자동화
되어도 사람의 영향과 역할이 결코 적어지는 것 아니다. 고숙련이 더 요구된다
고 한다. 그렇게 자동 선반을 사용하는 작업까지 역할을 충분히 해냈던 기능공
들이 요즘 숙련의 한계에 도달했고 나이 들어 새로운 숙련을 학습하여 자신의
숙련으로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벅찬 일이다.
그런데 요즘 신입 입사자들은 또 한 차원 높은 새로운 숙련으로 무장한 젊은
이들이다. 요즘 마이스터고 같은 데서 그런 것을 가르친다. 이들이 산업화의 중
51) CNC란 Computer Numerical Control의 약자로서 컴퓨터를 내장한 NC를 말한다. 즉 공작
물에 대한 공구의 위치를 그것에 대응하는 수치정보로 지령하는 제어를 말한다. 어떤 가공물의
형상이나 가공조건의 정보를 지령 코드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것을 정보처리회로가 읽어 들
여 지령 펄스를 발생시켜 서보기구(Servo Moter)를 구동시킴으로써 지령한대로 가공을 자동
적으로 실행하는 제어방식이다(안강공장 공무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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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역할을 했던 어제의 공고 출신들을 밀어내고 있다. 신장비는 컴퓨터로 조
작하기 때문이다. 풍산금속은 국내 최초로 1980년대 초반에 일본으로부터 CNC
를 도입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밀어줘서, 산업은행에 장비 - 현 시세로 1억 원
짜리로 매우 고가였다 - 를 맡기고 그 가격의 대출을 받았다. 박 대통령이 풍산
에만 그렇게 해주었다. 당시에는 대출 받는 것이 특혜였으므로 그런 혜택은 대
단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거저 준 거나 마찬가지였다. 모델명은 ‘LF30’이었다.
당시 CNC 선반은 풍산금속, 대우, 대한중석 등 세 개사만 들여왔다. 다른 회사
들은 1990년대 후반에야 도입했다고 한다(ㅂㅈㄹ, 2013.6.18. 안강).
이제는 CNC 선반보다 더 진화된 FMS(flexible machining system: 유연
가공 시스템) 같은 설비가 들어와 있다. FMS는 여러 대의 CNC 공작기계 - 주
로 머시닝 센터(machining center)52) - 를 동시에 제어하면서 다양한 부품을
유연하게 가공할 수 있는 생산설비이다. FMS는 CNC 공작기계 발전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이지만 시스템화된 설비이기 때문에 작업조직이 단위기계의 CNC
화와는 다른 차원으로 바뀐다. 전통적으로 생산직 노동자에게는 요구되지 않던
포괄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시스템 작업집단에서는 필수적인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황덕순, 2002).
멀티 시스템으로 작업하는 설비로 여러 작업들이 동시에 연동되어 수행되는
‘연동 작업’이 수행된다. 여기에는 고숙련의 작업자가 필요하다. 3인 등의 조
(組)작업으로 수행되는데 조합적 사고가 요구되는 어려운 작업이다. 고도의 숙련
이 필요하다. 고숙련의 핵심은 일례를 들자면 ‘보전’(補塡)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공작물을 깎는 바이트도 닳는다. 이 마모 분을 게이징 하면서 보전해
줘야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마모되어서 유격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우리의 신
세대 기능인들은 수시로 보전해 준다. 포탄 가공은 5/10,000㎜ 까지 깎아 줘야
하는 대단히 정밀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ㅂㅈㄹ, 2013.6.18. 안강).
본 연구에서 면접한 기능공들이 숙련에 대하여 가지는 입장은 상당히 양면적
52) 머시닝 센터는 원하는 공구를 자유롭게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고 프로그램에 의해 3차원 가
공이 가능하여, 복잡한 공작물을 효율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기계 · 전기 · 전자 · 통신 분야
기술이 통합되어 만들어진 수치제어 공작기계이다(강기주, 2008: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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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면접한 기능공들은 자신들이 배웠던 기능과 숙련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
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동화 · 기계화와 공정 분할의 심화로 인해 별로 소용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풍산이 CNC 장비라는 첨단 장비

를 도입하여 운용함에 있어서 작업자의 지식부족으로 인하여 장비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원활한 장비 운용을 위하여 사내 직업훈련소를 개소하여
기계가공 분야의 작업자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연간 40-50명의
기능공을 지속적으로 교육 생산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회사의 기술 및 품질 향상
으로 매출증대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현장 생산 기능공의 기술력이 향상됨에 따라 80년대 중반부터 타사에
서 풍산 인력 스카우트 현상이 많이 일어났다. 나름대로 기술력이 있는 기능공
은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하여 타사의 중요 부서에 이직하여 기술 인력의 손실
이 상당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풍산 인력의 지속적인 교육과 역량 강화
를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풍산에서 배출된 기
술 인력들이 한국의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도 할 수 있다(안강공장 공무팀
관계자). 안강공장의 ’70-80년대 기능공들은 NC와 CNC의 조작법을 익혀서 NC
시대와 CNC 시대를 주도하였고, 그 기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CNC’,
즉 FMS도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이다(ㅂㅈㄹ, 2013.6.18. 안강). 이는
’73-’86 풍산 입사 안강공장 기능공들이 자동화에 따른 숙련구조의 변화 속에서
브레이버만 류가 주장하는 ‘탈숙련화’가 아니라 ‘고숙련화’(upskilling) 내지 ‘재
숙련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Penn and Scattergood, 1985).
또한 기술자와 현장 기능인의 향상된 능력으로 제품 개발 분야에도 지원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형상의 가공물을 무난하게 개발하게 함으로써 155mm 장사정
탄, 120mm 전차탄, 청상어, 백상어, 76mm 함포탄, MLRS 등 다양한 품목의
탄약을 생산하여 방산 내수는 물론 해외 수출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안
강공장 공무팀 관계자). 이러한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이 폭발적인 수출 증대
를 초래하여 기능공들의 고임금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회사도 전공에 관계없이 인력 배치를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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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중졸의 비숙련 단순 노무자들과도 큰 차이 없이 연공 근속에 따라 처우
해 왔다는 것이다(ㄱㅅㅍ). 안강공장은 처음부터 연고가 있거나 안강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가족 단위로도 - 물론 초창기이지만 - 입사시켜 포장이나 청
소 등 단순 노무에 배치했다. 1970-80년대 농촌이 아직 매우 어렵던 시절에 안
강에서 풍산 덕을 안 본 집이 없을 정도라는 것이다(ㅇㄷㅇ). 그런 온정주의가
아직 조직 문화에 기본적으로 살아 있는 것 같다.
포항공고를 졸업하고 77년 입사한 후 재직 중에 포항실업전문대학을 다니고
기능직으로 근속하고 있는 ㅊㄴㅅ(2013.5.23. 경주)의 생각을 들어보자. 그는
‘숙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같이 배우려는 열정이 있어서 무심코 지나가다
가도 남의 기계 소리에서 이상을 발견하게 되는 수준이라고 자부하면서도 다음
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기술은 계속 변하는데... 직훈은 금방 배워 나올 때 저 사람 잘한다고 막
하는데, 한 2년만 지나면 새 장비로 곧 바뀌니까 그게 잘 하는 게 아니더라...
옛날에도 교육을 받아서 보다는 특별히 손재간이 뛰어난 사람이 있더라. 83,
4년경에 NC 선반이 도입됐는데, 그때부터 대단한 기능이 필요 없어졌다. 철
공소 출신의 구기능공들이 정년으로 나갈 나이가 다 됐기 때문에 자동기계가
도입된 것이었어요.

위의 구술에서 보듯이 자동 기계의 도입으로 전통적인 수공적 손기술(craft)
은 상당히 ‘탈숙련화’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고졸 기능공이 직업훈
련원에서 단기적 집중훈련으로 단능적(單能的) 숙련을 획득하고 2급 기능사 자
격을 취득한 직훈 출신 기능공들에 대해 어느 정도 구별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전자의 ‘탈숙련화’ 문제는 앞에서 분석한 것처럼 현상적인 것일
뿐 안강공장의 기능공들은 지적인 성격이 강한 고숙련으로 ‘고숙련화’ 내지 ‘재
숙련화’했다는 것을 밝혔다. ‘철공소 출신의 구 기능공’들로부터 맞기까지 하면
서 손기술 숙련을 심화시키던 ’70-’80년대 기능공들은 자동 기계가 도입되자 작
업장을 장악하게 되었다. 구 기능공들은 전혀 영어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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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터 단위를 사용하는 데도 서툴렀기 때문이다. 이제 권위적 작업장의 민주화
가 2급 기능사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것이다(ㅊㄴㅅ; 이종구, 2010).
전통 있는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2급 기능사는 자신들의 숙련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설계, 기계, 전기, 화공 등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작업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
쳤다. 공고 교육과 기능사 2급 자격증이 개인의 인생에서 첫 진로에 영향을
끼쳤다. 자격 취득자 대부분이 한국 사회에서 아직 낯설었던 산업체에 취업
해 나갔다. 공업고등학교에서 배운 것은 기초적인 전문지식이었지만 한국의
중화학공업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자원이 없고 가난한 한국
의

실정으로

볼

때

기능인들이

실제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ㅇㅂㅁ,

2012.11.26. 안강).

체계적인 이론 교육과 기능적 숙련을 겸비한 숙련공으로서의 자부심을 표현
하고 있다. 동시에 선진 강대국형의 산업구조를 갖추게 한 중화학공업화의 주역
으로서의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다음과 같이 이
어진다.

기능사들의 체계적인 기능과 규율이 대단한 기여를 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기능공 양성은 잘한 일이다. 부모는 능력이 안 되고 하니까, 자주국방 모토를
타고, 자식은 좀 될까 해서, 옛날에 우리가 이 길로 들어섰던 것이다. 부모로
부터의 상속 재산 없이 시작한 우리는 중하층이 한계인데 거기서 자식들이
출발하면 자식들은 중산층이 되지 않겠는가(ㅇㅂㅁ, 2012.11.26. 안강).

위의 구술에서 1970년대 안강공장 입사 기능공들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발전국가와 강하게 상호 배태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전국가는 체계적인 기
능과 숙련을 형성할 조건을 수립했고 기능인의 길로 일로매진할 수 있도록 병역
특례의 특전을 제공한 반면에 기능공은 국가의 비전에 공감하고 산업역군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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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을 자임했던 것이다. 그것은 가난한 농촌 중하층 출신인 기능공들을 중
산층이 되게 하려는 1970년대 한국 발전국가의 목표와 일치하는 것이다(김정렴,
2006). 그래서 자신을 포함한 삼대에 걸친 계층상승을 바라보면서 ‘산업역군’이
라는 기능인의 길로 들어섰다고 한다. 당시 한국 발전국가의 ‘규율적 발전’ 체제
에서는 ‘산업역군’이라는 개념과 ‘국민의 기업’이라는 개념은 한 쌍을 이루고 있
었다.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부터 살펴보게 될 것이다.
한편 안강공장에는 공고졸 2급 기능사와 직훈 수료 2급 기능사만 종사하는
것이 아니었다. 1970-1980년대에 그들은 최대 50% 정도의 인원수를 점하고 있
었다. 생산직 사원 전체는 직무의 성격과 그것에 필요한 숙련의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되고 배치됐는지에 관해 ㅇㅂㅅ 전 이사의 구술을 들어보자.

공고 출신자의 자질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주 기술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지. 실제로 이 분야도 인문계 출신자도
와가지고 보면요, 이게 단순 가공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훈련시키면, 바
이터 물리고 깎을 수 있었어요. 깎을 수 있고, 또 이 분야가 의외로 조립하고
간단한 단순 작업에는 기능사들이 필요가 없어. 이거 조립할 때, 손으로 다
하고 기계로 하는데. 단순하다 이거지. 그리고 이거는 결국 공고 졸업자랑 인
문계 졸업자, 나중에 보면, 막 같이 면접시험을 쳐서 뽑는다 이거지. 자격증
가지고 있는 공고, 직훈 출신자들은 전부 가공하는 데로 보내고, 인문계 출신
자, 군필자들은 전부 조립하는 데로 보내. 가공 대 조립은 3대 7비율로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조립하는 부서가 따로 있거든. 거기 가면 전부 인문계 출신이야,
대부분은. 공고 출신자를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가면 작업하는 사람, 작
업하는 분위기가 틀리지. 거기는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좀 무식했다고
그럴까, 그 생산하는 데. 기능사들은 좀 가공 기술이 있으니까 좀 센치멘탈하
게 자기 기능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저 쪽에는 그냥 노가다, 그런
작업으로 생각을 하더라고.”

이 진술을 보면 안강공장에 숙련공, 반숙련공, 비숙련 노동자들이 작업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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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에 따라 적절히 나뉘어져 배치됐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방위산업체로서
안강공장이 2급 기능사 충원 TO를 많이 받는 특혜를 누리긴 했지만 한도가 있
었다. 당시 고숙련을 가진 특수공고 출신 정밀가공 기능사도 TO가 없어서 병역
특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최규남, 2003). 기능사들이 기능에 대한 자
부심과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88년 노동쟁의에 대거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
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고 출신과 직훈 출신의 성향을 비교해 보도록 하자. 앞에서도 언급했
지만 직훈 출신 기능사들이 기능이 좋고 규율이 잘 잡혀 있는 것으로 기업에서
평판이 더 좋은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공고생은 이론을 배워가지고 나
오기 때문에 처음에 기능 속도는 느리지만 대상이 되는 사물과 상황을 넓게 보
게 된다고 한다. ’70-’80년대만 해도 공고의 3년간 체계적 교육이 무시할 수 있
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ㅊㅊㄹ). 이렇게 보면 공고 출신들은 공고 출신들 편을
드는 논리를 펴고, 직훈 출신들은 이 문제에서만큼은 직훈 출신들 공통의 인식
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논의를 보고 있자면 숙련의 의미를 두고 중세부터 벌어져온 공방을
떠올리게 된다. 결국 숙련을 정의한다는 것은 사회적 관계에 관한 문제이다. 다
시 말해 사회적 위계를 세우려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숙련
은 또한 지위의 상징이었다(Farr, 2000: 42-43). 안강공장 기능직 집단 내에서
공고졸 2급 기능사들이 엘리트로서의 지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그것은 학연이라는 한국 사회의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짐작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숙련 루트(the skilled route)와 비숙련 루트(the unskilled route)로
구분된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표 3-5>에서 보듯이 체계적
인 이론과 기능을 익힌 기능사들은 그 숙련을 더 연구하면서 숙련공으로서 자신
만의 독자적 노하우를 개척해 갈 수 있다. 실제 안강공장의 기능공들은 대개 자
신만의 숙련관을 가지고 있고 현장에서 많은 공정 개선을 제안하여 제품의 품질
향상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숙련공들이 많다(ㄱ ㅁ, 2013.11.13. 전화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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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 반면에 그러한 숙련형성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작업자들은 반숙련자까지는
갈 수 있더라도 숙련공에 이르기는 어렵다. 안강공장의 경우 비숙련 루트도 허
용을 했었지만 내부노동시장이 강화되면서 그 여지도 없어지고 있다.

<표 3-5> 숙련 루트와 비숙련 루트
숙련 루트

비숙련 루트

공고졸 기능사

인문고졸 비기능사

직훈 기능사

초, 중졸 노무자

↓

↓

숙련공

반숙련 노동자

어쨌든 기능사가 하는 작업과 비숙련 근로자가 하는 작업은 확연히 구분돼
있음을 할 수 있다. 주관적인 자기 인식도 달랐음을 전해주고 있다. 다음에 임
금 처우에서 보게 되겠지만 약간의 보수 차이가 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같아지는 것은 숙련기능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는 한국의 상황과 관련된
다(최규남, 2003). 한편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기능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식어갔다(김정렴, 2006). 한 일본 기업인은 한국이 80년대 중후반 대대적인 무
역흑자를 냈던 시절에 대기업들이 부품산업 육성에 투자하지 않았던 것은 큰 잘
못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안상기, 1995). 부품산업이 대표적인 고숙련 기능공
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이종구, 2011). 한국은 이 분야가 취약한 점이 경제와
국력의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70년대 중화학공업화 때 가졌던 숙련형성의 기제
를 지속적으로 강화했었다면 경제체질의 강화는 물론 사회적 위계질서도 상당히
다른 모습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정밀가공 기능사’가 자신의 숙련을 가지고 창업을 통해 큰 폭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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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이동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기계공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정밀
가공’은 금속 재료를 2/1,000mm 공차 이내로 가공하는 작업을 말한다. 전통의
명문인 부산공고를 졸업하고 1973년에 풍산에 입사한 ㅊㅊㄹ(2013.11.11. 경주)
은 입사 후에 ‘정밀가공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부산공고라고 해도 당시
변변한 장비가 없어서 실습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능이랄 것이 보잘 것 없었다고
한다. 당시 정밀가공사는 금성사의 자회사로 금형회사인 성화사와 육군 조병창
의 군무원뿐이었다고 한다. ㅊㅊㄹ은 입사 후 3개월 실습을 조병창에서 하였고
이후 풍산은 조병창의 숙련기능공을 스카우트하여 기능공들에게 기술 전수를 시
켰다.
ㅊㅊㄹ은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숙련을 습득하여 ‘정밀가공 기능
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회사에서 수당 3만원을 주었다. 그렇게 우대받던 정밀
가공 기능사 자격제도53)는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폐지되고 말았다.
그는 1979년 신설할 생산라인의 가동, 유지, 보수 방법을 배우기 위해 독일
로 3개월 기술 연수자로 파견된다.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1984년
발탁되어 기사 4급으로 직군이동 되었다. 안강공장이 88년 분규를 겪고 어수선
하던 차에 사업을 시작한 친구의 스카우트 제의에 응한다. 그러나 부도가 나고
새 인수자가 불렀으나 “우리끼리 해도 밥이야 먹지 않겠나”하고 회사를 시작했
지만, 경영 경험이 없어서 고전한다. 그때 ㅊ사장 공장의 정밀가공 능력을 인정
한 고객이 생기면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시제품을 많이 만드는데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그야말로 숙련에 기반한 사업인 것이다(이종구, 2011).
풍산에서도 공무부 기사나 관리직 출신으로서 창업한 사람은 몇 명이 있지
만, 순수하게 공고와 현장 출신으로 회사를 어느 정도 규모로 안정시킨 경우는
이 숙련공이 풍산 출신으로는 유일하다고 한다(ㅊㅊㄹ). 이 루트는 기능공의 상
향 계층이동의 한 가지 루트인 것이다.

