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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과 제조업에 대한 숙련전망
●- 국가숙련전망●결과를●요약하면,●우리나라의●기업들은●‘문제처리능력’을●가장●중요한●숙련으로●느끼고●

있으며,●10년●후●미래에도●해당●숙련이●가장●중요할●것으로●예측하고●있음.

●- 서비스업과●제조업●모두●‘문제처리능력’이●각각●62.1%,●60.2%로●가장●중요한●숙련에●해당되고,●다음으로

‘공동체윤리’가●제조업은●59.7%,●서비스업은●57.2%로●●중요한●숙련으로●나타남.

●- 자동차산업은●로봇●밀집도와●반복업무지수가●더●클●뿐●아니라●숙련의●양극화가●더욱●가속화될●것이라는●

점이●발견됨.

●- 이러한●전망●결과는●숙련에●대한●연구뿐만●아니라●교육·훈련과●관련된●중장기●정책●등에●적극●활용되어야●

하며●정책과●별도로,●직업기초능력은●중요한●숙련●유형이면서●핵심●역량이라는●사실을●인지하는●등●인식●

개선이●가장●필요함.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종래의인력수급분석의경우양적인정보에바탕을두는것으로,최근숙련의질적

특성을고려하지못하고있음.

●●숙련전망●결과의●신뢰성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다양한●차원의●자료를●활용해야●하며,●이상적인●대안으로●

양적●방법●및●질적●방법의●통합1)이●요구됨.

●- 또한●숙련부족●및●숙련격차●현황을●포함하는●산업의●숙련수요를●파악함과●동시에●교육훈련●및●자격●등●●

숙련공급●관련●정책●수립에●필요한●정보●획득,●그리고●장기적으로●산업의●숙련수요●전망을●위한●자료●

축적이●필요함.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2010년부터●미래의●숙련●변화●관련●정책의●기초자료●제공을●위해●10년간의●연구

로●‘국가숙련전망조사’를●추진해●왔음.

●- ‘국가숙련전망조사’는●KRIVET●국가숙련전망모형에●기반하여●기존의●고용주●조사뿐만●아니라●미래●숙련

수요●조사를●위한●리얼타임●델파이●조사●및●AHP●조사●등●질적●조사를●적극적으로●활용함.

●- 향후●미래에●필요한●숙련인력과●관련된●정보를●종합·분석하여●의미●있는●숙련전망●결과를●제시하고자●함.

●- 또한●국가숙련전망조사●결과와●관련●자료의●연계●분석을●통해●본●연구의●새로운●활용●방안에●대해●제안

하고자●함.

｜분석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국가숙련전망조사」2016,2017년자료

●● 2016년과●2017년●조사에서는●전국●사업체●조사(2015.●12.●기준)를●표본으로●하여●2016년에는●상시근로자●

수●30인●이상의●37,003개●서비스업체를,●2017년에는●상시근로자●수●30인●이상의●20,568개●제조업체를●

대상으로●설문을●실시함.

●●표본●사업체●중●서비스업체●2,542개,●제조업체●2,533개가●설문에●응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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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각주 I
1)    숙련전망에 활용되는 기술적 
방법에는 양적 방법(quantita-
tive method)과 질적 방법
(qualitative method)이 있
음. 양적 방법의 대표적인 예는 
고용주 조사(ask employer)
임. 고용주 조사는 현재 숙련
부족(skill deficiency)을 해결
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과 미래
에 예상되는 변화(anticipate 
change)를 고려하여 진행하
는 것임. 숙련전망을 위한 질
적 방법의 대표적인 예는 델파
이 조사(delphi study) 등을 활
용한 전문가 조사(ask expert)
와 시나리오 활용(scenario 
development) 방법이 있음.

I 주 I
이 글은 김봄이 외(2019), 『국가
숙련전망조사(2019)』,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보고서 중 내용 일부
를 발췌, 정리하여 작성함.



KRIVET Issue Brief

●● 2016년●서비스업●조사(2015년●기준)와●2017년●제조업●조사(2016년●기준)로●자료●수집이●2년에●걸쳐●

이루어졌으므로●분석을●위해●데이터를●결합함.

●- 해당●과정에서●1년의●시차는●무시하였으며●사업체●가중치도●유지함.

--임.임.02 서비스업 숙련전망 결과

｜서비스업전체숙련의미래중요정도전망결과를살펴보면‘문제처리능력’이60.2%로
가장높음.

●●서비스업에서●향후●10년●후●중요성이●높아질●것으로●예상되는●숙련은●‘문제처리능력’,●‘공동체윤리’,●‘근로윤리’,●

‘고객서비스능력’,●‘팀워크능력’인●것으로●나타남.

