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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화학공업화 초기 숙련공의 생애사 연구
- ‘금오공고 졸업생’을 중심으로 본 논문에서는 금오공고 졸업생의 생애사 분석을 통해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초기 숙련공이 어떤 경로를 따라 삶의 궤적이 변화해왔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중화학공업의 추진과 병행된 교육정책에 주목하여 한국의 1세대 숙련공은
어떤 과정을 통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고, 이들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추적해보
았다.
연구 대상과 시기는 1973년부터 1982년까지 금오공고에 입학한 학생으로 1
기에서 10기까지의 졸업생으로 한정하였다. 연구의 대상을 중화학공업화 초기에
양성된 숙련공으로 제한한 이유는 198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공업 고등학교 정책
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뚜렷하게 구분되기 때문이다. 연구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금오공고 출신 숙련공이 작성한 수기집을 통해 졸업생들의 삶의 경로를 확
인하였고 둘째, 해당 금오공고 졸업생 9명을 표본으로 삼아 심층면접 한 후 이들
의 삶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시기에 입학한 금오
공고 졸업생과 경기고등학교 졸업생의 현재 직업과 직위를 비교하여 현재 금오공
고 졸업생의 사회-경제적 현황을 파악하였다.
먼저 수기집 분석을 분석한 내용을 통해 금오공고 졸업생들의 삶의 경로를
정리하면 이들에게는 ‘대학 진학’과 ‘기능올림픽 출전’이 중요한 선택의 문제였다.
1980년대 공업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산업화 초기 금오공고 졸
업생들이 갖고 있던 기술 숙련에 대한 특혜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금오공
고 졸업생들은 보다 좋은 조건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대학 진학을 선택하였
고,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기능올림픽 선수로 선발되어 입상하는 것이
중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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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금오공고 졸업생들의 구술내용을 분석한 결과 첫째, 금오공고 졸
업생들은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충분한 개인적 자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장학금이 보장되었던 금오공고에 진학하였다.
둘째, 금오공고 졸업생 대부분은 기술하사관 (RNTC) 으로 5년간 유급 복무를 해
야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었다는 것은 금오공고
졸업생들의 숙련의 정도가 우수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하지만 금오공고 졸업생 중
대학에 진학한 경우,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 비해 입사나 승진 과정에
서 약간의 불이익은 존재했다. 결과적으로 우수한 개인적 자질을 갖고 있었던 금
오공고 졸업생들에게는 기술하사관 제도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금오공고 졸업생들은 기능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거나
군 전역 이후 대학에 진학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고졸’이란 신분을 극복하고 ‘대
졸’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금오공고 졸업생들의 평균적 기술
수준이 다른 숙련공들에 비해 우수했기 때문에 고졸 신분을 유지한 졸업생들도
중화학공업 분야와 관련된 중견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원진에서 활동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금오공고 졸업생의 생애 경험은 농촌 빈곤층 배경의 학생들이 금오
공고를 통해 계층으로 상승 이동하여 도시의 중산층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쓰는 수기집과 동창회장이 소개해준 성공
한 졸업생의 생애만을 분석했다는 점은 이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과정에서 불만과 억압의 대상이었던 노동자의 모습이 아니
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노동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
던 점은 이 연구가 가진 장점이라 생각한다. 향후 같은 시기 다른 공업계 고등학
교나 직업 훈련소 출신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교 분석을 시도한다면, 한국의 산
업화 초기 1세대 숙련공의 생애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이 되는 말: 중화학공업, 금오공고, 공업교육정책, 구술생애사, 중간계급, 숙련,
기능인력 양성, 기술하사관, 기능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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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문제제기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논의는 주로 거시적인 맥락에서 설명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 개념을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을
분석하는 경우 국가는 ‘강한국가’로서 전략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며 높은 효율
성을 추구할 수 있었다 (Chang, 2006). 또한 한국에서 강력한 국가 개입이 작
동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사회-문화적인 가치인 ‘유교적 전통’을 강조하는 주
장도 있다. 이들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본주의는 서구와 달리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 있는 국가 관료의 치밀한 계획과
집행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유교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높은
교육열과 엄격한 노동윤리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
다 (류석춘, 1997: 75).
이처럼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논의는 주로 구조적 혹은 문화
적 접근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에 참여하고 제도를 받아들이는 ‘개별 행위자의
동기와 실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거시적 이론과 더불어 개별 행
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논의가 더해졌을 때 한국의 산업화에 대
한 이해가 더욱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Woo-cumings, 1999).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중심은 수출지향 산업정책이었다. 산업화 초
기 값싼 양질의 노동력이 세계 경제체제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경험은 한국의 경
제발전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구해근, 2002). 물론 이와 관련하여 1987
년 민주화 운동 및 노동자 대투쟁 등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경험은 매우 소중
한 연구 대상이다. 하지만 이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경공업 중심의 ‘여성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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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 노동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은 (Deyo, 1989; Koo, 1989; 신광영,
1999) 이 시기 경제발전을 접근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왜
냐하면 실제 한국의 경제는 1970년대 초부터 추진된 중화학공업의 발전 및 그
와 동반해 등장한 남성 숙련 기능공들에 의해 고도성장이 주도되었기 때문이
다.1)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이러한 중화학공업화의 중심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양산한 남성 숙련공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중화학공업의 대표적인 산
업 중 하나인 ‘방위산업’에서는 쇠를 1/100 mm 이하로 깎을 수 있는 ‘정밀가
공사’라는 숙련된 기술이 반드시 필요했다 (오원철, 2006: 117-119). 만약 우리
나라 노동자들의 숙련 수준이 높지 않았다면 1970년대 이후 추진되었던 중화
학공업화로의 산업구조 전환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남성 숙련노동자들
에 대한 적절한 이해 없이 ‘여성 비숙련 인력’에만 초점을 맞춘 한국의 노동자
연구는 반쪽의 의미만 가질 뿐이다 (류석춘ㆍ김형아, 2011). 바로 이 대목에서
이번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중화학공업 분야의 남성 숙련공에 대한 연구의 의
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중화학공업의 추진과 병행되었던 “교육정책”에 주목
한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로의 전환에 따라 교육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면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고 현재는 어디에 있는지, 다시
말해 어떤 경로를 따라 삶의 궤적이 변화해왔는지, 이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드러나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과제
이다.
1)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한국의 GDP 성장률은 아래 표와 같다. 특히 중화학공업이 시작
되는 1973년 이후 GDP 성장률은 9% 이상의 고도성장을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도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GDP 성장률(%) 10.4 6.5 14.8 9.4 7.3 13.5 11.8
연도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GDP 성장률(%) 10.3 8.4 -1.9 7.4 8.3 12.2 9.9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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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금오공고 졸업생
그렇다면 왜 ‘금오공고’ 인가? 1970년대 방위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진행
된 중화학공업 정책에서 기술수준의 향상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특히 정부
는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군의 현대화를 위해서 장비 뿐 아니라 전문 기술 장
교와 기술 하사관 양성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대 과제를
배경으로 당시 일본과의 국교정상화에 따른 협력자금으로 건립한 학교가 바로
지금의 금오공고이다.2) 금오공고는 1973년 개교 당시에는 기계공고로 출발하
였으나 1978년부터 ‘중견 기술요원 양성 공업고등학교’로 특성화 되었다 (최규
남, 2003: 219).
금오공고 설립을 준비한 이낙선 당시 상공부 장관은 학생들이 ‘정직’하고
‘정성’을 들여야 ‘정밀’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며 학교가 설립되기 전인
1970년 “정성, 정밀, 정직”으로 교훈을 정했다. 학교명이 ‘금오(金烏)’로 확정된
것은 1971년으로 학교가 위치한 구미를 상징하는 금오산에서 따온 것이다. 여
기서 금오는 ‘금빛 햇살을 펼치며 떠오르는 아침 해’를 의미한다 (금오공업고
등학교 동문주소록, 1996: 40).
금오공고의 부지는 약 6만 3천 평으로 4층으로 된 본관, 실험관, 실습관,
체육관, 식당, 전교생 (1200명)을 수용하는 기숙사, 교직원 아파트 등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였다. 특히 금오공고는 주요 실습시설과 장비를 일본정부와 기
2) 1970년 7월 21일부터 23일에 걸쳐 진행된 제4차 한일경제각료회의에서 처음 논의된 금
오공고 설립문제는 그해 11월 4일 일본조사단 8명이 파견되었고 1971년 8월 설립 인가
가 나오면서 급속도로 진행되어 1973년부터는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었다 (오원철,
1999b: 271).
- 3 -

업에서 지원받았을 뿐 아니라 실습위주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일본인 교사를
초빙받는 등 교사진 확보에서도 동양 최고의 공업고등학교를 지향하였다.3)
금오공고 1회 입학생의 정원은 기계과 120명, 전자과 120명, 판금용접과
60명, 금속과 30명, 주물목형과 30명으로 총 360명이었다.4) 학생 선발은 입학
시험을 치르지 않고 전국 각 중학교장의 추천으로 상위 10% 성적 이내의 우
수학생을 각 시, 도 교육위원회를 경유하여 1차로 선발하고 이후 적성검사와
정밀신체검사 및 면접으로 최종선발을 하였다.5) 당시 금오공고에서 입학시험
을 보지 않은 이유는 시골학교와 도시학교 간의 학업 수준 차이를 극복하고
일정 수준의 명석한 두뇌와 재능만 있으면 고교 교육을 통해 더 우수한 자원
으로 만들 수 있다는 교육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금오공고 학생들의 교과과정은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상호연관성 있게
하되 시간비율을 4 : 6 으로 하였다. 전문교과의 경우 이론과 실험 및 실습 시
간 비율을 3 : 7 로 하여 실습위주의 교육을 강조했다.6) 신입생의 경우엔 학
과 구별 없이 1학기 동안 공통 기초실습을 실시한 뒤 적성과 지망에 따라 학
과를 배정하였다. 이후 전공 실습은 1,500시간 이상 실시하였고 졸업 시에는
전공 별로 2급 기능사, 정밀 측정사, 정밀가공사, 3급 무선기술사에 전원 합격
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렇기 때문에 금오공고 교사들도 학교 내 교직원 아파
3) 당시 일본은 1971년부터 3년간 약 14억 6천만 엔 (한화 약 107억원)을 보조하였고, 그
외에도 한국인 교사들의 파견훈련 및 8명의 일본인 실기교사 초빙도 지원해주었다 (오
원철, 1999b: 272).
4) 세부전공으로 기계과 120명은 선반 20명, 기계조립 20명, 밀링 30명. 연삭 30명, 정밀측
정 20명으로 구분되어 있고, 전자과 120명은 전자기기 60명, 통신기기 30명, 제어측정
30명으로 구분된다. 판금용접과는 판금 30명, 용접 30명으로 총 60명, 주물목형과는 주
물이 20명, 목형 10명으로 총 30명으로 이루어져있다. 마지막으로 금속과는 1개 전공
30명으로 되어 있다 (금오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홈페이지 (http://www.kumoh.com/) ‘학교
연혁’에서 확인)

5) 대통령비서실. 1973a. “금오공고 학생 모집” 참조
6) 1년 중 주당 수업시간이 44시간이었고 그중 주당 20시간을 실험 실습시간으로 하였다
(오원철, 1999b: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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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서 생활하며 야간에도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등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외에도 금오공고 학생들의 교육목표는 “정성, 정밀, 정직”을 실현하는
것으로 일종의 정신개혁 차원의 규율 교육도 진행되었다. 예컨대, 당시 학생들
은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6시 30분에 기상하고 11시에 취
침해야 했다. 이외에도 인사지도, 식사지도, 복장지도, 자기 지도능력 배양 등
올바른 직업 윤리관이나 책임과 임무를 다하는 자세를 배양하는 노력도 기울
여야 했다.
이처럼 국가정책으로 설립된 금오공고 입학생들은 모두 정부 장학생이
되어 학교 공납금 및 실습비를 전액 면제받았고 교복이나 실습복, 교과서도
무료로 지급받았으며 전원이 기숙사에 생활하면서 무료로 숙식을 제공받았다.
또한 졸업 이후 100% 취업을 보장하였고 전공분야에서 중견 기술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 이밖에도 남자들에게 의무인 군복무 역시 ‘기술하사관’
(RNTC)으로 임관하여 전공 특기 분야에서 유급으로 5년 동안 근무할 수 있
게 해주었고, 성적이 우수한 졸업생들은 해외에서 고등 기술 훈련의 기회를
제공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특혜 때문에 당시 금오공고에는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대거 모
였다.7) 특히 성적은 우수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 진학이 불가능했
던 학생들에게는 학업을 연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아래 <표 1-1>은
1976년과 1977년의 주요 공업계 고등학교 입학생 성적 (출신 중학교 성적)을
비교한 것이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시 공고 입학생들은 출신 중
학교 성적이 10% 이내인 자가 대부분 이었다. 그중에서도 금오공고의 경우,
수석 입학자가 가장 많았는데 그만큼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혜가 많았기 때문
에 우수한 자원이 모였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7) 1976년 입학생 중 400명 모집에 중학교 졸업성적이 수석인 학생이 121명이었고, 1977년
도에는 101명이었다. 또한 중학교 졸업성적이 5%이내에 들어가는 학생 비율이 90%가
넘었다는 것은 당시 금오공고는 수재만이 입학할 수 있는 학교였음을 알 수 있다 (오원
철, 1999b: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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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주요 공업고등학교 입학생 성적 분포
구분
금오공고
부산공고
전북공고
합계

(단위: 명)

1976년
1977년
수석 5% 10% 기타 합계 수석 5% 10% 합계
121 256 23
- 400 101 273 38 412
37 814 41
8 900 42 784 74 900
29 174 277 60 540 34 254 252 540
187 1,244 341 68 1,840 177 1,311 364 1,852

출처: 오원철. 1996a. p. 88의 <표 1-9>를 재구성

본 연구에서는 금오공고 졸업생들 중에서도 초창기라 할 수 있는 1973년
에 입학한 1기부터 1982년에 입학한 10기까지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
구 대상을 금오공고가 개교한 이후 10기 졸업생까지로 제한한 이유는 1980년
대 초 이후 공업고등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
이다. 예를 들어 1970년대까지는 중화학공업의 태동과 함께 공고에 대한 정부
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가능했지만, 1980년대 이후 새로운 정치적 ž 경제
적 변화로 인해8)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공고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었다 (김동
환, 2001: 133-135; 최규남, 2003: 251-257).9)
아래 <표 1-2>는 1기에서부터 10기까지의 금오공고 입학생 및 졸업생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10) 이중에서 4장 수기집 분석에서 다루는 사례는 1기
(1973년 입학) 1명, 3기 (1975년 입학) 1명, 10기 (1982년 입학) 1명으로 총 3
8) 유신 이후 1980년대 초 등장한 전두환의 5공화국은 1970년대의 경제적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산업간 ž 지역간 불균형, 국제수지 적자, 경제력 집중의 심화 등)을 극복하기
위해 균형 발전을 위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공고 정책에서도 같은
맥락의 변화로 이어졌다 (최규남, 2003: 253).
9) 공고의 지원예산은 1980년에 역 162억, 1981년 166억, 1982년 120억에서 1983년부터 82
억, 1984년 87억, 1985년 75억 등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다 (김동환, 2001: 135)
10) <표 1-2>은 금오공업고등학교 동문주소록(1996)과 총동문회 홈페이지
(http://www.kumoh.com/) ‘학교연혁’란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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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고, 심층 인터뷰에서는 1기 (1973년 입학) 4명, 2기 (1974년 입학) 1명, 3
기 (1975년 입학) 3명, 4기 (1976년 입학) 1명으로 총 9명의 사례를 분석대상
으로 하고 있다.
<표 1-2> 금오공고 입학생 및 졸업생 수 (1기 ∼ 10기)

연도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합계

기수
1
2
3
4
5
6
7
8
9
10

입학생 수 (명)
360
400
400
400
400
400
477
480
460
460
4,237

졸업생 수 (명)
346
380
376
381
386
378
436
426
429
429
3,697

출처: 금오공고 홈페이지 (http://www.koths.or.kr/) 학교연혁 참조

1기부터 10기까지 약 3,500 명에 해당하는 금오공고 졸업생들은 전원이
‘2급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펼쳐진 각종 기능
올림픽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같은 기간 정부의 정책 또한 금
오공고와 같은 공업고등학교를 증설했고, 이들은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에 종
사하는 “1세대 숙련공”들로 거의 대부분 충원되었다 (류석춘ㆍ김형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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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1) 수기집 분석
금오공고 졸업생들을 비롯한 숙련공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뷰와 구술 등을 통한 자료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노동자 연구의 구술 자료는 대부분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
자들의 불만과 억압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의 노동자들은
한편으로 불만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숙련을 기르며 노력한
결과에 따른 성취감도 가졌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숙련공으로 성공한 사
례들이 스스로의 체험을 기록한 ‘수기집(手記集)’을 분석하는 작업은 숙련공들
의 경험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근현대사
연구에서 개인의 기록은 개인의 생애 뿐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인용되어 왔다.11) 따라서 숙련공들이 직접 자신의 삶
을 기록한 수기집은 이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
가 된다.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성장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
이기 때문이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월 1회 오랜 세월에 걸쳐 기능과 기술
을 갈고 닦아 독보적인 경지에 오른 기능인들을 매달 선정하는 ‘기능 한국인
제도’를 통해 그들의 업적을 홍보하고 있다.12) 특히 2007년부터는 1월부터 12
월까지 월별로 선정된 기능한국인이 작성한 수기집을 발간해 오고 있다. 여기
에는 각종 산업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숙련공들의 지난 세월에 대한 다양한 이
야기가 담겨있다.13) 수기집에는 5년 동안 선정된 기능한국인 60명의 이야기가
11) 홍성찬. 2005. “일제하 고학력 ‘실업’청년의 농촌생활과 체제편입” 「한국경제학보」p.
374 각주 3번 참조.
12)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2007. 『내 사랑 야생화』우정. p. 6.
13)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작한 기능한국인 수기집으로 『어머니의 냉수 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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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고, 대부분이 중화학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숙련공들의 사례이다.
이 사례에는 특히 아래 <표 1-3>과 같이 금오공고 출신으로 ‘기능 한국인’에
선정된 사례가 3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수기 내용을 분석하는 작
업은 금오공고 졸업생의 삶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표 1-3> 수기집 사례의 금오공고 졸업생 약력