53) 정밀가공 기능사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한 가지 기능에만 반복 실습 위주로 훈련시키는 특수공
고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규남(2003: 218-248)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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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입사 당시 회사의 처우와 변화
이제 기능공들의 임금, 승진 체계, 병역 특례 그리고 타 직군과의 격차 문제
등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자, 우선 안강공장의 임금은 기본급(본봉)과 보충
임금으로 대별된다. 아래 <그림 3-1>는 현재의 임금체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다. 이런 구성의 임금을 결정하는 요인들로는 사무직과 생산직의 직무 구분, 사
원의 숙련도, 이전 경력, 성과 및 학력을 들 수 있다. 직책수당은 생산직이 더
강한 편이지만 본봉에서 직무 구분에 따른 임금격차가 기술사무직을 우대하는
정도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을 키워가고 있었다. 같은 교육적 자격을 가졌
을 경우에도 화이트칼라가 더 받았다. 안강공장의 경우 이것은 기능공과 같은
고졸인 화이트칼라 사원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그림 3-1> 안강공장의 임금체계
구

분

지급명칭 및 내용

본 봉

월
급
여

직급별 월급여의 기본이 되는 임금

고정
제

수당

각 개인의 보직수행, 기술 ‧ 자격 ‧ 기능의 소지

통

근무형태가 감안된 제수당

상

- 직책, 근속, 자격, 기계책임, 교대
(주전/경비 ‧ 3조3교대 ‧ 4조3교대),
운전, 명장

수
당

유

법

동

정

수

기

당

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가족, 위해, 교육수당
지급율 : 年 800%, 지급기준 : 본봉 + 직책수당

타

연차 수당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통상임금 150%)

퇴 직 금

평
임
금

상 여 금

금

금

균

기
임

임

1년 이상 재직자에게 근속년수 每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乘하여 지급

출처: (주)풍산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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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농공상의 유교적 가치의 반영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낳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4년제 대졸자는 4년을 더 투자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처우를
해줘야 합리적이며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고졸 사무직을 대졸에 비해 너무
격차를 두면 인화에 장애가 될 것이므로 적절한 차등을 두다가 보니까 같은 고
졸 학력이라도 사무직이 생산직에 비해 결과적으로 좀 더 임금이 높게 책정되었
다는 설명을 관리직 측에서는 한다(ㅇㅂㅅ). 그러나 어쨌든 학력을 기술 수준보
다 더 대우하는 것은 미국의 경우 채용할 때는 학력을 고려하지만 입사 후에는
그 직무에 요구되는 직능급의 대우를 하는 방식과 다른 점은 분명하다(박세일,
1884). 그래서 안강공장의 생산직들은 잔업과 특근을 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받음
으로써 그 격차를 좁혀야 하는 구조 하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노동부의

2002년도 『임금구성기본통계조사』에서 보면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적 수당, 기타 수당과 초과 급여를 합친 제 수당이 거기에 기본급을
더한 월급여의 33.7%인데 비하여 안강공장 기능직은 2013년 현재 그 비율이
44%인 것을 보면 초과 근로를 통해 소득을 보충하는 임금 구성체계가 훨씬 더
강함을 알 수 있다(현장 조사 자료).
상여금은 70년대 300%이다가 87년 민주화 때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단
체협상에서 정기 500%에 특별50%로 타결되었다가 88년에 정기 600%가 되고
90년에 다시 정기 600%에 특별 50%로 되었다가 91년에 정기 650%로 고정화
되었다. 민주화와 노동투쟁을 통해서 상여금을 배 이상 인상시키는 성과를 거두
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96년 700%를 거쳐 2012년 800%로 인상되어 현재에 이
르고 있다. 2008년부터의 호황에 힘입어 연말 성과급이 최소한 300% 정도로
지급되기 시작했다.
다른 업체와 비교해 풍산금속 안강공장 기능직이 1970년대 후반부터 1981년
경까지 임금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포항제철이나 현대자
동차보다 보수가 좋아서 안강 공장에 취직하려고 애쓰던 상황이었다고 한다(ㅇ
ㅂㅅ; ㄱㅇㅎ). 1980년대 중반에도 포스코에 다니던 사원이 풍산으로 이직해 올
정도로 풍산의 임금이 높았다. 따라서 풍산의 입사 경쟁은 치열하였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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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풍산의 내부노동시장이 발달해 가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포스코는
1995년부터 임금을 많이 올려주었다. 반면에 풍산의 방위산업은 1992년부터 매
출이 감소하는 등 장기 침체기에 빠져들었다. 이런 두 기업의 엇갈림이 그 후
확대되어 따라갈 수 없는 레벨의 격차가 생겨버린 것이다.

<표 3-6> 풍산 안강공장 생산직 직급체계의 변천
구분
회사설립 당시

직급
기능4급->기능3급->기능2급->기능1급

1980년대

기능4급->기능3급->기능2급->기능1급->기능특급

1990년대

기능4급->기능3급->기능2급->기능1급->기능특급->기장->기감

2011년 이후

사원->주임->차석->계장

출처: 풍산 제공 자료
주: 1. 2011년 이전 : 직급개념으로 심사에 의한 승진 실시
2. 2011년 이후 : 호칭개념으로 일정한 근속 도달 시 호칭부여
3. 직군 명칭 변경 - 2011년 이전 : 기능직 - 2011년 이후 : 전문직

<표 3-6>에서 보는 기능직에서 전문직으로의 명칭 변경과 직급을 계장까지
로 단순화한 것은 2011년 단일호봉제를 채택하면서 함께 변경한 것이다. 여기
서 블루 칼라의 티가 나는 제도를 제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것은 이제 생
산직 노동자의 ‘부르주아화’ 내지 ‘중산층화’를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의의를 가
지는 것으로 보인다.
공고졸 및 직업훈련원 출신 기능공이 기능사 자격증 없는 생산직 사원에 비
해 확실히 우대 받았다. 공고 및 직훈 졸 기능공은 입사 시 3급을 받았고, 비공
고-인문계는 4급을 받았다. 지금 와서는 대체로 별것 아닌 차이로 치부를 하지
만 하나의 조직에서 그것은 사소한 것이 아니었다. 일례를 들면 1978년말에 발
령이 난 두 사람의 경우 공고졸 2급 기능사는 3급 13호봉 일급 2,600원을 받
고, 인문고졸은 4급 13호봉 2,110원을 받아서 2급 기능사의 기본급이 인문고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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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기능사보다 23.2% 높았다(「인사기록카드」). 당시 500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
다. 친구들을 데리고 튀김집에서 한 턱을 낼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한다(ㅊㄴㅅ).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급 기능사 자격 취득이 당시 객관적인 자격자, 숙련
을 가진 새로운 인재로 인정되는 표시였다. ‘공돌이’는 내세울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가는 막다른 곳이라는 그때까지의 인식에 일대 전환이 일어난 것이
었다. 기능공들은 국가 최고 지도자 - 당시 국가 원수로 통했다 - 와 정부의 강
력한 의지와 정책에 호응하고 기대하며 스스로 “그때는 공고가 제일 좋았다”고
술회하듯이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간 젊은이들이었다(ㅊㄴㅅ).
이제 가난을 타개할 제도적인,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는, 보호받는, 기대를 모
으는, 국가적 사명과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은 - ‘산업역군’ - 떳떳한 직업과 역
할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전에는 없던 전망이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
에서의 과잉인구의 퇴적은 이제 사라질 수 있게 될 것이었다. 농촌의 가난한 집
청소년들은 이제 선택지를 하나 가지게 되었다. 그들도 꿈과 자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풍산금속 창업주 류찬우 사장도 “1980년대에는 풍산금속이 한국에
서 제일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하였고 기능공들은 기대를 가졌다
고 한다(ㄱㅇㅎ). 이러한 변화의 동력은 발전국가가 시작한 산업화였고, 산업화
의 성공적 진행에 따른 고도화, 즉 중화학공업화의 구조적 필요 때문이기도 했
다.
병역특례제도는 2급 기능사들을 특별히 대우하는 혜택이었다. 돈을 벌면서
병역을 대신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당시 대단한 매력이었다. 이 특혜를 보고 전국
에서 기능공들이 모여들었다. 그런데 병역 특례도 법 제정 이전에 방위산업 육
성을 위해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시작된 것이었다. 1973년에 대졸, 전문
대졸 및 공고졸 55명이 풍산금속 안강공장에 병역 특례로 입사하였다(ㅊㅊㄹ).
풍산의 안강공장에서는 퇴사 · 이직자가 많았다. 방산업체의 병역특례 혜택을
입으려고 입사한 기능공들은 5년 의무 근무 기한이 끝나면 고향이나 집 가까운
곳으로 이직하러 떠나는 경우가 거의 반수에 달했다고 한다. 타향에서 숙식비용
을 지출하면서 근속하기에는 풍산의 임금소득이 충분히 높은 수준은 아니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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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풍산은 포항제철처럼 공장 주변을 하나의 회사도시로 조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기업은 아니었다. 지금도 그 점에서 그런 특수한 경우와는 전
혀 다르다.
그러나 안강과 경주의 사택이 크기는 작지만 중앙공급식 난방 시스템이라서
70년대에 연탄보일러 아파트가 일반적이던 시절에 대단히 획기적인 편리함을
주는 첨단 아파트였다. 따로 사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목욕하러 오기도 했다고
한다. 풍산 사원들을 위한 주거시설 조성을 하고 싶은 회사 측의 희망과 계획,
그리고 사원들의 민원이 있지만 아직 실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안강 사
업장 간부). 동시에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는 중화학공업 부문을 비롯하여
산업이 한창 성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이 정도는 벌지 못하겠느
냐”는 타산이 일반적이었다(ㅇㄷㅇ). 당시는 기본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던 시기였
다. 또 병역특례 조건이 수반하는 부자유에 더해 풍산의 권위주의 풍토에 대한
억눌린 저항심이 탈출을 촉진한 측면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매년 정기 승호가 있었고, <표 3-6>에서 볼 수 있듯이 2011년 이전에는 기
능직 4급부터 기장까지 있었다. 77년에 입직해 기능직 1급까지 8년 걸렸고 그
후 1990년대에 기장 제도가 생겼다. 진급시 호봉 조정이 있었고 전문대 졸 및
상사에 잘 보인 사람은 남들보다 빠른 호봉 조정이 있었고 반대로 잘 못 보인
사람은 승급 시 누락되었다.
그리고 ‘현장 기능인력 직무능력 개선과정’은 안강공장에서 공고졸 기능공의
내부 층화가 일어나는 유일한 계층상승 경로이자 기제였던 것이다. 안강공장은
1977-81년에는 거의 대부분 공고졸을 채용하였고 재직 중에 전문대 진학을 권
장하였다. 당시 국가의 시책이었다. 발전국가는 이렇게 숙련과 비숙련을 구별하
고 나아가 숙련 향상을 독려하였다. 따라서 지원제도도 만들어졌다. 전문대에
진학시킬 때는 감면혜택이 회사에 주어졌다. 국가기술기능자격제도에 따른 숙련
향상을 장려하고 독려했던 것이다. 회사는 등록금 지원, 시간 허용, 식사 제공의
지원을 했다. 전문대졸도 기능직으로 10년 걸려 다음에 ‘직군 이동 시험’을 치
러서 기술직으로 직군이동 해야 했다. 공고졸도 같은 조건이었다. 특히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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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을 직군 이동시키자는 제도였다. 기술직은 장교요 기능직은 하사 내지 사
병으로 여겨졌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 입사자로서 전문대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회
사 재직 중에 전문대를 다닌 사람들이다. 회사가 장려했고 지원을 했다. 직능
향상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숙련 향상과 지위 상승을 위한 제도적
기회를 이용하여 기술직이나 사무직으로 직군 이동한 경우의 비율은 기능공
500명에 1명꼴이었다고 한다. 이 좁지만 열려져 있는 계층상승 코스를 통과한
기능공은 훨씬 빨리 중산층으로 계층상승할 수 있었다. 더구나 그것도 직업적
지위에 대해서도 시비할 수 없는 확실한 중산층으로 상승 진입하는 것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우수한 대졸 기술자들을 마음대로 골라서 뽑을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발탁에 의한 직군이동 제도는 2003년경에 폐지되었다(ㅂㅈㄹ,
2013.6.18. 안강; ㅈㅅㅇ, 2013.6.18. 안강). 이 현상은 기업의 내부노동시장이
심화되면서 기업 내에서 또 하나의 노동시장 분절화가 심화되고 있는 측면을 보
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능공 처우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는 임금소득의 문제이다. 기능공 임금소
득 수준이 당대 한국사회의 경제발전 단계에서 경영측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인
지, 그리고 기능공이 그 소득을 얼마나 쓸모 있게 여겼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
다. 그런데 한국의 학술 연구에서는 계급 투쟁적 입장에서 계급 착취론으로 접
근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주장이 얼마나 사실에 기반한 것
인지를 풍산금속 안강공장의 사례를 가지고 검정해 보기로 하자.
안강공장 기능공들 사이에서 “저임금” 얘기가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은
1980년대 들어와서 시작됐다고 한다. 박정희 정부에 의한 중화학공업화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시절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다. 1970년대를 통해서 ‘풍산금속’이
라고 하면 그 위세와 성가가 대단하였다. 자주국방의 기치아래 박정희 대통령의
‘관심사항’으로 안강 종합탄약공장의 성장을 밀어줄 때 거칠 것이 없었다. 그러
다가 풍산금속이 아직 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 전두환 정부가 지원을 끊으니까
큰 타격을 입고 회사의 성장이 정체되었다. 수익성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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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못함으로 인해 결국 사원들에게 투자를 못 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저임
금”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같은 레벨에서도 풍산금속보다 선호도에
서 밀리던 포항제철이나 현대자동차 등은 성장해 감에 따라 임금이 가파르게 올
라가는데 반해, 중소기업들과는 물론 비교할 수 없지만 풍산금속이 상대적으로
밀려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ㅂㅈㄹ). 상대적 박탈감에서 “저임금”론이 나왔
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실제로 1980년대에 안강공장이 저임금이었는지 여부를 검정하기 위
해 당시 기능공들이 자신들의 처지에서 그들의 임금수준과 쓸모를 어떻게 판단
하는지를 실제 숫자와 각자의 평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자. 아래의 <표
3-7>은 본 연구 대상들의 초봉과 당시 그것의 가치에 대한 회고적 평가 및 현
재적 가치에 대한 유추를 구술들에서 정리한 것이다.
아래의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이 회고할 때 흔히 나타나는 과장
도 있지만 무시해 버릴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초임의 가치에 대하여 적극
적으로 견해를 표시한 구술자의 증언만 모아 보았다. 11명 중 1명만 부정적이고
10명이 상당히 쓸모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1984년에 포항제철에서 이직을
해오지 않았는가? 특히 ㅇㅂㄷ는 91년에 월 120만원을 상회하는 임금을 받았
다. 이는 당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경상소득인 109만원보다 10여만 원 높은
임금이었다. 확실한 중산층이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위의 평가들이 상당한 사실
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아래의 <표 3-8>를 보면 풍산 안강공장이 위기에 처한 해 외에는 매우 적극
적으로 임금 인상을 과감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79년, 80년, 81년
의 환율폭등으로 입은 피해가 컸다. 79년에 달러 당 480원대이던 환율이 81년
에 700원을 넘어선데 더해, 80년 무렵의 국내 금리도 연 20%선에 달했다. 이
무렵 풍산의 금리부담은 약 45%가량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이 순임금상승률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그 이외의 임금상승률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임금으로 유명했고 입사경쟁이 치열했던 것이다. 이런 점을 봐서도
“저임금 착취”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Amsden, 1990).

- 92 -

<표 3-7> 풍산 안강공장 기능공의 입사 초임 가치에 대한 평가
사
례

이름

입사
년도

1

ㅊㅊㄹ

73

2

ㅇㅂㄷ

74

3

ㄱㅇㅅ

74

4

ㅅㅎㄹ

76

초임 (월/원)

16,200(주)*

가치 평가
하숙 6-8,000. 방세 1,500. 한끼 70
80년대 초 A클라스
91년에 연 1천만원이면 영 못사는

18,000

것 아니었다.
매년 20-30% 인상. 매일 술, 고기

/24,000

먹어도 500원 남았다

24,000
+ 벽지수당

지금(기본급 210만)보다 나았다.

현재 임금
(원)
1억

6,800만
6,000만(주)

6,300만

51,000경력**
5

ㅇㅅㅎ

78

+OT=75,000

당시 컸다. 현재 가치로 300만원 짜

41,000

리 생활이 가능할 것 같다.

72,000만

(일반)***
6

ㄱㅈㄱ

80

68-70,000

한 끼 5-600원. “생활됐다”

6,800만

15,000원 방에 2명 사용. 3개월은
7

ㅎㅎㄹ

81

72,000+벽지,연 집에서 돈 가져다 생활/현 인턴이
장,야근수당

200만인데, 그때보다 훨씬 좋은 것
같다
몇만원으로 한턱 내니까, 19살에 대

8

ㅈㅅㅇ

82

130,000

단했다. 4남매 뒷바라지. 등록금. 용

7.400만

돈
높은 임금이었다. 연 150만: 현 1억2
9

ㅅㅇㅎ

84

3,800(일당):

천 가치 있었을 것. 2012년 연봉 7

10 여 만

천만보다 더 가치 있었을 것. 당시

7,000만

포스코에서 이직을 해왔다.
10 ㄱㄱㅅ

85

11 ㅇㅅㄱ

86

200,000(주야)

월세 8,000, 2년후 15,000

본봉132,000

당시 괜찮았다. 가치로 보면 지금과

주야180,000

비슷할 것 같다.

6,000만(주)
6,700만

* 주간 근무만 할 때의 액수이다. ** 경력직으로 채용된 사원의 본봉이다. *** 무경
력, 일반 초직일 때의 액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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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풍산 기능공의 순임금(본봉) 상승률(1978-1992)
(단위: %)
풍산기능공

소비자

풍산기능공

비농림어업

본봉 상승률

물가 상승률

실질 본봉 상승률

실질임금상승률

(A)

(B)

(A) - (B) = (C)

(D)

1975

36.0

25.2

10.8

3.4

1976

39.7

15.3

24.4

17.5

1977

18.4

10.1

8.3

19.9

1978

28.9

14.5

14.4

17.9

1979

19.0

18.3

0.7

8.4

1980

11.0

28.7

-17.7

-4.1

1981

5.0

21.4

-16.4

-0.6

1982

13.5

7.2

6.3

8.0

1983

15.8

3.4

12.4

7.4

1984

26.5

2.3

24.2

6.3

1985

10.6

2.5

8.1

6.6

1986

9.5

2.8

6.7

5.3

1987

16.5

3.1

13.4

6.8

1988

11.5

7.1

4.4

7.8

1989

40.5

5.7

34.8

14.6

1990

11.0

8.6

2.4

9.4

1991

19.5

9.3

10.2

7.5

1992

9.3

6.2

3.1

8.5

연도

출처: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2010

『한국경제

60년사

Ⅰ』

.

한국개발연

구원. p. 206의 <부표 2-6> 및 p. 207의 <부표 2-7>과 기업 제공 자료
를 재구성.

또한 “박정희 모델이 양적 성장에는 성공했으나 이는 질적 발전, 자유로서의
발전을 희생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임금측면에서는 실질임금의 증가폭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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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노동생산성 증가폭에 미달하고 있고 이는 낮은 노동 분배율로 나타난다”고
비판하는 논리가 있다(이정우, 2003: 213-243).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경제
통계를 보면 실질임금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에 미달한 해는 1971년에서 2008
면에 걸치는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1980, 1981, 1987, 1988년과 2008년의 5
개 년 뿐이었다. 더구나 그 해들은 모두 박정희 대통령 서거, 한국 경제위기, 미
국 금융위기 등 내외의 파국적 사건들이 일어난 때였다.54)

(1) 고졸과 대졸 차이

1983년 들어가면서 수습 해제된 공고졸 기능공과 대졸 기술사무직은 초임
기본급이 각각 126,000원과 220,000원으로 고졸 기능공이 대졸 사원에 비해
57.3%였다.55) 이 해부터 3년간 풍산금속 방위산업이 침체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54) 이러한 사실은 『한국경제 60년사Ⅰ』. p. 206의 <부표 2-6> '임금 및 노임단가 상승률(비농림
어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55) 이 비율은 고졸 기능공의 임금을 100.0으로 했을 때 대졸 사무직의 임금은 174.6이 된다. 이
수치는 <표 3-9>에서 보듯이 1980년의 한국 기업의 평균보다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격차가
상당히 축소된 1989년의 전체 평균보다도 더 낮다. 그리고 일본보다는 격차가 크지만 평등한
분배로 유명한 대만과 5년을 앞서서 거의 같다. 이는 풍산의 대졸 사무직과 고졸 생산직 간의
임금 격차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는 것을 말해 준다.
<표 3-9> 아시아 주요국의 학력별 임금구조
한국1)

(고졸=100)

일본2)

대만3)

태국4)

1980

1989

1988

1988

1986

중졸

68.8

83.1

96.2

90.4

-

고졸

100.0

100.0

100.0

100.0

100.0 (인문)

초대졸

146.3

119.1

90.8

130.1

111.5

대졸

228.5

191.2

138.5

171.4

211.6

주: 1)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월임금 총액 기준임.
2) 10인 이상 사업체의 월소정내 급여 기준임.
3) 전사업체의 월임금총액 기준임.
4) 방콕 민간부문의 35세 10년 경력 남자근로자의 월임금 추계자료임.
출처: 박영범·이태헌·정진호.1990. 『아시아 주요국의 임금 및 노동조건 비교연구』 노동연구원.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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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공은 초과 수당을 총액의 25%로 잡으면 303,000원이 되고 대졸 사무직은
397,000원 정도일 것이므로 76.3%이다. 기능공의 대졸 사무직에 대한 기본급
비율은 1986년 57.7%, 1987년 56.4%, 1988년 56.6%, 1989년 65%, 1990년
63%, 1991년 62.8%식으로 가다가 2001년에 59.5%였다(「인사기록카드」와 회사
제공 사례의 비교임). 제조업체가 대체로 그런 것처럼 풍산금속도 생산직이 사
무직에 비해 본봉이 적으므로 그것이 기준이 되는 상여금, 근무 수당에서 차별
을 받는 한편, 생산직은 직책 수당이 더 많고 초과 근무를 함으로 인해 상당한
초과 수당을 받아서 간격을 좁히는 임금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일감이 많은 호황
기면 생산직은 총임금소득의 40% 내지 50%를 초과 수당으로 올리는 구조이다.
주목할 것은 1987년 민주화와 88년 안강 공장의 노동투쟁으로 88년부터 91년
까지 생산직의 임금 인상률이 좀 더 높았기 때문인지 87년의 56.4%로부터 90
년에는 63%로 차이가 줄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
다.
1970년대 말부터 안강공장의 인사 노무를 담당했던 구술자는 대졸과 고졸
간에는 교육에 투자한 기간에 대한 보상의 의미도 있고 해서 차등이 주어지는
것인데 다른 수당들과 상여금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이 적지 않은 차이가 처음부
터 나는데다가 기술사무 관리직은 간부직의 사다리를 타고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더불어 공고
를 졸업하고 입사한지 4년이 지난 기능공의 임금과 대졸 사원의 초임을 비교해
야 출발점의 차이나마 정확하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인사담당 관계자는 대졸과 고졸 임금의 차이는 대졸 관리 직무가 직무 가치
가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문 · 연구직인 대졸 관리 직무가 직무 가치가 더
빨리 높아지기 때문에 임금 상승도 더 빠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직무 구분은
전문 · 연구, 기능, 단순 노무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인사기록부」에서 본 1978년 말 입사 기능공은 군 복무를 위한 휴