●●상대적으로●미래에●중요성이●낮게●인식될●것으로●예상되는●숙련은●‘도표분석능력’,●‘물적자원관리능력’,●‘도표

작성능력’으로●나타남.

[그림●1]●숙련의●미래●중요●정도(서비스업-전체)●-●상·하위●5항목

●●서비스업의●‘직종별’●숙련의●미래●중요●정도를●살펴보면,●대부분의●직종에서●‘문제처리능력’을●미래에●가장●

중요한●숙련으로●인식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음.

●- 예외적으로●기술●관련●직종에서는●‘기술적용능력’의●숙련을●매우●강조하고●있음.

<표●1>●서비스업●직종별●숙련의●미래●중요●정도(상위●5개●숙련)

(단위: %)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문제처리능력 68.1 문제처리능력 67.1 문제처리능력 65.4 고객서비스능력 63.8
리더십능력 65.7 공동체윤리 62.3 공동체윤리 58.7 문제처리능력 55.4
공동체윤리 64.0 기술적용능력 57.8 팀워크능력 55.1 공동체윤리 54.3

인적자원관리능력 59.3 팀워크능력 53.0 자기관리능력 54.3 업무이해능력 46.5
근로윤리 50.5 근로윤리 52.9 시간관리능력 53.9 근로윤리 46.4

판매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고객서비스능력 57.3 문제처리능력 60.3 기술적용능력 63.4 공동체윤리 48.7
문제처리능력 55.2 기술적용능력 58.8 고객서비스능력 57.5 의사표현능력 44.0
근로윤리 53.4 공동체윤리 55.2 공동체윤리 57.4 팀워크능력 43.8
공동체윤리 50.5 기술이해능력 54.6 문제처리능력 53.9 근로윤리 43.2
의사표현능력 48.9 자기관리능력 46.2 의사표현능력 49.8 업무이해능력 41.2

●●서비스업의●‘규모별’●숙련의●미래●중요●정도를●살펴보면,●300인●미만●사업체와●300인●이상●사업체는●공통적으로●

10년●후에는●사업체●규모와●상관없이●‘문제처리능력’과●‘공동체윤리’를●가장●중요한●숙련으로●인식하고●있음.

<표●2>●서비스업●규모별●숙련의●미래●중요●정도(상위●5개●숙련)

(단위: %)

300인 미만 300인 이상

문제처리능력 61.7 문제처리능력 57.5
공동체윤리 57.8 공동체윤리 56.0
고객서비스능력 50.4 근로윤리 52.4
자기관리능력 48.2 자기관리능력 49.9
팀워크능력 48.1 사고력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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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5개 항목  하위 5개 항목

문제처리 
능력

기초외국어
능력

공동체윤리 예산관리 
능력

근로윤리 도표분석 
능력

팀워크능력 물적자원 
관리능력

고객서비스
능력

도표작성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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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제조업 숙련전망 결과

｜제조업전체숙련의미래중요정도전망결과를살펴보면‘문제처리능력’이62.1%로
가장높음.

●●제조업에서●10년●후●중요성이●높아질●것으로●예상되는●숙련은●‘문제처리능력’,●‘공동체윤리’,●‘기술적용능력’,●

‘기술이해능력’,●‘팀워크능력’인●것으로●나타남.

●●상대적으로●미래에●중요성이●낮게●인식될●것으로●예상되는●숙련은●‘기초외국어능력’과●‘도표작성능력’으로●

나타남.

[그림●2]●숙련의●미래●중요●정도(제조업-전체)●-●상·하위●5항목

●●제조업의●‘직종별’●숙련의●미래●중요●정도를●살펴보면,●대부분의●직종에서●‘문제처리능력’과●‘공동체윤리’를●

미래에●중요한●숙련으로●인식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음.

●- 예외적으로●기술●관련●직종에서는●‘기술적용능력’과●‘기술이해능력’을●매우●강조하고●있음.

<표●3>●제조업●직종별●숙련의●미래●중요●정도(상위●5개●숙련)

(단위: %)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문제처리능력 63.3 기술적용능력 73.2 문제처리능력 72.1 의사표현능력 86.1
리더십능력 63.2 문제처리능력 64.5 공동체윤리 66.5 문제처리능력 83.5

인적자원관리능력 58.8 공동체윤리 51.8 자기관리능력 58.4 고객서비스능력 73.2
공동체윤리 57.2 정보처리능력 48.6 사고력 56.2 공동체윤리 66.1
자기관리능력 48.6 기술이해능력 46.4 물적자원 56.2 자기관리능력 64.3