이름
박순복
이명재
주상완

금오공고
입학년도
1982년
1973년
1975년

기수 전공
현재직업
직책
10기 판금용접
포스코
대리
1기 전자
(주)명정보기술 대표
이사
3기 기계 (주)씨엔엠로보틱스 대표
이사

기능한국인
선정
2006년 11월
2011년 7월
2011년 9월

2) 구술생애사 재구성
일반적으로 구술사 연구는 인터뷰를 통해 얻어진 개인의 생애를 기초자
료로 삼는 연구 방법으로 생애사, 자기보고서, 개인적 서술, 생애 이야기, 구술
전기, 심층면접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국구술사연구회, 2002: 18). 또한
구술 자료란 ‘연구를 위한 심층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로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억이나 개인적인 회고 등을 수집한 결과물이다. 즉, 면담자가 구술자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을 현재로 불러오는 작업을 통해 얻은 자료이다 (김왕배ㆍ이
수철, 2009).
릇』(2007년), 『하얀 고무신』(2008년), 『내 사랑 야생화』(2009년), 『바위에 박힌
화살』(2010년), 『열정의 온도를 높여라』(2011년)가 있다. 이 수기집에 대한 내용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이
달의
기능한국인
사이트
(http://www.kmttv.com/report.php)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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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구술 자료는 문헌자료와는 달리 객관적이지 못한 것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인간의 경험은 기억이라는 장치를 통해 여러 가지 형태로 재현되고 그
중 일부만 사회적인 것이 되어 역사적 기억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
에 여성, 노동자, 전쟁희생자 등과 같이 역사 기록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
기들은 문서기록으로는 접근하기 힘들다. 따라서 역사를 총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구술사 연구는 의미가 있다.
또한 구술사 연구는 문헌사료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사실에 대해 대체
가 가능할 뿐 아니라 문헌사료에 대한 분석 및 이해를 더욱 촉진시킨다. 이는
구술 자료가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구술 자료와의 접함으로 인
해 문헌사료에 대한 이해가 심화됨을 의미한다 (한국구술사연구회, 2002: 40).
특히 지금까지 진행된 노동자 연구에서 대부분의 문서기록은 성명서, 강
령 등의 공적인 활동 기록만을 자료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주로 노
동운동 지도부의 리더십이나 성과 등을 강조하는 것으로 노동자 대중을 지도
하는 모습을 부각시키는 결과로 가게된다. 여기에는 노동운동 당시의 내부 갈
등은 분명히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노동자 대중이 지도부에 수동적으로
끌려갈 것으로만 나타난다. 다시 말해 현실의 혼란이나 내부의 다양한 시각은
찾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노동자 연구 또한 제도를 중심으로 한 기술이 될 뿐
이다 (한국구술사연구회, 2002: 43). 따라서 구술 자료를 통한 연구를 통해 노
동자의 일상적 경험과 삶을 현실감 있게 재조명하는 작업은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희영(2005)은 지금까지의 구술사 연구는 구술 자료가 갖는 과
거 역사에 대한 증언이라는 특성에만 주목하고 있을 뿐, 그것이 과거의 체험
에 대한 현재의 기억이라는 측면에는 주목하지 않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비
판하고 있다. 즉, 기존의 구술사 연구는 연구자가 인터뷰를 통해 끌어낸 구술
자료를 활용할 때 구술 내용에 대한 복합적인 해석 작업을 생략 혹은 단순화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나간 체험을 단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희영은 구술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과거 사실에 대한 재현으로 보고 삶의 전개
과정에서 쌓이는 체험과 구술 상황에 의해 서사적으로 조직되는 측면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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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봐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 역시 구술 내용을 바탕으로 서사적
재구성을 시도한다. 지금까지 생애사 재구성을 적용한 연구는 여성 또는 북한
이탈주민이 전부였기 때문에14) 노동자에 대해 적용해보는 작업은 의미있는 일
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구술사의 사적인 기억들은 개인적 생애사의 형태로 나타난다. 따
라서 구술생애사는 인식론적으로 개인의 삶의 대표성의 문제와 주관성의 문제
를 갖고 있다 (윤택림, 2006). 이희영(2005)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회
과학 연구방법론으로 확립하기 위해 생애사 연구의 방법론적인 원칙으로 다음
과 같은 특징을 강조한다. 먼저 구술자와의 자유로운 인터뷰를 통해 얻은 구
술 자료는 연구자에게 서사적 텍스트인 동시에 해석의 텍스트가 된다. 특히
해석의 텍스트는 시공간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기도 하고 중첩되기도
한다. 따라서 텍스트를 둘러싼 시공간적 맥락을 바탕으로 연구자의 거리두기
를 통해 보편적이고 특수한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구술자
의 생애사 경험이 구조와 어떠한 연관을 갖고 있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김왕
배ㆍ이수철 2009).
이 연구에서 소개하는 구술자들과의 만남은 2010년 11월 금오공고를 방
문했을 당시 학교의 소개로 만난 초대 동문회장 (오ㅇㄱ, 사례 4)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다. 그의 소개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는 금오공고 졸
업생들에 대한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었다. 인터뷰는 2012년 7월 중순부터 9
월 하순까지 총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총 9건의 인터뷰를 주선해 준 오ㅇ
ㄱ 씨 (사례 4) 는 비정기적으로 여러 번 만났으며, 나머지 사례는 모두 약 2
시간에 걸쳐 1회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인터뷰를 진행할 때에는 녹음기와 메
모 노트를 사용했고,15) 연구자가 구술자들에게 하는 호칭은 ‘선생님’ 혹은 ‘회
장님’으로 하였으며, 구술자들은 존칭어와 반말을 섞어가며 대답하였다.
14) 대표적인 학자로 이희영의 경우 2007년과 2010년에 각각 여성주의와 북한탈북자를 주
제로 한 구술자료를 재구성하는 연구를 발표하였다.
15) 구술면담과 면담 전후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기록한 인터뷰 메모는 사례 분석의 중요한
텍스트이다 (이희영, 2007: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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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를 위한 인터뷰 대상자 명단은 아래 <표 1-4>와 같다. 이들은
모두 남성으로 금오공고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1기 (1973년 입학) 가 4명, 2기
(1974년 입학) 가 1명, 3기 (1975년 입학) 가 3명, 4기 (1976년 입학) 가 1명
이었으며, 목포에 살고 있는 김ㅇㅅ 씨 (사례 1)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서울
ž 경기권에 거주하고 있었다.
사
례
1
2
3
4
5
6
7
8
9

<표 1-4> 구술자 약력16)

기
고향 군대 전역 후
이름 금오공고
입학년도 수 전공 직장명 직책 (출신중) 대학 진학 여부
현대삼호
전남해남
김ㅇㅅ 1974 2 판금
용접 중공업 차장 (황산중)
강원춘천 경희대학교
김ㅊㅂ 1973 1 기계 한국산업
은행 부장 (강원중)
경제학과
(주)동심
대표
경북포항
노ㅎㅅ 1976 4 전자 컴퓨터 이사 (동해중)
한서 대표 경기용인
오ㅇㄱ 1973 1 판금
용접 케미컬 이사 (원삼중)
영업 경북울진 인하대학교
윤ㄱㅅ 1975 3 기계 국일메카
트로닉 이사 (울진중) 일어일문과
경기광명 금오공대
이ㅊㅇ 1973 1 기계 에코카 연구
소장 (안서중)
기계과
판금
대표
충남당진
조ㅅㅊ 1973 1 용접 (주)TNC 이사 (신평중)
대표 경남함안 충남대학교
주ㅅㅇ 1975 3 기계 씨엔엠로
보틱스 이사 (군북중) 기계공학교육과
대표 충남보령
차ㅇㄱ 1975 3 판금
용접 에너솔라 이사 (미확인)

기능올림픽
참가 여부
전국대회 1위
세계대회 2위
전국대회 1위
세계대회 1위
전국대회 1위
-

마지막으로 구술사 연구방법에서 중요한 점은 서사적 인터뷰 또는 개방
형 인터뷰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질문보다는 열린 질문을
통해 구술자의 자유로운 서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인터뷰를 통해 획
득한 구술 자료는 생애사 재구성 방법을 통해 자료의 주관적 서술이 갖는 생
애사적 의미를 과거의 사건 사실과 연관하여 해석함으로써 1970년대의 모습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인터뷰 내용은 아래 <표 1-5>와 같다.
16) 구술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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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표 1-5> 구술 인터뷰 내용

내 용
- 생년, 나이
- 고향
1. 어린 시절
- 중학교 시절의 사회경제적 수준 (구체적으로)
- 중학교 시절 성적
- 금오공고의 입학년도 / 졸업년도 / 전공
- 공고 입학이유
- 취득한 자격증
- 기능올림픽 혹은 국내 기능대회 참가 및 입상여부
2. 금오공고 시절
- 학교생활 에피소드
- 고교생활 장래 희망, 꿈은?
- 불만족스러웠던 점? (인문계와의 차이 등)
- 반대로 좋았던 점? (장학금, 기숙사 등)
- 기간, 보직, 계급, 병과 등
- RNTC에 관하여
3. 군복무 시절
- 5년이라는 군복무기간은?
- 봉급은 어느정도?
- 다른 부사관, 장교, 병사들과의 차이
- 고등학교 졸업이후 최종학력은?
- 첫 직장 (직장명, 언제, 월급수준 등)
- 회사에서 추가로 획득한 자격증?
- 당시 노동현장의 분위기
(주로 공고출신? 혹은 대졸자? 무기능자? 등등)
- 월급 상승 및 승진과정
4. 사회생활 (취업) - 직장을 이동했다면 그 경로는?
- 불만족스러웠던 점? (대졸자와의 차이 등)
- 반대로 좋았던 점? (기술 우대 등)
- 결혼은? (중매, 연애 등) 자녀는?
- 집과 차는?
- 해외 근무 혹은 연수 경력은?
있다면 구체적으로 국가, 어떤 일, 봉급은?
- IMF 당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5. 1997년 IMF 시기 - IMF 시기 이후 경제적 변동이 있었는지? (퇴사, 창업 등)
- 이후 경력
- 산업전사라는 용어 혹은 정체성에 대한 생각
- 중산층의 기준에 대한 생각?
6. 기타
- 본인이 중산층인지? 그렇다면 언제부터인지?
- 1970년대 사회적 기회가 많았다고 느끼는지?
- 당시 금오공고 입학에 후회 혹은 만족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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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오공고 VS 경기고
본 연구는 금오공고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국의 1세대 숙련공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였고, 현재는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는
작업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들의 경험을 확인하는 주된 작업은 수기집과 인
터뷰를 통해 진행된다.
이외에도 금오공고 출신의 현재 사회-경제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른
고등학교 출신 졸업생과 직업 및 직위 비교를 시도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KS(경기고등학교-서울대학교)’로 상징되는 엘리트 집단이 유지되고 있는데,
경기고등학교의 경우 한 해에 수 백 명씩 소위 명문대학에 진학하며 사회 주
요 계층에 분포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2007: 173). 따라서 같은 해 입학한
금오공고와 경기고등학교 졸업생들의 현재 직업 및 지위를 비교해 보는 작업
은 금오공고 졸업생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
다.
비교의 기준은 1973년 입학생이다. 그 이유는 앞서 <표 1-1>에서 확인
했던 것처럼 금오공고가 설립된 첫 해인 1973년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입학
했을 뿐 아니라, 서울지역에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시작된 1974년 보다 1년 전
이기 때문에 기존의 명문고였던 경기고등학교 역시 우수한 학생이 입학했기
때문이다. 비교를 위한 자료는 두 학교의 동문수첩과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아래 <표 1-6>은 1973년을 기준으로 금오공고와 경기고의 현황을 정리
한 내용이다. 금오공고의 경우 360명 입학생 중에 346명이 졸업을 했으며 이
중 총동문회에 등록된 326명의 경우 현재 직업이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고등학교의 경우 동문회 홈페이지 졸업앨범을 확인한 결과 1∼4반은 67
명, 5반 65명, 8반을 제외한 6∼11반 (5개반)이 59명, 8반 60명, 12반이 58명으
로 총 746명이다. 경기고 역시 이중에서 주소록에 등록된 608명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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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금오공고 1기와 경기고등학교 72기 졸업생 현황 (1973년 입학)
금오공업고등학교
1973년
1973년
1976년
1기
360명1)
346명2)
326명3)

기준
학교 설립
입학년도
졸업년도
기수
입학생수
졸업생수
분석 가능 표본의 수

경기고등학교
1900년
1973년
1976년
72기
746명4)
608명5)

1) 금오공업고등학교 동문주소록. 1996. 『금오인』 p. 43에서 확인
2) 금오공업고등학교 동문주소록. 1996. 『금오인』 p. 47에서 확인
3) 금오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홈페이지 (http://www.kumoh.com/) ‘주소록’
에서 확인
4) 경기고등학교 72회 동문 홈페이지 (http://www.kg72.or.kr) ‘졸업사진 앨
범’에서 확인
5) 경기고등학교 72회 동문 홈페이지 (http://www.kg72.or.kr) ‘주소록’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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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존 연구 검토 및 분석틀
2-1. 기존 연구 검토
(1) 한국의 경제성장 연구
서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연구는 주
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번 장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흐름을 검토함으로써 기존의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가 갖
고 있는 한계를 지적해보고자 한다.
첫째로 발전국가와 같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국가중심주의적 접근이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발전국가 개념을 정리하면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것은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이분법적 설정이다
(Rueschemeyer, D. and P. Evans, 1985; Skocpol, T., 1985; Mann, M., 1986;
Migdal, J., 1988). 이들의 설명에 의하면 국가는 시장을 포함한 사회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즉, 국가는 자율성(autonomy)과 역량(capacity)이 결합된
‘강한국가’로 존재한다 (Johnson, 1982; 1985; Amsden, 1989; Wade, 1990). 이
처럼 한국의 발전국가는 높은 국가 자율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시
장에 개입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높은 효율성을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Chang, 2006).17)
둘째로 한국의 유교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문화적ㆍ이데올로기적
측면을 강조하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설명은 동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라
불리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가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을 유
17)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발전국가 모델의 유효성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류석춘ㆍ
왕혜숙(2007)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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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와 자본주의의 조화로 분석하면서부터 등장하였다 (국민호, 1995).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의 자본주의는 아래로부터 자생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제국주의를 통해 이식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의 관리들에 의해 위로부터
도입되었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서구와는 달리 자발적 결사체에 의해
자본주의가 조직될 필요가 없었고 그 대신 학자관료의 역할을 이어받은 국가
관료가 중요했다. 국가는 계획적으로 시장을 만들고 자본을 축적하였으며 전
통적으로 존재해 온 혈연, 지연, 학연에 기초한 연고집단을 활용하여 민간부문
을 동원하였다 (류석춘, 1997).
여기서 유교 자본주의의 역동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 하
나는 국가의 효과적인 시장 개입을 전제로 하여 지배집단의 정치적 판단이 민
간의 경제 부문보다 우선하였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활동의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고집단을 활용했다는 점이다. 물론 주류경제학자들의 경우 정
경유착과 같은 행위는 사회적 낭비이고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지만,
한국은 역설적으로 정경유착을 통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한국 경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규율을
통한 지원’ 즉, 국가가 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원칙이 분명하였고 그러한
원칙이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기능을 하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유교 자본
주의의 정당성은 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할 순 있지만 그 기준과 결과가 명확하
고 생산적이어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류석춘,
1997).
셋째는 카터 J 에커트(2008)와 같이 일본에 의한 식민지 경험을 중요하
게 생각하는 입장이다. 그는 『제국의 후예』에서 1960년대 이전의 한국 역사
중에서도 일제 강점기의 경험이 지금의 정치, 경제의 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이 식
민지 시기 자본가의 발전과정과 닮아있음을 지적하며 식민지 경험으로 인해
한국만의 독특한 산업화 유형이 가능했다고 평가한다. 예를 들어 1960년대 한
국에서 경제(시장) 분야가 정부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과 정부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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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속을 유지하여 물질적 이해관계에 대한 공유를 하고 있는 점은 일제 식
민지 정부의 보호와 협력 속에서 한국 자본가가 성장한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
이다. 이 외에도 1960년대의 한국이 일본과 미국의 자본주의에 종속되어 있는
점 역시 식민지 시기의 국제관계와 닮아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1960년대 이후 박정희식 경제발전 모델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지만, 대외 의존도가 높아지는 부작용도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시기의 경
험으로 인해 ‘축복과 불행’이 뒤섞인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브루스 커밍스와 같은 세계체제론적 (지역체계론적) 관점이
있다. 이들은 한국이 안보문제에 있어 대미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여
(Cumings, 1987) 외부적 요인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주장
한다. 특히 미국과 일본, 한국으로 연결되는 지역분업체제 형성을 통해 한국이
산업화가 완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Chibber, 1999).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논의는 주로 국가의 역할 (발
전국가)과 국제적 관계 (식민지 경험, 대외 의존도) 등 거시적인 측면을 중요
하게 생각하고 있다. 먼저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우 국가의 자율성을 강
조하고 있지만 개별 행위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참여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다시 말해 한국의 경제성장 원인에 대해 정부의 역할이나
경제정책을 강조함으로써 위로부터의 (Top-Down) 흐름을 강조할 뿐, 아래로
부터의 (Bottom-up) 적극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두 번째로 국
제적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은 오직 외부적 조건을 중요하게만 생각
하여 한국 내부에서 발생하는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서두에서 언급했던 한국의 경제성장과 중화학공업의 발전
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중화학공업에 결정적
인 역할을 담당했던 남성 숙련기능공을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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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노동자 연구
그렇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한국의 노동자에 대한 연구흐름은 어떠한가?
기본적으로 발전국가론이나 유교자본주의 등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거시적
연구들은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들에게 노동
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값싼 양질의 노동력이라는 생산요소 혹은 비교우위의
요소로만 취급되었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노동자 연구에 관한 초
기저서 대부분이 노동의 순응과 조직의 취약성, 그리고 정치로부터의 배제에
만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접근 방법의 대표적인 학자로 Frederic Deyo (1989)가 있다. 그는
구조 결정론적 입장에서 동아시아 노동의 특성을 정치적 침묵과 수동성을 핵
심으로 보고 있다. 그는 동아시아의 순종적인 노동의 특성을 세 가지로 설명
한다. 첫째는 문화적인 측면으로 존경, 협동, 근면, 가족주의를 중요시하는 유
교문화가 노동자들의 복종적인 태도와 경영자에 대한 협조를 촉진하고 노동자
들 간의 집단행동을 제한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유
교자본주의의 설명방식으로 강력한 국가와 사회 사이의 위계관계 속에서 유교
적 가치가 순기능을 했다는 설명과 부합된다.
둘째는 경제적인 측면으로 동아시아 신흥 공업국들은 산업화와 함께 급
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그 결과 일반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
었다는 설명이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지속적으로 개선
되고 임금수준도 향상되면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나 집단행동에 무관심해진
것이다. 셋째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강력하고 자율적인 동아시아의 국가
들은 광범위한 사회통제기구를 보유하고 노동조직과 노동운동에 엄격한 통제
를 유지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수출 지향적 산업화를 위해 노동이 국가에 의
해 엄격히 통제될 수밖에 없었음을 강조한다. 이처럼 노동자 연구에 대한 구
조결정론적인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침묵과 노동의 수동성을 연구의 핵심으로
- 19 -

보고 있다.
한편, 구해근(2002)은 이러한 구조결정론적인 관점은 1980년대 발생한 한
국의 활발하고 정치적인 노동운동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E. P.
Thompson의 저서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1963) 에 주
목한다 (구해근, 2002). 톰슨은 19세기 영국의 노동계급에 관한 연구에서 노동
계급이 성향과 의식을 분명히 지닌 실체이고 단순히 구조적으로 결정되지 않
음을 보여준다. 즉, 계급은 역사적 현상으로서 인간관계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따라서 톰슨의 역
사주의적 관점은 노동자들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와 사회제도의 역할에
주목한다.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물질적인 조건을 인식하고 해석하는지, 그
리고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부는 ‘사회적 경험, 전통, 가치체계,
관념 등’ 문화적 요소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구해근은 한국 노동자들이 억압적인 문화ㆍ정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자신들만의 집단적인 정체성을 발전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해
주목한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발생한 중요한 변화들이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작은 변화들의 누적된 결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중반 이후 공장
노동자들의 양적 증가와 산업단지 형성 등으로 인한 공간적 집중, 노동자와
사회 및 정치운동의 결합을 통한 문화적ㆍ조직적 자원의 증대는 노동자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조건이었다. 따라서 구해근은 한국의 문화
적, 정치적 요소가 노동자들을 순종하고 침묵하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의 저항과 의식 고양의 원천으로서 노동계급 형성에 중대한 역할을 담
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구해근의 연구 외에도 국내에서 톰슨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 연구는 활발
히 진행되었다. 그중에서도 신광영(1999)은 구조주의적 경향에서 나타나는 정
체성 형성은 사회현상을 설명하는데 취약한 개념이라고 비판하면서 노동자들
의 태도나 의식, 행위지향 등에 관한 경험적 접근을 위해서는 노동자 개개인
의 체험과 그러한 체험을 구조화하는 제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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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종구 외(2004)는 노동자 개개인의 체험에 주목하면서 구술인터뷰
를 통해 노동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중화학공업의
대표 산업인 조선, 자동차, 기계, 전력, 철도, 전자 등 분야별로 노동자들이 어
떻게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했고 노동운동에 참여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 중요한 점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고조된 노동운동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남성 노동자집단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이
다.18)
이들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면,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농촌에서 벗어났다는 성취감도 있었지만 사무 관리직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동
시에 갖고 있었다. 하지만 반공이념을 내세운 국가의 강력한 통제 때문에 노
동운동이 발생하기 어려웠다고 보고 있다. 특히 1970년대 말까지 남성노동자
들의 활동이 부각되지 않았던 이유로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노동
조건의 측면을 강조한다. 주로 여성이 담당했던 노동집약적 경공업에서는 숙
련의 수준이 낮고 농촌에서 신규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기
업에서 장기적으로 노동자를 정착시키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
이다.
이외에도 원영미(2006)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전 현대중공업 노동자
들이 갖고 있었던 불만 자체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저자
가 현대중공업 사례에 주목한 이유는 노동자 대투쟁 초기부터 대규모의 격렬
한 시위가 진행된 대표적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초기 요구조건이라
할 수 있는 불만의 내용이 가장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원영미, 2006: 208).
분석결과 노동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노동통제에 있
었지만 작업능률에 따른 임금상여금 책정 정책으로 노동자들의 유대감이 형성
되기 어려웠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종구 외(2004)와 원영미(2006)의 연구는 구술인터뷰에 근거하여