직 때문에 직무 경력이 83에 수습 해제된 기능공과 같거나 미세하게 뒤지는 경
우라서 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좀 더 여유를 가지는 의미에서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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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정식 직원이 된 기능공을 선택해서 살펴

보도록 하자. 1977년에 51,000

원의 기본급으로 시작한 이 기능공은 1983년에 기본급이 142,800원으로 1983
년에 수습 해제된 대졸 사무직의 220,00원에 비교할 때 64.5%가 된다. 1984년
70.3%, 1985년 73.5%, 1986년 72.5%, 1987년 65.3%, 1988년 66.2%, 1989년
72.7%, 1990년 70.8%, 1991년 72.7%, 1992년 75.6%, 1993년 70.6%, 1994년
70.3%식으로 가다가 1998년 69.9%, 1999년 65.4%, 2000년 64.8%, 2001년
64.5%로, 1992년에 75.6%까지 따라갔다가 17년 전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
다. 기능공이 1급과 특급으로 승진하던 84년(기본급 26.5% 인상)과 89년(기본급
40.5% 인상)에 급격히 차이가 좁혀졌던 반면에 사무직이 승진을 한 87년(기본
급 29% 인상)과 93년(기본급 14.6% 인상)에는 차이가 다시 급격히 벌어지는 것
을 볼 수 있다.
1988년 안강 공장의 격렬한 노동투쟁의 여파와 6공 정부의 국방력 강화 정
책으로 전년도에 비해 50% 이상 급증하던 1990년 방산 매출 덕분에 1989년부
터 몇 년간 공고졸 기능공이 대졸 사무직을 70%를 훨씬 넘게

임금 추격을 했

지만 결국 대략 65% 정도에서 보합세를 이루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기능공은
잔업과 휴일 특근으로 버는 임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총액은 위에서 보인 기본급
비교보다 더욱 차이가 좁혀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면 1983년의 총액을
추계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자. 1983년은 풍산금속에게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공고졸 기능공의 초과 수당을 총임금의 20%만 계상하기로 하면 월 총임금이 약
322,000원으로 추계되고 대졸 사무직은 약 383,000으로 추계된다. 이 경우 고
졸 기능공의 대졸 사무직에 비교한 총액 임금 비율은 84%이다.
대졸 사무직의 대학 수학 기간 4년을 고려하지 않고 같은 해에 입사한 공고
졸 기능공의 임금을 맞비교하면 기본급에서 57.3%, 총 현금 임금에서 76.3%
정도로 기능공이 적다는 것을 보았다. 대학 4년을 고려하고 한국 사회에서 학력
에 따른 임금 차이가 크다는 사실까지 고려해서 넉넉히 6년 먼저 입사한 기능
공과 비교해 봤더니 1983년 경우 기본급에 있어서 64.5%가 확실하고, 비례 관
계로 계산해 본 외삽(外揷, extrapolation)방식을 사용할 때 총 현금 임금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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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는 84%의 추계치가 나왔다. 고졸과 대졸의 임금 격차가 축소되고 있었다.
임금 총액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조건에서 구술자가 제공하는 정보보다 더
생생한 자료는 없을 것이다. ㄱㄱㅅ 반장은 같은 직장에 기술직 차장으로 재직
하고 있는 자신의 고교 동기 동창과 자신의 총 임금소득을 비교해 알려주고 있
다. ㄱ 반장이 6천만 원이고 과장인 친구가 7천만 원 정도일 것이라고 확신한
다. 86%인 것이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비교 상대로도 적절한 경우일 것이다. 고
등학교 동기가 한 사람은 졸업 후 직업훈련원을 1년 수료하면서 기능사 2급 자
격을 취득하고 풍산금속에 입사했고 다른 한 사람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풍
산금속에 기술직 사원으로 입사해 중간 간부인 차장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ㄱ
반장은 이 격차를 인정하고 만족해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졸과 대졸의 학력 차이에 따른 임금의 비율은 좀처
럼 없어지지 않는 한국 사회의 체계이고 문화임을 알 수 있다. 잔업과 특근으로
그 격차를 상당히 보충해 온 것이다. 그래서 안강공장의 기능공들은 2000년에
노사협조주의를 구축하고 회사의 성장을 통해서 임금의 절대액수를 높이는 전략
을 실행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2000년대 후반부터의 정부의 군수 물량 증가와
수출 호조에 힘입어 ’70-’80년대 기능공들은 총액으로 6천5백만 원이 넘는 임
금 소득을 올리고 있다. 사실 1988년 이후로는 생산직 인원을 충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강공장 기능직 사원 - 즉 전문직 사원 - 의 평균 연령은 45세가 넘고
’70-’80년대 기능공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신입 기능직 사원은 23년 만
에 2년 전부터 뽑기 시작하였다.
그 현재 신입 사원들의 학력별 초임을 보면, 기능직 - 주로 전문대 졸업자거
나 마이스터고교 졸업자이다 - 은 연 2천 8백만 원에 유동 수당(초과근무 수당)
과 성과급이 추가되고, 대졸 기술 · 관리직은 3천 5백만 원에 성과급이 추가된
다고 한다. 즉 상여금을 포함한 표준적인 임금 격차만 해도 80%로 개선된 데다
가 기능직은 초과근무 수당이 상당한 정도로 추가되고 성과급을 포함하면 연 현
금성 임금 합계가 4천만 원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4년제 대
졸자와 그 이하의 학력 소지자 간에 기본급을 중심으로 해서는 아직도 적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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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격차가 존재하지만, 실제적인 총임금소득은 격차가 많이 해소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2) 공고 졸 기능공과 전문대 졸 기술공

1970년대에는 전문대 졸업자도 기능직으로 들어와야 했다. 75년 이전 공장
초기에 기능9급부터 직급이 설정돼 있을 때는 기능6급으로 들어왔다. 공고졸은
7급을 받았다. 77년부터 <표 3-6>과 같이 기능 4급 → 기능 3급 → 기능 2급
→ 기능 1급 → 기능 특급이라는 직급 체계가 마련되었고, 공고졸은 3급, 전문
대졸은 2급을 받았다. 그런 차이는 주었지만, 기술직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리
고 전문대졸은 거의 뽑지 않았다. 공고생을 한 학교에서 70명씩 뽑아올 때여서
전문대졸은 신경도 쓰지 않던 시절이었다. 기술직은 4년제 대졸자만 입직할 수
있다. 당시엔 지금과 달리 전문대도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됐던 시절인데도 그랬
다. 내부노동시장 내에서도 분절적 성격이 매우 강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노무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공고 졸업자를 충원하는 데 몰두해서 전문
대 졸업자에 대해서는 관심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사 전에 전문대
를 직코스로 마치고 기능직이 아닌 기술직으로 입사한 사람은 풍산금속 안강공
장에는 없었다. 전문대 졸 및 상사에 잘 보인 사람은 남들보다 빠른 호봉 조정
이 있었고 반대로 잘 못 보인 사람은 진급 시 누락되었다. 전문대 졸에게 혜택
이 주어졌고 우대되었다.
안강공장에서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들은 앞에서 다루었듯이 기능직으로 근
무 중에 회사에서 마련한 ‘직무능력 개선 과정’에 선발되어 회사로부터 장학금
을 받으면서 전문대 야간부를 다닌 경우들이다. 이들의 직무 경로는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기능직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호봉 승급이나 승
진에서 약간의 이점을 누리는 것 외에는 동료 기능직들과 지위의 차이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ㅊㄴㅅ은 1977년 입사 이후 직무능력 개선과정에 지원하여
선발되어서 포항실업전문학교 야간부 금속학과를 나와서 기술사무직으로의 이동

- 99 -

에 대한 권유가 없지 않았지만 마음이 편한 기능직에 그냥 있기로 하고 지금까
지 근속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77년에 입사한 공고 졸 기능사 2급인 ㄱㅅㅍ이 기본급이 2012
년 현재 200만 원인데 비해 ㅊㄴㅅ은 210이다. 그리고 ㅊㄴㅅ은 토요일을 오전
근무만하고 오후 초과 근무와 일요일 특근을 일절 하지 않는데도 작년 연 임금
이 세전으로 6천5백만 원인데 비해 ㄱㅅㅍ은 휴일 특근도 한 달에 두 세 번 하
는데도 6천 3백만 원 수준이다. 이런 차이가 회사가 마련한 숙련 향상 프로그램
에 참여한 것과 전문대 졸업이라는 학력이 알게 모르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전문대 과정을 수학한 것은 좀 더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식견을 가지게 되
었다는 자부심을 안겨 주었을 것이다. 1980년대 당시 지방에서는 전문대를 나
온 것도 그리 흔치는 않은 희소가치가 있었다. 물론 전문대에서 배운 지식은 작
업장의 숙련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데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ㅊㄴㅅ).
둘째는 ‘직군 이동 시험’을 거쳐 기술사무직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지위 상승
이나 계층상승 욕구가 강한 기능직은 이러한 기회를 이용했다. 부정기적이고 매
우 한정된 자리이기 때문에 매우 좁은 문이다. 회사가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직군 이동에 성공한 이들 앞에는 대졸 기술사무직이라는
큰 벽이 앞에 있어서 직무 경쟁도 치열하고 회사가 어려울 때 풍산금속에서는
기술사무직에 대한 구조 조정을 우선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고용안정성이 기능직
에 비해 매우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다. 어쨌든 간부의 사다리를 타는 것을 목
표로 하는 경력을 밟아가게 된다.
셋째 경우는 전직을 하거나 퇴사 후 창업을 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풍산은
’70-’80년대에 전문대졸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대 졸업 학력을 가진 사람들
은 모두 재직 중 회사의 지원으로 전문대를 다닌 기능공들이며, 직군 이동을 한
경우가 아닌 한 현장에서 제도적인 지위나 역할이 있지는 않았다. ’70년대 기능
공들은 간혹 직군 이동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 외에는 능력이나 사내 지위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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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면에서 아무런 차이도 없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대 졸과 공고 졸
기능공은 제도적으로 구분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직급과 호봉에 격차가 있었다
는 것이다. 승진이나 직군이동의 희망이 있으면 전문대 졸업자는 대개 그것을
실현했다고 한다. 물론 그렇게 이동해도 4년제 대졸이라는 큰 벽을 또 만나게
된다(ㄱㄱㅅ).

(3) 공고 졸 기능공과 직업훈련원 출신 기능공

ㅇㅂㅁ은 승급에서 조금 차별이 있었고 특별한 구분은 없었다고 한다. 앞서
도 인용되었던 노무담당 전 이사는 1970-80년대 당시 인문고 졸 직업훈련원 출
신 기능공들의 기능은 공고 졸 기능공들의 기능과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규율이
더 나았다고 한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여러 각도에서 다루어졌으며
이후에도 계속 논의될 것이다.

(4) 공고졸과 인문고졸의 임금 차이

인사담당 간부는 공고졸 2급 기능사로 입사하면, 기준은 2년이지만 인원이
많던 시절이니까 3-4년 만에 기능2급으로 승급하게 됐다고 한다. 인문계보다
2,3년 빨리 올라갔다. 인문고졸은 3-4년 일을 더 해야 공고졸을 따라 갔다. 기
능 수준이 비슷해진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호봉으로 그 만큼 임금이 높았다. 저
기능이 필요한 데도 있으니까 모두 공고졸 2급 기능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안강여고 졸업자 70-80명을 채용하여 장약, 검사, 포장에 배치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 당시 공고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한다. 촌부도 자식이 공부 잘하면 인
문계 보내려 한 시절이었지만 그 당시 좀 괜찮은 공고라면 인문계보다 나았다고
한다. 공장 인근에서는 경주공고가 좋았다. 공고졸 기능사들은 대접받았다. 직급
이 높았고 승진이 빨랐으며 임금적 보상도 높았다고 한다(ㅂㅈㄹ).
그러나 기능공 ㄱㅅㅍ의 관점은 좀 달랐다. 2급 기능사로 입사한 기능공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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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을 받고 비기능사는 4급을 받아 시작하는데 양 자의 차이라면 월급 면에서의
차이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인사기록카드」에서 발견한 사례를 가지
고 살펴보도록 하자. 1978년 12월에 일급 2,600원을 받는 공고졸 생산직과 일
급 2,110원을 받는 인문고졸이 있었다. 양자의 일급 격차는 123%(81%)였다. 그
러면 이 공고졸과 인문고졸의 경력을 비교하여 검증해보자. 공고졸은 78년 3급
9호봉, 일반고졸은 4급 16호봉으로 출발, 공고졸이 79년부터 82년까지 현역 복
무 때문에 휴직했다가 복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5년 말 공고졸은 3급
27호봉 일급 5,350원이고 인문고졸은 3급 16호봉 일급 4,800원의 차이가 나고
있었다. 이때만 해도 공고졸 기능공이 인문고졸 기능공보다 12%의 본봉을 더
받았던 것이다. 1985년에 동시에 승진했는데 공고졸은 2급 4호봉인데 반해 인
문고졸은 2급 1호봉을 받았고 본봉은 각각 일급 5,460원과 5,250원이었다. 이
제 차이는 4%로 줄어들어 차이라고 할 것도 별로 없게 되었다.
그러다가 결국 두 사람 모두 동시에 1989년 5월에 1급 1호봉으로 승진하여
월 기본급 257,200원을 받아서 처우가 같아지게 되었다. 이후 1993년에 동시에
특급 1호봉으로 승진하여 기본급 564,800원을 받았다. 그러다가 1996년 7월에
있었던 정기 승호에서 공고졸이 특-13 본봉 740,700원을 받는 데 비해 인문고
졸은 특별 승호를 더하여 특-14 본봉 743,700원을 받음으로써 인문고졸이 미세
하게 앞서는 것으로 역전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2006년 공고졸이 특-60 본봉
1,492,800원이고 인문고졸이 특-63 본봉 1,501,800원을 받는 식으로 지속되고
있었다. 공고졸의 군 복무로 인한 휴직 기간은 근속 연수에 산입되고 있으며,
공고졸이 숙련과 관련된 포상이 3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봉에서 뒤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여기에는 상사에게 잘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사내 정치
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전반까지는 공고졸 기능사에 대한
우대가 지속되고 있었으나 80년대 후반부터는 그것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기능사 2급’ 자격에 대한 대우 문제에 대하여 현재 재직 중인 ’70년대
기능공들이 모두 이야기 하듯이 입직할 때 좀 우대해주는 측면이 있었지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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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나고 나면 중졸 출신 기능직과도 차이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 입증되는
셈이다. 실제로 도장반에 근무하는 ㅇㄷㅇ의 경우도 이 점을 증명해 준다. 그는
안강에서 비인가 중학교를 나오고 직업훈련도 받지 않고 연고로 입사해서 숙련
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 노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한참 후에 도장 파트에 배치되
어 일을 배워가면서 근무하여 지금은 생산직 최고 지위에 도달했으며 신입 직원
들에게 숙련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물론 각고의 노력을 하였다.
작년에는 도장 파트에 일감이 많아서 야근도 필요하면 하다 보니 2012년 연말
정산을 위한 세전 총 근로소득이 6천 7백만 원이었다고 한다. 77년 입사자 중
에서 가장 많은 임금소득을 올리는 수준에 속한다.
이런 현상을 가져온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우선 1980년대 초반에 NC도입을
거쳐 CNC, 로봇, 자동화 신장비들이 도입되면서 손기술의 가치가 희석되어간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 풍산의 온정주의적인 조직 문화가 영향
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서 기능사 자격증의
가치가 떨어진 현상을 들어야 한다. 기능사 자격증 취득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희소성이 있어야 하지만 특수공고 및 일반 공고생들은 3학년 1학기까지 대부분
의 학생이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기능사 자격증은 취업이나 진학을 할
때 선별 능력을 거의 상실하였다. 결국 1980년대에 공고 교육은 정예 ‘특수공
고’ 우위의 ‘불균형 정책’에서 ‘평준화 정책’으로 전환되게 된다(최규남, 2003).

(5) 직군 명칭과 직급 호칭 변경

단일 호봉제의 의미는 기능직을 사무·기술직과 신분 지위 차별을 하지 않으
려는 배려라는 측면도 있었다. 다시 말해 기능직을 이른바 ‘신중간계급’으로 분
류되는 화이트칼라와 구별하지 않으려 한다는 제스처인 셈이다. 사회가 중산층
기준으로 요구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직업적 지위’이다. 그래서 ‘전문직’,
‘계장’으로 하면 생산직, 기능직과 다른 ‘신중간계급’ 분위기가 나고, 명함을 만
들기도 좋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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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호봉제로 변경하면서 회사 측의 타산과 배려로 명칭 변경도 함께 하였
다. 물론 그 전부터 노동조합으로부터 일각에서 ‘전문직’으로 바꾸어 달라는 요
구도 있었다. ‘기능직’이라는 명칭에 담겨있는 권위주의적 차별, 그리고 한국사
회에 있어서 지위에 대한 의식에서 비롯되는 차별적이고 비하적인 어감과 사회
적 인식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의미였다. 동시에 실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회
사 측에서 볼 때는 구 직급과 승진체계는 명예일 뿐 승진에 따른 동기 부여가
별로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대개 승진시켰기 때문이다.