판매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협상능력 56.2 문제처리능력 61.7 기술적용능력 69.6 공동체윤리 58.4
공동체윤리 54.5 기술이해능력 60.0 공동체윤리 63.5 기술이해능력 55.3
의사표현능력 53.2 기술처리능력 56.4 문제처리능력 60.2 팀워크능력 54.7
고객서비스능력 53.2 공동체윤리 54.5 기술이해능력 58.0 문제처리능력 54.2
문제처리능력 51.3 팀워크능력 53.0 팀워크능력 47.5 업무이해능력 46.0

●●제조업의●‘규모별’●숙련의●미래●중요●정도를●살펴보면,●300인●미만●사업체와●300인●이상●사업체●모두●10년●후에

는●사업체●규모와●상관없이●‘문제처리능력’,●‘기술적용능력’,●‘공동체윤리’를●가장●중요한●숙련으로●인식하고●있음.

<표●4>●제조업●규모별●숙련의●미래●중요●정도(상위●5개●숙련)

(단위: %)

300인 미만 300인 이상

문제처리능력 57.5 문제처리능력 71.8
공동체윤리 54.7 공동체윤리 70.4
기술적용능력 54.6 기술적용능력 65.2
기술이해능력 53.6 기술이해능력 55.8
팀워크능력 48.2 시간관리능력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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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5개 항목  하위 5개 항목

문제처리 
능력

국제감각공동체윤리 고객서비스
능력

기술적용 
능력

예산관리 
능력

기술이해 
능력

기초외국어
능력

팀워크능력 도표작성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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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자동차산업에 대한 숙련전망 결과

｜제조업에비해자동차산업은로봇밀집도와반복업무지수가더클뿐아니라숙련
의양극화가더욱가속화될것이라는점이발견됨.2)

●●자동차산업의●숙련의●미래는●미래지향적●산업●전략과●경제정책에●따라●기술적·구조적●대전환이●예측되는●

가운데,●일반적인●변화에도●불구하고●자동차산업에서는●제조업에●비해●전반적으로●숙련의●중요도가●높기는●

하지만,●요구되는●숙련은●문제해결능력●그리고●상대적으로●저숙련에●해당되는●단순한●기술적용능력과●조직

관리를●위한●공동체윤리에●국한됨.

●●이●상황에서●숙련은●대체로●공동체윤리와●같은●사회적●숙련에●초점이●맞춰지게●되고,●개인의●숙련은●그다지●

중요하지●않게●됨.

●●자동차산업의●10년●후●숙련에●대한●전망은●현재●추세에서●벗어나지●못하는●저숙련의●늪에●빠져●있어●숙련●

전략의●대대적인●혁신이●요구되며,●전반적인●고숙련을●기조로●하면서●문제해결능력●등●기계로●대체할●수●

없는●유형의●숙련을●중심으로●한●숙련형성이●강하게●요구됨.

[그림●3]●숙련의●미래●중요●정도(제조업-자동차산업)●-●상·하위●5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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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기업들은●‘문제처리능력’을●가장●중요한●숙련으로●느끼고●있으며,●10년●후●미래에도●해당●숙련이●

가장●중요할●것으로●예측하고●있음.

●●특히●‘문제처리능력’은●현재●우리나라●기업들이●가장●부족함을●느끼는●숙련으로도●지목되었으므로●기업●또는●

정부는●숙련●개발●프로그램을●만들●때●‘문제처리능력’과●같은●숙련을●우선적으로●선정할●필요가●있음.

●- 특히●‘근로윤리’,●‘공동체윤리’,●‘팀워크능력’과●같은●직업윤리●및●대인관계능력은●현재와●미래에●모두●중요한●

숙련으로●인식된다는●점●또한●주목하여야●함.

●●본●연구의●이러한●전망●결과는●숙련에●대한●연구뿐만●아니라●교육·훈련과●관련된●중장기●정책●등에●적극●활용

되어야●함.●국가숙련전망조사●결과의●활용방안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정책과●별도로,●직업기초능력은●중요

한●숙련●유형이면서●핵심●역량이라는●사실을●인지하는●등●인식●개선이●가장●필요함.

김 봄 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이 승 봉 (경북대학교●사회학●박사)

I 각주 I
2)    국가숙련전망조사는 구체성의 
부족과 산업별 전망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아 신뢰성에 의문 및 
직무중심의 직업교육훈련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존재
하여, 제조업에서 자동차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주로 해
당)의 실태와 미래 변화에 대한 
예측을 기초로 숙련전망 결과를 
분석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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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5개 항목  하위 5개 항목

공동체윤리 기초외국어
능력

기술적용 
능력

기초통계 
능력

문제처리 
능력

예산관리 
능력

시간관리 
능력

고객서비스
능력

정보처리 
능력

도표작성 
능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