18) 이종구 외(2004) 의『1960-70년대 한국의 산업화와 노동자 정체성』은 성공회대 사회
문화연구원 노동사연구소에서 2002년에 진행한 ‘한국 산업노동자의 형성과 생활세계
연구’의 1차년도 결과물로 산업 및 지역별 사례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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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70년대 노동자들의 생활세계를 보여줌으로써 한국에서 노동자 생활사에
대한 연구를 개척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정치적 이유와
계층 혹은 계급적인 제약으로 자신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길 수 없었던 노동자
집단의 목소리를 문자화함으로써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졌던 역사를 채
워내는 작업으로서 큰 의의가 있다 (이희영, 2005: 123).
이처럼 지금까지 진행된 노동자에 대한 연구동향은 1987년 노동자 대투
쟁을 기점으로 노동자들의 불만과 억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해근, 2002;
김동춘, 1995; 신광영, 1999; 이종구 외 2006). 다시 말해 기존의 연구는 1987
년 이전까지 노동자들이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체계
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어떠한 성취나 도
전도 이룩하지 못한 좌절감의 소유자로만 그리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는 1970년대 이후 양성된 남성 숙련노동자들의 생애 과정에서 기술을 습득하
면서 얻는 성취감이나 불가능해 보였던 과제를 극복하며 얻는 자부심 등을 보
여줌으로써 한국 경제발전 과정의 역동적인 모습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대부분의 한국의 노동자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1970년대 이후 노
동자의 절대적인 수는 급증했지만, 기술 수준이 낮거나 거의 없는 ‘반숙련’ 혹
은 ‘비숙련’ 노동자 집단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해근, 2002). 하지만 만약 노동
자들의 숙련 수준이 높지 않았다면 1970년대 이후 추진되었던 중화학공업화로
의 산업구조 고도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중화학공업은 자본과 기술이 집약
된 고도 산업으로 대규모의 시설과 장비 뿐 아니라 경영능력과 숙련된 기술
등이 집중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영구, 2012a: 95-102). 따라서 중화
학공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를 반숙련 혹은 비숙련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은 당
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류석춘ㆍ김형아,
2011: 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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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전국가와 중산층
지금까지 살펴본 기존 연구들을 통해 두 가지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논의로 기존의 연구들이 거시적인 분석에
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아래로부터 발생하는 미시적 관점에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한국의 노동자에 대한 기존 연구들 역시 여성 중심의 비숙
련 노동자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서 노동자를 경제성장 과정에서 희생과 착취의
대상자로만 서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시적 관점에서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자는 누
구였는가? 이번 연구의 대상인 남성 숙련공의 경험이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우선, 남성 숙련공에 대한 논의에 앞서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개인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구조적으로
산업화 과정이 진행될 때 미시적으로 행위자의 위계적 서열에 변화가 발생할
것인가? 만약 변화가 발생한다면 위계적 서열은 상승 이동하게 되는지 혹은
하강 이동하게 되는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홍두승ㆍ구해근, 2001; 이
경용, 2003). 일반적으로 산업화가 진전되면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기 때문에 취
업자들은 농림어업이라는 1차 산업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라는 2차, 3차 산
업으로 옮겨가게 된다. 특히 2차, 3차 산업에 속한 직업은 지식과 기술을 필요
로 하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해진다. 이처럼 산업화에 따라 근대적 규율을 습
득하고 ‘전문기술직’, ‘관리직’, ‘사무직’ 등에 취업한 사람들을 ‘신 중간층’이라
한다 (핫또리 타미오, 2007: 161).19)
초창기 서구에서 중간층 혹은 중간계층(급)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립셋과 벤딕스의 주장으로 경제성장으로 인해
19) ‘신 중간층’이란 개념은 자영업자로 대표되는 ‘구 중간층’과 구별하기 위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중간층 혹은 중간계급은 ‘경영 및 관리, 전문기술직, 사무직, 판매 및 서비
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핫또리 타미오, 2007: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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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동이 증가한다는 해석이다 (Lipset, Seymour MㆍReinhard Bendix,
1959). 이러한 주장은 근대화로 인해 경제성장이 되면 중간층이 생성되어 민
주화가 가능하다는 ‘계층의 근대화론’과 연결되어 있다. 둘째는 맑스주의의 영
향을 받은 라이트(Wright, 1985)의 주장으로 ‘신 중간층’은 자본가에게 봉사하
는 계급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는 결국 ‘자본가 + 서비스 계급’과 그 외의
계급으로 양극화된다는 계급론적 주장이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서구와는 다르
게 근대화가 이식되었을 뿐 아니라 산업화가 압축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흐름을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핫또리 타미오,
2007).
한국에서 중산층 또는 중간계급에 대한 연구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과 함
께 증가해 왔다 (김영모, 2000) 지금까지 진행된 한국의 중간계급에 대한 논의
를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김영모, 2000; 김왕배,
2003; 홍두승, 2005). 첫째는 중산층 또는 중간계급이 사회계급인가에 대한 개
념적인 논의이다. 여기에는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사이에 존재하는 계급집
단으로서 중간계급을 지칭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중간계급 대신
중간층 또는 중산층이란 용어을 사용해야 한다는 연구까지 포함하고 있다 (김
채윤, 1962; 신용하, 1966; 강희경, 1979; 서관모, 1987; 구해근, 1991; 김경동,
1991; 김석준, 1998; 김영모, 2000). 둘째는 중산층 또는 중간계급이 산업화, 공
업화 등의 사회변화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중산층
및 중간계급이 증가하고 있는지 또는 감소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상백ㆍ김채윤, 1966; 김영모, 1984; 서관모, 1984; 류상영
ㆍ강석훈, 1999; 홍성민ㆍ민주홍, 1999; 홍석표 외, 2003). 셋째는 정치영역에서
중산층 또는 중간계급의 역할에 대한 논의로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기본 가정은 중간층 또는 중산층의 존재가 자본가와 노동자로 대표되
는 집단 간의 갈등을 완충시켜 줌으로써 사회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유영준, 1985; 이홍구, 1986).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중간계급’은 경제성장의 결과물로만 분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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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Diane E. Davis의 Discipline and Development
(2004)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저서에서 데이비스는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
카의 후발산업국가들 중에서 왜 동아시아 국가 일부만 경제발전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주목하며 결정적인 변수로 ‘중간계급의 역할’을 강조한다.20) 다시
말해, 중간계급을 경제성장의 결과일 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데이비스는 도시가 아닌 농촌
지역의 중간계급(소규모 자작농)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소규모 농업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농촌 중간계급은 자기규제와 근면함
을 내면화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조건은 규율(discipline)과 선택적 친화력
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Davis, 2004: 15). 따라서 발전국가와 같은 강한 정부
가 농촌 중간계급에 계급적 기반 (middle-class-embedded)을 갖게 되면 중간
계급의 사회적, 정치적 역량이 자본가와 노동자를 규율할 수 있기 때문에 경
제발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Davis, 2004: 2).21)
특히 데이비스는 시기적으로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을 비교하며, 이
승만 정권은 수입대체 산업화를 지지하며 산업자본과 도시에 기반을 두고 있
었던 반면에 박정희 정부는 정책적으로 농촌 중간계급을 지향함으로써 이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류석춘ㆍ왕혜숙, 2008). 다시 말
해, 박정희 정권이 집권할 당시 한국은 인구의 대부분이 농촌에 거주하는 소
농이었고, 이들의 정서에 기초한 근면과 저축, 검소 등의 자기 규율적 행위가
산업 자본가 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산된 것이다. 데이비스는 이에
대한 증거로 물질적 생산을 강조하고 정신적인 규율을 강조하는 ‘새마을 운동’
이 농촌에서부터 도시로 확장된 것이라 분석한다.
20) 데이비스는 중간계급을 임금노동자(salaried employees), 전문직 기술자(self-employeed
artisans), 소상공인(owners and operators of small enterprises)으로 구분하였다
(Davis, 2004: 1).
21) 데이비스는 중간계급에 의해 자본과 노동이 규율된 체제를 ‘규율적 체제’ (disciplinary
regime)라 하였고, 반대로 국가가 자본과 노동에 순응한 상태를 ‘순응적 체제’
(accommodating regime)이라 하였다 (Davis, 20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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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에서는 데이비스 논의의 연장선에서 박정희 정부의 농촌 중간
계급적 기반에 대한 하나의 예로 ‘교육정책을 통한 산업인력 양성’에 주목한
다. 즉, 중화학공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숙련 기능공들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기술을 습득하여 결과적으로 도시의 중산층이 될 수 있었는지의 과정
을 통해 박정희 정부의 농촌 중간계급에 대한 계급적 기반
(middle-class-embedded)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4) 교육정책과 산업인력 양성
이번 연구는 산업화 초기 1세대 숙련공들이 누구이며, 어떤 경로를 통해
변화해왔는지,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당시의 교육정책의 변
화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에서 교육은 직업과 관련되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목표로 인식되어 다른 사회보다 교육열
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교육열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사회
이동에 대한 열망으로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한 층에서는 상위의 계층으로 진
입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홍두승, 2005: 73-74).
한국의 교육정책은 해방 이전부터 1960년대 까지는 소수 엘리트를 위한
중등 교육의 기조가 유지되었지만, 유교적 전통으로 인해 높은 교육열과 함께
고학력지향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문교부, 1988: 19, 389). 물론 뜨거운
교육열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입시지옥, 과열 과외 등의 문제를 양상하기도 하였다. 당시 초등학교는 의무교
육으로 대부분의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취학하였으나 중등학교의 진학에는 수
업료 납부의 부담과 입학시험 통과 등의 제한이 있었다. 학생들은 자신이 원
하는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는 학교별로 주관하는 입학성적에 의해 학생을 선
발하였다. 이러한 학교선택제 하에서 학교 간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심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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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들은 소위 일류학교 또는 삼류학교 등의 사회적 낙인이 찍히게 되었고,
일류학교의 졸업자들은 명문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등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
를 선점했다. 따라서 어린 초등학생 때부터 일류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입
시준비로 과도한 경쟁이 유발되었고 과외에 따른 사교육비의 부담도 가중되었
다 (이종재ㆍ김완준, 2009: 46-47).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1968년
“7.15 입시개혁안”을 통해 1969년 서울부터 시작해서 1971년 전국적으로 사립
을 포함한 모든 중학교의 입학시험을 폐지하였다 (문교부, 1988: 391).22) 하지
만 중학교 무시험 전형제의 도입으로 인해 정부는 중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모두 수용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위해 3년 동안 전국적
으로 386개의 중학교가 신설되었고, 기존의 중학교에는 모두 5,230개의 학급이
추가로 설치되었다. 특히 중학교 무시험 전형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중학교 취
학율은 1968년부터 1971년의 3년이란 짧은 기간에 59%에서 70%로 11%가 증
가하게 되었다 (이종재ㆍ김완준, 2009: 47). 하지만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초등학교 학생의 입시위주의 교육을 완화하였지만 결국 같은 문제가 중학교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정부는 1973년 6월, 인문계 고교와 실업계
고교의 입학 시기를 구분하여 실업계 고교는 전반기 우선 선발 한다는 내용과
함께 1974년부터 서울과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고교 평준화 제도 (추첨 적용
제)’를 시범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23)
이러한 1970년대의 교육제도 변화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그중에
서도 Park Sang-Young(2010)은 이를 “평등주의적 교육정책 (egalitarian
22) 중학교 무시험 정책은 1차 연도인 1969년에 서울의 일류학교라 불리던 5개 중학교 (경
기중, 경복중, 서울중, 경기여중, 이화여중) 부터 폐쇄하고, 이어 1970년도에는 서울 뿐
아니라 지방의 주요 도시들까지 포함하여 1971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문
교부, 1988: 19, 391).
23) 고교 평준화 정책은 1차년도인 1974년 서울과 부산지역에서 실시되다 1975년에는 대
구ㆍ인천ㆍ광주로 확대 실시되었고 이후 1981년 창원까지 21개 지역에서 적용되었다
(강대중, 2002: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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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 policies)” 이란 개념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는 1960년대 이후 한국
의 국가-사회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의
‘발전국가 시기’와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국가 시기’로 구분하며 이 두
시기의 ‘교육정책’을 비교한다. 특히 ‘발전국가 시기’에 진행된 1968년의 중학
교 무시험 제도 (Middle School Equalization Policy, MSEP)와 1974년의 고등
학교 평준화 정책 (High School Equalization Policy, HSEP)이 평등주의적 가
치가 강조된 교육정책이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교육정책의 변화는 지나친
입시 경쟁으로 인한 교육문제를 극복할 뿐 아니라 당시 추진되고 있었던 중화
학공업 정책에 필요한 규율된 노동력 (disciplined labor force)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었으며, 궁극적으로는 대중적 혹은 서민 지향적 정책을 통해 정
치적 정당성 (political legitimacy)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Park
Sang-Young, 2010: 584-585).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시기의 교육정책 변화가 중화학공업 정책에 필
요한 노동력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교육정책 변화과정
을 1970년대 초 추진된 중화학공업화에 따른 기능인력 부족 현상과 교차시켜
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중학교 무시험 제도’는 교육의 기회
를 확대함으로써 학생 수의 양적인 증가를 가능하게 했고, 둘째로 ‘고교 평준
화 정책’은 우수한 학생들이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닌 공업계 고등학교로 입학
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였다. 예컨대,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후반기 추
첨제’로 무작위한 선발이 진행했지만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전반기 학교별
입시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선별이 가능했다. 이
뿐만 아니라 실업계 고등학교에 시설확장, 장학금 제공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우수한 학생들을 실업계 고등학교로 입학시키기 위한 유
인책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강대중, 2002: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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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석틀
지금까지 기존 연구들을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중화학공업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으며, 그 결과 여기에 참여했던 남성 노
동자에 대한 연구 역시 소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
복하기 위해 데이비스의 주장과 분석에 의거하여 발전국가와 중간계급의 역할
에 주목하고자 한다. 데이비스에 의하면 농촌지역의 중간계급은 생산의 불확
실성에 따른 환경적 요인 때문에 자기규제와 근면함이 등이 내재된 ‘규율적
가치관(ethos)’과 선택적 친화력이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농촌중간계급 지향
적인 정책이 가능했기 때문에 국가는 자본과 노동력을 규율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경제발전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핵심 연구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는 한국의 농촌 출신 1세대 산업 숙련공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이고, 둘째는 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도시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
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197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과 함께 서로 배태되어 있는 다양한
제도적 변화들에 주목한다. 시대적으로 1970년대에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의
경제성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중화학공업이 시작되는 시기일 뿐 아니
라 교육정책을 통한 숙련공들이 대량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연구에
서는 제도적 변화 중에서도 특히 경제부문인 산업정책의 변화에 대응하여 교
육정책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주목한다. 중화학공업은 경공업과 달리 자본과
기술이 없으면 발전할 수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부족하
면 중화학공업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기술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인력 양성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로의 전환에 따라 교육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본다면 누
가, 어떤 과정을 통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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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연구의 분석틀

이러한 연구문제를 통해 1970년대의 산업 및 교육정책의 변화를 도식화
하면 위의 <그림 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968년의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와 1974년의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표면상으로는 교육기회의 확대 및
입시경쟁 완화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함의는 이러
한 교육정책의 변화로 인해 중화학공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창출 및 공급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농촌의 빈곤층이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의 중산층으로 성
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이다.24) 이러한 해석은 앞서 데이비스
가 주장하는 박정희 정부의 농촌 중간계급 지향을 통한 규율적 체계 구축이
한국의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했다는 주장에 또 하나의 경험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4) 1970년대 도시 중산층이 대학진학을 통해 계층 재생산이 가능했다면, 농어촌의 중하층
은 고교 평준화 정책과 기능공 양성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통해 계층의 사다리를 올라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류석춘ㆍ김형아, 2011: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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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한국경제 및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교육정책
3-1. 변화의 시작: 1973년 중화학공업화 선언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1973년은 새로운 변화를 알리는 중요한 시기이
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화학공업이 시작된 1973년 이후 한국의 GDP 성장
률이 평균 9% 이상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각주 1 참조) 다양한 자료에서 중
화학공업의 발전이 한국 경제에 끼친 긍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 한국의 제조업 부문별 성장률 추이 (1976년 ∼ 1986년)

출처: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2010 『한국경제60년사 Ⅱ』 한국개발
연구원. p. 238의 <그림 4-18>을 재구성
먼저 위의 <그림 3-1>은 1976년부터 1986년까지 한국의 제조업 부문별
성장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제조업은 크게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으
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공업은 섬유, 의복, 종이 및 인쇄물, 가죽제품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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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할 수 있으며 중화학공업은 화학, 석탄 및 석유, 금속, 기계제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25)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실선으로 된 중화학공업
이 점선으로 된 경공업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유일
하게 (-) 성장률을 기록한 1980년의 경우는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에 따른 세
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인한 수출량의 감소 때문으로 예외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2010: 237).
또한 아래 <표 3-1>은 1970년부터 1980년까지의 중화학공업화의 진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표 왼쪽의 ‘제조업 점유율’은 제조업 중에서 중화
학공업과 경공업이 차지하는 비율로 특히 중화학공업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선
진국형 산업구조의 기틀을 마련한다고 볼 수 있다. 음영처리가 된 중화학공업
의 점유율을 보면 1970년 제조업에서 중화학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37.8%에
불과했지만, 1979년에는 51.2%를 기록하며 본격적인 중화학공업국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오른쪽의 ‘수출상품구조’는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을 산업
별로 구분한 것으로, 음영처리가 된 중화학공업 부분을 살펴보면 수출상품에
서 중화학공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 12.8%에서 1980년 41.5%로 약
30% 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
화학공업은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산업 및 수출구조가 선진
국형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25) 박영구. 2008. 『한국 중화학공업화 연구 총설』 해남. p. 23 <표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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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중화학공업화 진전 추이 (1970년 ∼ 1980년)
연도*
1970
1973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제조업 점유율 (100)
중화학공업 경공업
37.8
62.2
40.5
59.5
46.4
53.6
46.8
53.2
48.5
51.5
48.8
51.2
51.2
48.8
52.6
47.4

(단위: %)

수출상품구조 (100)
중화학공업 경공업
1차 상품
12.8
69.7
17.5
23.7
63.4
12.9
25.0
57.4
17.6
29.1
58.8
11.8
32.2
53.6
14.2
34.6
45.5
10.9
38.4
51.4
10.1
41.5
49.4
9.1

출처: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2010 『한국경제60년사 Ⅱ』 한국개발연구
원. p. 216 (1971, 1972, 1974년은 원표에서 생략되었음.)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중화학공업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1970년대
한국이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추진했던 원인에 대해서는 자유 무역주의 쇠퇴로
인한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 경공업 위주의 수출 산업 정체 등의 경제적 요인,
유신 정권의 정당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최규남, 2003: 194).
하지만 한국의 중화학공업 정책을 보다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
시 한국이 맺고 있었던 국제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 1963년 제3공화국의 시작
과 함께 박정희는 산업발전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실
시했다. 이러한 외교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었는데 첫째는 한국과 일본
의 국교 정상화 추진이고 둘째는 베트남 파병지원26)이었다 (김형아, 2005). 하
지만 이 과정에서 북한은 한국의 외교정책 (한일국교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이는 군사분계선 충돌로 이어졌다 (한홍구, 2006
).27) 특히 북한과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1968년에는 2개의 큰 사건이
26) 한국은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동안 총 34만 명이 참전하였고 이 기간 동안 1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확보할 수 있었다 (김형아, 2005: 179).
- 33 -

발생했다. 하나는 1월 21일 31명의 북한 무장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급습하여
박정희의 암살을 시도하는 사건이었고,28) 다른 하나는 이틀 뒤인 1월 23일 미
국의 첩보함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나포되는 사건이었다.29)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정을
‘미국과의 갈등적 동맹 관계’ 속에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박정희는
북한의 청와대 습격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을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은 푸
에블로호의 승무원 82명의 안전을 위해 보복을 포기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을
배재한 채 북한과 직접협상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박정희는 미국으로부터 군
사적 안보를 기대하는 것을 불신하기 시작하였고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라
하였다 (김형아, 2005; 한홍구, 2006: 239). 더구나 새로 들어선 미국의 닉슨 정
권은 중국(당시 중공)과의 화해정책(데탕트)을 취하면서 한국정부에 주한미군
1개 사단을 감축할 것이라 통보하였다.30)
또한 1969년 7월 29일 미국은 ‘닉슨독트린’으로 알려진 새로운 대외정책
을 발표하게 된다. 이 정책의 핵심은 핵무기와 관련된 강대국의 위협을 제외
한 국제 안보와 군사 방어에 대한 문제를 아시아 국가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김형아, 2005: 185). 이러한 선언은 한국의 입장에
서 더 이상 미국이 한반도의 안보 문제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심
어주기에 충분하였다.
이처럼 미국과의 갈등적 동맹 관계와 북한의 계속적인 무력도발로 인해
27) 1965년과 1966년 각각 88건과 80건이었던 군사분계선의 충돌은 1967년 784건, 1968년
985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오원철, 2006: 104; 한홍구, 2006: 238).
28) ‘1. 21 청와대 습격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에서 북한은 무장 특수부대 31명이 침투하
여 27명이 사살되었고 3명은 탈출했으며 1명 (김신조)은 체포되었고 한국군은 23명이
사망했고 52명이 부상당했다.
29)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은 북한의 해안 근처에서 북한의 초계정에 의해 미국 해군의 정
보선인 푸에블로호와 그 승무원 83명이 나포된 사건으로 피랍과정에서 1명이 사망하
였고 82명의 승무원은 석방되었다.
30) 1971년 3월 27일 미국은 주한미군 병력의 3분의 1인 6만 2천명의 병력을 철수시켰다
(김형아, 2005: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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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는 백척간두의 위기상황을 맞이했다. 특히 노후하고 낙후된 기존의
군 장비와 무기로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국토를 방위할 능력이 없다
고 판단한 박정희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고 이를 극복하기 위
해 자주국방 건설을 목표로 한 중화학공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당시
미국과의 갈등적 동맹 관계 속에서 북한과의 체제경쟁은 한국에 큰 부담이었
고, 미국의 도움 없이 자체적인 방어를 위해서는 대규모 방위산업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즉, 중화학공업화 정책은 ‘자주 국방프로그램’의 또 다른 이름으로
진행된 국가적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김형아, 2005; 오원철, 2006). 이러한
맥락에서 1972년의 ‘유신체제’와 중화학공업 정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
로도 해석된다.31)

3-2. 드러나는 문제점: 기능인력 부족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1973년 1월 12일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
에서 1980년대 초 1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위해 중화학공업 육성을 시행한다
는 ‘중화학공업화 선언’을 발표하였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경제에 관한 하나
의 중요한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 공업은 이제 바야흐로 [중화학공업 시대]에 들어갔습니
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부터 [중화학공업 육성]의 시책에 중점을 두는
[중화학공업 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후략...)