반면에 눈

에 안 보이는 비용은 상당했다. 즉 행정 낭비라든가 또는 조직 내부의 갈등 등
으로 인해 팀워크가 떨어지는 것 등이었다. 변경하는 대신 금전적 보상은 좀 더
올려주었다. 그래서 노조가 단일호봉제에 동의했던 것이다(ㅈㅁ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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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풍산의 성장, 노조의 설립 그리고 기능공의 상태 변화
이 장에서는 풍산금속 안강종합탄약공장이 건물을 준공하기 시작한 1973년
부터 2012년 최근까지 겪은 역사와 1973년부터 1986년까지에 걸쳐 입사한 기
능공들의 임금 변동을 중심으로 한 제반 상태 변화를 세 개의 시기로 나누어 분
석하기로 한다. 제1기는 1973년부터 1992년까지로 중화학공업화 추진기와 권위
주의체제에 대한 민주화투쟁이 분출하던 시기가 포함된다. 제2기는 1993년부터
2004년까지로 ‘민주정부’하에서 풍산의 방위산업이 침체된 시기와 IMF경제위기,
그리고 풍산이 노사협조와 독자기술개발로 재도약을 준비하던 시기가 포함된다.
마지막의 제3기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로 수출활로의 타개로 풍산 방위산업
이 급성장하고 기능공들의 임금소득이 급상승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세 시기에 각각 해당하는 아래의 세 개 절에서 임금의 변동에 초점을
둔 기능공의 상태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연구사례 기능공들의 입사 시 출발상태
와 현재의 변화된 상태를 비교할 때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림 4-1> 풍산 74년 입사 기능공의 월 임금 총액의 추이 (1976-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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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은 ’74 입사 공고졸 기능공의 입사 초기부터 2012년까지의 임금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일견하더라도 1984년, 1998년과 2007년에 임금 하강 현
상이 있어 안강공장의 성쇠를 한 눈에 보여준다. 이 임금 지표가 다른 부면의
동향을 축약하고 있다. 1973년에 종합 탄약 공장으로 본부와 공무부 건물을 준
공한 안강 공장의 생산직 사원은 1980년에 4,000명에 달하는 최대 인원수에 도
달했다가 급감했으며, 1988년에 다시 정점에 버금가게 회복했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에 1,3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1년
까지 한 해 1,500명 정도의 인원이 들어오고 나가는 상황이었다. 주로 병역 특
례 기능공들의 출입이었다. 이때 안강 공장의 노무담당 직원들은 전국을 돌며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는 2급 기능사 자격 취득자들을 모집하여 충원해야만 했
다(ㅇㅂㅅ, 2012.11.5. 영천).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후 1982년부터 급감하였다. 5공 신정부가
긴축재정정책을 시행하며 미국의 한반도 방위공약 재천명을 구실로 국방비를 삭
감하고 자주국방의 의지를 완화한 데 따른 것이었다. 정부로부터의 발주 물량의
감소로 인해 안강공장은 1981년과 1982년에 걸쳐 1,500명의 생산직 사원을 해
고해야 했다. 그때 그 방법은 휴가를 보내놓고 ‘다음에 부르겠다’고 통고하는 것
이었다. 이때 퇴출되지 않은 생산직 사원들은 동료들의 눈치를 보며 미안해했다
고 한다(ㄱㅅㅍ, 2012.11.26. 안강). 병역특례 해당자들은 5년을 근속하지 않으
면 입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숨소리도 낼 수 없었다고 한다.
이런 감소 추세는 1986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하여 1988년에 정점을 찍으면서
이듬해까지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56). 이것은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문제 제기에
따라 6공 정부가 다시 “한국 방위의 한국화”를 내걺에 따라 방위산업의 재도약
기를 맞았기 때문이다(정진태, 2012:158-162). 그때부터 1990년대 한국 방위산
56) 이런 추세는 전국적인 추세와 기본적으로 궤를 같이 한다. 광공업의 경우 1963년의 고용 비
중이 8.7%에 지나지 않았으나, 수출주도의 공업화가 추진되면서 1988년에는 28.5%로 증가하
였다. 그러나 이후 광공업의 고용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2008년에는 17.4%로 다시 낮아졌다.
이것은 광공업의 경우 노동대체적인 기술발전이 빠른데다가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체에 있어서
는 중국 등 후발개도국과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점차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구조로 전환해
간 데 따른 것이다(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201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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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독자적 기술 개발기를 거쳤으나 풍산의 방위산업체 안강공장은 새로 인원
을 충원하지 않고 인원의 자연 감소를 지속시켰다.
안강공장의 방산 매출액은 1975년부터 1980년까지 급상승 하다가 1981년에
갑자기 감소세가 돌아섰다가 1986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1989년에
급감했다가 1990년에 급등했으며 1993년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다시 급감하다
가 2004년까지 매우 완만한 상승세 내지 현상유지를 하였다. 그러다가 2005년
과 2008년에 점프를 하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중이다. 그 이유는 앞에서
종업원 수의 변동 추이를 분석하면서 설명했지만,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1975-1980년간의 매출 급증은 “소총 탄환 수출이 많았기 때문에 회사가 그때
많이 벌었다”는 것이다(ㅈㅅㅇ, 2013.6.18. 안강).
1988년 말의 안강공장 노동조합 결성 투쟁과 파업투쟁으로 인해 14%의 매
출 감소가 있었다. 이러한 막대한 손실은 그 전에 충성스러운 생산직 사원들에
게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예방할 수 있었다는 시각도 있다(ㅇㅂㅅ).

4-1. 방위산업의 급성장과 안강공장의 노사분규: 1973-1992
이제

본관 건물과 일부 공장동을 준공한 1973년부터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1992년까지 안강공장 방위산업의 성쇠와 ’88-’89년 ‘노동자 대투쟁’기에
겪은 격심한 노사분규를 분석해 보도록 하자. 그럼으로써 풍산 기능공들의 계층
적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본 연구의 가장 주요한 분석 기준인 임금
소득의 변동 추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앞에서 살펴 본 맥락 속에서 임금의 변
동 추이를 분석해보자. 아래 <그림 4-2>는 1976년부터 1992년까지의 기간 동
안 풍산 74년, 82년 및 86년 입사 공고졸 기능공의 월 임금 총액과 도시근로자
가구의 경상소득의 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 107 -

<그림 4-2>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경상소득과 풍산 74, 82, 86년 입사 기능공
의 월 임금 총액의 추이 (1976-1992)

출처: 도시근로자가구 경상소득: 『한국통계연감』. 각 년 호 및 2005년 호.
풍산 기능공들 월 임금 총액: 현장 조사 자료
1)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한 것.
2) 풍산 기능공들 월 임금 총액은 본봉, 고정수당, 유동수당, 상여금, 성과급, 연차수당
및 장학금 등 현금성 총 임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것.

먼저 세 경우의 기능공의 현금성 임금 총액을 제시하게 된 근거를 밝혀야 하
겠다. 필자가 확보하고 있는 기능공의 현금성 총 임금액 자료는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74년 안강공장 입사 기능공의 「월급 지급 명세서」(1991.4.-2012.12)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1989.12.-2013.2.)뿐이다. 그리고 본봉 자료로는
안강공장 서류 창고에서 열람했던 몇 건의 「인사기록카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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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자료로 모든 추계에 기준이 돼 줄 것은 ’74년 입사자의 「월급 지급
명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다. 여기에도 1988년 이전 것은 일실
됐으므로 추계가 필요하다. 비교해 볼 자료는 「인사기록카드」인데 본봉만 2006
년까지만 수기로 기재돼 있다. 다행히 1974년에 입사한 공고 졸업자의 카드가
있어서 추계할 수 있었다. 두 기록이 동시에 존재하는 기간의 월 본봉을 대조해
보고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진 후에 그 본봉 대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과 학비 지원금까지 현금성 급여는 모두 합한 현금성 총임금의 비례를 적
용하여 빈 곳들을 추계하였다. 그리하여 「월급 지급 명세서」의 주인인

’74년

입사 기능공의 1976-1988년의 현금성 총 임금액 수치를 얻을 수 있었다.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놓고 「인사기록카드」 중에 기능사 2급 자격 소지자로
’82년과 ’86년 입사자를 채택하여 비례관계의 2차 방정식을 사용하여 두 사람의
현금성 총 임금액을 구하였다. 전형적인 외삽(extrapolation, 外揷)이지만, 전
사원의 임금 인상률이 동일하다는 점과 연장 근무를 하지 않는 기능공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 그림에 대한 분석으로 돌아가도록 하자. 앞 장에서 기능공들의 입사
초임에 대한 회고와 평가를 들어보았지만, <그림 4-2>에서 보듯이 안강공장 가
동 초기에 신입사원들 중심의 회사에서 풍산 기능공들의 근로소득이 전도시근로
자가구의 경상소득을 상회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당시 고임금이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풍산 74년 입사 기능공이 3년차인 1976에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경상소득
의 80%까지 따라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리고 바
로 1977년에 추월이 일어났다는 것은 풍산의 입사 4년 차 기능공이 적어도 임
금수준이라는 기준으로는 중산층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1970년대 후반 이후 매년 “두 배씩 성장”(안강공장 경영 관계자)하던 안강공
장에서 1988년 당시 안강공장 4,000 여명 생산직 가운데 3천 명 정도에 이르는
2급 기능사들은 거의 참여한 노동투쟁이 방위산업체에서 일어난 것은 놀라운
현상이었다. 과격 파업투쟁의 원인이 학력 차별인지 아니면 저임금에 대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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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회사 분위기가 획일적이고 군대식
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어쨌든 노조 결성과 파업투쟁의 결과 임금이 인상되어 연 2-3천만 원이 되
었고 근로자 처우 개선이 확산되었다. 그래서 기능공들이 자동차도 사게 되었
다. 간부 사원을 포함한 사측의 권위주의를 타파하였고, 노조 설립으로 생산직
사원에 대한 처우가 점차적으로 나아졌다. 보수적인 기능공도 ’87-’88년 민주화
운동은 좀 과격한 면도 있지만 장래를 봐서는 잘한 일이었다고 평가한다. 노조
가 없을 때는 본봉으로 1-2만 원 정도 임금이 인상되던 것이 노조가 생기고는
6-7만 원 정도 인상이 계속되었다. 1989년 초 안강 공장의 전면 휴업 조치 이
후 노조의 노선은 강경에서 노사화합으로 돌아섰다(ㄱㄱㅅ, 2013. 5.24. 안강).
그러면 우선 안강 공장 파업투쟁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1987년 여
름 ‘노동자대투쟁’은 권위주의 정권 측의 정치적 자유화선언으로 기회구조가 열
리자마자 곧 격렬한 노동쟁의로 폭발하였다. 이 대투쟁은 노동자들이 불만을 표
출하고 더 높은 임금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자주노조 설립이 그들의 최우선 관
심사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쟁의들과 달랐다. 그리고 노동투쟁이 중화학공업의
대기업과 남성노동자 중심으로 전개됨으로써 한국 노동운동의 주된 행위자에 근
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8월 17일에는 울산에서 현대그룹 노동자 수만 명이 시
위에 나서 울산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구해근, 2002).
이런 흐름 속에서 1987년 8월 13일부터 부평공장에서 파업과 시위를 하면서
풍산금속 노조의 부평대회를 개최하였다. 풍산금속 공장 중에서 온산공장은 이
미 4개월 전에 최초로 노조를 결성했으며 전적으로 방위산업체인 안강공장과
동래공장도 곧 노조를 결성한 상태였다. 부평공장 파업은 전국적인 노동불안에
대한 자연발생적인 반응이었다. 그것은 부평공장에도 노조를 결성하자는 운동이
었고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자는 운동이었다.
1987년 당시 풍산금속 안강공장의 경우 사무직과 생산직의 임금 격차는 본
봉이 65.3%(사무직은 390,000원, 생산직은 254,800원), 임금총액이 79.7%(사무
직은 845,000원, 생산직은 674,000원)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같은 남자 고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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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도 생산직은 사무직 임금의 86.5%였다(1988년도). 또한 고졸과 대졸 직원
의 임금 및 대우의 차이(1988년 경우 공고졸 초임이 대졸 초임의 63%임)가 커
지면서 1987년 ‘노동자 대투쟁’에 숙련노동자가 격렬하게 참여하게 되는 배경으
로 작용했다(Kim, 1992).
풍산금속에서는 분출하는 노동자의 격렬한 투쟁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기능공의 임금이 급상승(1987년 16.5%, 1988년 11.5%, 1989년 40.5% 등 임금
급등; 그리고 상여금은 1987년에 550%, 1988년에 600%로 인상)하였다(회사 제
공 자료). 풍산금속의 4개 공장(안강, 온산, 부평, 동래) 노동조합 결성이 완료되
어 88년 현재 정규직 직원 9,430명 중 7,473명이 가입하여 80%의 가입률을 기
록했다. 노조 결성 이후 55세로 정년 연장과 높은 임금상승에 노동자들이 만족
했던 까닭에 노사분규는 소강상태였다(Kim, 1992).
1988년 말 두 번째 현대노동자투쟁이 일어나 결국 12월 12일 128일간의 역
사적 파업이 시작되었다. 이런 와중에 느닷없는 파업이 안강공장에서 일어났다.
그것은 과격한 정치투쟁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 것이었다. 풍산금속 노조 여타
지부들이 엄청난 실질임금상승을 포함한 노사단체협상 타결에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안강종합탄약공장 지부는 1988년 12월 재협상을 요구
하며 원정폭력쟁의를 불사하는 과격한 파업을 일으켰다. 1989년 봄까지 계속된
이 파업은 외부의 친노동세력이 개입하여 계획적으로 방위산업체에서 경영에 대
한 집단행동을 차단하려는 정부의 힘과 의지를 시험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
으로 보인다. 노조 지도부는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조건으로 내걸지 않았다(ㅈ
ㅈㄱ57), 2012.11.27. 포항). 노조 지도부는 방위산업체에서는 단체행동권을 제
한하는 방위산업법 18조를 무력화시키는 데 집중했으며 풍산금속의 경영권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다. 그때 “우리 풍산은 수출을 해야 문을 닫지
않는다”고 노조를 설득하는 목소리도 있었다(ㄱㅇㅅ, 2013.11.13. 안강). 수출이
지속돼야 일자리가 유지된다고 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7) ㅈㅈㄱ은 ’88년 말 안강공장 노사분규 시 풍산금속 노조 안강공장 노조 지부장이었다. 인문고
를 나온 신학도 지망생이었다. 서울대 출신 기술직 병역특례 요원이었던 ㄱㅇㄱ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투쟁을 벌였다. 그는 당시 경제적인 요구 사항은 전혀 내걸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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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강공장의 직장폐쇄는 1989년 1월 2일부터 3월 14일까지 72일간 이어졌다.
직장폐쇄는 노사분규에 대한 경영 측의 새로운 대응방식이었다. 이 사건은
1988년 11월 산재사고로 근로자 한 명이 사망한 것에서 촉발됐다. 이에 회사는
해고자 복직, 파업기간 생활비 지급과 단체계약 협상 시작이라는 화해책을 제의
하여 12월 22일에 합의 서명을 했다(Kim, 1992).
그러나 안강 공장 노동자들만 다른 차원의 계약을 위한 새 협상 라운드를 요
구하면서 다음날 550명이 근무 이탈을 감행했다. 이 시기는 현대중공업 22,000
여 노동자가 ‘128일간 파업’에 돌입하는 등 전국적으로 도시들에서 시위가 이어
지고 반미 · 반외세 구호와 행동이 표출될 때였다(ㅇㅂㅅ).
안강공장 노동자들은 파업을 계속했으며 화약창고 앞에서 기업주 교수대를
설치하는 등 모욕하고 공장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했다. 회사는 1989년 1월 2일
국방부에 긴박한 위협을 알리고 경찰에 개입을 요청했다. 경찰 5,000여명이 진
입하여 37명의 강경 파업자를 체포하고 25세의 지부장을 포함 7명의 지도부를
공식 체포했다. 이 사태는 당시 최초의 경찰 진입으로 기록됐다. 이리하여 72일
간 직장 폐쇄되고 새로 선임된 사장이 노조 지부장 서리와 협상하여 3월 14일
에 공장 재가동에 합의했던 것이다.58)

다음해인 1990년 1월 12일 회사는 안강

공장 노동자 1,000여명에게 감원을 통보하자 노조는 항의 시위를 했지만, 결국
2월 5일 풍산금속 노조는 포항민주노조협의회를 탈퇴하기에 이른다.59) 그것은
전반적인 노동운동 퇴조 흐름의 하나였다(이상철, 1991; 한국민주화운동사연표,
2006).
당시 4.100여명의 생산직 사원 중 3,300여명이 조합원이었고 그 중 2,000명

58)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조는 공장의 안전과 정상적 작업을 보장하고 회사는 합법적,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지원한다. 노조는 제3자 개입을 반대, 거부한다. 위법을 한 핵심 전투적
선동가들은 법원의 결정에 맡기되 회사가 고발한 사람 중 강경파의 전투적 지도자가 아닌 사
람들은 7일 내에 고소를 재평가 할 것. 정부 방침은 무노동 무임금이지만, 풍산금속은 72일
파업기간 기본급의 60%와 수당 및 10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등이었다(ㅇㅂㅅ).
59) 1980년대 말 ‘3저 호황’이 끝나고 경기 하강 국면에서 노태우 정부는 1990년 1월 전국노동조
합협의회가 결성된 이후에도 그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전노협 가입노조들에게 압력을 가
하는 상황이었다. 그것 외에도 소규모 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경기 침체 때문에 전노협은
결성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절반에 가까운 가입 노조를 잃었다(구해근, 2002: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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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병역특례병들이 서울대 출신 ‘학출’(오하나, 2010)의 지휘를 받는 강성
노조지부장을 지지하였다. 사태가 이렇게 된 기저에는 안강공장 노조 핵심조직
원들의 사회적 특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1명의 핵심조직원들의 평균 연령
이 23세이고 85.3%가 독신이며 전문대졸업자 1명을 제외한 40명이 고졸로서
그 중 37명이 방위산업체 병역특례자였다(Kim, 1992: 190; ㅇㅂㅅ). 그들은 2
급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방산업체에 5년 근무하면 병역특례를 받는 숙련기능공
들이었다. 정예 특수공고인 경북기공이나 부산기공 등의 기계공고 출신들이 주
도층에 많이 있었다(ㅇㅅㄱ). ‘학출’인 배후 지도자는 물론이고 핵심조직원들도
이전부터 투쟁에 대하여 공부하고 준비해오던 중이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특례가 취소될 위험을 감수하고 과격투쟁을 할 사상적 무장이 돼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그들은 임금인상은 주요 목적이 아니었다(ㅈㅈㄱ).
격렬한 노사분규 이후에 안강공장의 분위기는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관리직과 기능직 사이에 가로 놓여있던 무시와 권위주의가 거의 해소되었
다고 한다. 동등하게 어울릴 수 있는 관계가 생겨났다고 한다. 임금인상도 상당
한 수준이었다. 앞서 제시한 임금 인상률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제하고도
1987년 13.1%, 1988년 4.3%, 1989년 34.8%의 실질임금상승률을 기록하였다.
’88-’89년에 격렬한 노사분규를 겪고는 안강공장의 내부노동시장60)은 더욱
강화되었다. 거기에 이르게 된 경과를 간략하게나마 정리해 보도록 하자. 중공
업에 요구되는 숙련이 내부노동시장을 만들어냈다. 풍산 안강공장의 경우 대략
76년 이전까지는 육군조병창의 숙련공을 스카우트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었다.
그때까지는 공고 졸업자가 귀했다. 1973년에 정부는 중화학공업화를 발진시키
면서 병역법을 개정도 하지 않고 먼저 병역특례를 부여하며 지원책을 시행하였
다. 이렇게 해서 풍산의 방산업체에서는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1977년부터는 더욱 체계적인 기능공들이 배출돼 나오자 내부노동시장은 강화되

60) 기업내부노동시장은 노동자의 배치나 승진, 그리고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전체 노동시장 상황과
독립적으로 기업 내부의 규칙에 의해 결정되는 현상을 말한다. 보통 기업내부노동시장에 속한
노동자는 외부노동시장의 노동자에 비해 고용이 안정적이고 근로 조건이 좋다(정이환, 2006: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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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하였으며 이제 내부노동시장의 층화가 일어났다.
기능공들에게는 가공과 품질관리의 직무가 배당되었고, 비숙련노동자에게는
단순 조립과 잡역이 주어졌다. 90년대 들어 CNC 보급이 일반화된 후에 일이기
는 하지만, 비숙련노동자로 종사하던 사람들 중에서 반숙련 작업을 익혀 상승하
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도장 작업이 그런 분야가 될 수 있다. 또 CNC 오퍼레
이터라도 모두 반숙련공으로 본다든가 아니면 모두 숙련공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장비를 보수 · 유지할 숙련이 있느냐 여부부터 기계 이론과 암묵적 지식
등의 여러 가지 능력에 따라 숙련공과 반숙련공으로 구별할 수 있다.
어쨌든 내부노동시장은 일반적으로 입직이 더 경쟁적이다. 따라서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풍산 경우 입직 경쟁이 매우 치열했다. 공고졸이나 직훈 수료자나
성적이 상위권에 들어있어야 풍산 안강공장 실습생에 선발될 수 있었다. 청년들
에게 가장 큰 메리트인 병역특례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라는 특이성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입직 이후는 경쟁이 그리 치열하지 않다고 한다. 물론 사무관리직(기
술직)으로 직군이동하는 좁은 문이 있어서 이것을 원하는 기능공들은 ‘직무능력
향상 과정’에 선발되어 전문대 야간부를 다니는 등 경쟁이 치열하였다.
그러나 생산직에 대해서는 정리해고가 없는 반면에 사무관리직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정리해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발탁되어 직군이동됐다고 하더라도
사무관리직군 내부의 경쟁이 치열하다. 따라서 고용안정을 중시하는 기능공들은
사무관리직으로의 상승을 반드시 유리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풍
산의 내부노동시장도 입사 경쟁은 치열하고 입사 이후 보호막이 있어서 고용안
정도는 높았다. 이런 점은 풍산만의 특성이 아니고 풍산의 동종 업체들이 대체
로 그렇다고 한다(ㅂㅈㄹ, 2013.10.25. 안강)61).
그렇기 때문에 기능공들을 포함하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안강공장
전문직(기능 · 생산직)에 들여보내려고 줄을 섰다고 한다. 그들은 그 목표를 갖
고 전문대를 보내거나 폴리텍 대학을 다시 시키기도 하는 현상이 근래에 있다고
61) 이는 관리직이 IMF 위기 시 주 타격 대상이었다는 신광영(2004: 227-231)의 주장과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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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ㄱㅇㅎ, 2012.11.26. 안강; ㅅㄱㅇ, 2013.11.4.).
이러한 사실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볼 때 IMF 위기 와중에서 관리직에서 대
거 정리해고가 있었던 점과는 일치한다. 반면에 생산직에서는 임금이 높은 고참
생산직원들과 비숙련노동자들이 다수 퇴출됐다는 전국 규모의 분석 결과와는 일
치하지 않는다. 풍산에서는 IMF 위기 때 생산직 정리해고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 그 고임금의 고참 생산직들이 숙련구조의 변화에 의해 그들이 실제적으
로 더 이상 당시 요구되는 숙련을 가지지 못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컸다. 왜
냐하면 고숙련노동자 스카우트 붐이라는 현상이 동시에 있었기 때문이다.
풍산에서는 1990년 이후 생산직에 대한 인위적인 감원이 한 번도 없었다. 생
력화(省力化)62)를 추진하면서도 자연 감소에 맡겨오고 있다. 단지 근무 평점 최
하자 2명을 다른 부서로 전출시킬 때 거기서 여유 자리가 없다고 곧 또 다른
부서로 돌리게 되면 결국 스스로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ㅊㅈㅅ,
2013.11.8. 안강).63)
한편 배무기는 1975년경을 전환점으로 노동력의 무제한 공급상황이 종식되
고 한국도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화되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Bai,
1982). 노동시장에 스카우트 붐이 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력이 재
생산되고 있다는 상황을 의미한다. 또한 프랑스의 조절학파에서는 70년대 후반
부터 80년대에 한국은 내수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중산
층이 양산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때까지의 외부 수출시장을 지향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출혈적

테일러리즘’에서

탈피한다는

얘기다(리피에츠,

1990). 80년대에 노동력이 재생산되고 중산층 양산으로 내수시장이 확장되는 구
조다. 현대자동차도 상당 부분 내수시장에 기반해 성장했던 것이다.
70년대 후반과 80년대를 통해 노동시장이 구조가 변화하고 중산층이 양산됐
62) 생력화와 생인화(省人化)는 인력, 즉 노동력을 감축하고 자동화로 대체하려는 경영전략으로
‘신경영’ 전략의 한 구성요소이다. 자본에 대한 노동의 투쟁에 대한 대응전략의 하나이다.
63) ㅊㅈㅅ 계장은 1975년 입사자로 중학교 2학년 때 진로를 정할 때 당시 정부가 부모의 선택을
지도하는 홍보를 하였다고 한다. 그는 ‘산업역군’에 긍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10년 전부터
스스로 중산층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안강공장의 노사협조는 국방부가 물량으로 압박하
거나 김대중 정부 때와 같이 소구경탄 생산을 다른 기업과 이원화시켜 버리면 사원들이 공감
대를 형성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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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때는 풍산금속이 가장 성가를 날리던 시기였다. 포항제철을 다니던 사람
이 이직해 오고 학교 교사하던 사람도 입사한 경우가 있던 시절이었다. 초임자
들, 즉 공고졸이나 직훈 수료자들도 풍산과 포철을 놓고 풍산을 대개 선택했던
시절이다. 우선 임금이 높았고 회사 전망이 좋았다. ‘일등 사위감’이었다고 한다
(ㅊㅊㄹ).
82년에 풍산 안강 공장장이 6년 내에 마이카 시대가 온다고 비전을 제시했
다고 한다. 안강 기능공들은 대개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첫 자가용을 장
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내부노동시장의 발달이 기능공의 중산층화를 가속화시
키고 있었던 것이다(ㅂㅈㄹ).