(1973년 1월 12일 연두기자회견)32)

31) 김형아. 2005.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유신과 중화학공업』 일조각. p. 294
32) 대통령비서실. 1973b.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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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동집약적인 경공업과 달리 자본ㆍ기술집약적인 중화학공업에서
숙련된 기능인력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숙련된 기술 없이는 공업구
조의 고도화를 통한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류석춘ㆍ김
형아, 2011; 박영구, 2012a). 따라서 중화학공업의 추진 뿐 아니라 여기에 필요
한 기능인력의 양성 또한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기능인력 양
성과정에 대한 논의에 앞서, 1970년대 한국의 노동 시장구조를 면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노동시장의 구조를 통해 중화학공업에 필요한 기능인력
양성정책의 방향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70년에 경제과학심의회의에서 작성한 「기능공 양성을 위한 종합대
책」에 따르면 “중화학공업 정책이 추진되었던 1970년대 초반 취업자의 대부
분이 중졸이하의 무(無)기능자였기 때문에 공업계 고등학교의 양성을 통해 이
들을 교육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다”고 작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오원철 (1999b)의 증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는 1965년을
기준으로 당시 사회에 배출된 인력자원의 80% 정도가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
력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오원철의 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중화학공
업 정책이 시작되는 1973년도를 기준으로 졸업학력별 노동시장 진입 현황을
분석하면 아래 <표 3-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3-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960년에 출생하여 1973년 초등학
교를 졸업한 사람의 경우 약 31.4%, 1957년에 출생하여 1973년 중학교를 졸업
한 사람의 경우 약 63.2%, 1954년에 출생하여 1973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의 경우 약 71.2% 정도가 노동시장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음
영이 들어간 부분은 1973년에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260만 명 중 54% 정
도인 141만 명으로, 중졸 이하의 학력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사람들
의 수와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개
선을 통해 기능인력 수요에 대한 공급부족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일 수밖에 없었다 (오원철, 1997a; 류석춘ㆍ김형아. 2011; 박영구, 20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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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1973년 졸업학력별 노동시장 진입 현황

1973년 졸업학력

1973년 초등학교
졸업자 (1960년생)
1960년생 출생인구:
973,882 명
(100 %)
1973년 중학교
졸업자 (1957년생)
1957년생 출생인구:
889,589 명
(100 %)
1973년 고등학교
졸업자 (1954년생)
1954년생 출생인구:
763,623 명
(100 %)

졸업 이후 진로

인구 (명)
25,777
280,541

2.6 %
31.4 %
약
305,798
명
28.8 %

중학교 입학
미취학 및 초등학교 중퇴
초등 졸업
중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입학
미취학 및 초등학교 중퇴
초등 졸업
중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입학
노동시장 진출

667,564
89,620
294,135
38,169
139,517
328,148
97,779
298,584
54,446
93,366
13,861
160,922
44,665
1,411,719

68.5 %
10.1 %
63.2 %
33.1 %
4.3 % 약 562,220 명
15.7 %
36.9 %
12.8 %
71.2 %
39.1 %
7.1 % 약 543,699 명
12.2 %
1.8 %
21.1 %
5.8 %
53.7 %

1,215,375

46.3 %

미취학 및 초등학교 중퇴
초등 졸업

1973년 학력별
졸업자 총수
2,627,094 명 (100 %) 상급학교 진학

비율

출처: 류석춘ㆍ김형아. 2011. “1970년대 기능공 양성과 아산 정주영" 아산사회
복지재단 편. 『아산 정주영과 한국경제 발전 모델』 집문당. p. 99에
나와 있는 <그림 3>을 재구성
자료: 1954년, 57년, 60년 출생인구는 오원철(1999b).『한국형 경제건설 제7
권』 p. 203이고, 졸업 이후 진로에 대한 자료는 대한민국 문교부.『문
교통계연보』 1967, 1970, 1973년 참고.
이를 위해 정부는 “범국민 과학화 운동”을 통해 과학과 기술에 대한 정
당성을 전 국민이 함께하는 운동으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1973년에 진
행된 박정희의 연설문에서 수차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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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내가 제창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을 전개하자는 것
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과학 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개발을 해야 되겠
습니다. 그래야 우리 국력이 급속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과학 기술의
발달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선진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후략...)
(1973년 1월 12일 연두기자회견)33)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민의 과학화 운동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기본 방향에서 서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맺고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첫째는, 과학을 앞세우고 과학을 일상 생활에 활용할 줄 아는
과학적 풍토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중략...)
그리고 둘째는, 과학 및 기술 교육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이 있어
야 할 것입니다. (...중략...) 우리는 우선 공업 고등학교를 대폭 증설해
서 우리 국가가 요구하는 실기 능력을 착실하게 갖춘 성실하고 자격있
는 기술자를 풍족하게 양성해야 하겠습니다. (...후략...)
(1973년 3월 23일 전국민의 과학화를 위한 전국 교육자대회 치사)34)

특히 중화학공업 육성에 발맞추어 중화학공업 교육을 적극 지원하
겠으며, 새마을 교육 등 사회 교육과 산학 협동 체제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다각적인 체육 진흥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체위 향상과 국위
선양을 함께 도모할 것입니다. (...후략...)
(1973년 10월 4일 197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문)35)

33) 대통령비서실. 1973b.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p. 58
34) 대통령비서실. 1973b.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pp. 116-117
35) 대통령비서실. 1973b.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p.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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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정부는 1973년 8월 17일 ‘우리 경제의 장기전망’이라는 내용을
통해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계 인력을 1972년 55만 800명에서
1981년에는 237만 6,700명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박영구, 2012b: 181). 이
러한 정부의 노력은 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화 초기의 안정적인 고용체계
를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표 3-3> 과학기술계 인력의 구성

구분
자격
이공계
석/박사
과학/기술자 이공계 대학 졸업
고졸 + 3년제 전문대학
기술공
고졸 + 2년제 초급대학
중졸 + 5년제 실업고등전문학교
공고 졸업
기능공
직업 훈련

기능
최고자격
연구개발
생산 계획 및 관리 박사
생산 설계
기술 및 공정 지도 기술사
제조 & 운전
기능장

출처: 김진균, 1978. “인력개발” 『한국사회 인구와 발전 II』서울대학교 인
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Pp. 405-36.
여기서 기술인력 혹은 과학기술계 인력이라 함은 위의 <표 3-3>과 같이
과학기술자, 기술공, 기능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과학기술자’는 창
조적 업무활동을 수행하는 자로서 학자 또는 전문가적 성격을 가지며 일반적
으로 4년제 이공 실업계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지향하며, 연
구개발, 기본계획 및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두 번째로 ‘기술공’은 일반적
으로 생산 현장에 투입되어 생산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이공 실업
계 초급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혹은 중학교 졸업 후 5년) 정도의
전문적 기술교육을 받으며 시공 및 생산설계, 기술 및 공정지도관리 등의 기
능을 주로 수행하는 자이다. 마지막으로 ‘기능공’은 장기적인 체험과 훈련을
통하여 습득된 기능을 활용하여 제작, 제조 및 운전 등의 생산 활동을 수행하
는 자로서 실기교육과 현장실습이 가장 요구되는 기술 인력을 의미한다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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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1978: 405; 전상근, 2010: 165-166; 조황희 외, 2002: 100-101).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는 우선적으로 기능인력 수요에 대한 공급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각종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핵
심은 교육제도를 개편하는 방법이었는데 위의 <표 3-2>에서 확인한 것처럼
1970년대 초반 취업자의 대부분이 중졸이하의 무기능자였기 때문이다.36) 이러
한 사실은 아래 <표 3-4>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표 3-4> 중화학공업부문 과학기술계 인력수급 예측 (1973년 ∼ 1981년)
구분
발표처
교육부
과학기술자 과학기술처
교육부
기술공 과학기술처
교육부
기능공 과학기술처

수요 (A)
63,200
62,900
116,600
116,500
835,900
836,000

(단위: 명)
현공급능력 (B) 과부족 (A-B)
55,500
7,700
54,700*
8,200
27,100
89,500
27,100
89,400
188,100
647,800
187,700
648,100

* 박영구(2012b)에는 4,700으로 나와 있으나 오타로 판단되어 바로잡는다.
출처: 박영구. 2012b.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과정과 내용(Ⅱ)』 해남. p. 183

<표 3-4>는 1973년부터 1981년까지 교육부(당시 문교부)와 과학기술처
에서 중화학공업분야에서 필요한 과학기술계 인력수급을 예측한 결과이다. 표
에서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과학기술계의 세 범주
중에서도 기능공의 과부족 현상이 약 65만 명 정도로 가장 심각함을 알 수 있
다. 다시 말해, 기능인력 양성정책의 핵심이 중졸이하의 학력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공 양성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1970년대 중화학공업 정책의 추진을 위해선 ‘기능인력 양성’이라
36) 경제과학심의회의. 1970. “기능공 양성을 위한 종합대책” 대통령기록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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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로운 과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정부는 중화학공업화와 같은 산업구조의
개혁과 같이 산업인력의 전문화 혹은 숙련화에도 국가의 적극적으로 개입하였
다 (류석춘ㆍ김형아, 2011: 96). 당시 노동시장 구조가 중졸 이하의 낮은 수준
을 고려했을 때 교육정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3-3. 대안: 기능인력 양성
우리나라의 기술인력 양성 체제는 크게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직업교육은 교육부(당시 문교부) 에서 관장하여 학교교육 중심으
로 편성되어 있고, 직업훈련은 노동부(당시 노동청) 에서 현장 지원의 일환으
로 추진되었다. 특히 직업교육의 경우 실업계 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직
업과정은 중등 교육단계로, 전문대학과 산업대학, 그리고 기능대학은 고등 교
육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조황희 외, 2002: 144). 이번 연구는 숙련공 중에서
도 ‘금오공고 졸업생’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중
등 교육단계의 직업교육이 어떻게 육성되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자 한다.
시기를 1970년대와 1980년대로 구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1980년을 중심으로 국 ž 내외의 경제적 ž 정치적 변화로 인해 한국의 공업교
육 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1세대 숙련공들의 생애주기에
서 1970년대에는 고등학교 교육을 받는 시기이지만, 1980년대에는 군대를 전
역한 이후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두 시기의 공업교육 정책에 따라
개인의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41 -

(1) 1970년대 공업교육 정책
1973년 중화학공업화 선언 이후 정부는 이 부문에 종사할 우수 기능공
양성을 특성화 정책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예산과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술 향상이라는 효율을 극대화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의 공업계 고
등학교에 골고루 투자하기보다는 일부 공고를 특별 지정하거나 신성하여 예산
을 집중 투자하는 방식을 취했다 (조황희 외, 2002: 150). 그 결과 입지조건과
학교의 특성에 따라 위의 <표 3-5>와 같이 공업계 고등학교를 4개의 유형
(총 97개교)37) 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게 된 것이다 (김윤태, 2002: 104).
<표 3-5> 공업계 고등학교 유형별 학교지정과 운영목적

유형
학교 수
1) 기계공고
19개
2) 시범공고
11개
3) 특성화공고 12개
4) 일반공고
55개
합계
97개

운영목적
방위산업 육성과 기계공업 정밀화를 위한 고급
정밀가공사 양성
해외진출 기능사 양성, 일반공고 교육의 선도적
역할
특수공업분야에 적응할 수 있는 고급기능사 양성:
전자, 화공, 건설, 제철, 철도
일반산업분야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기능사 양성

출처: 박영구. 2011. “중화학공업선언과 1973년 공업교육제도 변화” 「한국민
족문화」 p. 21

37) 문교부(1980a)의 p.22에는 특성화공고가 10개교로 표시되어 총 학교의 수가 95개교로
나와 있으나, p.68에는 특성화공고가 12개교로 나오기 때문에 오타로 판단하여 특성화
공고를 12개교로 수정하고 총 학교의 수 역시 97개교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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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공고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정책에서 핵심을 이루는 분야는 기계공업이었다.
모든 산업의 생산을 제조하는 핵심 공업으로서 타산업과의 연계 및 파급효과
가 컸을 뿐 아니라 정부의 숙원 사업이었던 방위 산업 육성과도 크게 관련되
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기계공고 특성화는 기계 공업의 정밀화에 필요한
정밀가공 기능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표 3-6> 기계공고 현황

구분 1973 1974 1975
서울 성동기계 부산 부산기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 충남기계 - 전북기계
전북 전남기계
전남
경북 경남 계
3
1
1

1976

1977

1978

1979

계
서울기계
3
청량기계
부산공고
2
인천기계 평택기계
2
태백기계 춘천기계
2
청주기계 1
- 연무대기계 2
군산기계
2
목포기계
2
경북기계 1
- 창원기계 진주기계
2
3
1
9
1 19

출처: 최무영. 1980. “우리나라의 공업고등학교 현황”. 이정근 편 『기술집약
적 산업육성을 위한 공업교육의 방향』 한국교육개발원 p. 47 <표
16>을 재구성.
위의 <표 3-6>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정부는 1973년 성공기계공고, 부
산한독직업학교 (국립 부산기계공고), 전남공고, 금오공고38)를 ‘정밀가공 기능
38) 금오공고는 1973년 개교 당시에는 기계공고로 출발하였으나 1978년부터 ‘중견 기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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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양성 실험학교’로 지정한 뒤, 1974년 기계공고로 개칭하여 1979년까지 전국
의 각 시도에 19개교를 지정하였다. (조황희 외, 2002: 152).39) 기계공고의 설
치학과 대부분은 정밀기계, 배관, 금속, 전기 등 중공업 관련이었다. 기계공고
에서 정밀 가공 기능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생들은 선반, 밀링, 연삭, 다
듬질, 정밀 제도 중에서 1가지만 선택하여 훈련해야 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학생이 1개의 자격증밖에 취득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당시 기계공고 기계과 학
생들의 경우엔 동일 종목으로 3가지의 기능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
다. 하나는 상공부에서 주관하는 정밀 가공 기능사, 두 번째는 노동청에서 주
관하는 일반 기능사, 마지막은 문교부에서 주관하고 3학년 때만 웅시 할 수
있는 의무 검정 기능사였다 (최규남, 2003: 219, 240).
기계공고는 이론 위주의 수업방법을 탈피하고 실기 중심의 교육으로 운
영되었는데, 이론 대 실습의 비율은 3 : 7 이었으며 기초 실습부터 정밀전공실
습과 응용실습을 합쳐 3년간 최저 2,400시간의 실습교육을 받았다 (김윤태,
2002: 105). 또한 기계공고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정밀도 수준으로 1973년까
지 2급 정밀 가공사 검정과제의 정밀도 수준은 1/100mm 단위였으나 1979년
에는 7/1000mm 단위로 높아졌다 (문교부, 1980: 185-186). 이 뿐만 아니라 기
계공고의 중점 육성은 실습시설의 확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공고의
경우 1개의 실습시설에서 각종 공작기계를 혼합설치 하였으나 기계공고의 경
우 전공 실습실을 구분하여 설치하는 등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외에
도 기계공고는 50% 이상의 학생들이 학비면제 혜택을 받았으며 재학 중에 ‘2
급 정밀가공사’ 자격증을 획득하면 대통령 하사금으로 연간 10만원의 장학금
을 지원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투자를 바탕으로 기계공고 학생들은 졸업 시
거의 대부분 정밀가공사 자격증을 취득 했을 뿐 아니라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에도 참가하여 놀라운 업적을 남겼다 (김윤태, 2002: 106-107).
원 양성 공업고등학교’로 특성화 되어 <표 3-6> 에는 빠져있다 (최규남, 2003: 219).
39) 김윤태(2002: 105)의 경우 1978년까지 19개 학교로 늘어났고 입학정원은 13,920명으로
전체 공고의 2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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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범공고
두 번째로 시범공고는 해외 진출 건설업체에 우수한 기능인력을 공급하
기 위해 정부, 기업, 학교 등이 서로 협력하는 체제로 시작되었다. 특히 1974
년부터 건설 및 플란트 설치공사 부문이 중동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
력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76년 3월 각 시도별
로 1개의 공업계 고등학교를 ‘중동진출 기능사 중점 육성을 위한 시범공고’로
지정하였다.
아래 <표 3-7>은 1976년과 1978년 시범 공업고등학교 지정 현황이다.
최초 1976년에 시범공고로 지정된 학교 중 일부 학교가 기계공고로 개편되면
서 학교 수는 11개교를 유지한 채 다소 바뀌었다.40) 1976년에 시범공고로 지
정된 학교 중 전주공고는 일반공고로, 나머지 서울공고, 부산공고, 춘천공고,
목포공고, 진주공고 5개교는 기계공고로 전환되었다 (최규남, 2003: 221). 특히
1978년에 지정된 시범공고를 살펴보면 서울에서부터 제주까지 주요 각 시 ž
도에 1개교씩 균등 지정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각 시 ž 도에는
방위산업을 위한 ‘정밀기능사 양성학교 (기계공고)’와 중동진출 기능사 양성
시범공고가 한 개씩 생겨나게 된 것이다 (오원철, 1996: 487-496).

40) 1978년에 포함된 학교는 부산 경남공고, 강원 영월공고, 충북 옥천공고, 전북 이리공고,
전남 순천공고, 제주 한림공고 등 총 6개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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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표 3-7> 시범공고 현황
용산공고
서울공고
부산공고
안양공고
춘천공고
천안공고
전주공고
목포공고
대구공고
진주공고
울산공고
-

1976년

(시범공고 유지)
(기계공고로 전환)
(기계공고로 전환)
(시범공고 유지)
(기계공고로 전환)
(시범공고 유지)
(일반공고로 전환)
(기계공고로 전환)
(시범공고 유지)
(기계공고로 전환)
(시범공고 유지)

11 개교

1978년

용산공고
경남공고
안양공고
영월공고
옥천공고
천안공고
이리공고
순천공고
대구공고
울산공고
한림공고

(유지)
(신설)
(유지)
(신설)
(신설)
(유지)
(신설)
(신설)
(유지)
(유지)
(신설)

11 개교

출처: 최규남. 2003. 『한국 직업교육 정책연구』문음사. p. 221 <표 8-16>,
<표 8-17>을 재구성
시범공고는 기계조립, 판금 및 용접, 전기 공사 등 4개 부문에서 1,500명
양성을 목표로 하였고, 처음 실시하는 1976년에는 3학년 재학생 중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6개월 간 실습위주 교육을 실시했다 (조황희 외,
2002: 153). 이들 시범공고는 해외 진출 기능사 위탁 양성 기능을 수행하기 위
해 기계과, 전기과, 건축과, 토목과 등을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지역 사회의 여
건을 감안하여 기타학과를 두도록 하였다. 1977년 부터는 산업체의 위탁 범위
내에서 양성하던 계획을 바꾸어 시범공고의 자체 계획에 의거하여 기능사를
양성한 후 기업채의 신청에 따라 공급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시범공고의 기능사 양성은 제4차 경제 개발 계획의 교육부문 계
획에서 수립된 것이었고 기업체의 요구와 정부의 협조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같은 양성체제는 산학 협동의 한 예로서 기업체의 요구대로 이론 대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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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이 4 : 6 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한편 몇몇 기업 (대
림산업, 현대건설)에서는 실습교재 및 예산을 지원해주기도 하였다.
또한 시범공고는 바람직한 공고운영의 모형을 제시하고 공업계 고등학교
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했다. 특히 1976년에는 시범공고가 집중
양성한 2,140명의 졸업자 전원이 취업됨으로써 당초 목표인 1,500명을 초과 달
성하는 등 교육의 효과가 컸음을 알 수 있다 (김윤택, 2002: 108).