4-2. 방위산업 침체와 노사협조주의의 성립: 1993-2004
1987-89 노동자 대투쟁 이후 큰 변화 중 중요한 것은 기업의 생산과정 재조
직방식에서 일어났다. 1990년대 대기업에서 유행한 ‘신경영전략’은 신인사정책,
유연한 노동, 노조에 대한 전략, 기업문화라는 4가지 요소를 지녔다. (주)풍산은
이후 인력의 자연 감소 정책, 즉 생인화(省人化)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본사
와 4개 공장 전체의 사원의 숫자가 계속 감소해 2012년 말 현재 생산직 2,393
명, 관리사무직 610명 기타 419명 등 총 3,422명으로 88년에 비해 20여년 만
에 1/3의 수준으로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풍산금속과 노동조합은 문민정권의 방위산업 홀대에 대항하여 정치적 동맹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1993년 문민정부의 성립으로 방위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
다. 물량이 줄고 원가가 깎인데 더하여 근로자들의 생산성도 하락하여 일대 위
기였다. 그로부터 10년간의 풍산 안강사업장은 침체기가 지속되었다. 기능공들
은 정상근무만 겨우 해야 될 형편이었다. 연장근무와 특근을 할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 기본급과 기본 수당 밖에 받을 수 없었다. 생산직들은 정상근무 임금단
가의 1.5-2.0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무 수당으로 어느 정도 생계비를 버는 임금
체계하에 있었는데, 정상근무 임금소득으로는 연 3,000만원을 넘기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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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노조도 이제 노조가 변해야 산다는 의식 전환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그런 어려운 상태가 10년 가까이 돼가고 IMF 경제위기로 고용 안정의 중요성이
부각되던 2000년도에 노사화합 선언이 나오게 되고 노사협조주의를 실행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2007년 이후 2012년 까지 풍산 전사업장이 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동래공장은 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하였다
(안강공장 경영 관계자).
한편 회사 측에서는 수출을 자체 기술을 비밀리에 개발하여 1999년에
IS2000 인증을 받고 2004년에는 미국이 품질을 인정하였다. 자동화로 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한다(ㅈㅁㅅ, 2012.11.26. 울산).64) 결국 김영삼 정권에서
김대중 정권을 거쳐 노무현 정권까지 방위산업을 경시하던 정책과 정치적 입장
에 대하여 주로 경상도 출신인 안강 기능공들의 정치적 성향도 호의적이지 않았
음에 더하여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반되었다. 때문에 방산업체 풍산과 노동조합
의 정치적 동맹은 맺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리하여 임금동결과 간부와 관리직 사원은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IMF 위기
시에도 기능직은 고용안정에다가 방산업체이기 때문에 제 때 임금은 나오므로
최소한 안정적이었다. “IMF 사태 때도 3천 만 원 수준이었는데 매스컴에서 막
떠들어서

위축되었을

뿐이지

먹고

사는데

이상

없었다”고

한다(ㅎㅎㄹ,

2013.11.12. 전화 인터뷰). 어쨌든 발전국가의 마이홈, 마이카의 비전은 공약대
로 예상 시기 무렵에 실현되었던 것이다.

64) ㅈㅁㅅ는 2013년까지 (주)풍산 노조 위원장을 3회 역임한 (주)풍산 울산사업장 전문직 사원이
다. 울산공고를 졸업했으며 화학분석 기능사 2급 자격증과 그 외 2개의 자격증을 더 가지고
있다. 그는 IMF 위기로 고용 안정의 중요성을 절감하면서 ‘강경파’에서 ‘실리파’로 노선을 전
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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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경상소득과 풍산 74, 82, 86년 입사
기능공의 월 임금 총액의 추이 (1993-2004)

출처: 도시근로자가구 경상소득: 『한국통계연감』. 각년호 및 2005년호.
풍산 기능공들 월 임금 총액: 현장 조사 자료
1)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한 것.
2) 풍산 기능공들 월 임금 총액은 본봉, 고정수당, 유동수당, 상여금, 성과급,

연차수당

및 장학금 등 현금성 총 임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것.

<표 4-3>를 보면, 앞에서 설명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의 사례인 74년 입사
기능공의 임금소득도 상대적 정체를 면치 못하였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 3
개년과 IMF 경제위기의 해인 1998년에

결국 역전 당했다. 그러나 9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산층의 소득 판별 기준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1999년에 우위를 회복하여 2004년에 116%를 찍은 뒤 풍산의 수출 호황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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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 보너스와 성과급의 대폭 지급에 힘입어 2012년에는 131%로 차이를 벌리
고 있는 중이다.
한편 풍산 ‘82년 입사 기능공의 임금 추이를 비교해 보면 1989년에 도시근
로자가구 월평균 경상소득에 97.1%까지 좇아갔다가 1990년에 들어와 79%까지
떨어졌으나 1999년에 90.9%로 재추격하여 중산층 진입을 확실히 하고 2002년
에 103%로 추월한 이후 격차를 벌려 2012년에 125.3%로 앞서 가고 있다. 따
라서 ’82년 입사자는 1999년 입사 17년 만인 30대 중반에 소득 면에서 핵심 중
산층 기준을 통과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86년 입사 기능공은 1989년 80.7%까지 접근했다가 1990년대
대부분 기간을 70%대에서 머물렀다. 그리고 2000년에 90.2%로 올라서 소득 면
에서 중산층에 진입하였고 2004년에 추월하였으며 2012년 현재 125.3%로 따돌
리고 있다. 따라서 ’86년 입사 기능공은 2000년 입사 14년 만인 30대 초반에
소득 면에서 핵심 중산층 기준을 통과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1970년대 입사 기능공들은 1970년대에 풍산이 무서운 성장세를
보일 때였기 때문에 입사 4, 5년 만에 소득 면에서 중산층에 진입했지만, 1980
년대 입사자들은 1990년대의 풍산 방산부문 침체기를 곧 맞은 탓에 10년 정도
‘70년대 입사자들보다 늦게 중산층 진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4-3. 방위산업 활성화, 수출 호황과 임금 급상승: 2005-2013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안강공장에서 정상 근무시간에도 할 일이 많지 않던
방산 물량의 침체는 2005년에 들어서 일약 30%의 매출 증가를 시현하며 폭발
적인 점프를 하였다. 이어 2008년에는 매출액이 47% 증가하였다. 그러던 중에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주춤하던 성장세는 2011년부터 다시 회복되
었다. 결국 2004년 1,824억 원에 머물던 매출은 2012년에는 4,878억 원에 달
해 2.7배로 커진 것이다. 그 결과 1996년에 700%이던 상여금도 2012년에
800%로 인상되었으며 그 보다 임금 상승에 더 큰 기여를 한 것은 성과급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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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0년에는 500% 성과급이 정해져 일인당 1.000만원 수준이 되었으며
2012년에는 310%의 성과급이 합의되었다(ㅈㅁㅅ).
이와 같은 성과와 분배 개선은 방위산업 활성화, 그리고 무엇보다 수출에서
호황을 누렸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추진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자주적 전력 확보를 위한 군비증강이
2005년 ‘국방개혁 2020’의 시행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정
진태, 2012: 165).
그러나 탄약을 생산하는 풍산의 경우에는 그간 방산 침체기에 진력해 온 기
술개발의 효과가 중요하다. 독자적인 자체기술 개발로 이른바 ‘국산 기술’이 수
출 시장을 자유로이 개척할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때까지는 기본적으
로 미국의 무기제조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허락
없이 수출할 수 없는 처지였다. 이제 풍산의 국산기술에 의한 순 국산 총포탄은
수출 개척에서 내적 장애를 해소시켰던 것이다. 그 결과 안강공장에서 생산해
내는 풍산의 총포탄은 풍산이 6년간 방산 수출 1위를 점하게 해주었다.
크게 보면 이러한 흐름은 풍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최근 몇 년간 한
국의 방산수출 품목의 특징은 과거 항공기 부품 및 엔진정비, K-9자주포 부품,
탄약류 및 군용차량 위주에서 탈피하여 KT-1 기본훈련기, K-9자주포, K2전차
기술 이전, T50 등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체계장비의 수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점이다. 탄약 분야는 전통적인 수출 주력분야로서 미국 중심의 안
정적인 수출시장 확보로 뚜렷한 수출증가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2010년 경우
방산 총 수출액 약 11억 9천만 달러 중 탄약이 3억 3천만 달러를 차지하여 총
수출액의 28%를 점하는데(정진태, 2012: 177), 풍산이 탄약 수출액의 약 반 이
상을 수출하였다. 풍산 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방산수출은 2007년에 이전
보다 3.3배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이후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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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경상소득과 풍산 74, 82, 86년 입사
기능공의 월 임금 총액의 추이 (2005-2012)

출처: 도시근로자가구 경상소득: 『한국통계연감』. 각 년 호 및 2012년 호.
풍산 기능공들 월 임금 총액: 현장 조사 자료
1)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한 것.
2) 풍산 기능공들 월 임금 총액은 본봉, 고정수당, 유동수당, 상여금, 성과
급,

연차수당 및 장학금 등 현금성 총 임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것.

<그림 4-4>에서 보듯이 본 논문의 가장 젊은 연구 사례인 ‘86년 입사 기능
공까지 2000년에 중산층에 진입한 후 가파르게 임금이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방위산업 활성화와 국산기술 개발에 기반한 수출 호황으로 앞에서
어느 정도 살핀 바와 같이 안강공장 기능공들의 임금은 급상승하였다.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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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1999년까지의 지독한 침체기에 2천 5백-3천만 원 수준이었던 낮은 수준의
임금이 2000년부터 2008년 사이에 연 200만원씩 상승하였다. 그러다가 2009년
부터 2012년 사이에는 연 300만에서 400백만 정도가 상승하여 2012년에 6천만
원 수준이 된 것”이라는 것이 ’85년 입사 기능공 ㄱㄱㅅ 반장의 정리이다. 이렇
게 보면 기능공들은 방산 침체기에 노사협조주의로 인내하는 한편으로 기업은
기술개발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 수출시장을 개척해냈다는 점에서 ‘규율적
발전’을 시현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시기에 들어와 숙련구조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70년대 중
후반에 입사해 정년을 앞두고 있는 기능공들에게 숙련상의 위기가 닥쳤다. 결국
2000년대 중후반 들어들면서 연공서열이 조금씩 없어졌다. 새 장비가 도입되면
서 새 기술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자기들 스스로 물러난다. 옛날의 반복인 셈
이다. 구 숙련공들도 새로운 공고졸 기능사들한테 그렇게 밀려났었다. 새 장비
는 유압, 전기, 적외선이 동원되어 조합작동을 하는 장비다. 기능사들이 CNC
까지는 따라왔는데 이제는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 기능사들이 고기술이 없으니
까 밀려난다. 현재 신입 기능직 사원들은 공업전문대 출신들로 고기술을 배워가
지고 입사한다.
20-30년간 우대 받는 것이 유지가 안 되고 기술적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
다. 50대 초반 기능사들이 “젊은이들을 못 따라가겠다. 반장도 못 하겠다”고 한
다(ㅂㅈㄹ, 2013.6.18. 안강). 3, 4년 전에 입사한 기능공들이 기존 기능공들보
다 잘한다. 신장비도 맡기면 바로 된다. 일부는 가동은 해야 되니까 그 회사에
가서 배워 온다고 한다. 이러한 세대교체의 조짐과 진행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한국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80년대 중반에 입사한 40대 연령의 기능공은 적극
적으로 신장비와 신숙련 시스템에 대응하여 작업장의 새 리더 역할을 담당하게
되기도 한다. ㄱㄱㅅ 반장(2013.5.24. 안강)의 사례가 그 한 예다. 좀 길더라도
이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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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에서는, 기능직에서 전문대 졸업장이 있다, 공고 출신이다, 직훈 출신이
다, 중졸이다, 2급 기능사 자격이 있다는 것 등에 대해서 아무 차별이나 구별
이 없었어요. 스스로 퇴사하지 않는 한 다 같이 쭉 가는 거 였어요. 괜히 팍
팍하게 그럴 거 없이 이것도 나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
직장에서 배우고자 했고 성실하게 했으니까 또 다른 일도 생깁디다. 2011년
저희 ‘석탑 분임조’가 ‘전국 품질 분임조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인 금상을 수
상했어요. 그래 가지고 강사로 초빙되곤 하지요. 풍산 내에 QC 초급과정 강
사로 불려 가고 있으며, 국군 탄약창 분임조 심사위원으로도 위촉됐어요. 뭐..
근로자 생활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거
든요.

위의 구술과 같이 자기 규율적이고 적극적인 ㄱ 반장이 가족주의적이고 온정
주의적인 동반 성장 문화에 대해서도 찬성하고 있다. 물론 ㄱ 반장은 일률적인
평등주의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대하였다. 그러나 그의 생각 속에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찍이 박정희 대통령은 근대
화의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토로한 바 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근대화의 목적이라면,
나는 그런 근대화는 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1968년 1월 15일 연두회견).65)

박정희에 있어서는 가난 추방도 민족적인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음을 보게 된
다. 민족주의(nationalism)는 내적 평등을 내포하고 있다(Greenfeld, 2001:
25). 개인을 독립적인 도덕적 주체로 정의하면 개인들의 집합인 국민적 정체성
에 존엄성이 더해진다. 평등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도 종족적이거나 집단
주의적 민족주의보다 개인주의적 민족주의에서 훨씬 일관되게 실천된다. 국민적
헌신이 제고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정희는 기회 있을 때마다 기업인이 근로자들을 정당하게 대하고 가족처럼

65) 매일경제신문, 1977: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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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기업인의 이기주의를 배격했으며 기업인이 근
로자의 임금 개선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는 정부가 개입해서 시정하도록 해
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발전국가가 기업을 규율하는 것에 대하
여 풍산은 가족주의 · 온정주의 경영철학으로 답하였다. 그리고 안강공장의 대
다수 기능공은 ㄱ반장과 같이 그것에 동의하고 있다. 발전국가, 기능공, 기업의
세 주체는 공과 사를 조율한다는 점에서도 상호 배태되어 있었다. 그 세 주체는
‘규율적 발전’을 추구해 온 것이다. 그 열매는 고용 안정과 임금상승이었다.
ㄱ ㅁ 차석(2013.11.13. 전화 인터뷰)은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고 확신
하며 “나의 기능과 헌신성으로 회사에 기여한 것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
한다”고 자부하는 숙련공이다. 자신의 기술에 대한 자부와 창의성으로 회사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다된 나이에 아직도 차석인 것은 근속 연수
에 따라 자동적으로 호칭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조직이 제대로 되려면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해야 하는데 필요한 인원은 챙기고 불필요한 인원은 배척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실력, 즉 기술과 헌신성을 갖춘 기능공
은 경쟁과 합리적 보상이 있는 조직문화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대 병원의 인턴 직을 던지고 원자력 공학자에 도전하고
있는 아들에게 “국가와 민족도 생각해 봐라”고 얘기했다고 한다(ㄱ ㅁ). 자신보
다는 훨씬 좋은 조건에서 시작하는 것이니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
친다(ㄱ ㅁ). 이와 같이 공과 사를 조화시키는, 즉 개인주의적 민족주의를 지향
하는 공민으로서의 의식과 자세를 갖추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 사례 기능공들의
의식이 이렇다. 계급의식으로서의 ‘노동자계급의식’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개인의 발전과 국가나 사회의 발전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사고하는 것
은 ‘산업역군’이라는 칭호에 대한 그들의 자부심에서도 나타난다. 대개가 이런
국민 내지 공민의식의 소유자였다. 이것이 진정한 ‘중산층 의식’이 아니겠는가?
사회와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입장과 의식이 서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규율적 발
전’의 주체이자 사회적 기반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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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풍산 안강공장 기능공의 계층이동 분석
5-1. 기능공의 현재 상태
이제 본 논문의 연구 사례인 ’73-’86 풍산 안강공장 입사 기능공들의 현재
상태를 그들의 청소년기 가정 형편과 비교해 봄으로써 생애사적 변화의 정도를
가늠해 보도록 하자. 우리는 연구 사례의 구술과 4장에서의 분석을 통해 기능공
들의 임금소득과 형성과정을 알고 있다. 아래의 <표 5-1>에도 나오듯이 기능공
에서 창업자 1인과 기술관리직으로 직군이동한 2인을 제외하고 임금소득 평균
은 6천 4백여만 원이다. 최소 6천만 원에서 7천 2백만 원까지 분포하고 있다.
이들 풍산 안강공장 근속자들은 물질적으로 풍족해서 생활의 구속을 받지 않
으므로 자유롭다. 모두 현재 상태의 소득에 불만 없고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1억 이상을 받는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은 특수한 업체
이고 임금 수준의 면에서 볼 때 풍산 안강공장 기능공의 평균 6천 4백여만 원
의 연봉은 ‘중의 상’은 된다. 근로자만 놓고 볼 때는 엄청난 것이다. 아직 중소
기업은 3천 내지 4천만 원도 잘 받는 것이다. 임금 소득자 전체로 봐서도 ‘상’
이다. 2012년 현재 국내 제조업 평균 연봉은 3,625만원이다. 최저 임금 수준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지금도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ㅂㅈㄹ, 2013.11.11. 경주).
그러나 현재의 이 임금소득과 청소년기 가정의 소득을 비교할 방법이 없다.
당시 가난한 농촌 중하층 살림에서 현금 소득이라고 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비교의 초점을 대학 진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되었었는가
에 맞추도록 하자. 왜냐하면 그들은 청소년기에 대학 진학을 꿈꿔 봤고 직장생
활을 비롯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대학 진학을 했어야 했다
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 대부분에게 대학을 나오지 않은 것은 하나의 한으
로 남아있다. 사회 현실이 그런 인식을 강요했었다. 때문에 안강공장 기능공들
은 자녀 교육에 공을 들였고 자녀들이 대체로 잘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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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 2009), <표 5-1>에서 보듯이 이들 20명의 청소년기의 객관적 가정형편으
로 대학진학을 꿈꿀 수 없는 상태가 20명 중 최소 15명 정도로 75%에 달했다.
<표 5-1> 풍산 안강공장 입사 기능공의 현재 상태와 청소년기 형편의 비교
사