3) 특성화공고
특성화공고는 전자, 화공, 건설, 제철, 철도, 군 기술 등의 부문에 필요한
기간 기능공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아래 <표 3-8>과 같이 영역별로
1∼2개교씩 12개교가 지정되었다.41) 특성화 공고는 당해 분야의 중심학과를
반드시 설치하고 지역 사회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지원 학과를 선택하여 설치
하도록 하였다. 특성화공고의 목표는 각 분야의 현장에서 설비를 조작하고 보
수할 수 있는 전문 기술 요원을 양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학과 명칭이 다른
공고의 학과보다 더욱 세분화되어 있었다 (조황희 외, 2002: 154). 따라서 다른
공고에서는 한 학과에 한 과목으로 배우던 내용을 한 학과에서 배우도록 함으
로써 아주 세부적인 기능공을 양성하려고 했다. 결국 특성화 공고는 현장에
투입하여 곧바로 일할 수 있는 완성 기능공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었
고, 더 세분화된 특정 분야 기능공을 양성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다 (최규남,
2003: 223)
정부는 이 학교들의 육성을 위해 학교마다 전교생의 50%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지원했으며, 대부분의 실습설비 및 기숙사 비용을 국고로 보조
지원해주었다. 이러한 특전으로 특성화공고 학생들은 전국단위로 모집이 되었
41) 문교부(1980a)의 p.22에는 특성화공고가 10개교로 나와 있으나 p.68에는 특성화공고가
12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오타로 판단하여 12개교로 수정 한다 (각주 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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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적성 검사 등의 절차를 통해 선발되는 경쟁도 치열했다. 이번 연구에 중
심이 되는 금오공고 역시 군 기술 관련 중견 기술요원 양성 특성화공고로 선
정되어 지금까지도 한국 공업 기술 발전의 주축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특성화
분야
전자
기술
요원
건설
제철
금속
화공
철도
전기
광산
항공

<표 3-8> 특성화공고 현황
학교명
구미전자공고
부산전자공고
금오공고
전주건설공고
김해건설공고
포항제철공고
대중금속공고
금파화학공고
철도공고*
수도전기공고
한국광산공고
정석항공공고
총 12개교

지역
경북 구미
경남 부산
경북 구미
전북 전주
경남 김해
경북 포항
경북 대구
전남 광주
서울 용산
서울 강남
충북 제천
경기 인천

지정
년도
1977
1978
1978
1978
1978
1978
1978
1978
1977
1977
1979
1980

중점교육 목표
전자분야의 생산설비를 조작, 보수
할 현장 기술요원 양성
군 기술의 현장요원 양성
플랜트 건설의 현장 기술요원 양성
철강공업 현장 기술요원 양성
금속공업분야 현장 기술요원 양성
화학공업분야 현장 기술요원 양성
철도 사업의 현장 기술요원 양성
전력 사업의 현장 기술요원 양성
광산 사업의 현장 기술요원 양성
항공 사업의 현장 기술요원 양성

* 철도공고는 1984년부터 신입생을 뽑지 않았음.
출처: 문교부 (1980a: 68)의 <표-특성화 공고 및 설치학과>를 재구성.
지역, 지정년도는 각 학교 홈페이지

4) 일반공고
기능인력 공급을 위한 공업계 고등학교 지원정책의 마지막으로 정부는
1977년부터 1981년까지 5년 간에 걸쳐 일반공고를 우수한 수준으로 발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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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한 기능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표로 전국에 55개 학교 (1979년 기준)를 일반공고로 지정하였다 (김윤태,
2002: 109).42) 일반공고는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도록 학과를 조정하여 설치함
으로써 공업교육의 저변확대는 물론 공업 선진국으로서의 바탕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공고의 특성화 정책으로 인해 앞서 언급했던 기계공고, 시
범공고, 특성화공고에 비해 투자 순위가 낮을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1970년대 공업교육 정책의 핵심은 특성화 정책으로 기계공고, 시
범공고, 특성화공고라는 ‘우수공고’와 그렇지 못한 ‘일반공고’로 구분할 수 있
다. 이러한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배출한 숙련공은 1979년 한 해에만 약 5만
명 가까이 배출되었을 만큼 대규모였다. 당시 선발된 공업계 고등학교는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각종 전문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여 졸업 이후 곧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숙련공을 배출하는 직업교육 현장이었다 (류석춘ㆍ김
형아, 2011: 117-119).43)

(2) 1980년대 공업교육 정책
1980년대 한국경제는 1980년 마이너스 (-) 성장을 시작으로 1980년대 후
반에는 1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극과 극의 상황을 겪었다. 특
히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의 국 ž 내외의 경제적 ž 정치적 변화는
42) 일반공고는 서울지역 10개, 부산지역 7개, 경기지역 8개, 강원지역 2개, 충북지역 4개,
충남지역 4개, 전북지역 1개, 전남지역 4개, 경북지역 9개, 경남지역 6개 등 총 55개
학교가 지정되었다.
43) 류석춘ㆍ김형아(2011: 111-119)의 연구에서는 학교교육을 통한 기능공 양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표 8>의 공업고등학교 유형별 졸업생
추계(1979)에 따르면 각 학교별 연간 졸업생 뿐 아니라 2급 기능사 합격률을 적용하여
한 해 배출되는 기능공이 약 5만 명, 이중에서 2급 기능사 합격자는 약 4만 3천명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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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한국의 경제 및 교육 정책에도 영향을 주었다.
먼저 국제적으로 1970년대 후반 발생한 ‘제2차 석유파동’은 수입 자재 가
격과 국제 금리의 인상 등 국제 경제 수지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러한 국제적 경제 위기는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고,
정부는 기술혁신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선진국 수준
의 기술 수준을 위해서는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정부의
인력양성 정책의 방향은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정부는 이공계 대학원에 대한 투자 증가, 한국과학기술원의 인재양성기
능의 강화, 해위연수의 내실화 등의 세부 정책을 통해 박사 급 핵심연구 인력
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김윤태, 2002: 141-142).
또한 국내적으로도 1980년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며 기존의 경제정책과는
다른 방향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1970년대가 특정부분을 먼저 집중적
으로 개발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이었다면, 1980년대에서는 기존 정책이 갖고
있던 문제점을 극복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다.44) 이러한 국 ž 내외
의 경제적 ž 정치적 방향 전환은 공고 정책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변화로 이어
질 수밖에 없었다.

1) 특성화 정책 폐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업계 고등학교의 교육은 외형적으로 다양한 변
화를 겪었다. 첫째는 특성화 정책의 폐지로 일부 공고에 집중 투자되었던 불
균형 정책에서 평준화 정책으로 전환되어 ‘특성화공고’와 ‘일반공고’로 조정되
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1970년대 공업교육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공업
44) 1970년대의 불균형 성장 전략이 지역별, 업종별, 산업별, 기업규모별 불균형을 가져왔
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1980년대 들어오면서 정부는 안정, 능률, 균형 등의 기
본이념을 강조하였다 (최규남, 2003: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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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의 기능별로 기계공고, 시범공고, 특성화공고, 일반공고라는 4개의 유
형으로 구분하여 집중 관리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1980년대에는 시범공고 제
도를 폐지하고 기계공고 19개와 특성화공고 12개를 합해 31개교로 통합하여
‘특성화공고’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일반공고로 지정되어 운영하였다.
이러한 공업교육 정책의 외형적 변화는 공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예산 축
소로 이어졌다. 예컨대, 1980년대 공업계 고교에 대한 내 ž 외부 시설계획예산
은 약 160억원으로 1970년대 예산인 약 923억원의 17 %에 불과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1980년대의 공고교육은 1970년대에 투자한 막대한 시설들이 상당
부분이 방치되거나 이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황희 외, 2002:
156-7).

2) 공업교육의 축소
1980년대 공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두 번째 큰 변화는 공업교육을 축소하
고 교양교육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즉 기술 습득과 관련이 없는 보통교과의
비중을 30%에서 30∼44% 로 조정하였고, 기술 습득과 관련된 전문교과 과정
에서도 이론 30%, 실습 70% 이상의 비율에서 이론 50% 이상, 실습 50% 이
하로 조정하며 이론교육을 강화하였다 (김동환, 2001: 133).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다가올 기술 집약적 산업에 대비하여 다(多)기능
공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1970년대에 육성한 기능
인력 정책이 양적인 성장을 목표로 했다면 1980년대 기능인력 정책은 기술 집
약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반영된 결과
이다. 이 뿐만 아니라 1970년대에 육성한 기능 인력이 양적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공고의 양적인 축소를 주장하며 기존의 특성화 학교 수 및 학
생 수를 축소하고 질적인 성장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의 공업교육은
양적인 축소는 진행되었지만, 공고 교육을 어떻게 질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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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1980년대의 공업교육은 질적
인 수준은 변화하지 않은 채 양적으로만 축소되어 1990년대에 기능 인력 부족
현상이 등장하게 된 결정적 원인으로 지적된다 (최규남, 2003: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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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수기집 분석을 통해 본 금오공고 졸업생
4-1. 사례소개
앞서 수기집은 금오공고 졸업생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 밝힌바 있다. 특히 대부분의 노동자 녹취자료는 1980
년대의 “투쟁”이나 “억압”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생애사적
인 자료를 구하기가 어렵다 (원영미, 2006). 따라서 수기집은 어떤 사회-경제
적 배경 속에서 성장하였고, 어떤 선택을 통해 지금까지 왔는지에 대해 간접
적으로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물론 수기집이란 자료가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자신이 서술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의 ‘대표성’ 과 ‘객관
성’ 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수기집을 통해 개인적인 배경이
나 선택의 동기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연 1회 발간되는 『기능한국인 수기집』은 2007년부터 현재 까지
총 5권이 출판되었고, 여기에는 각 월별로 선정된 기능한국인 12명의 이야기
가 매년 담겨져 있다. 총 60명의 기능한국인 중에는 금오공고 졸업생 뿐 아니
라 1970년대에 공고 혹은 직업훈련을 졸업하고, 현재까지 중화학공업에 종사
하고 있는 우수한 기능공들의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의 생애 사
례를 정리하여 공통적 특징을 비교해 본다면 금오공고 졸업생들의 삶의 경로
를 유추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금오공고 출신 기능공 3명의 사례만을 중
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1) 나는 기능공 출신 발명왕: 박순복
나는 패자가 분노하는 것은 더 큰 실패를 불러들이는 결과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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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했다. 그렇지만 인간이기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는 없었다. 치솟아
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삼켰다. 그리고 분노 대신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
는 오기를 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연구에 몰입했다.

(2007년 기능한국인 수기집 ‘꽁보리밥이 단무지를 만났을 때’ 서문)

2007년 기능한국인 수기집『어머니의 냉수 한 그릇』에 소개된 박순복
씨는 1982년 금오공고 10기 판금용접학과로 입학한 뒤 POSCO의 철강부문 대
리로 근무하고 있으며 2006년 11월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되었다.45) 그는 ‘꽁
보리밥이 단무지를 만났을 때’라는 글에서 자신이 힘든 어린 시절을 극복하고
지금의 위치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중학교 다닐 때부터 부엌 부뚜막에 걸 터
않아서 꽁보리밥에 단무지 한 쪽을 반찬삼아 먹던 끈기와 인내 때문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2007년 기능한국인 수기집: 46).
박순복 씨의 어린 시절은 매우 가난했다. 그가 두 살이 되던 해에 2살
위 누이가 고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이에 대한 충격으로 어머니마저 말문
이 막히는 병에 걸렸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
했지만 집안의 빚만 늘어갔다. 6학년이 되자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난 집에는
가난만이 남았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두 형은 남의 집 머슴살이로 들어갔고
그는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형들이 품삯으로 보내주는 보리로 끼니를 해결했
다. 어느 날은 굶주림이 너무 심해 몸이 말을 듣지 않은 적도 많았다. 낮에는
농사일을 했고 밤에는 공부를 하느라 잠도 모자랐다. 하지만 어디에다 하소연
할 곳이 없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유년시절을 “혹한기라 할 수 있는 불행”
이라고 하며 이러한 시절을 통해 자연스럽게 힘든 일에 견딜 줄 아는 인내력
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2007년 기능한국인 수기집: 34).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학업의 끈을 놓지 않은 그는 다행이 도지사의 추천
으로 구미의 금오공고에 특차로 입학할 수 있었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하여 일찍부터 경제적 기반을 잡는 것이 유일한 선택
45) 박순복 씨에 대한 소개는 2007년 수기집에 게재된 프로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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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기 때문이다 (2009년 기능한국인 수기집: 17).
금오공고 졸업 후엔 곧바로 하사관으로 입대하여 5년을 복무했다. 전역
후 포스코에 입사한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하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금오공고 시절부터 생긴 규칙적인 습관이 몸에 배었기 때문이다. 신소재를 개
발하는 연구를 담당했던 그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자칫하면 죽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고의 위험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오기로 버텼다. 그 결과 포스코
의 일개 기능공은 외국의 유명한 석ㆍ박사도 해내지 못한 신소재 개발을 해냈
다. 5년 이상을 2∼3시간만 자며 이루어낸 성과였다 (2007년 기능한국인 수기
집: 45).
그 결과 그는 1997년에는 ‘대한민국 발명왕’에 선정되었고 지금까지 현장
적용과 정미가 인정하는 제철관련 특허권을 500건 이상 획득하였으며 2001년
에는 특허청에서 선정한 ‘신지식 특허인’에도 선정되었다 (2007년 기능한국인
수기집: 46). 지금 이 순간에도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는 박순복은 금
오공고 시절부터 시작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성공의 밑거름이라 보고 있다.

(2) 아이러니한 내 인생: 이명재
지금까지 나는 쉴 틈 없이 달려 왔다. 몇 번의 쓰디쓴 실패도 맛
보았고 좌절도 겪으면서도 나를 잃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어릴 적 경험한 종교의 힘고 부모님의 가르침이 컸다. 종교에의
의지, 정직과 신뢰를 행동으로 보이셨던 부모님을 통해 나는 늘 내 스
스로를 고양하고 또 절제하는 힘을 길렀다.

(2012년 기능한국인 수기집 ‘나의 꿈, 나의 사랑, 나의 열정’ 서문)

2011년 발간된 수기집 『열정의 온도를 높여라』에 소개된 이명재 씨는
충청북도에서 최초로 기능한국인에 선정되었다. 충북 괴산에서 8남매 중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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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로 태어난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수재였다. 하지만 “집안 형편상 모든 것이 무료로 제공되고 졸업 후 일본 유
학까지 제공하는 금오공고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2012년
기능한국인 수기집: 156).
1973년 1기로 금오공고 전자과에 입학한 이명재 씨는 처음부터 학교 수
업에 흥미를 갖지 못했다. 금오공고는 학교의 특성상 일반 학업보다는 매일
쇠를 깎는 일에 중심을 두었던 터라 일반 학과 과목에 관심이 많았던 그에게
기계와 관련된 전공실습 과목은 언제나 ‘꼴찌’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졸업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조차 거부했던 이명재 씨는 고등학교 3학
년 때에는 군에서 보내야 될 불안감 때문에 동기 3명과 함께 학교를 도망치기
까지 하였다 (2012년 기능한국인 수기집: 159).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고등학교 졸업 이후 들어간 군대에서는 대부분의
매뉴얼이 영어로 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부대의 특성상 미군과 자주 접촉할
기회가 생겨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생활이 만족스러웠
다. 고등학교 당시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을 정도로 싫어했던 기술습득이
었지만 군대에서는 전문가 소리를 들으며 생활할 수 있었다.
이명재 씨는 제대 이후 삼성전자에 취업 원서를 넣었지만 불합격하였고,
이후 1년 정도 고향에서 농사를 지어야 했다. 당시 그는 부모님께 죄송한 마
음과 무슨 일이든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AMK라는 미국계 회사의 하드디스
크 생산 분야에 입사하게 된다. 당시 고졸 출신은 대졸 관리자들과 상대적 격
차가 많았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열심히 다닌 그는 매일 같
이 2시간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관련한 이론과
실무의 1인자가 될 수 있었다. 당시 한국에서 랩탑 (노트북 컴퓨터) 을 수리하
려면 일본으로 보내야만 가능했지만 이명재 씨는 한국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었고 급기야 1990년에는 ‘명정보기술’이라는 국내최초 하드디스크
수리 및 데이터 복구 전문 회사를 직접 차리게 된다. 2011년을 기준으로 ‘명정
보기술’은 연매출 250억 이상, 수출액 310만 달러, 종업원 수 250명의 중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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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성장했다. 이명재 씨는 “고등학교 전공이 싫어 도망갔지만 지금은 결
국 그 전공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인생의 아이러니”라며 지금은
어떤 누구보다 기술을 강조하는 고졸 출신 CEO이다.

(3) 나는 기능적 연구원, 연구적 기능인: 주상완
우리 나름대로의 인재상을 정립하고 있다. 짧게 표현하자면, ‘기
능적 연구원, 연구하는 기능인’이라고 할 수 있다. 체계적인 이론실력
과 함께 풍부한 현장 경험과 기능을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훌륭한 성과
를 낼 수 있다. 그래서 현장 기능인과 소통할 수 있는 기능적 연구원과
기능과 이론적 배경을 겸비한 연구하는 기능인이 우리가 지향하는 대한
민국 기능인의 미래상이라고 생각한다.

(2012년 기능한국인 수기집 ‘기능적 연구원, 연구적 기능인’ 서문)

2011년 발간된 수기집 『열정의 온도를 높여라』에 소개된 주상완 씨는
11월 기능한국인에 선정되었다. 그는 서울에서 3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비교적 유복한 집안에서 살았지만 고등학교 입학 전 아버지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급격하게 가세가 기울게 되었다. 장남이었던 주상완 씨는 동생들을
위해 학자금 면제에 기숙사 혜택, 그리고 대학진학 혜택까지 가능한 금오공고
에 입학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한 결과 1975년 3기로 금오공고 기계과에 합격
하게 된다.
입학 당시엔 기술과 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부풀었지
만 엄격한 규율과 불필요한 과외 작업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져만 갔
던 주상완 씨는 ‘기계’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한 덕분에 기능경기대회 기계조립부문 대표로 선발되었고 실습에만 매
진한 결과 기능 수준 역시 나날이 높아져 갔다. 이후 1977년 12회 전국기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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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회에서 기계 조립분야 1위를 차지하였고, 그 결과 졸업 이후 다른 동기들
과 달리 기술하사관 (RNTC)으로 입대하지 않고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는 기
회를 얻게 되었다.46) 이후 충남대 기계공학교육과에 진학한 그는 장학혜택을
받는 대신 ROTC로 5년간 근무하며 대위로 전역하게 된다.
전역 이후 진로를 고민하던 주상완 씨는 기계공학교육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덕분에 공립 서울직업학교 (현재 서울산업정보학교)에 교사로 부임하
게 된다. 하지만 교사 생활에 만족하지 못했던 그는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일
본 문무성 초청 국비유학 장학금을 통해 유학을 가기로 결심한다. 약 1년 반
정도 준비한 끝에 장학생에 선발된 그는 “절박함이 이루어낸 기적”이라며 32
살이 되던 해에 일본 오사카 대학 제어공학부에 입학하였다. 기초적인 지식과
이론이 부족하고 언어도 서툴렀지만 기능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경험한 끈기와
인내로 버텼다. 점차 지도교수로부터 인정을 받아 박사과정 2년차에는 문부교
관 (한국의 ‘전임강사’에 해당)으로 임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연구 업적보다는 실용성 있는 연구에 더 큰 관심이 있던 그는 9
년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에서 씨앤엠 (C&M)이라는 기초 제조업 회사
를 차렸다. 고등학교 때 익혔던 기능과 일본 유학시절에 배운 이론 지식이 결
합되어 만들어진 이 회사는 2011년을 기준으로 연매출이 40억을 돌파하였고,
보유한 지식재산권은 24건에 이른다. 주상완 씨는 “고교시절부터 만들어진 성
실성과 인내심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평가하며 현장 기능인과 소통할
수 있는 기능적 연구원과 기능과 이론적 배경을 겸비한 연구하는 기능인이 대
한민국 기능인의 미래상이라 보고 있다 (2012년 기능한국인 수기집: 203-205).