이름

례 (나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ㅊㅊㄹ
(60)
ㅇㅂㄷ
(57)
ㄱㅇㅅ
(56)
ㅊㅈㅅ
(57)
ㅅㅎㄹ
(57)
ㄱㅅㅍ
(55)
ㅇㅂㅁ
(55)
ㅊㄴㅅ
(56)
ㅇㅅㅎ
(55)
ㄱㅌㅎ
(56)
ㅈㅅㅇ
(48)
ㄱ

ㅁ

(56)
ㅅㅇㅎ
(48)

입사

청소년기, 가정형편

현재 임금

년도

대학진학 가능 여부

(만원)

‘73

불가능

10,000

‘74

불가능

6,800

1남 대졸 1녀 음악박사

‘74

불가능

6,000

1녀 대졸 1남 대재

‘75

가능

6,200

2남 대졸

‘76

불가능

6,300

1녀 전문대졸 1남 대졸

‘77

불가능

6,300

1남 1녀 대졸

‘77

불가능

6,300

3남매 과학자, 대졸, 대재

‘77

불가능

6,500

1남 1녀 대졸

‘78

불가능

7,200

2남 대졸

‘81

가능

6,000

2남 대졸

‘82

불가능

6,000

1녀 대재

‘83

불가능

6,000

1남 대학원 재학

‘84

가능

7,000

1남 1녀 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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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대학진학 여부
2녀 대재

14

15

16
17
18
19
20

ㅇㅅㄱ
(46)
ㄱㅇㅎ
(55)
ㄱㅈㄱ
(53)
ㅅㄱㅇ
(53)
ㅂㅈㄹ
(57)
ㅎㅎㄹ
(51)
ㄱㄱㅅ
(48)

‘86

가능

6,700

2녀 대학 보낼 작정

‘79

가능

6,300

1녀 대재 1녀 전문대졸

‘80

불가능

6,800

1녀 대졸 1남 대재

‘80

불가능

6,500

1남 대재

‘81

불가능

9.800

2녀 대졸 1남 대재

‘81

불가능

6,500

1녀 대졸

‘85

불가능

6,000

1남 대재

그런데 이제 기능공들은 자녀들을 100% 전문대 이상 4년제 대학에 보냈다.
필자는 그들이 공고에 진학하거나 직업훈련원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다른 어
떤 선택지가 있었겠느냐고 물었다. 당시의 사회 여건 상 뾰족한 대안이 있을 리
없었다. 일부 구술자가 대학을 나와야만 가질 수 있는 직업들을 꿈꾸었던 정도
였다. 이렇게 보면 그 농촌 중하층 출신의 청소년을 중화학공업화에 필요한 숙
련노동자로 변신시키지 않았다면 농촌의 잠재적 실업자인 농촌 과잉인구(핫또
리, 2011)로 퇴적되거나, 잘해야 경공업부문의 반숙련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컸
다고 할 수밖에 없겠다. 경공업 단계에서는 남성노동자의 일자리가 많지도 않았
으므로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러한 대변화는 발전국가가 만난을
무릅쓰고 공업화, 그것도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비교의 기준을 중화학공업화를 일으키지 않았을 경우의 농촌 중하
층 출신 청소년의 상태 내지 선택지 대 중화학공업화를 위해 양성된 숙련기능공
의 상태로 설정해야 변화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연구 사례의 75%가
대학 진학을 시도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형편에서 100% 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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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기능공들이 중산층이 되었음을 웅변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중화학공업화에 필요한 숙련기능공을 양성한 결과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물론 대부분의 한국 중산층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안강공장 기능공에
게도 장래에 대한 불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재직하고 있는 현재 상태의 소득
에 대해서 불만 없고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문제는 노후 문제라고 이구
동성으로 걱정이다. 다수가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 없었으니 재산이랄 것이 없
다. 정년퇴직으로 소득이 없어지면 현재의 중산층 생활이 유지가 되겠는가라는
것과 자녀들을 결혼 시킬 때 집을 마련해 주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ㄱ ㅁ).
그러나 기존의 풍산 안강공장 정년 퇴직자들을 보면 모두 중산층 생활을 하
고 있다고 한다. 모두가 자녀 대학교육 다 시켰고 30펑 형 대 아파트를 소유하
고 있다. 중화학공업화를 일으킨 발전국가가 시행한 의료보험이 있고 생활비로
국민연금이 나온다. 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전무하다고 한다. 개 중에는 재
직 시 수입을 잘 모아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ㅂㅈㄹ,
2013.10.25. 안강). 모두 중산층인 것이다. 어쨌든 중화학공업화가 가져온 제조
업 지대는 이렇게 고루 분배되어 중산층을 확대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5-2. 중산층 진입 여부 판별
이제 본 논문의 연구 사례인 ’73-’86 풍산 안강공장 입사 기능공 20명이 중
산층이 되었는지, 그리고 됐다면 언제, 어떤 수준의 중산층이 됐는지를 판별할
차례가 되었다. 필자는 중산층 진입의 하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
를 본 논문 1-2-3. ‘발전국가와 중산층’ 에서 논의한 바 있다. 거기에서 도출한
중산층의 하한 기준은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경상소득의 90% 이상, 자산은 20평 아파트의 자가 소유거나 30평 규모
의 전 · 월세 이상, 자동차 소유, 자녀의 교육수준은 2년제 대학 졸업 이상과
‘중산층 귀속의식’이다. 이상과 같은 5개의 객관적 기준과 1개의 주관적 기준을
합하여 6개 기준 중 4개 이상을 충족하면 ‘핵심적 중산층’, 3개를 충족하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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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적 중산층’, 2개 이하를 충족하면 ‘비중산층’으로 판별하고자 한다.
위와 같이 설정한 구체적인 중산층 판별 기준이 있지만, 한국 사회의 각 계
층이 어떤 기준에서 중산층을 판단하는, 즉 ‘중산층의 정체성’에 대한 윤곽을 참
고해 볼 수 있다. 크게 다르지 않다. 함인희 등이 2000년도에 수행한 연구에 따
르면, 자신의 계층 소속감과는 무관하게 상층, 중산층, 하층의 대부분이 ‘안정된
소득과 경제적 여유’를 중산층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았다. 한국 사회의 중
산층 정체성은 1차적으로는 경제적 조건에 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하겠다.
그 ‘소득 수준’ 다음으로는 ‘직업과 지위’ ‘소비수준’ ‘건전한 가치관’ 등의
순으로 중산층을 판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층과 중산층의 경우
건전한 가치관과 학력을 중산층 판별의 주 요건으로 보는 비율이 하층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하층은 소득 및 소비수준과 직업지위와 같은 경제
적 특성을 보다 중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
보겠지만, 재산과 소득을 중산층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하는 본 연구의
심층 면접 조사 대상인 풍산 기능공들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더불어 풍산이 ‘기능직’이라는 기존의 직군 개념을 ‘전문직’으로, 또 ‘기능4급
→ 기능3급 → 기능2급 → 기능1급 → 기능특급 → 기장 → 기감’의 기존 직급
체계를 ‘사원 → 주임 → 차석 → 계장’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도 사회적 지위를
중시하는 관념을 의식한 소산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노동자의
중산층화’ 내지 ‘노동자의 부르주아화’(Penn, 1984: 12)를 표현하는 양식인 것
이다.
중산층의 객관적 조건을 규정하는, 중산층에 부합하는 월 평균 소득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산층의 월 평균 소득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적
어도 250만 원에서 300만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비율이 모든 계층에서 가장 높
게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중산층과 하층의 경우는 300만원 내지
400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상층에서는 200만
원 내지 250만 원 정도면 중산층이라 할 만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나, 상층일수록 중산층의 소득기준을 오히려 낮게 잡고 중산층과 하층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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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층의

소득 기준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함인희·이동원·박선웅,

2001:

63-75).

<표 5-2> 공고졸 풍산 입사 기능공의 중산층 판별
自家/
사

이름

례 (나이)

입사

소득

년도/

수준

직책

(만원)

교육

자산

수준

자동차

자녀

중산층

중산층

최초

교육

귀속

여부

구입

수준

의식

판별

시기
73/
1

ㅊㅊㄹ 정밀가
(60)

공기업

공장.
10,000

2

3

4

5

6

7

(48)

ㅇㅂㄷ
(57)

ㄱㅇㅅ
(56)

ㅊㅈㅅ
(57)

ㅅㅎㄹ
(57)
ㄱㅅㅍ
(55)

과장

6,000

(발탁)
‘74/
전문직

6,800

계장

6,000

계장

6,200

6,300

계장
‘77/
계장

(실전,

고향땅

대학)

45평

공고

포항

주택(20

방통대

평)안강. 4학년중

평 주택

공고

경주

‘76/

전문직

경주‘02.

건평52

계장

전문직

공고

‘02/
’91

2녀 대재

中上

핵심적
대재

中上

1남 대졸

’89

1녀 대졸

‘88/

1녀 대졸

’90

1남 대재

6,300

20평

공고

안강
35평A
포항‘97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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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87/
‘91

중산층
6

‘80/

‘89/

층
6

핵심적
中中

중산층
6
핵심적

中上

중산층
6

퇴

‘75/
전문직

33평A.

‘91

중상류

공고

‘74/
전문직

공고

경주‘09

사장
‘82/
ㅈㅅㅇ 관리직

49평

‘78/

핵심적
2남 대졸

中中

중산층
6

1녀
초대졸

핵심적
中下

1남 대졸

‘88/

2남매

‘92

대졸

중산층
6
핵심적

中下

중산층
6

8

9

ㅇㅂㅁ
(55)

ㅊㄴㅅ
(56)

3남매

‘77/
전문직

6,300

계장

안강

공고

‘97/

박사,

‘98

대졸,

핵심적
中下

6,500

계장

32평A

공고

‘90/

1남1여

경주

(실전)

‘98

대졸

중산층
6

대재

‘77/
전문직

27평A

핵심적
中中

중산층
6

中中
10

ㅇㅅㅎ
(55)

‘78/
전문직

7,200

계장

21평
안강

종고

‘88/
’97

(2008

핵심적

2남 대졸 중산층

중산층

진입

6

간주)
11

12

13

14

ㄱㅌㅎ
(56)
ㄱ ㅁ
(56)
ㅅㅇㅎ
(48)

ㅇㅅㄱ
(46)

‘81/
전문직

6,000

차석
‘81/
전문직

안강

6,000

27평

7,000

34평
포항

‘86/

‘04

주임

공고

안강
‘03

주임

전문직

공고

‘93.

차석
‘84/
전문직

본가

6,700

24평

공고

본가/
‘92
‘88/
‘95

경주

2남 대졸

연구원겸

‘93

1녀 대재

사택

中中

중산층
6
핵심적

中中

중산층
6

경제적
2녀 대학

중산층
6
핵심적

대학원재
1남 대재

경주

中中

1남

‘95/

결혼
공고

핵심적

中中

입학예정 문화적
上中

핵심적
중산층
6

위의 <표 5-1>은 공고졸 풍산입사 기능공 사례 14명의 구술을 앞에서 제시
한 중산층 판별 기준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공고졸 기능공과 직훈 출신
기능공을 따로 표로 만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님을 밝혀 두어야 하
겠다. 양 자가 출신배경에서는 일정하게 다른 특성을 보였지만 이후 여러 가지
분석과정에서 구별되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제 하나의 표로 합쳐서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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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하지만 편의상 나누어 그렸다.
풍산 안강공장 공고졸 기능공들을 개별적으로 판별하기 전에 우선 공통적인
성적을 묶어서 처리하도록 하자. 자녀 대학 시키는 문제는 공통적으로 모두 이
루었다. 자동차 소유도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전반에는 모두 보급되었다. 중산
층 귀속의식도 中中이 가장 많으며 中下 이하로 내려 보는 사람은 없다. 다음은
자가를 보자. 안강의 20평짜리 아파트는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중산층 기준의
자가 규모 하한선상에 있기는 하지만 기준 이내다. 안강에 그런 규모밖에 공동
주택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을 더 넓힐 수 없다고 봐야 한다. 비슷한 조
건을 가진 기능공 중에 경주나 포항으로 나간 사람들은 35평을 소유하고 있음
을 알고 있다.
임금은 4장에서 그 추이를 분석했듯이 70년대 중후반 입사 기능공들은 샘플
인 ‘74년 입사 기능공의 중산층 진입을 뒤따라 갈 것이다. 샘플 사례가 1977년
에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경상소득을 따라잡은 이후 1984년을 제외하고는 10%
이상 뒤진 경우는 없었다. 그리고 지적해 둬야 할 점은 ’80년대에 입사한 기능
공들은 1970년대 중후반에 임금이 지속적으로 대폭 오른 관계로 훨씬 높은 임
금에서 출발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제성장이 전체적으로 삶의 수준을
높여 놓았다.
’73년 입사자인 ㅊㅊㄹ 사장은 1984년 기술직으로 직군이동했을 때 이미 핵
심 중산층으로 진입했을 것이다. 사업을 시작해서는 2004년 항공기 T50기 발전
기 업체인 경주전장(電裝)에 납품하고 풍산으로부터의 발주가 늘면서 중상류층
으로 상향적 계층이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82년 입사자 ㅈㅅㅇ 과장은 샘플은 1999년에 안정적으로 중산층에 진입하
지만 1991년에 직군이동했으므로 1991년에 중산층에 진입한 것으로 보아도 좋
을 것이다. 고향의 토지도 상당한 재산이 되었다고 한다.
’74년 입사 동기인 ㅇㅂㄷ 계장과 ㄱㅇㅅ 계장은 임금으로는 1977년부터 중
산층에 속하였다. ㅊㅈㅅ 계장은 1989년에 이미 경주에 건평 52평의 저택을 마
련하였다. ’76년 입사자 ㅅㅎㄹ 계장과 ‘77년 입사자들인 ㄱㅅㅍ 계장, ㅇㅂ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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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장, ㅊㄴㅅ 계장과 ㅇㅅㅎ 계장은 함께 묶어서 보면 될 것이다. ㄱㅌㅎ 차석
은 부유층 출신으로 본가가 경주에 있다. ㄱ ㅁ 차석, ㅅㅇㅎ 주임과 ㅇㅅㄱ 주
임도 1990년대 후반이면 핵심적 중산층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초점은 주거안정이다. 중산층 판별기준에 따른 다른 조건들은 모두 갖
추어 졌었다. 자가를 소유하든 사택을 이용하든 주거가 안정된 순간부터 안강공
장 기능공은 핵심적 중산층으로서의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키고 있었다.
그러면 몇몇 사례를 가지고 이미 답이 나온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기
로 한다.
첫째로, 처음 自家 소유를 한 때가 언제였는가66)를 가지고 자가의 규모와 시
기를 가지고 중산층 여부를 판별해 보자. ㄱㅅㅍ 계장은 1984년에 결혼하고
1988년에 안강읍에 19평형 아파트를 장만하였고 1994년에 집을 좀 늘렸다가,
1997년에 포항시에 35평형 아파트로 상향 옮겨서 현재 살고 있으며 시가는
8~9천만원이다. ㄱㅅㅍ 계장은 결혼한 지 2년 만에 자신의 집을 장만했고 세
번째 소유로 30평대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평균적 중산층의 주거 생활의
추이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ㅇㅂㅁ은 1983년에 결혼하고 1997년에 안강읍에 22평형 아파트를 처음 소
유했으며 지금은 27평형 아파트에 살고 있다. ㅊㄴㅅ 계장은 1983년에 결혼하
고 1990년에 안강에 20평형 아파트를 처음 장만했고, 지금은 세 번째 마련한
집으로 경주시에서도 가장 좋은 동네인 고승동에 시가 1억 6~7천만 원 하는 32
평형 아파트에 살고 있다.
포항이나 경주 같은 중대도시로 나가지 않고 안강읍에 계속 살고 있는 사람
들은 30평대 아파트를 마련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안강읍을 고향으
로 여기고 정착했든지 30평대의 전형적인 중산층 아파트 단지가 안강읍에 개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볼 때 안강읍에서는 20평

66) 함인희 등의 연구에 의하면 중산층 기준은 결혼한 지 4.1년 만에 자신의 집을 장만하고 결국
30평대의 자기 집을 소유하게 된 계층을 평균적인 중산층이 아닐까하고 추정한다(함인희·이동
원·박선웅, 2001:83-86). 홍두승과 이동원은 분양면적 83㎡(25형) 이상 120㎡(36평) 이하의 중
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로 규정했다(홍두승·이동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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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아파트 거주가 안강읍 기준의 중산층 거주 생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승용차는 한국인들에게 하나의 ‘지위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층
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소형 승용차가 보급되고 있는 반면에, 1980년대 중반 이
후의 ‘마이카 붐’을 타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중산층의 대열에 섰다고 생각하
였다. 정부와 풍산 회사 측이 공언했던 ‘마이카 시대’의 비전은 그 말대로 이루
어졌다. 사람들은 이제 소형 승용차를 중형 승용차로 바꿈으로써 경제적 특권으
로부터 배제된 하층에 속한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
한 계층 간의 거리두기는 상층과 중산층 사이에서도 발견되는데, 상층의 사람들
이 ‘대형차’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다(함인희·이동원·박
선웅, 2001:93).
자가용 소유 실태를 보자. ㄱㅅㅍ 계장은 1992년에 프라이드를 처음 장만했
고 지금은 카니발 밴을 사용하고 있다. ㅇㅂㅁ 계장은 1998년에 프레스토를 처
음 장만했고 지금은 소나타YF를 가지고 있다. ㅊㄴㅅ 계장은 1998년에 프라이
드를 처음 장만하여 엘란트라, 아반테를 거쳐 현재 소나타를 가지고 가족여행을
다니는데 주로 사용한다. 출퇴근은 회사 통근버스로 하고 있다.
셋째,

풍산 안강공장 70년대 기능공의 연 소득을 살펴보자. 2012년 말 현재

ㄱㅅㅍ 계장은 본봉 2백만 원에 잔업과 특근 수당을 합쳐 월 350만 원 정도에
800% 상여금과 310%의 연말 성과급 및 체력 단련비와 연차 수당을 더해 연 6
천 3백만 원이라고 한다. ㅇㅂㅁ 계장도 같은 임금 체계 구성으로 약 6천 3백
만 원이다.67) ㅊㄴㅅ 계장은 기본급은 210만 원이지만 연장 근무 수당과 상여
금, 성과급과 기타 수당들을 합하면 연수입이 6천5백만 원 정도 된다고 한다.
그는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일요일 특근을 일절 하지 않고 토요일 오후 연장근
무도 가족과 여행을 하기 위해 하지 않는다. 그런데 77년 입사 2급 기능사들보
다 수입이 조금 더 많은 것은 입사 후 야간 전문대를 나와서 그런 것인지 모르
겠다.
67) 위 두 사람은 주말 휴일 초과근무를 가능한 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2012년도 현재 본봉
200만에다가 잔업 등 제 수당을 포함하여 350만 원이고 거기에 보너스, 성과급 및 기타를 모
두 합하면 높게는 6,670만 원까지 추정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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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이와 같다면 소득 기준으로 봐서는 핵심적 중산층이라고 판단해도 무
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소득 기준으로 기능공들이 중산층으로 진
입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거 임금, 소득의 추이를 알아내서 그 당시의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경상소득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임금소득의 추이가 어떻
게 되며 그래서 언제 중산층 소득, 즉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경상소득의 90%
이상이 되었는가?68)
우선 풍산의 74년 입사 기능공의 임금소득을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당 월평
균 경상소득과 비교해 보면, <그림 4-2>, <그림 4-3>과 <그림 4-4>에서 볼 수
있듯이 풍산 74년 입사 기능공이 1980년, 1982년, 1984년, 1994년, 1995년,
1996년과 1998년에서 임금소득이 더 낮다. 그러나 1984년에 19.5% 낮은 경우
를 제외하고는 여섯 개년에 모두 90% 이상에 들어있으므로 우리의 핵심 중산층
기준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이다. 오히려 2004년에 15.9% 높은 것을 기점으로
2011년에는 31.4%가 높은 상태로 차이를 벌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풍산 74년 입사 기능공은 처음부터 중산층이었고 1980년대 전반과 1993년 이
후 장기 침체기에도 대체로 중산층에서 하강하지는 않았다고 판별할 수 있을 것
이다.
다음으로 풍산의 82년 입사 기능공의 임금소득을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경상소득과 비교해 보면, 역시 <그림 4-2>, <그림 4-3>과 <그림 4-4>
에서 볼 수 있듯이 풍산 82년 입사 기능공이 1982년 초임으로 60% 정도를 점
한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1999년에 91%정도에 달해 핵심 중산층 기준에 진입
하였다. 임금소득으로 나이 30대 중후반에 핵심중산층에 진입한 것이다. 그 이
후 2002년에 103%로 추월하여 2012년에는 25%가 도시근로자가구 경상소득보
다 더 높게 되었다.
68)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경상소득이 2005년에 313만원, 2010년에 388만원인데 비
해 도시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005년에 약 297만원, 2010년에 367만원으로 차이가 난
다(통계청, 2012). 전자가 5.34%와 5.72% 더 높다. 도시가구의 소득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시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사용하지 않고 액수가 더 높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경상소득을 비교의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통계청의 <가계조사연보>에 집계된 도시가구의
가구당 소득이 조사 연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 일관성이 부족하고, 『한국가계조사30년사』의 값
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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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풍산의 86년 입사 기능공의 임금소득을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
당 월평균 경상소득과 비교해 보면, 역시 <그림 4-2>, <그림 4-3>과 <그림
4-4>에서 볼 수 있듯이 풍산 86년 입사 기능공이 1986년 57%로 출발해서 노
사분규에 따른 대폭 임금상승 덕에 1989년에 20대 초반에 80%정도까지 따라갔
다. 그러나 1993년에 맞은 타격으로 70.5%로 밀렸다가 2000년에 90%에 도달
하였다. 이후 상승세를 타고 2004년에는 103%로 추월하여 2012년에 125로 따
돌리고 있다. 결국 86년 입사 기능공들은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핵심 중산층
소득 기준에 도달했던 것이다. 그리고는 45세에는 선배들과 함께 거의 동시에
중상위층의 임금소득을 바라보는 상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1970년대에 입사한 기능공들은 처음부터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전사회적으로 볼 때 풍산에 입사하면서부터 항상 중산층에 속해 왔다고 할 수
있다. 1985년부터 1991년까지에는 풍산 74년 기능공의 월 임금소득이 도시근로
자가구 월평균 경상소득액을 상당한 차이로 추월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92년
부터 방산 물량이 하강하고 ‘문민정부’에 의해 견제당하면서 1998년까지 약세를
보였다. 1999년에 다시 추월하게 되는데 이는 1993년 이후 10년 간 부진한 상
태를 면치 못하던 풍산의 방산 부문이 2005년부터 수출 호황을 타고 급격히 성
장함에 따라 기능공들의 임금도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
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을 모두 합친 것이라는 점이다. 기능공의 소득으로
제시한 것은 근로소득뿐이었다. 그들의 여타 소득은 물론, 중요하게는 맞벌이를
하고 있는 기능공 가구가 상당수라는 점은 감안하면 양 자의 총소득 차이는 더
욱 벌어지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교는 도시근로자가구 경상소득의 90%이상에 해당해야 된다는 본
연구의 중산층 소득 하한 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80년대에 풍산에 입사한 기능공들도 1999년 이후로는 소득 측면에서 중산층 기
준을 확실하게 통과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참고로 풍산 77년 입사 기능공
의 2011년 현재 임금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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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중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비정해봄으로써 기능공의 소득상의 위상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77년 입사 기능공의 2011년 월 임금소득은 최소한 500만 원 수준
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중에서 소득 8분위(평균 534만 원)69)에 위치하고 있다. 이
것은 기능공의 임금소득이 현재 핵심 중산층은 물론 중상위에도 접근하고 있다
는 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로, 기능공들의 주관적 계층귀속의식은 어떠한가를 살펴보자. 생산직 종
사자가 직장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다는 조사 연구 결과가 일
반적이다(박준식,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층적으로 면접 조사를 해보면 적
어도 풍산의 기능직 종사자들은 좀 다른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
신의 귀속계층을 ‘중의 중’라고 답한 기능공이 많았다. 80년대 입사한 40대 중
반의 기능공은 중산층의 기준에 대해서 소득과 생활양식을 꼽았다.

소득입니다. 학력이 좋아도 소득이 받쳐 주지 못한다면 중산층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수입도 수입이지만 생활 스타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문화생활이나 가족 여행 같은 가족생활 같은 거... 벌기만 하고 쓸 시간이나
여유가 없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ㄱㄱㅅ, 2013.5.24. 안강).

위와 같이 소비와 생활양식을 중요시 하게 된 40대와 달리 70년대 입사 50
대의 기능공들은 대체로 중산층의 기준으로 재산을 꼽았다. 회사에 재직하는 이
상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지만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재산 축적이 없기 때문에 눈앞에 닥쳐온 정년 이후가 중산층 생활 유지에 있어
서 문제라는 것이다. 가난한 집 출신이라서 물려받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리
고 번 것은 자녀 교육시키느라 돈 모을 여유가 없었으니 재산이 없다는 것이 중
산층으로서 결격 사유라는 것이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가 10억이라면서 중산층
의 재산을 대개 10억 정도는 돼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ㅇㅂㅁ; ㄱㅅㅍ). 그러나
중산층이라는 개념이 삶의 양식과 수준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과

69) 『2012 한국통계연감』 59호: 756-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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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자산 가치의 격차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기서 40대 기능공과 50대 기능공의 세대 차이를 볼 수 있다. 40대 기능공은
1990년대 풍산의 침체기를 젊어서 겪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작았을
것이다. 따라서 생활양식에 대한 태도도 적지 않게 다르다.
다섯 째, 자녀의 대학 교육 여부 기준을 적용해 중산층 진입 여부를 검토해
보자. ㄱㅅㅍ 계장은 1남 1여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포항에서 포항제철 연관
단지 중소기업의 사무직 종사자와 스포츠 업체의 사무직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
다. ㅇㅂㅁ 계장의 1여 2남은 G대 간호학과를 나와 서울의 대형종합병원 간호
사로, 장남은 S대에서 생물화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포스닥 과
정을 할 예정이며 차남은 K대 물리학과에 재학 중이다.
ㅊㄴㅅ 계장은 1여 1남을 두었는데 딸은 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유치원
교사로 5년째 근무 중이며 결혼 자금은 다 모아놨다고 한다. 아들은 A대 사학
과 졸업반이다. ㄱㄱㅅ 반장은 부산에서 대학 재학 중인 아들과 고등학생 아들
의 2남을 두고 있다. 이들을 비롯해 20명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전
문대 이상 대학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70)
여섯 째, 문화 · 여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앞에서 소비와 생활양식을 둘러싼 50대와 40대 숙련기능공의 인식 차이를 보았
다. 그것은 정년이 임박한 50대 기능공들이 노후 대비에 신경이 집중되는 사정
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7천만 원에 육박하는 지금의
임금 소득을 올리려면 잔업과 특근의 초과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가 시간
을 내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대 입사 기능공과 ’80년대 입사
기능공을 막론하고 여행이 취미인 사례가 상당수이다. 부부 해외여행을 10번 이
상 한 ㅇㅅㄱ 주임을 비롯해 ㄱㅇㅅ 차석, ㅊㅈㅅ 계장, ㅅㅎㄹ 계장, ㅊㄴㅅ 계
70) 직업적 구조를 사회계층의 주된 차원들의 기초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이다(Blau and
Duncun, 1967; 에젤, 1993 재인용:132).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기능공들도 대부분
높은 직업적 지위를 획득하지는 못했지만 생활수준에서 향상을, 그에 따른 ‘과시적 소비’를 통
한 사회적 지위상의 향상을 경험하였다. 더구나 자녀들은 모두 대학에 들어갔고 대부분 화이트
칼라로 직업적 상향 이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 과정에서 한국사회가
근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했던 것은 노동자들의 삶의 수준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다는 사실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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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ㅈㅅㅇ 과장 등 다수가 국내외 가족여행과 맛집 여행을 즐기고 있다. 바빠
서 본격적인 여행에 나서지 못하는 사례들도 부부 등산이나 가족 외식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중산층 생활양식이 대개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풍산의 근로자들은 예를 들어 골프를 하려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더라도 그
것을 위한 시간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중산층의 생활양식을 가지기를
소망하는 기능공들 중에는 골프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결국 초과 근무로
중산층의 임금 소득을 확보해야 하게끔 만들어진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
계가 일정하게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공무원 근로 환경
이고 우리 소득이면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이 나온다(ㅊㄴㅅ).
그렇지만 기능공의 중산층으로의 진입이라는 계층이동의 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본 논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이 중형 평수의 아파트를 마련하
게 됐던 1990년대에는 화이트칼라 중산층들도 여가 활동을 하는 수준이나 라이
프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능공의 중산층 진입 여부의 기준으로 필수적이라
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낮은 창의성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은 공
공부분 종사자들과 정반대로 생산직 기능공들의 일상생활이 상당히 팍팍한 것은
사실이다.
아래의 <표 5-3>은 직업훈련원 수료 기능사들의 중산층 여부를 판별하기 위
한 자료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앞의 공고졸 기능사들과 다르게 검정할 이유
는 없다. 오히려 직훈 출신 ‘80년대 입사 기능사들의 경우 집 마련 시기가 상당
히 빠르다는 점이다. 그리고 본 논문의 연구사례 기능사 모두에 해당되는 것인
데 자녀교육에 모두 성공했다는 점이다. 어쨌든 집을 마련하든 사택을 이용하든
주거안정이 되는 때가 바로 이들에겐 핵심 중산층이 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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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직업훈련원 수료 풍산 입사 기능공의 중산층 판별
입사
사

이름

년도/

례

(나이)

직책

1

2

3

4

5

ㄱㅇㅎ
(55)

ㅅㄱㅇ
(53)

ㄱㅈㄱ
(53)

ㅎㅎㄹ
(51)

自家/
소득
수준

전문직

6,300

계장
‘80/
전문직

6.500

6,800

차석
‘81/
전문직

6,500

차석
‘81/

ㅂㅈㄹ

前

(57)

관리직

9,800

6

(48)

‘85/
전문직
반장

6,000

교육

귀속

여부

구입

수준

의식

판별

시기
‘94:

1녀

25평A

전문대졸
1녀 대재

인문고

안강
‘93:

(직훈)

24평A

공고

안강/

야간

‘94
‘87:

인문고

안강‘94

(직훈)

건평50평

27평A

상고

안강

(직훈)

25평A

인문고

안강

(직훈)

32평A
경주

인문고
(실전)
대학원

부장
ㄱㄱㅅ

최초

25평A

단독주택

‘80/

자녀

수준

대지66평

차석

전문직

자산

(만원)

‘79/

자동차

교육

대지40
평한옥
안강/
‘89
‘88:
사택/
‘91
‘85:

핵심적
中中

6

1남 대재

中中

인문고

24평A

포항‘99

(직훈)

포항/
‘93

중산층
6

1녀 대졸
1남 대재

1녀 대졸
1녀 고재

1남 대재

핵심적
中下

중산층
6
핵심적

中中

중산층
6
중상류

中上

층
6

‘89
‘94:

34평A

중산층

핵심적

20평A 2녀 대졸
안강/

중산층 중산층

핵심적
1남 대재

中中

중산층
6

개별 사례를 보면, 가장 어려웠던 가정형편 출신으로 ’80년에 입사한 ㅅㄱㅇ
차석은 ’88년에 결혼하고 ’93년에 안강에 24평형 아파트를 처음 소유한 것을
시작으로 ’98년에 경주에 27평형 아파트로 옮겼다가 2003년에 경주에 건평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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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단독주택을 마련하여 거주하고 있다. 자동차는 ’94년에 처음 소유했고 현재
는 외제 중형차를 몰고 있으며 취미로 부부 해외여행을 빈번히 한다. ㅅ 차석은
한국 중산층은 수입이 주요한 기준이며 주거, 생활환경, 해외여행 여부가 그 다
음 기준이 된다고 보고 있다. 하층으로 영락했던 출신 배경에서 전형적인 중산
층의 생활양식을 영위하는 수준으로 계층상승한 경우이다.
’85년에 입사한 ㄱㄱㅅ 반장의 경우를 보면 92년에 결혼하고 전세 살다가
94년에 포항에 새로 지은 4천만 원짜리 24평형 아파트를 샀고 1999년에 포항
8학군에 있는 34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살고 있다. 부모님이 조금 도움을 주었
다고 한다. 분양가 1억6천에 지금 2억 정도의 시세이다. 그는 결혼한 지 2년 만
에 자신의 집을 장만했고 이후 30평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다. 전
형적인 핵심적 중산층이라고 판정할 수 있다. 차는 ’93년에 소형인 프라이드로
시작해서 현재는 산타페를 몰고 있다. 소득은 기본급 190만원에 휴일 특근 두
번 정도 해서 연 수입 6천만 원 정도인데 그의 부인도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가계 소득은 훨씬 늘어난다.
그리고 ㅂㅈㄹ 전 부장은 ’81년에 풍산 사내 직훈으로 입사하여 ’83년에 생
산 현장에서 직무역량으로 발탁되어 관리직으로 직군이동되었다. 마이카 시대가
시작되던 ’89년에 소형차 프레스토를 소유했으며 지금은 그랜져를 사용한다. 경
영학 석사학위까지 취득했으며 2012년 임금은 1억 원 수준으로 중상류층이다.
ㅂ 전 부장 경우가 직군이동으로 내부노동시장에서 수직적 계층이동을 한 전형
적인 케이스였다.
이와 같이 직훈 수료 풍산 입사 기능공은 같은 기능사 2급 자격 소지자로서
공고졸 기능공들과 전혀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살림이 더 탄탄하다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뒤늦게 기능인의 길에 뛰어들었던 비공고
졸 직훈 출신들이 취업과 소득에 대한 절실함이 좀 더 강했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중산층 판별 기준에 의
해서는 연구 대상인 풍산의 안강공장 ’73년-’86년 입사 기능공 20명은 모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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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얻어 완전한 ‘핵심적 중산층’ 내지 그 이상의 중상류층으로 판별된다.
결국 풍산 안강공장 기능공들은 1987-88년 ‘민주화 운동’과 노동투쟁을 거쳐
임금이 급상승하여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경상소득을 상회하게 되었으며 1990년
대 중반까지는 모두 자가를 소유 - 안강에 거주하는 사람은 소형 아파트, 포항
과 경주에 거주하는 사람은 중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안강읍의 주택 개
발이 미흡한 데 차이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하고 자가용을 소유하는
등 1997년 경제위기 이전에 중산층으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후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 풍산의 방산 물량이 늘고 수출 호황을 맞
은 덕에 그간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던 임금이 폭발적으로 급상승하여 중형차
를 소유하고 여행을 즐기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핵심적 중산층 중에서도 상위
그룹에 진입하려는 기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자산 가치
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재산으로서는 서울 수도권의 중산층과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난한 농촌 및 지방도시 중하층 출신으로서 당당한 중산
층으로 계층상승을 이루었고 자녀들은 중산층 가정의 대졸자로서 출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3세대에 걸친 세대 간 수직적 계층이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5-3. 계층상승의 세 가지 경로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1970-1980년대 기능공 - 특히 공고
졸 및 직훈 수료 2급 기능사 - 의 계층상승의 경로는 3가지였던 것으로 나타났
다.
1) 숙련과 직능 향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문대나 4년제 대학교를 마쳐 기
술·관리직으로 발탁되어 직군 이동함으로써 직업적 지위와 계층상승을 이루는
경우이다. 500명 당 1명꼴로 극소수였다.
2) 퇴사하거나 이직하여 기술 관련 창업을 하여 성공하는 경우나, 재벌 대기
업으로 이직하여 고임금 기능직이 되거나 거기서 다시 기술직으로 직군이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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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임금소득과 직업적 지위를 획득하는 경우이다. 역시 극소수였다.
3) 회사 내 기능직으로 근속하는 한 내부 층화를 허용하지 않는 공동체적 시
스템 때문에 결국 숙련구조의 변화에 적응해내고, 노사 협조로 회사의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고용 안정을 보장받고, 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출 타개로 임금소득
이 상승함으로써 근속하는 기능공 전체가 경제적 기준의 중산층 내에서 더욱 가
파르게 상승이동하는 경로이다. 근속 기능공의 대부분은 이 경우에 해당한다.
안강공장 기능공들이 평등하게 함께 계층상승한 이 세 번째 경로가 바로 발전국
가가 수출 지향 공업화를 강력히 주도하여 제조업 지대를 창출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의 삶의 수준을 중산층으로 상승 이동시키는 발전국가 근대화 전략(중화학
공업화)의 핵심 요소이자 성공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풍산 안강공장을 거쳐 간 사원들 중 계층하강이동이 된 경우들에 대
하여 간단히 생각해 보기로 하자. 고향이나 개인적 연고지를 찾아 전국 각지로
흩어진 이 이직 기능공들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근속
중인 기능공들이 아는 사람이거나 친구, 동창 또는 기타 연고로 교제가 이어지
거나 소식을 듣는 이직자들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있었다. 물론 이것들은 이
케이스의 모집단, 즉 전체의 숫자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일 뿐일 것이다.
대체로 이직해서 잘 된 경우는 매우 낮은 비율이라는 것이다. 퇴사자들 중에
서 가장 많은 수가 풍산의 안강공장에서 생산직에 계속 종사하고 있는 경우보다
소득과 생활 여건에서 하락한 경우라고 한다. 아래의 이야기는 ’77년에 입사하
여 현재 근속하고 있는 ㅇㄷㅇ계장의 오랜 관찰의 결론이다.

회사에 있다가 나간 분들이 잘 된 분들은 별로 없어요. 정말 특별한 케이
스이고. 하여튼 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던 게 회사가 어려울 때 사표 쓰고 나
가고 정리해고 그게 있었거든요 82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규모 정리해
고가 있었고. 그 후에는 경기가 침체되는 92년과 93년에 다수가 자발적으로
나갔지요. 일이 없고, 이러니까 임금이 약하니까, 사표내고 나간 경우도 많고,
그렇게 나갔는데 잘 된 사람은 크게 못 봤어요.

- 143 -

그리고 근속자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보통 수준”이라는 것은
안강 주변의 중소업체로 이직한 사람들과 일반 사무직으로 전직한 사람들을 들
고 있다. 그러나 안강 사업장이 침체되어 있던 90년대와 2000년대 전반기에는
그들과 풍산 근속 기능공들이 엇비슷했을지 모른다. 2000년대 후반부터 기술
개발에 따른 수출 급증이 주요한 이유인 안강공장의 호황으로 임금소득이 급격
히 상승하는 것을 보고는 자신이 풍산을 떠난 것을 후회하더라고 한다.
비록 면접을 통해 얻은 전문이지만 풍산 안강공장의 퇴사 · 이직자들은 극소
수의 중상류층으로의 계층상승자들과 다수의 계층 하강자들로 층화되었으며, 안
강 근속 기능공들은 회사의 부침과 그 운명을 같이 하면서 ‘중산층으로의 계층
상승’을 경험해 왔다고 할 수 있다.