46) 정부는 1977년부터 공업고등학교에 특별과정을 설치하여 우수한 현직 기능공에게 진
학 기회를 주는 한편 대입 예비고사에 실업계열을 신설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만을 대상으로 한 대학 진학의 문호를 확대하였다 (김영화 외, 1990: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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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례의 비교와 유형적 특성
지금까지 금오공고 졸업생 3명의 수기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결과
적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이들의 삶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슷한 경로를 찾아낼 수 있다. 금오공고 졸업생 외에도 기능한국인 수기집에
소개된 다른 기능공들의 수기 내용에서도 비슷한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먼저 금오공고 졸업생들의 삶을 간략히 요약해보면, 이들은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인문계 고등학교로의 진학이 힘들었다. 이들은 재
정적 지원을 받아야만 고등학교 진학이 가능했기 때문에 공업계 고등학교 입
학을 선택하게 된다. 특히 전액 장학금이 보장된 금오공고는 이들이 계층 상
승에 필요했던 고등교육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었
다.
금오공고 입학 후에는 기술을 습득하는 데 매진했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2급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졸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기능올림
픽 선수로 출전하는 여부도 매우 중요했다. 기능올림픽은 졸업 이후 사회에
진출하는 취업에도 혜택이 있었을 뿐 아니라, 대학에도 입학할 수 있는 특혜
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금오공고는 중견기술 요원 특성화 공고였기 때문에 졸업생들은 곧바로
기술하사관 (RNTC)으로 5년간 근무했다. 이들은 군대 내에서도 전공과 관련
된 실무를 접하면서 기술 수준을 한 층 더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
로 전역 이후에는 크게 두 가지 길로 갈라진다. 하나는 고졸 신분을 극복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고졸 신분으로 산업현장에 진출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금오공고 졸업생의 삶의 경로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 4-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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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금오공고 졸업생의 삶의 패턴
①
②
③
④
공업계 ⇨ 기능올림픽 ⇨ RNTC
가난한 ⇨ 고등학교
어린 시절
출전
근무
진학

⑤
⇨ 대학진학
및
사회생활

위의 <그림 4-1>은 금오공고 졸업생들의 어린 시절부터 졸업 이후 사회
에 진출하기까지의 삶의 경로를 간략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①
어린 시절, ② 공고 진학, ④ 기술하사관 근무는 금오공고 졸업생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요소이다. 하지만 ③번 기능올림픽에 출전하는
문제와 ⑤번 일반 대학교에 진학하는 문제는 조금 특별한 경우이다. 행위자들
이 각각 직면한 환경과 개인의 적성 및 선택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
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선택에는 1980년대 공업교육 정책의
변화가 큰 맥락으로 작동하고 있다. 앞서 3장에서 1970년대에 비해 1980년대
의 공업교육의 정책의 가장 큰 변화로 특성화 정책이 폐지되고 공업교육이 축
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술혁신이 강조되면서 정부가 기술의 질적 향
상을 위해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을 강조하는 등 상대적으로 공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과 대우를 축소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1980년대의 공업교육 정책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공업계 고등학교
출신에 대한 혜택을 축소시켰다. 금오공고 졸업생들과 같이 1세대 숙련공들은
보다 좋은 조건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했다. 공고
재학시절에는 장학금 등의 혜택이 있었지만 사회에 진출해서 취업이나, 자격
증 수당, 연봉 등에서 공업고등학교를 나왔다는 점은 더 이상 혜택이 아니었
기 때문이다 (최규남, 2003: 242).
특히 금오공고 졸업생들의 경우 졸업 (1기를 기준으로 1976년) 이후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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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기술하사관으로 5년을 복무해야 했기 때문에 전역 후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가 정확히 1980년 이후였다. 따라서 금오공고 졸업생들에게 일반 대학교
에 진학하는 것은 사회에서 공고 출신이라는 조건보다 좋은 혜택을 받기 위한
선택의 문제였다. 또한 금오공고 졸업생에게 대학 입학은 기능올림픽 선수로
선발되어 입상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서 수기집 사례에도 소개되었
지만 주상완 씨의 경우 기능올림픽 선수로 선발이 되어 전국대회 이상의 규모
에서 3등 이상 입상을 하여 RNTC로 복무하지 않고 곧바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즉, 금오공고 졸업생들의 경우 일반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특혜를 얻기
위해서는 기능올림픽 선수로 선발되어 입상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금오공고에서 습득한 기술 수준은 졸업 이후 군대에서 기술하사관
으로 실무를 수행할 만큼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도 금
오공고 졸업생은 다른 공고나 직업훈련 출신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성적을 거
두었다. 하지만 1980년대의 공업교육 정책의 변화는 초창기 금오공고 졸업생
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시점에 이들이 갖고 있던 혜택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
져왔다. 결국 이들은 보다 좋은 조건으로 사회에 진출하고자 대학 진학을 선
택할 수밖에 없었고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기능올림픽 선수로 선발되어 입상
하는 것이 중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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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구술생애사 재구성을 통해 본 금오공고 졸업생
5-1. 사례소개 및 유형별 특성
앞서 4장의 수기집 분석을 통해 1980년대 공업교육 정책의 변화로 인해
금오공고 졸업생들에게 대학 진학과 기능올림픽 출전이 중요한 선택의 문제였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 <표 5-1>은 금오공고 졸업생의 생애를 대학 진
학과 기능올림픽 출전을 구분하여 2 × 2 표로 작성한 표에 각각의 해당되는
구술 사례 (표 1-4 참조)를 적용한 결과이다.
<표 5-1> 금오공고 졸업생 유형
기능올림픽 참가 여부
구분
〇
×
유형Ⅰ
유형Ⅱ
김ㅊㅂ (사례2)
〇
주ㅅㅇ (사례8)
윤ㄱㅅ (사례5)
이ㅊㅇ (사례6)
대학진학 여부
유형Ⅲ
유형Ⅳ
노ㅎㅅ (사례3)
김ㅇㅅ (사례1)
×
조ㅅㅊ (사례7)
오ㅇㄱ (사례4)
차ㅇㄱ (사례9)
먼저 “대학 진학”의 경우 군대를 전역한 직후 ‘4년제 일반대학교’에 진학
한 것으로 제한하고,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을 하거나 군대를 복무하며 다녔
던 ‘2년제 야간 대학’은 제외하였다. 실제 인터뷰 대상자 대부분은 군대 시절
2년제 야간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사례 1, 사례 4), 사회생활을 하며 ‘방송통신
대학교’ (사례 1, 사례 3) 또는 ‘최고위 과정’ (사례 7) 등을 통해 대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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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대나 야간대학의 학력은 이들이 직업
을 구하거나 이직을 하는 등의 사회진출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
문에 전역 직후 일반대학교에 진학한 경우로만 분석을 제한하였다. 두 번째로
“기능올림픽 참가”는 전국대회 규모 이상으로 제한했다. 기능올림픽은 지역,
전국, 세계 대회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각 대회의 1등이 다음 상위 대회에 참
가할 수 있다. 예컨대 경상북도 구미에 위치한 금오공고의 경우, 경북지역 기
능올림픽 대회 1등을 해야 전국 기능올림픽 대회를 나갈 수 있었고, 여기서
다시 1등을 하면 세계 기능올림픽 대회에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전국 기능
올림픽 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만이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에서 혜
택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지역 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은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장에서는 총 9명의 사례가 각 유형 별로 한 명씩 구성
되어 있다. 같은 유형 내에서도 다양한 구술 내용이 있지만 대표적인 경우의
한 명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법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1) 유형 Ⅰ: ‘과학기술자’의 길
금오공고 졸업생 중 첫 번째 유형은 전국대회 이상의 기능올림픽에 참가
하여 입상을 했을 뿐 아니라 사회에 진출하기 전 대학교에 진학 한 경우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주ㅅㅇ 씨 (사례 8번) 는 수기집 분석의 세 번째 사례와 동
일 인물이다. 2012년 9월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주ㅅㅇ
씨를 만날 수 있었다. 다른 구술자들에 비해 수기집을 통해 주ㅅㅇ 씨의 개인
적인 배경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주ㅅㅇ 씨는 1959년 3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구술자의 부모님은
이북 출신으로 6 ž 25전쟁 때 남한에 내려와 서울에서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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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했으며 중학교 1학년 때 까지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
만 건설 붐이 일던 당시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급격하게 집안이 어려워
져47) 경상남도 함안으로 쫓겨나듯 이사를 가야했다. 주ㅅㅇ 씨는 가정환경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전학 온 가닥’이 있어서인지 중학교 시절 성적은
우수했고 추천을 통해 금오공고 3기로 입학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주ㅅㅇ 씨를 비롯한 금오공고 1기에서 3기까지의 입학생들
은 졸업 이후 군대에 가는 문제로 큰 혼란을 겪고 있었다. 처음 추천을 받아
금오공고에 입학했을 때 군대 복무에 대한 문제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3기가 입학하고 여름방학이 지난 뒤인 1975년 9월이 되어
금오공고 졸업생은 전원이 5년간 기술하사관으로 복무하는 방안이 확정되었
다. 이로 인해 학교 전체가 혼란스러웠다고 한다.48)
(군 복무기간이 확정된 이후) 그래서 다들 데모하고, 난리하고, 도망
가고. 학교에서는 그 때만 해도 내가 봐서는 (동기들이) 아주 괜찮은 애들
이 있었지. 뛰어난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 친구들은 “기능” 그러면
벌써 맛이 간거야. 내가 왜? 여기서? 근데 (다른 학교) 친구들은 뭐 서울

47) 주ㅅㅇ 씨의 어린시절에는 아버지의 사업실패도 있었지만, 예전부터 어머니는 폐가 좋
지 않아 결핵을 앓고 있었고, 동생들 중에는 선천적으로 귀가 안 들리거나 신장이 안
좋아 매일 병원을 다녀야 했다고 한다.
48) 인터뷰 결과 1∼3기생들의 대부분은 입학 당시만 해도 군복무가 면제 혹은 대체 될 것
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1973년 12월 11일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작성된 ‘금오공
고 학생모집’ 문서를 살펴보면 1974년 2기 ‘금오공고 신입생 모집요강’ 중 졸업 후 특
전으로 취업 100% 보장 및 졸업 후 “전원 기술하사관으로 임관하여 전공 특기 분야에
배속되어 유급 복무로 병역을 하게 된다”고 나와 있다 (대통령비서실, 1973a). 문제가
되는 점은 이 문서에는 정확한 복무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2년 뒤
인 1975년 12월 5일 대통령 비서실에서 작성된 ‘금오공고 졸업생의 군활용계획 보고
(국방부)’를 살펴보면 “금오공고 1기생 349명의 복무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비서실, 1975b). 즉, 유급 복무로 대체한다는 최초의 계획은 졸업생들에게
문제가 없었지만 1기가 졸업하기 직전인 1975년에 5년이라는 군 복무기간이 정해진
점이 문제가 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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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간다, 연대 간다 뭐한다 하면서 하는데 지금 군대가야 돼. RNTC로. 그
러니까 세상에 낙이 없는 거야. 그렇다고 포기하고 돌아가기도 그렇고. 용
기 있는 애들은 돌아갔지. 한 2~30 명은 도망가고 가버렸는데---.49)

하지만 주ㅅㅇ 씨의 경우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금오공고의 장학금 혜
택을 포기할 수 없었다. 만약 금오공고를 포기한다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획득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술자의 1년 선배인 금오공고 2기
부터는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기회가 생겼다. 기능올림픽 선수로 선발이
되어 전국 기능올림픽대회 규모에서 3등 안에 입상하면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진학을 허락한다는 내용이었다. 50)
그래서 (난 금오공고에) 남아있는데, 그 와중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나는 못 살고 힘들고, 그 때 그러면서 부모님들 맨날 병원에 있고
그래 가지고 힘들었는데. 어차피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현재---. 그래서 내가 현 위치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 밖에
없다. 내가 뭐 세상을 알지도 못하고 남한테 도움의 손길이 극적으로 온다
는 것을 기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한다.
근데 그 자리가 보니까 뭐였냐면 “기능올림픽 선수”야. 근데 그 앞에 비
전이 뭐가 있냐면 대학을 보내준데. “메달을 따면. 대학을 보내주겠다.
학비도 다 대주겠다.”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내에서 기능실력으로 인정을 받아야
49) 구술의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였다. ( )안
의 내용은 연구자의 부연설명, “”은 구술자가 강조하며 말하기, ---은 말 늘임 표시
이다.
50) 금오공고 2기가 졸업하는 1977년부터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들 중 대학진학 우대
방안을 수립하여 대입 예비고사에 실업계열을 신설한다. 그리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졸
업자만을 대상으로 심사함으로써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 문호를 확대하
였다 (김영화 외, 1990: 81). 구술자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진학할 수 있는 대학교는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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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새로운 목표가 생긴 구술자는 “밤낮으로 기능을 연마”하며 선수로 선발
되었을 뿐 아니라 전국대회에 나가 금메달을 받게 된다. 구술자에게 있어 기
능올림픽 대회 참가는 기능 숙련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전액 장학금을 받
고 대학입학을 가능하게 한 발판이었다. 그는 대회를 준비하며 몸무게가 4∼
5kg이 빠질 정도로 열심히 했고, 이 때 경험이 나중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전국대회 규모의 기능 올림픽에 입상을 했지만 아직 과제는 남아있었다.
대학입학 예비고사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대학 입시를 위한 시험까지 남
은 기간은 불과 한 달 정도만 남았고, 고등학교 3년 동안은 국어, 영어, 수학
대신 기술 습득과 관련된 공부만 했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실업계 학생끼리 경쟁하는 전형이었기 때문에
원래 입학성적 보다는 낮은 점수로 입학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예비고사를 치
른 뒤 충남대학교 기계공학교육과에 입학한 그는 다른 동기생들과 달리 하사
관이 아닌 장교 (ROTC 20기) 로 5년간 군 복무를 하며 대위로 전역하게 된
다.
당시 이러한 특혜로 받아 대학에 진학한 경우는 2기의 경우 경북대학교
4명, 3기는 경북대학교 1명과 충남대학교에 4명, 마지막으로 4기는 경북대학교
와 충남대학교에 각각 2명씩이 있었다. 몇 가지 특징적인 점은 먼저 2∼4기의
금오공고 졸업생들이 진학할 수 있었던 대학은 금오공고와 관계를 맺고 있던
국립대학 3개교(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로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
이고, 둘째는 입학한 학과 역시 모두 “공업교육”과 관련된 학과였다는 점이다.
문헌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주ㅅㅇ 씨의 증언에 의하면 기술하사관
(RNTC) 대신 기술장교(ROTC)로 임관한 경우 모두 “전역 이후 금오공고에서
교사로 부임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한다.51) 이외에도 대학에 입
학한 뒤 어떤 이유가 있어도 휴학을 할 수 없으며, 만약 휴학을 하면 바로 기
51) 주ㅅㅇ 씨는 대학 입학 전에는 서약서를 모두 작성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뒤
없어진 것 같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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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하사관으로 입대해야 했다고 한다. 이처럼 주ㅅㅇ 씨와 같은 사례의 경우
대학생활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닐 수 있는 특혜가 있었지만, 구조적
인 제약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역이후 미리 취업을 했던 대우 그룹에 입사할 지52), 대학 때 취득한
교사 자격증을 갖고 선생님이 될지 고민하던 구술자는 ‘서울 직업학교’에서 직
업교육 교사가 되었다.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열망이 강했
기 때문이다. 특히 공부에 대한 욕심이 계속 있었던 그는 국비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가기 위해 상대적으로 자기 시간이 많은 선생님이란 직업을 택하게 된
것이다.53) 이후 일본어와 전공 등 유학에 필요한 시험을 1년간 준비한 그는
일본 문무성 장학금에 합격하여 오사카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마칠 수
있었다.
특히 일본에서 오사카 대학은 로봇연구로 유명했던 터라 주ㅅㅇ 씨는 유
학생활을 마치고 2000년 귀국하여 창업을 준비하게 된다. 학계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산업현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란 판
단 때문이었다.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벤처붐이 심했기 때문에 기술력만
있으면 자금에 대한 융통은 지금보다 원활했고, 일본 유학시절 출원한 특허로
인한 지원금과 융자를 얻어 창업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초기에는 자본이
부족해 대기업이 주문하는 자동차 제품에 필요한 장비를 생산하다 7년 정도가
지나고 난 뒤 자체 브랜드 개발에 성공하여 2008년 당시 약 2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게 된다. 이후 현재는 주식회사 ‘씨엔엠 로보틱스’라는 회사로 이름을
바꾼 뒤 5명이었던 직원은 50여 명이 되었고, 연 매출은 약 50억 정도 규모로
성장했다.
52) 주ㅅㅇ 씨의 경우 임관 전에 대우그룹(대우중공업)에 합격을 했다. 특히 그는 임원 면
접에서 금오공고 출신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고 했다.
53) 주ㅅㅇ 씨는 처음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입학하려고 준비했지만 고등학교 선배
중 한 명이 한양대학교를 졸업한 뒤 문무성 장학금을 받고 동경공업대학교에 유학갔
다는 조언을 듣고 유학을 결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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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ㅅㅇ 씨의 사례는 금오공고 졸업생들 중에서도 소수의 사례에 해당된
다. 당시 졸업생들 중에 기술하사관으로 임관하지 않고 곧 바로 대학에 입학
할 수 있는 졸업생은 2기부터 4기까지 매해 약 4∼5명 뿐 이었고, 이마저도 5
기가 졸업하는 1980년부터는 ‘금오공대’가 설립되면서 다른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기 때문이다.54)
구술자의 생애를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과학기술계 인력의 구성 (표 3-3
참조) 중에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공’보다는 4년제 이공 실업계 대
학을 졸업하고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은 ‘과학기술자’에 가깝다 (김진균,
1978: 405; 전상근, 2010: 165-166; 조황희 외, 2002: 100-101). 주ㅅㅇ 씨는 어
린 시절 가난한 환경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닌 기술을 습득하는 금오공
고에 입학했지만 역설적으로 기술을 통해 대학 진학이라는 꿈을 이룬 대표적
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구술자에게 있어 기능올림픽은 대학 진학을 위
한 선택이었고, 대학 진학은 현재 사업의 기초가 되는 이론적 배경을 익힐 수
있는 기반이었다. 앞서 수기집에서 구술자 본인을 “기능적 연구원, 연구적 기
능인”이라 칭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2) 유형 Ⅱ: ‘대학 진학’을 통한 새로운 길
앞서 주ㅅㅇ 씨의 경우 전국 기능올림픽에 입상한 특혜로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진학을 했다. 하지만 기능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은 금오공고 내에서
도 치열한 경쟁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일부 소수의 학생만이 그 혜택을 누
릴 수 있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 이후 군대를 복무한 뒤에는 이야기가
54) 1980년 금오공대가 설립된 이후 금오공고 졸업생이 기술하사관에 임관하지 않고 대학
에 진학할 수 있는 대안은 금오공대에 입학하는 방법 뿐 이었다. 물론 금오공대 역시
학군단이 설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군복무는 대학 졸업이후 5년간 장교 (ROTC) 로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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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다. 즉, 금오공고 졸업생들은 군대를 전역한 이후 곧 바로 취업하여 사
회로 진출하는 경우와 대학입학 시험을 준비해 대학에 입학하는 두 가지의 선
택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살펴볼 유형 Ⅱ의 사례들은 전역 이후 일반 대학교
를 선택한 사례로 군대 전역 이후 시험을 준비하여 일반 대학교에서 새로운
전공으로 입학한 경우이다.
김ㅊㅂ 씨 (사례 2) 는 강원 춘천에서 3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강원
중학교에서 2등으로 졸업했다는 그는 전국 모의고사 7등을 할 만큼 성적이 뛰
어났지만 고교 평준화 제도로 인해 서울로 유학의 기회도 사라지고, 넉넉하지
못한 형편 때문에 동생들에게도 학업의 기회를 주고자 금오공고 1기로 입학하
였다.
내가 3형제 장남이고. 애들 쭉--- 보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만만치가
않겠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장남의 책임감도 있었고, 춘천만 해도 시골이
었으니까. 내가 중학교 때 공부를 할 때는 서울의 경기고등학교나 이런 학
교로 진학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 이게 내가 중학교 진
학하고 보니까 고등학교도 보니까 내가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쳐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박탈이 되어버린 거야. 서울시 거주하는 애들은 뺑뺑이고
지방에서 시험 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기회를 박탈했죠. 나 같은 경우는---. 그걸 진학하려고 했다가 기회가 박
탈된 거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때부터 생각한 게 그
시험을 쳤더라면 내가 더 심각한 고민을 했어야 한 게 그러면 서울로 유학
을 와야 하는데 그러면 학비하고 생활비 등등 이런 게 동생도 생각하고 하
면 쉽지 않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금오공고에 입학) 했던 거죠.

구술자는 금오공고에서 장학 혜택을 받고, 우수한 동기생들과 생활하는
점은 만족스러웠지만 고등학교 3학년 시절 군입대를 앞두고 큰 시련이 있었다
고 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자신을 비롯한 1기
졸업생들이 대학 진학을 하고 싶어 했던 이유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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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때 경북 구미에서 온 친구인데. 친구가 구미 중에서 1등을 하
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등을 한 친구가 같이 금오공고에 시험을 쳤다
가 떨어졌어. 그리고 나서 그 친구는 (구미중학교 2등) 경북고등학교를 진
학을 했어요. 근데 졸업할 때 경북고등학교 간 친구가 예비고사 수석을 해
가지고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때 굉장히 우리가 충
격을 많이 받았지. 그리고 각 중학교에 있던 애들이 다 그런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학교가 아니고 인문계를 가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예비고사 수석은 아니더라도 서울대를 가고, 어디를 가서 했을 텐
데--- 하는 생각이 전부 다 졸업생들은 가지고 있었지. 그래서 그때 만해
도 굉장히 침울했었어. 고3 때. 근데 우리는 쟤들은 (금오공고를 진학하지
않은 중학교 동기생들) 서울대생이 되고, 우리는 또 군 복무 하러 가야되
잖아. 그러니까 그 때 굉장히 상실감이 컸지. (...중략...) 그러니까 그
때 상당히 심각한 충격과 이런 걸 받고 졸업생이 새로운 각오를 다져요.
비록 지금은 내가 군대생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 하지만---. 군대 생활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개척해서 좋게 해보겠다는 다짐을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야. 그래서 1기생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그래서 1기생들
이 가면서 군 생활 하면서 군 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군 생활 하면서 각
개개인 별로 나름대로 목표가 있는데 그 때 최소한의 최우선의 목표가
“대학 진학”이었죠. “반드시 나는 5년 이내에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면
사회 나가서 대학부터 간다.” 그래서 군 생활 하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
기 시작해요.