5-4. 규율적 발전
여기에서 기업의 규율적 발전과 기능공의 규율적 발전에 대하여 생각해 보
자. 먼저 한국 발전국가와 풍산금속의 관계는 어떤 성격이었을까라는 문제를 생
각해 보자. ‘재벌’들과 풍산금속의 성격은 왜, 그리고 어떻게 달랐는가? 한국의
재벌들은 발전국가의 지원을 받아 규모와 기술면에서 도약한 이후 박정희 사후
다각화 경영을 통해 경제적 힘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 후반부터 몰아
닥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전환 속에서 발전국가는 쇠퇴하는 반면, 재벌은 규제
완화와 시장자유화라는 환경에서 탈규율화 내지 무규율과, 그리고 국가에 맞서
는 시장의 힘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됐다. 다국적화도 그 한 모습이었다.
반면에, 풍산금속은 전문화를 고수했다. 한국의 중화학공업화는 선택과 집중
의 전문화가 이념이었다고 한다(오원철, 2006: 583). 그렇다면 풍산금속은 박정
희 정권의 국가발전 목표와 비전에 가장 충실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자기 규율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불었던 부동
산 투기 열풍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풍산금속은 신동산업으로 전문화된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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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지만, 재벌들과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 왔다. 대기업들은 역시 자기이
익의 주체적 행위자이기 때문에 국가통제 내지 국가주도 경제체제에서 국가의
요구에 순응함과 동시에 자신의 이익을 국가를 통해 실현하는 것은 보편적이다
(장문석, 2009). 발전국가와 그 주인공의 제거로 인한 공간에서 도덕경제적 책
임이 약해지고 규율이 흐트러져 가는 재벌들의 번성과 자기규율과 발전국가적
사회책임을 견지해 온 방위산업체 출신의 전문화 기업의 격차 확대는 어떻게 해
석되고 평가돼야 하는가?71)
더욱이 73년부터 시작된 중화학공업 건설에서는 부실기업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신설 공장 건설에 30% 이상을 자기 자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 나갔다(부채 비율로 환산하면 233%다). 이 조치만
준수됐더라도 IMF 경제위기 때와 같은 재벌기업들의 심한 부실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경유착이 전성기를 구가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전두환 이래 모든 대통
령들과 그 아들들, 친인척, 고위관리, 여야 정치계, 금융계, 경제계 모두가 정경
유착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한국의 비리는 세계의 화제 거리가 됐고, 국가신용
도가 떨어진 근본적인 동기였다. 정경유착의 전성시대에 기업들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최고도로 이용, 기업 확장에 전력투구했다. 그 결과 기업 형태는 크게
변해 갔다(오원철.2006: 582-583).
데이비스(Davis, 2004)는 중간계급의 존재와 규율적 에토스가 ‘규율적 발전’
에 중요한 전제임을 논증해 냈다. 경제개발 초기 한국의 성공은 농춘 중간계급
(독립자영농)의 힘과 그들과 국가 간의 배태성 덕분이라는 결론이다.72) 이른바
구중간계급이 규율적 발전의 정치적, 사회적 및 이데올로기적 토대가 된 것을
71) Amsden(1989)의 pp.26-27를 참고하라.
72) 1960년대 중반에 사무관부터 이사관까지 고위공무원의 37%가 농촌의 자작농의 자녀이고, 지
주와 소작농을 포함하면 전체의 49%가 농업 종사자 가정 출신이었다(홍두승·구해근, 2001:
170~171). 이들이 당시 규율적 발전에 참여한 역할을 고려하면 데이비스의 주장은 한국경제의
이륙의 전제조건과 이륙 단계의 사회구조를 누구보다 잘 파악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중화학공업화 단계의 사회변동의 특성에 대해서는 그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녀
가 가진 농본주의에서 비롯된 한계가 노정되었다고 생각한다. 농업이 기본적으로 수확체감적
경제활동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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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것이다. 발전의 결과 신중간계급이 광범위하게 형성될 것이다. 그런데 대거
양성되어 중화학공업화의 주축이 된 수많은 숙련기능공은 어떤 계급 · 계층 개
념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인가? 프롤레타리아를 의미하는 이른바 ‘노동자계급’으
로 치부해야 하는가? 당시 한국의 평등지향적 발전국가는 주로 농촌 및 도시
서민, 즉 농촌의 중하층인 가난한 소농과 도시 중하층민 출신인 이들 기능공들
을 단순한 노동자가 아닌 중산층으로 육성하려는 명확한 목적과 관련 제도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다(김정렴, 2006).
이러한 사정은 “중요한 것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계급 지위와 정체성을 어
떻게 정의하는가의 문제다. 많은 중간 범주의 계급과 직업집단들은 스스로를 노
동자로 정의하기보다 실제 중간계급으로 정의한다. 스스로를 어떤 계급으로 정
의하는가는 각 나라의 역사와 계급 조직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데이
비스의 지적과 맥이 통하고 있다(Davis, 2004: 42). 계급론은 이론적으로나 역
사적 상황으로 보나 적어도 한국 발전국가 시기 기능공을 분석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중간계급 이론으로 가면 공업화가 고도화되면서 블루칼라가 줄어들고 관리직
과 사무직, 서비스직 등의 화이트칼라 즉, 신중간계급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논
의로 가기 때문에 본 논문의 관심사와는 잘 맞지 않는다. 1970년대의 한국은
숙련을 가진 기술공과 기능공을 대거 양성하면서 중화학공업을 일으키는, 말하
자면 숙련된 블루칼라를 처음으로 만들어내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결국 박정희
시대의 평등지향적 발전국가의 기능공 양성과 우대 정책은 의도와 결과 모두 중
산층 육성 정책이었고, 기능공들도 대체로 그러한 지향을 가지고 내면화함으로
써 시너지를 가져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정치적 표현이 1970년대의 유신체제였다(류석춘·김형아, 2011). 아직 자
본주의와 소비주의의 혜택을 받지 못한 중하층 지향적인 노선이었다. 이는 자유
주의 질서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억압한다.73) 중공업 건설에 필요한 투자여력
73) 김호기(1999a: 193-94)도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 말고는 가진 것이 별반 없는 소규모 자원부
족 후발국이 압축적으로 산업사회로의 체제이행 관문을 통과하는 데서는 일정 정도 권위주의
적 조절이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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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경영능력이 있는 대기업들에게도 기회부여와 함께 규율이 요구되었다. 기업
의 사회적 책임과 애국심이 강조된다. ‘국민의 기업’ 논리와 ‘산업역군’의 논리
가 하나의 짝을 이루어 규율되었다. 한국의 발전국가는 권위주의적 독재로 재벌
과 연합하여 국가권력을 동원해 노동계급을 착취한 체제가 결코 아니었다. 그것
은 일본을 따라잡으려는 대전략의 중화학공업화였고, 사회적으로 평등한 지위와
가치를 배분하고 경제적으로 중산층 중심 사회를 만들려는 대기획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던 권위주의적
근대화는 역설적이게도 그 성공의 결과로 민주적 근대화의 조건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Hermit, 2006: 11-30). 그때가 국가와 기업과 근로자의 ‘규율적 발전’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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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는 1970-80년대 한국이 중화학공업화를 하면서 체계적으로 양성한
기능공들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생애
사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 발전국가의 미시적 기초를
보고자 한 것이다. 박정희 정부는 1973년에 야심찬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발진
시켰다. 그것은 숙원인 선진국 따라 잡기라는 경제적 민족주의의 국가전략과 안
보상 위기에 대처하는 방위산업 육성의 필요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었다. 중화학
공업은 그때까지의 경공업 위주의 경제개발과는 달리 숙련 기능공이 필수불가결
하였다. 그러나 당시 한국에는 정밀기계공업을 담당할 숙련된 정밀 가공사가 거
의 없었다. 국가는 무엇보다도 숙련공을 양성해야 하였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기술자격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특성화 공업고등학교들을 설립하고 기존에 유
명무실하던 공업고등학교들을 확충함과 동시에 공립 직업훈련원들을 설립하고
사업 내 직업훈련소를 권장하였다.
여기서 비로소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노동규율을 갖춘 2급 기능사
들이 대거 배출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성적이 우수한 공고 졸업생에게는 동계
대학 진학의 특전을 열어줘 중산층 형성을 도모했으며 2급 기능사 자격을 취득
한 기능공에게는 병역 특례의 혜택을 부여하였다. 방위산업체는 이 병역 특례
기능공들을 할당받아 입사시킬 수 있는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았다. 병역특례는
취업을 하여 돈을 벌면서 병역의 의무도 해결할 수 있는 특혜로서 젊은이들에게
큰 매력이 있었다. 발전국가의 이러한 제도적 조치들로 인해 인문고 학생과 실
업계고 학생을 막론하고 대학 진학만을 추구하던 사회 풍조에 일대 변화가 일어
났다(김정렴, 2006; 오원철, 1999, 김부태, 1995).
선진국 따라 잡기인 조국 근대화를 담당할 ‘산업역군’ 내지 ‘산업전사’라는
발전국가의 부름에 호응하여 대학 진학의 좁은 문을 뚫을 수 없거나 가난하여
단념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농촌 중간층 이하 출신의 젊은이들이 숙련 획득과
중화학공업에 취업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여공 중심의 경공업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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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번듯한 일자리가 사회에 없어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농촌
출신 및 도시 서민층 출신의 젊은이들이 과잉인구로 퇴적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전 시기와는 매우 다른 기회구조가 생긴 셈이었다. 이렇게 공고를 육성하고
기능적 숙련을 장려하는 정책은 도시 부르주아지의 계급 재생산 통로였던 명문
인문고들을 평준화시켰던 정책과 제도적 상호보완성을 가지면서 농촌 중간층에
배태된 박정희 정권의 평등지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들은 이 중화학공업부문의 기능공들이 대부분 “반숙련노
동자”로서 “저임금 착취”를 당했으며 “프롤레타리아화”되었다고 서술해 왔다.
그런 상태라면 한국의 발전국가가 어떻게 중화학공업화에 성공하여 강대국형의
산업구조를 구축하고 선진국의 문턱에까지 상승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물음이 제
기된다. 본 연구는 이 물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화학공업화의 한 축이었던 방
위산업의 상징적 기업이었던 (주)풍산의 안강 종합탄약공장의 기능공들을 사례
로 선택하여 그 기능공들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 어떤 상태
에 있는지를 가능한 한 사실 그대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풍산은 신동제품 생산이 모체이고 안강공장은 1973년에 설립되어 군용탄
약을 일관 생산하는 방위산업부문이다. 풍산은 창업주가 고향이 안강공장이 위
치한 경상도여서 지역의 농촌에 배태되었고 조선시대 국난 극복의 위인의 후손
으로 박대통령의 지우를 얻어 권력 핵심에도 배태되었다. 그러나 부패한 정경유
착으로 흐르지 않고 유교적 가치관과 경제적 민족주의의 철학 아래 기업의 전문
화를 고수하고 부동산 투기를 않는 등 자기규율을 했으며 가족주의 · 온정주의
경영으로 국가의 특혜에 보답하였다. 이러한 명성 덕택이기도 하여 2급 기능사
들이 병역 특례를 누리기 위해 가장 많이 몰려들었던 방위산업체이다. 본 연구
는 1973년에 안강공장에 입사한 기능공으로부터 1986년에 입사한 기능공까지
현재 근속하고 있는 20명의 공고 졸업 및 직업훈련원 수료 기능공들을 연구사
례로 선정해 분석하였다.
20명의 연구 사례 모두 경상도 지역 출신이고 그 중 80% 이상이 대학을 보
낼 형편이 안 되는, 1헥타르 미만의 농토를 가진 농촌 중간층 이하 출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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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취업을 하여 가난을 벗어나고 자립하고자 하는 동기와 기능 인력에 대한
국가의 비전 제시와 홍보를 수용하는 마음에서 기능인의 길을 선택하였다. 대부
분 1970-80년대 나라의 발전상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그것에 기여한 ‘산업역
군’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공고졸 기능사가 이론적인 데 반해 인문고를
졸업하고 직업훈련원을 1년 수료한 기능사는 완비된 훈련 시설에서 엄격한 규
율 속에 훈련을 받은 탓에 기능이 강하다는 차이가 있었다.
이들 기능사들은 입사 후 3개월 정도 현장 실습을 통해 기업 특수적 숙련을
익혀 독일의 공업부문 숙련공(industrial Facharbeiter)에 비견되는 숙련공으로
성장해갔다. 체계적 이론과 숙련을 이 신세대 기능공들은 1980년대에 들어오면
서 ME 기계화 장비가 도입되면서 구세대 숙련공들을 구축하게 된다. NC머신을
거쳐 CNC 머신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숙련을 선진국으로부터 전수받아 생산라
인을 안정시키고 작업장을 주도해 나갔다. 그 결과 장비의 이상 유무를 짚어내
고 유지 · 보수 · 수리를 해낼 수 있는 완숙한 숙련에 도달하는 한편, 공정의
개선을 해내는 창의적 숙련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결국 숙련구조의 변화를 맞이
하여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노동과정 분석가들이 주장해온 ‘탈숙련
화’(deskilling)가 아니라 ‘고숙련화’(upskilling)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2급 기능사는 입사할 때 받는 급수에서부터 승급과 임금에 이르기까지 다른
블루칼라보다 우월한 처우를 받았다. 안강공장은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타격에
의해 위기에 처하지 않는 한 제조업 실질 임금상승률을 초과하는 임금상승률을
시현하였다. 기업이 국가가 요구하는 가족주의 내지 온정주의 경영을 하려고 노
력하였다. 때문에 1970년대 중반 입사자의 경우 입사 3년차에 이미 임금이 본
연구에서 중산층 기준으로 설정한 도시근로자가구 경상소득을 추월하는 비교적
고임금으로 기존의 “1970-80년대의 저임금”이라는 등의 통속적 주장을 반증하
였다. 기능공들 스스로도 대체로 입사 초기인 1970-80년대의 임금이 돈 가치가
있었으며 당시 같은 레벨의 인근 대기업들에 비해 높아서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산층 기준의 하한선으로 고졸 이상 학력, 도시근로자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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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소득의 90%이상, 20평형 이상 아파트 자가 소유, 자가용 소유, 자녀 대학
시키기, 계층귀속의식의 6개 기준에서 4개 이상을 충족시키면 핵심적 중산층으
로 판별하고자 했다. 1973년부터 2012년까지인 분석 시기를 세 시기로 구분하
였다. 제1기인 1973년부터 1992년까지는 방위산업의 급성장과 노사분규 시기이
다. 1975년 탄약 생산이 시작되고 1977년부터 병역 특례를 받는 2급 기능사들
이 대거 입사하면서 방위산업의 총아로서 급성장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으
로 침체에 빠졌다. 1985년부터 다시 성장을 시작해 본질적으로 정치투쟁성 노
동쟁의로 파국을 겪으면서도 임금 급상승을 이룩하였다. 1970년대 입사 기능공
들은 1985년경부터는 중산층에 진입하기 시작했고 1980년대 초반 입사 기능공
들은 1989년경부터 중산층에 합류하기 시작하였다. 내부노동시장이 강화되고
입사 경쟁이 치열해지며 노사분규 후 권위주의 문화가 해소되고 노동조합은 온
건해지고 기능공의 부르주아화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제2기는 1993년부터 2004년까지로 방위산업의 침체로 안강공장은 같은 레벨
의 대기업에 추월당하고 기능공들은 중산층의 하한선으로 내몰리는 10년간을
겪었다. 1997년 경제위기로 고용안정을 중시하는 노동조합의 의식 전환이 일어
나 노사협조주의가 정착하고 2002년이면 1986년 입사 기능공들까지 핵심적 중
산층으로의 상향이동을 마친 상태였다. 한편 기업은 국산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수출 개척을 준비한 기간이기도 하였다.
제3기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로 2008년부터의 폭발적인 수출 호황으로
이후 6년 연속 방산 수출 1위를 기록하면서 기능공의 임금이 급상승한 시기이
다. 2012년 현재의 임금은 2003년 대비 85%의 임금 상승이 있었으며 성과급과
상여금에 힘입어 2007년 대비 40%의 임금 상승이 있었다. 이제 임금에 관한
한 1990년대에 앞서 가 버린 포스코나 현대자동차 등과 같은 세계적 기업에 비
할 수는 없지만, 안강공장 기능공들은 모두 만족하며 핵심적 중산층으로 중산층
적 생활양식을 추구하고 있다.
길게는 40년의 과정에서 안강공장 기능공이 상향적 계층이동하는 경로는 세
가지로 파악된다. 첫 번째는 일찍이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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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이수하고 발탁되어 기술관리직으로 직군이동함으로써 직업적 지위를 이동
하여 중산층으로 계층상승하는 경로. 두 번째는 숙련공으로서 자신의 숙련을 이
용하여 창업함으로써 기업가로 계층상승하는 경우. 세 번째는 기업과 상호 배태
된 관계 속에서 숙련을 향상하고 숙련의 창의적 적용으로 기업의 성장에 공헌하
면서 인내와 규율과 협동, 즉 일반화된 호혜성으로 회사의 발전에 의해 모두가
동반 중산층화하는 경로였다.
이렇게 보면, 한국 중화학공업화의 세 주체인 국가 - 기능공 - 기업은 상호
배태되고 완성적 동기로 ‘일반화된 호혜성’을 구현했다고 볼 수 있다. 국가는 기
능공에게 숙련형성과 병역 특전을 주었고, 기능공은 기업에게 농촌 중간층의 윤
리인 인내와 협동, 규율된 노동과 노사협조를 주었으며, 기업은 국가에게 기업
의 전문화와 온정주의 경영으로 국가의 규율에 호응하였다. 또한 기능공은 국가
에게 산업역군으로서 국가의 비전에 동의하였고, 국가는 기업에 정책적 지원과
숙련된 병역 특례병을 제공했으며, 기업은 대신에 기능공에게 고용안정과 임금
상승으로 보답하였다. 그 결과가 기능공의 중산층화이었고, 기업의 세계적 전문
기업으로의 성장이었으며, 중화학공업화 달성으로 인한 발전국가의 성공이었다.
이것을 ‘규율적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한국 발전국가의 민족주
의가 지녔던 대외적으로 도전과 경쟁성,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상향적 평등 지향
성이 구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인 풍산 안강공장 숙련기능공의 중산층화는 ‘노동자계급
의 부르주아화’냐, 아니면 ‘하위 중간계급의 프롤레타리아화’냐 라는 당대 계급
이론의 가장 뜨거운 논쟁에서 전자에 경험적 증거를 하나 보태는 것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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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ife Historical Study on the Social Mobility of Skilled Workers
in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y Trained in the 1970s-1980s:
Focused on the Case of Angang Plant, Poongsan Corporation

Yu, Gwangho
Dep.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research aims to articulate the microscopic foundations of
Korean developmental state. In 1973, Korea launched the ambitious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HCI) program. Compared to
Light

manufacturing

industry,

HCI

required

the

mass

of

skilled

workers. For this reason, the government had to produce the skilled
workers in advance. Therefore, Park Chung Hee government aligned
skill certification system and established the new specialized technical
high schools, the public vocational training center, and in-firm
vocational training center to make up for the weak points in the
current skill education system.
Based on these skill education reforms, the mass of workers
with skill certification and labor discipline based on the systematic
education

and

training

were

produced.

In

the

stage

of

Light

manufacturing industry mainly based on female workers, the young
generation of the rural and urban middle class, who had to give up

- 176 -

college education, had a rare job opportunity only to remain as
surplus

labor

forces.

These

educational

reforms

offered

a

new

opportunity structure to them.
The existing literature assumes that the industrial skilled
workers in HCI

were mainly “semi-skilled workers” and they were

“exploited via low wage” and finally “proletarianized.” According to
this assumption, it is impossible to answer the question of how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could established the advanced industrial
structure and join the ranks of advanced countries through the
success of HCI.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research examines what
was the social base of the skilled workers of HCI and in what
procedure they have reached their present class situation, focused on
the case of Angang Plant, Poongsan Corporation, which had played a
critical role in the process of HCI. More specifically, this research
collects and analyzes 20 cases of skilled workers who entered the
company in 1973 after graduating technical high school and vocational
training center.
All

of

20

cases

analyzed

here

are

from

Gyeongsang

Province and 80 percent of them are from rural middle and lower
classes. They decided to be a skilled labor with the two motives: one
was to escape from poverty through jobs and the other was to accept
the state’s vision on skilled workers. Most of them praise the state’s
vision on development in the 1970s-80s and take a lots of pride in
their roles of “industrial soldiers” in the process. Based on the
systematic

education

and

training,

they

could

cope

with

the

introduction of ME machines. In this regard, they experienced the
“upskilling” in the face of changing structure of skill, which drastically

- 177 -

contrasts to the Marxist view of “deskilling.”
This research tries to trace the class mobility of the skilled
workers from the perspective of life history approach. Skilled workers
of Angang who entered in the 1970s show the overall satisfaction for
their present class situation and enjoy the life style of middle class.
The upward mobility of Angang skilled workers for 40 years of
investigation

has

three

trajectories:

college education, entrepreneur

managerial

mobility

through

mobility, and inside-the-firm mobility.

All of the three trajectories show the skilled workers in the 1970s
successfully moved into the middle class and have maintained their
positions firmly based on their skills.
In this regard, three actors in the Korea’s HCI, the state skilled workers – companies, shared the generalized reciprocity as
mutually embedded

consummatory motivations. The state offered skill

education and military exemption to skilled workers, skilled workers
provided companies with perseverance, cooperation, and disciplined
labor as virtues of rural middle class, and companies complied with
the

state’s

discipline

through

specialized

and

paternalistic

management. In addition, skilled workers as industrial soldiers agreed
with the state’s vision, the state offered policy supports and skilled
labor force to companies, and, in return, companies
stability

and

high

wage

to

skilled

workers.

The

offered job

result

of

this

generalized reciprocity is the embourgeoisement of skilled workers, the
growth of world-class corporations, and the success of developmental
state

through

HCI.

It

can

be

a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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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mplar

case

of

disciplined

Key Words: skilled worker, worker with skill certification, skill, rural
middle

class,

exem ption,

disciplinary

developm ent,

embourgeoisement

of

skilled

m ilitary
workers,

industrial soldier, social mobility, development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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