위의 구술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한
고향 친구들의 대학입학 소식은 금오공고 1기들에겐 커다란 “상대적 박탈감”
으로 다가왔다.55) 같은 나이에 자신들은 하사관으로 5년간 복무해야 했던 반
55) 위의 구술 내용 외에도 김ㅊㅂ 씨는 중학교 3학년 시절, 금오공고와 지역 명문 고교였
던 춘천고등학교 입학 사이에서 갈등했을 때를 회상하며, 중학교 시절 자신보다 성적
이 낮았던 동기들이 서울의 명문대를 진학하게 된 점이 부러울 때가 있었다고 언급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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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자신들 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동기들은 서울의 명문대학에 입학한 현실
이 억울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구술자는 군대 시절부터 대학준비를 시작하여
경희대학교 경제학과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가 전공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전공을 바꾸지 않고 공대나 이런 데 간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전공을 바꿨어요. 그 때 바꾼 친구들이 반이야 반. 바꾼 이유
가 뭐냐. 3년을 학군단생활 하면서 기숙사 생활 하면서 기계 기능공으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5년 동안을 똑같이 현장에서 있었단 말이야. 그 일
을 하고 생산관리까지 하고 제대했는데 제대 하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
냐면---. 이게 기능인력 기능공으로서 사회적으로 받는 대우와 수준이 내
가 생각하는 그 기대수준에 못 미친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누군 졸업을 해가지고 사법고시 한다, 뭐한다 하는데 우리는 졸
업해서 이대로 나가면 결국은 기능 인력밖에 안 되는 거고. 기능 인력 이
라는게 우리가 5년 동안 군대생활 하면서 거기에 공무원들이 많이 있거든.
공무원들의 그걸 보니까 그 사람들이 9급부터 2급 기술자까진 가던데, 그
봉급수준하고 대우가 아주 형편없는 거야. (...중략...) 이 분야는 아닌
것 같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전공을 바꾸게 된 거고, 그 이유는 그 때
에 한창 70년대 말부터 우리 종합상사 붐이 불었다고. 상대를 졸업하고
‘상사맨’이 되어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게 굉장히 멋있게 보였어.
나 한테는. 그래서 그걸 선택해서 가는데 전공이 바뀌는 거지. 예비고사
공부를 하면서 상과를 가야 하겠다--.

특히 구술자의 증언에서 군대 시절부터 사회에서 기능 인력에 대한 대우
가 좋지 않다는 점에 실망하여 전공을 바꾸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공업교육 정책의 변화로 공고 졸업생들에게 취업이나 사회적
대우가 축소되었던 것처럼 구술자가 사회에서 접한 기능 인력에 대한 사회-경
제적 대우는 기대만큼 좋지 못했다. 그 결과 김ㅊㅂ 씨는 대학 입학을 선택함
과 동시에 전공 역시 기술과는 상관없는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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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군대에서 전역하기 전부터 예비고사를 준비한 그는 81년 전역을 앞두고
경희대학교 경제학과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합격하였다. 특히 1기 금오공고
졸업생들은 재학시절 일반대학에 진학한 다른 고등학교 출신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상당수가 군대 복무를 하며 일반대학 입학시험을 준비하거나
야간대학을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김ㅊㅂ 씨처럼 금오공고를
졸업한 뒤 일반대학을 선택한 경우 몇 가지 불이익은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나 같은 경우는 인제 2년을 늦게 들어왔어. 내 나이 때보다. 그러다
보니 승진이나 이런 데서 불리한 거야. 2년 동안 계속 늦어져요. 내 또래
는 2년 전에 들어와서 앞서 가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처음에는 몰랐는
데 지금은 거의 내년에 정년이거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끝에 가서는 2년
전에 입행했던 사람들이 지금 부행장 승진을 해서 한참 날릴 때 나는 나가
야 하는 입장이야. 2년 뒤에 그 기회가 올라갈 타이밍에, 나는 나이 제한
이 걸려서 나가야 해.

다시 말해, 금오공고를 졸업한 뒤 RNTC로 복무한 5년이란 시간 때문에
승진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승진 과정 뿐 아니라 취
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점이다. 결과적으로 김ㅊㅂ 씨는
1985년 대학에 졸업한 이후 산업은행에 입사한 그는 27년 동안 근무하며 2012
년 현재 1급 부장으로 재직 중에 있다. 그는 금오공고에 입학하면서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을 받고 고등학교를 이수할 수 있었다. 물
론 5년 간 기술하사관으로 복무해야 했지만 금오공고에 진학하지 않았다면 일
반 대학으로의 진학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구술자의 경우 비록 금오공
고의 설립 목표와는 다르게 은행에 입사했지만 그의 인생에서 금오공고 진학
이 없었다면 지금의 지위에 오는 것은 불가능 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형 Ⅱ는 전역 이후 일반대학교에 진학한 경우로
일부는 전공을 살려 대학에 입학한 경우도 있지만 (사례 6), 반대로 기술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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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상관없는 전공을 선택하여 대학에 입학한 경우도 있었다 (사례 2, 사례
5). 이들은 사회 진출과 대학진학 사이에서 고민 하던 중, 현장에서 기술을 사
용하는 대신 좀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이수하여 새로운 길을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전공을 바꿔 대학에 입학한 경우 정책적으로 1980년대의 공
업교육 정책의 변화와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입학 전 동기들의 대학진학에 의
한 ‘상대적 박탈감’이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학 입학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다른 일반 고등학교를 나온 대학동기들에 비
해 상대적으로 군 생활이 2년 더 길어지게 됨으로써 취업이나 승진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3) 유형 Ⅲ: ‘전문 기능인’의 길
세 번째로 유형 Ⅲ은 기능올림픽에 참가하여 입상한 경력이 있지만, 대
학 진학은 하지 않은 사례로 이들의 기술 수준이 가장 우수하다고 할 수 있
다. 실제 인터뷰를 진행한 사례 모두 전국 기능올림픽 대회 뿐 아니라 세계
올림픽 대회에서 메달을 따온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이들은 군대
에서 대도시 부근의 2년제 야간대학을 다닌 경험이 있다. 하지만 이들이 사회
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고졸 신분으로 취업을 하기 때문에 야간대학에 대한 부
분은 생략하였다.
2012년 9월 목포역 부근에서 만난 김ㅇㅅ 씨 (사례 1)는 인터뷰를 진행
한 사례 중에서 유일하게 기술직에 근무하고 있었다. 현대 삼호중공업 차장으
로 재직 중인 그는 기능올림픽 수상 경험과 현장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
하게 해주었다.
전남 해남에서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구술자는 부모님과 동생들에
대한 책임감을 위해 기술을 배우는 금오공고에 2기로 입학하게 된다. 중학교
시절부터 대학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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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 진학하려고 생각한 것이다.
그 때는 대학을 실력이 됐을지 안 됐을지 잘 모르겠지만. 대학을 가
면 그 다음부터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또 동생들도 계
속 공부도 하고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제 책임감
같은 마음이 컸었어.

금오공고 입학한 뒤에는 전공을 정하기 전 1학기 동안 공통 실습 과정
이 진행된다. 모든 전공의 기초 실습을 배운 뒤 자신의 전공을 정할 수 있었
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손재주가 좋은 학생은 1학년 2학기부터 기능
올림픽 선수로 선발이 되었다고 한다.56) 김ㅇㅅ 씨 역시 판금용접과로 전공을
정한 뒤 1학년 2학기부터 전기 용접 부문 기능올림픽 선수로 선발되었다.
그래 가지고 지방대회에, 경북지방 기능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거야.
3학년 때. 그리고 전국대회까지 가가지고 했는데, 전국대회에서는 나는 전
국대회 때 전기 용접에서 금메달을 따고. 그래가지고 이제 금메달을 땄으
니까 그 전에 금메달 딴 사람하고, 이번에 금메달 딴 나하고 세계대회를
가기 위한 평가전. 평가전을 해가지고 내가 이겨 가지고 세계대회에 나갔
어.

구술자는 경북 지방대회와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뒤, 1977년엔 군인
신분으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23회 국제 기능올림픽 대회’ 에 참가하여
은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국제 기능올림픽의 경우 2년에 한 번 개최되었기 때
문에 매년 개최되는 전국 기능대회 1등 두 명이 평가전을 통해 최종 선수로
56) 1974년 금오공고 2기 신입생 모집요강을 보면 총 400명으로 모집학과는 기계공작과,
판금용접과, 주물목형과, 금속공업과, 전자과로 구분되어 있다. 신입생은 학과 구별 없
이 1학년 1학기 동안 공통 기초실습을 실시한 뒤 적성 및 지망에 따라 학과에 배정되
었다 (대통령기록관, 1973a). 구술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1학년 1학기 때 진행되는 공통
실습 과정에서 기능올림픽에 선발되는 선수들이 대부분 정해진다고 하였다.
- 74 -

선발이 된다. 금오공고 졸업생의 경우 주로 3학년이 되는 해에 전국대회 우승
을 했기 때문에 기술하사관으로 복무할 때 국제기능올림픽 선수 선발전이 있
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기능인력 양성의 지표로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을 중요
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기술하사관 신분이었던 금오공고 졸업생들에게는 금오
공고에서 훈련을 할 수 있는 특혜를 주었다고 한다. 그 결과 금오공고 졸업생
들 1기와 2기가 참여한 1977년 네덜란드 대회에서 한국은 최초로 종합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다.57)
국제 기능올림픽에서 입상한 이후 김ㅇㅅ 씨는 부산에서 기술하사관 복
무를 하며 동아대학교 야간과정을 2년 다녔다. 하지만 끝까지 졸업은 하지 못
하였고, 경제적인 이유로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파트에 고졸 신분으로 입사하
게 된다. 그의 처음 보직은 품질 교정 경영부의 검사관으로 외국 검사관과 다
니며 용접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다. 입사한지 1년이 채
안되었을 때 현대중공업 기술훈련원에서 ‘기능올림픽 선수 양성팀’을 구성하게
되었다. 국제 기능올림픽에서 입상했던 김ㅇㅅ 씨는 이 양성팀의 교사로 선발
이 되어 기능직에서 사무 관리직으로 전활 될 수 있었다.
훈련원에서 “기능올림픽 선수 양성팀”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 때
이제 우리 동기 중에 신충창이라고 철골 구조물에 국제대회에 같이 갔다
왔던 친구가 거기 멤버로 해서 들어왔고, 나는 우리 같은 회사의 현장에
있으니까 나는 그리 와라 해서, 그러니까 나는 “교사로 가면 나를 기능직
사원에서 관리직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그것도 좋겠다 해
서 이제 그 훈련원의 교사로 간 거지.

이처럼 김ㅇㅅ 씨의 경우, 대학을 나오지 않았지만 국제 기능올림픽 대
회에 입상한 경력을 통해 관리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
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13년 정도 ‘훈련원 교사’ 생활을
하던 하던 그는 90년부터는 방송통신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한다. 당시 그에게
57) 국제기능올림픽 선수협회(http://www.world-skills.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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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은 연봉이나 승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사무직으로 옮기면서
경영에 대한 공부를 위해 졸업을 했다고 한다. 그는 1995년 고향 근처인 목포
에 지금의 현대 삼호중공업 전신인 ‘한라 조선’이 설립되자 이직을 하였다.
2012년 현재 사업계획부 총괄관리 차장으로 재직 중인 그는 고졸 출신으로 회
사에 입사했지만 기술력을 인정받아 사무직원으로 전환되었고 대졸 사원과 동
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유형 Ⅲ은 가장 우수한 기술 수준을 보유한 사
례로, 이들에게는 대학 진학이 자신들의 경력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
려 현장에서 고졸 기술직 신분으로 현장에서 시작했지만, 우월한 기술 능력을
인정받아 대졸 출신의 관리직 못지않은 대우를 받게 된 것이다. 이 세 번째
유형이야 말로 금오공고를 비롯한 특성화 공고의 설립 목적에 가장 부합한 사
례라 생각된다.

(4) 유형 Ⅳ: ‘고졸’ 출신 대표이사
마지막으로 유형Ⅳ는 기능올림픽에 참여하지도 않고, 대학 진학도 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기술하사관으로 5년을 복무한 뒤 고
졸 신분으로 사회에 진출한 유형들이다. 인터뷰를 진행한 3명의 사례 외에 다
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는 경우가 많겠지만, 대체적으로 고등학교 전공과 관련
된 중화학공업 분야의 일을 하고 있다는 점과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은
비슷했다.
2012년 8월 합정역 부근에서 만난 노ㅎㅅ 씨는 금오공고 4기로 이번 연
구의 구술 사례 중 가장 나이가 어렸다. 5남 5녀 중 8째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이 어려워지자 “모든 것이 무료로 제공되는”
금오공고에 입학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만약 졸업 이후 하사로 입대하는
것을 알았다면 입학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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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솔직히 무지해서 따라 간 거예요. 대통령 학교로만 생각해서
간 거지. 말 그대로 금오공고 고등학교 진짜 공고다. 졸업하면 하사로 간
다. 이거 미리 알았으면 가야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 말 그대로 금오공고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장 갖고, 하사로 가고. 군대생활 5년 하고 나면 인
생에서 하뻘 (하층) 입니다. 하뻘 (하층). 그 어디 가서 써먹을 데 없는.
인생의 거의 90%, 8~90%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우리는 모르고 갔으니까.

노ㅎㅅ 씨의 구술내용에서 역시 다른 졸업생과 마찬가지로 기술하사관
제도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는 전역 이후 대학 진학을 보장하거나 대학 입
학 이후 ROTC로 진학하는 정책이 보장되었다면 금오공고 졸업생들이 지금보
다 더 본인의 기술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을 택했을 것이라 보았다. 인터뷰를
진행한 대부분의 사례에서 기술하사관 제도(RNTC)는 금오공고 졸업생들의
불만의 초점이 되었다. 특히 5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불만도 많았지만 계급적
으로 하사관으로 입대하는 것 역시 불만의 초점이었다. 우수한 성적으로 금오
공고에 입학했던 학생들에게 하사관 제도를 통해 특혜를 주려했던 정부의 생
각과는 달리 역설적으로 금오공고 졸업생은 하사관으로 복무하며 기술직을 포
기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노ㅎㅅ 씨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공군 기술 하사관으로 복무하며 전문대
에 다녔지만, 전역 이후 취업을 할 때에는 고졸 신분으로 입사하게 된다. 이러
한 점은 초창기 금오공고 졸업생과 같이 1세대 숙련공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유능한 재원이 입학했고 기술력이 좋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
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전문대 졸업 이었지만 금오공고출신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두산컴퓨
터는, 두산컴퓨터가 거의 대졸만 뽑았는데, 1기들부터 이미 3기까지 “금
오공고 출신을 특채”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 이제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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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중에 4기까지 저까지 뽑힌 거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금오공고 졸업생들에겐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1980년대에 공고교육 축소 정책의 영향으로 처음에 기대했던 사회적 대우에
못 미쳤다는 것이다. 노ㅎㅅ 씨 역시 처음 회사에 입사한 뒤고졸 신분으로
“대졸 출신과의 임금 차이”에 대해 격한 어조로 불만을 토로했다.
고졸, 전문대졸 3년. 전문대졸, 대졸 3년. 그니까 고졸하고 대졸하고
(호봉을)

6년 차이를 뒀어요.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저는 금오공고로 들

어갔지만 (두산컴퓨터에서) 특채로 인정하면서 전문대졸을 봉급을 줬어요.
인정을 해줬다고 우리 능력을. 그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 생활 5년에 대한
인정을. 3년을 커버 해 준거죠. 그래도 3년 차이는 안타까운 게 일은 똑같
이 하거든요. 항시 억울한 생각은 갖고 있죠. 직장생활 하면서. 특히 이제
나보다 3년 후배가 다 후배로 보고 있는데 일은 똑같이 하니까. 호봉을 가
지고 따지진 않잖아요. 일은 똑같이 하니까. 입사가 언제냐 이것만 따졌다
고. 그래서 한 3년 까지 후배가 호봉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제. 후배들이
점점 더 나보다 먼저 진급을 하는 거죠. 3년까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
죠. 봉급의 차이는. 특히 진급 (승진) 을 할 때 그 괴리감은 굉장히 컸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내 학력이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방송통신대를
가면 (대학) 졸업을 인정은 해준다. 그래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다가 제가
직장생활 어느 정도 하는 와중에 방송통신대를 그 편입을 했습니다.

노ㅎㅅ 씨의 회사 경우 대졸 입사 사원은 경력을 6년, 전문대는 3년을
인정해 준 셈이다. 즉, 고졸 출신과 대졸 입사사원은 6년의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고졸 출신이 입사한 뒤 7년이 지나야 대졸 1년차와 비슷한 연봉
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연봉 뿐 아니라 승진 과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특히 대졸 사원에 비해 업무적 능력이 뒤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불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의 구술 내용을 살펴보면 금오공고 졸업생들의 두 가지 역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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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대졸과의 학력 차이에 대한 것으로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임금을 적게 받아야 하는 ‘상대적 박탈감’이 드러나 있다
는 점이다. 구술자는 승진이나 봉급에서 차이를 받지 않기 위해 방송통신대를
졸업하는 등의 개인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 두 번째는 금오공고 출신은 “특
채”로 입사하였고, 군대생활 5년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전문대 졸”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역설적으로 다른 공고 및 전문대 졸 출신
들에 비해 ‘상대적 우월감’이 드러나 있다. 이는 금오공고 졸업생들이 생각할
때 주변 환경만 갖춰져 있었다면 충분히 대졸 신입사원이 될 수 있었지만, 어
쩔 수 없이 금오공고에 입학하여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같은 공고라도 금오
공고는 특별하다는 우월감이 공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노ㅎㅅ 씨는 1993년 까지 회사에서 근무하다 금오공고 선배와 함께
(주) 동신컴퓨터 회사를 설립하게 된다. 이 회사는 외국계 컴퓨터 회사인 HP
에서 병원이나 기업에 제공하는 컴퓨터의 납품과 품질관리를 담당했는데, 노
ㅎㅅ 씨는 기술력에서 대기업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사업을 시작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고졸 출신이었지만 2012년 현재 중소기업의 대표이
사로 재직 중이다.
이처럼 노ㅎㅅ 씨의 사례와 같이 유형 Ⅳ는 고졸 신분으로 중견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근무하는 등 사회에서 성공한 경우를 소개하고 있다. 그
렇다면 이들의 성공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앞서 다른 유형의 경우 대
학 진학과 기능올림픽 출전은 계층상승에 도움이 되는 선택이다. 하지만 유형
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금오공고만 졸업한 사람들 역시 사회-경제적으
로 중산층 이상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은 그 만큼 금오공고의 기술 수준이 우
수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금오공고의 기술 수준이 우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증
명이 가능하다. 첫째는 정부에서 직접 발급하는 ‘2급 기능사 자격증’의 취득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공업계 고등학교 출신의 경우 2급 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보는 시기는 3학년이 되었을 때였고, 자격증을 획득하지 못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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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었다 (최규남, 2003: 219, 240). 아래 <표 5-2>는 1976년부터 1979년까지
2급 기능사 자격 시험에 지원한 수험자 수와 합격자 수, 합격률 현황을 보여
주고 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급 기능사의 합격률은 1976년 26.8
%, 1977년 18.1 %, 1978년 15.0 %, 1979년 17.0 %로 5명중 1명 정도만이 합
격할 만큼 어렵게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합격률이
낮아지는 점을 감안했을 때 금오공고 졸업생 전부가 ‘2급 기능사 자격증’을 취
득했다는 점은 금오공고의 숙련 수준이 매우 우수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인
터뷰를 진행한 대부분의 사례에서 “금오공고에서는 2학년이 되면 대부분이 2
급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은 금오공고에서 제공하는
기술 교육과정이 우수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표 5-2> 2급 기능사 수험현황 (1976년∼1979년)

구분
수험자 (명)
합격자 (명)
합격률 (%)

1976년
210,155
56,240
(26.8)

1977년
352,472
63,935
(18.1)

1978년
428,895
64,140
(15.0)

출처: 박영구. 2012b. p. 266의 <표 21-41>을 재구성

1979년
639,563
108,785
(17.0)

이처럼 2급 기능사 취득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과제였기 때문에 사회적으
로도 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해서는 취직, 급여 등에서 우대 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공고 졸업자 중에서 2급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전문학교에 진학할 때
특별전형으로 입학이 가능하게 하는 진학상의 특전도 주었고, 병역에서도 ‘병
역특례’ 복무를 가능하게 하였다 (박영구, 2012b: 266-267).
금오공고 졸업생들의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두 번째 사례는 군복무에서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인터뷰 사례에서 금오공고 졸업생들은 병기학교나 병
기 부대에서 기술하사관으로 근무했다. 다시 말해, 금오공고만을 졸업한 직후
에도 곧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을 만큼 기술 수준을 갖췄던 것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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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고 졸업생이 맡았던 직책이 주로 실습을 담당하는 조교였다는 사실은
현장 기술 경험이 다른 숙련공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
이다.
마지막으로 금오공고 졸업생은 각종 기능대회에서 다른 공고에 비해 우
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홈페이지의 자료실
에는 1977년부터 소속별 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이곳
에서 1977년부터 1979년까지 3년 동안 전국 기능올림픽대회의 입상자를 소속
별로 확인한 결과 실업계 고등학교에는 총 40개의 금메달이 시상되었는데 이
중에서 금오공고 출신이 절반에 가까운 18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였다.58) 같은
공업계 고등학교 중에서도 금오공고는 기술 수준이 월등히 우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모든 금오공고 졸업생들이 소개된 사례처럼 모두 중산층 이상으로
성공했다고는 말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대학 진학이나 기능
올림픽 출전이 없더라고 금오공고에서 축적한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우수했
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5-2. 사례 재구성 결과
지금까지 4명의 금오공고 졸업생들의 생애를 통해 1세대 숙련공이 어디
서 왔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지금의 위치에 오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대학진학과 기능올림픽 입상이라는 변수를 통해 금오공고 졸업생을 4가
지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부터는 금오공고
졸업생들의 생애에서 등장하는 공통 화두는 무엇인지를 통해 1세대 숙련공의
58)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http://skill.hrdkorea.or.kr) 자료실 참조. 금오공고 외
에 금메달은 인천기계공고 11개, 전남기계공고와 충남기계공고, 안양공고가 각각 3개,
서울기계공고와 대구공고가 각각 1개씩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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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들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1) 농촌 빈곤층 출신
구술자들의 사례를 재구성한 결과에 의하면 첫 번째로 대부분의 구술자
들은 어린 시절 농촌의 빈곤층 출신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농촌 지역
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중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금오공고를 선택하였다. 구술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들이 금오공고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서 공통적으
로 등장하는 단어는 “학비 면제”, “장학금”, “책임감” 등 이다. 금오공고는 중
학교 때까지 우수한 성적이었지만 재정적 문제로 고등학교 진학이 불가능한
학생들이 학업 연장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 이었다.
앞서 분석틀에서 언급한대로 이번 연구의 핵심 문제 중 하나는 한국의
농촌 출신 1세대 숙련공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중화학공업이 시작된
뒤 기능공 양성 정책은 크게 두 가지 통로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금오공고와
같은 공업계 고등학교 출신들이고, 다른 하나는 직업 훈련이었다. 이렇게 양산
된 기능공의 숫자는 1979년 까지 약 100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원이었다
(류석춘 ž 김형아, 2011: 142). 구술 사례에서도 드러났지만 금오공고 입학 규
정에는 지역별로 추천을 받은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만이 입학원
서를 쓸 수 있었고 혜택으로 장학금과 교재 등 모든 것이 무료로 제공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어려웠던 농촌 빈곤층 중에서 성적이 우
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들의 경우 금오공고에 지원했던 것이다.

(2) RNTC 복무 ‘5년’의 의미
두 번째로 생애사 재구성의 특징은 금오공고 졸업생들은 기술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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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TC) 으로서 5년 간 군대 복무를 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금
오공고 입학생에게 군대 문제는 중요했다. 대부분이 군대에 가지 않고 대체복
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초 금오공고 모집
요강에는 정확한 군 복무 기간이 명시되지 않다가 1기가 졸업하기 직전인
1975년 가을에 ‘5년 복무’ 가 확정됨에 따라 많은 금오공고 학생들이 불만을
가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졸업생들의 불만이 “5년” 이라는 기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대학에 진학한 경우 (유형 Ⅰ과 Ⅱ) 다른 인문계 고
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동기들에 비해 2년이라는 격차가 생긴다는
점 때문에 더 큰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그림 5-1>을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왼쪽) 과 금오공고 졸업생 (오른쪽) 의 사회 진
출과정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금오공고 졸업생 중에서 음영이 되어있는
박스는 전역 이후 대학진학을 한 유형 Ⅰ, Ⅱ에 해당한다.
<그림 5-1> 인문계 고등학교와 금오공고 졸업생의 사회 진출과정
žžž

대졸 사회진출

↕

2년차
대학교 4년

병역 3년

고등학교 3년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

30세
29세
28세
27세
26세
25세
24세
23세
22세
21세
20세
19세
18세
17세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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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4년
(유형Ⅰ, Ⅱ)

방송
통신대학
고졸 사회진출
(유형 Ⅲ, Ⅳ)

야간대학 2년

병역 5년

대졸 사회진출

고등학교 3년
[금오공고 출신]

평균적으로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20살에 대학에 입학하여 군
대 3년, 대학 4년을 다니고 졸업을 하면 27세에 취업을 하여 대졸로 사회에
진출 할 수 있다. 반면 금오공고 졸업생의 경우 병역 5년을 마치고 25세에 대
학교 입학하면 29세가 되어야 대졸로 취업이 가능하다. 만약 군대 전역 이후
대학입시 준비가 1∼2년 소요되면 30세 이상의 나이에 대학졸업이 되어 윤기
수 씨 (사례 5) 의 사례와 같이 취업원서를 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김ㅊㅂ 씨 (사례 2) 의 사례와 같이 회사에 입사한 뒤에
도 다른 입사 동기들보다 2∼3년 늦기 때문에 승진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금오공고 신입생 모집공고’를 살펴보면 졸업 후의 특전에 “졸업 후 전원
기술하사관으로 임관시켜, 전공 특기 분야에 배속되어 유급 복무로 병역을 필
하게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금오공고 졸업생들은 군대에서 유급 복무의
혜택보다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바람이 더 컸기 때문
에 1975년에 결정된 군 복무 기간 “5년”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군대에서 계급적으로 하사로 복무한다는 점 역시 중요한 불만
중 하나였다. 김ㅊㅂ 씨나 노ㅎㅅ 씨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기능
직하사라는 직책은 기술을 필요로 했지만 봉급이나 계급적인 면에서 하층에
속했다. 결과적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금오공고에 입학했던 학생들에게 기술하
사관이란 제도는 이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했건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특히 “대학진학을 보장 하거나 대학을 졸업한 뒤 ROTC로 복무했으면 이
해했을 것”이란 증언에서 금오공고 졸업생들에게 기술하사관 제도는 역설적으
로 이들이 기술직에서 벗어나게 했던 촉매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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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졸’과 ‘대졸’의 격차 해소
세 번째로 구술자들의 사례를 재구성 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특징은
‘대졸’ 출신과의 격차 문제였다. 분석 결과 금오공고 졸업생들은 대졸 출신과
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각 유형별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먼저 첫 번째로
유형 Ⅰ과 Ⅱ의 경우는 일반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대졸 출신들과의 격차를 상
쇄시킨다. 물론 2년 정도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출신에 대한 차이는 존
재하지 않게 된다. 두 번째는 유형 Ⅲ으로 기능올림픽에 출전하여 메달을 획
득하는 방법이다. 이들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지만 전문 기능인으로서 대졸
출신 관리자 못지않은 대우를 받게 된다. 마지막은 유형 Ⅳ로 고졸 출신의 숙
련공이다. 구술 자료에도 나오는 것처럼 실제 이들이야말로 대졸 출신과의 격
차를 가장 크게 느끼는 집단이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금오공고 재학 시절
쌓아온 숙련된 경험은 다른 공업 고등학교나 직업훈련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
로 유리한 조건이었다.
이처럼 금오공고 졸업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기능올림픽에 입상하는 것
이 중요해진 이유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1980년대의 공업교육 정책의 변화
때문이다. 1980년대의 공업교육은 기술혁신이 강조되면서 공고가 아닌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을 강조하는 등의 원인으로 특성화 정책이 폐지되고 공고 교육
이 축소되는 등 상대적으로 공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과 대우가 감소되었
다. 이러한 변화로 1980년대에 사회에 진출해야 했던 초창기 금오공고 졸업생
들은 사회에 진출하기 전 새로운 준비를 해야 했다. 사회에 진출해서 취업이
나, 연봉 등에서 혜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형 Ⅳ에서 확인한 것
처럼 금오공고를 졸업한 뒤 고졸 신분을 유지한 경우에도 숙련의 수준이 높았
기 때문에 중견기업의 대표이사가 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길을 갈
수 있었다.
이러한 논의는 앞서 분석틀에서 제기된 두 번째 연구문제인 농촌의 빈곤
층 남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 도시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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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도 해답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연구의 구술 대상자들 대부분은 “본인
을 중산층 이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현재 직책이 중견기업의 대표
이사나 대기업 간부 등의 직책을 갖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충분히 중산층 이
상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모든 금오공고
졸업생이 인터뷰 사례와 같이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1970년대에는 농촌 빈곤
층들이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하나의 경험적 증거로 제시되기엔 충
분하다.
또한 사례 재구성 결과 흥미로운 점은 금오공고 졸업생들에게는 대졸과
의 신분 차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외에 역설적으로 ‘상대적 우월감’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금오공고 졸업생 스스로는 다른 ‘고졸’이나 ‘공
고’ 출신들과 달리 “특별하다” 또는 “인정 받는다” 등의 단어가 수시로 강조되
었다. 이는 금오공고 졸업생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출신에 비해 입학성적이 우
수했을 뿐 아니라 기술의 수준이 우월했음을 과시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
다.

(4) ‘중산층’으로 성장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금오공고 졸업생들의 구술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충분한 개인적 자
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장학금이 보장되었던 금
오공고에 진학하게 된다. 둘째, 군 전역 이후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기술하사
관 (RNTC) 으로 5년간 근무했던 경험은 다른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대학에 진학한 동기들에 비해 2∼3년의 격차가 발생하여 입사 또는 승진과정
에서 불이익을 경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금오공고 졸업생들은 다양한 노력
을 통해 ‘고졸’이란 신분을 극복하고 ‘대졸’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그 결과 금오공고 출신들 대부분은 중화학공업 분야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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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이사나 임원진에서 활동하며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된 지위에 올라왔음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 연구에서 소개된 사례를 통해 금오공고
졸업생 모두가 경제적으로 중산층 이상으로 성장했다고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다. 성공한 사람이 쓰는 수기집 그리고 동창회장이 추천한 성공한 졸업생이
분석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인문계 고등
학교 출신 졸업생들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비교해보면 현재 금오공고 졸업생
들의 전반적인 지위를 간접적으로나마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KS(경기고-서울대)’로 상징되는 엘리트 집단이 유
지되고 있는데, 여기서 경기고등학교의 경우 한 해에 수 백 명씩 소위 명문대
학에 진학하며 사회의 상류 계층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
원, 2007: 173). 따라서 같은 해 입학한 금오공고와 경기고등학교 졸업생들의
현재 직장 및 직책을 비교해 본다면 간접적으로 금오공고 졸업생들의 현재 사
회-경제적 위상을 판단해 볼 수 있다. 특히 1973년은 금오공고가 최초로 입학
생을 받았던 해로 우수한 자원이 몰렸을 뿐 아니라 (표 1-1 참조) 경기고등학
교 역시 고교평준화 정책이 시작되는 1974년의 1년 전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명문고로 많은 우수 자원이 입학했다. 차이가 있다면 금오공고 출신이 주로
농촌의 빈곤층 출신이 대다수였다면, 경기고등학교 출신은 도시로 유학이 가
능하거나 또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 ž 상층 배경의 학생들이 많았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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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금오공고 1기와 경기고등학교 72기 졸업생 비교
구분
공무원
금융업
기술직
기업경영
대학교수
종교인
법조인
언론인
연구직
의료직
자영업
정보없음
총계

금오공고 1기
명
(%)
35 (10.7)
12 (3.7)
67 (20.6)
88 (27.0)
11 (3.4)
4 (1.2)
2 (0.6)
3 (0.9)
12 (3.7)
2 (0.6)
29 (8.9)
61 (18.7)
326 (100.0)

경기고 72기
명
(%)
21 (3.5)
31 (5.1)
- (-)
96 (15.8)
153 (25.2)
5 (0.8)
34 (5.6)
8 (1.3)
27 (4.5)
72 (11.9)
- (-)
159 (26.2)
606 (100.0)

앞서 <표 1-5>에 나와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두 학교의 동창회 홈페이
지 ‘주소록’에 개제된 동문들의 직업분류 결과를 정리하면 위의 <표 5-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59) 먼저 직업의 구분은 공무원으로부터 자영업까지 총
12개 직종으로 구분하였고, 주소록에 직장 및 직책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나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정보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
무원’은 교사, 경찰, 군인 등 각종 정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
함하였고, ‘금융업’의 경우 은행, 증권회사, 회계사 등을 모두 포함하였다. 또한
‘기술직’은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설비, 운영 등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였고 ‘기
업경영’은 회사의 대표이사에서부터 상무, 전무 등 이사 이상의 임원진을 포함
했다. ‘대학교수’는 대학에서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인 졸업생만 포함했으며, ‘연
구직’은 각종 연구기관에 소속된 사람들을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조인’의
경우 변호사 뿐 아니라 판ㆍ검사까지, ‘언론인’은 PD와 기자, ‘의료직’은 대학
59) 홈페이지 주소록에서 자료를 정리한 시점은 2012년 8월 8일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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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부터 개인병원까지 모두 포함하였으며 ‘종교인’의 경우 모두 목사였
다. ‘자영업’의 경우 금오공고 졸업생은 홈페이지에서 구분하기 쉽게 스스로를
자영업 직종에 포함시킨 경우가 있었지만, 경기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는 홈
페이지에서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위의 표에서 음영처리 된 부분에서 보이는 것처럼 금오공고의 경우 전체
졸업생의 절반에 가까운 47.6% 가 ‘기업경영’과 ‘기술직’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반면 경기고의 경우는 41.0% 정도가 ‘대학교수’와 ‘기업경영’에 종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술직’의 경우 학교의 특성상 금오공고 졸업생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지만 ‘기업경영’의 경우 오히려 금오공고 출신
(27.0%) 이 경기고 졸업생 (25.2%) 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물론 금오공고 졸업생은 중화학공업과 관련된 중견기업을 주로 경영하고 있는
반면, 경기고등학교 졸업생은 현대와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대표이사 및 임원
으로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중견기업이라 할지라도 앞서 수기집이
나 인터뷰 결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세한 규모의 회사가 아닐 뿐 아니라 “한
국 기업데이터” (http://www.kreport.co.kr/)에 등록60)되어 있는 기업만을 대상
으로 했기 때문에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상층에 위
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위의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금오공고 1기 졸업
생의 경우, 농촌 빈곤층 출신으로서 도시 중상층 출신 자녀들 못지않게 지금
까지도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계층적 상승이동이 가
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아래 <그림 5-2>와 같이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시사점
을 던져준다. 경기고등학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도시로 유학이 가능하거나
또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 ž 상층 배경의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금
오공고는 대부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도 힘들었던 농촌의 빈곤층이었다. 즉
점선으로 표시된 것처럼 경기고등학교의 경우 도시의 중 ž 상층 정도의 배경
60) 한국 기업데이터 (http://www.kreport.co.kr/)는 국내 최고의 기업신용조사 평가 전문기
관으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신용 평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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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생들이 졸업 이후 계층적 유지를 가능하게 했다면, 실선과 같이 금오공
고의 경우 농촌의 빈곤층 배경의 학생들이 졸업 이후 계층적 상승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금오공고는 1970년대 중반 농촌 빈곤층이 기술 숙
련이라는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이용해 계층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이른
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해 준 것이다 (류석춘 ž 김형아,
2001).
<그림 5-2> 경기고와 금오공고 졸업생의 계층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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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요약 및 결론
이번 연구는 초창기 금오공고 졸업생의 경험을 중심으로 1970년대 초 중
화학공업화로 전환됨에 따라 정책적으로 양산된 ‘1세대 숙련공’들에 대한 연구
이다. 이들이 어떤 과정으로 어떤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고, 어떤 경로를 따라
삶의 궤적이 변화해왔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1970년대 교육정책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특히 1968년의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와 1974년의 고등학교 평
준화 정책은 중화학공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창출 및 공급하는데 결정적인 역
할을 했다.
먼저 수기집 분석을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금오공고 졸업생들은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문계 고
등학교 대신 공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정부의 재정적 혜택을 받고 입학하
였다. 특히 전액 장학금이 보장된 금오공고는 이들이 계층 상승에 필요했던
고등교육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었다. 금오공고
입학 후에는 기능올림픽 선수로 출전하는지의 문제가 매우 중요했다. 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 한 이후엔 기술하사관 (RNTC)으로 5년간 근무하며 실무를
접하였고, 마지막으로 전역 이후에는 대학에 진학하거나 곧 바로 산업현장에
진출하여 사회생활을 했다.
금오공고 졸업생들에게 기능올림픽 출전과 대학 진학이 중요해진 까닭은
1980년대 공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축소되면서 이들이 갖고 있던
혜택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사회에 진출
하고자 했던 몇몇 금오공고 졸업생들에게는 대학진학이 중요했다. 또한 금오
공고 졸업생들의 경우 일반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
능올림픽 선수로 출전하여 입상해야 했다.
두 번째로 금오공고 졸업생들의 구술내용을 분석한 결과 첫째, 금오공고
졸업생들은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충분한 개인적 자질이 있었음
- 91 -

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장학금이 보장되었던 금오공고에 진
학하였다. 둘째, 금오공고 졸업생 대부분은 기술하사관 (RNTC) 으로 5년간
유급 복무를 해야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었
다는 것은 금오공고 졸업생들의 숙련의 정도가 우수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하
지만 금오공고 졸업생 중 대학에 진학한 경우,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들에 비해 입사나 승진 과정에서 약간의 불이익은 존재했다. 결과적으로 우수
한 개인적 자질을 갖고 있었던 금오공고 졸업생들에게는 기술하사관 제도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금오공고 졸
업생들은 기능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거나 군 전역 이후 대학에 진학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고졸’이란 신분을 극복하고 ‘대졸’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
한다. 하지만 금오공고 졸업생들의 평균적 기술 수준이 다른 숙련공들에 비해
우수했기 때문에 고졸 신분을 유지한 졸업생들도 중화학공업 분야와 관련된
중견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원진에서 활동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지위
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금오공고 졸업생의 생애 경험은 농촌 빈곤층 배경의 학생들이 금
오공고를 통해 계층적 상승 이동하여 도시의 중산층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
다. 물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쓰는 수기집과 동창회장이 소개해
준 성공한 졸업생의 생애만을 분석했다는 점은 이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과정에서 불만과 억압의 대상이었던 노동자
의 모습이 아니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노동자의 모습
을 보여줄 수 있었던 점은 이 연구가 가진 장점이라 생각한다. 향후 같은 시
기 다른 공업계 고등학교나 직업 훈련소 출신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교 분
석을 시도한다면, 한국의 산업화 초기 1세대 숙련공의 생애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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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Life History of Skilled Workers
in the Early Stage of Heavy-Chemical Industry:
Focusing on the KUMOH Technical High School Graduates
JI, Min Woo
Dep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trace the life changes of the skilled workforce in South
Korea trained on the early stage of heavy-chemical industrializ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KUMOH Technical High School graduates’ oral life histories. Focusing
on the education policy carried out with the development of heavy-chemical
industry, this study investigates where those first generation of Korean skilled
workers are as well as how they could acquire the skills.
The research subjects are the first batch graduates to the tenth of KUMOH
Technical High School who entered the school from 1973 to 1982. Since the
governmental supports for technical highschool policy had changed starting from
early 1980, the study confined its subject to the skilled workforce trained during
the initial stage of the industrialization. Analytical methods of the research are
threefold: First, tracing KUMOH Technical High School graduates’ path of life
through memoirs written by alumni. Second, categorizing their lives into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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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 types after having in-depth interviews with nine graduates. Lastly,
grasping current socioeconomic status of KUMOH alumni in terms of current
occupation and job position by comparing them with Kyunggi High School
graduates of the same class year.
First of all, by analyzing memoirs, it becomes clear that KUMOH graduates
must have pondered on choices between ‘going to college’ and ‘entering the
Vocational Training Competition.’ As government support for technical education
was curtailed in 1980s, a special favor to the technical expertises of KUMOH
graduates in the early industrialization period dwindled. Consequently, KUMOH
graduates chose to go to college in order to be provided with much more
favorable terms when they enter the workforce and it was highly important for
them to be selected as players and win a prize at Vocational Training
Competition.
Next, it is revealed from analyzing oral life histories of KUMOH graduates
that, first, in spite of having decent qualities enough to go to academic highschool,
they went to technical highschool due to poor family background. Second, most of
the KUMOH graduates had to serve as RNTC, a paid job, for five years. The fact
that they were able to join the practical field right after the graduation
demonstrates that they were highly skilled. For those who went to college right
after graduation, however, experienced a bit of disadvantage in the recruiting or
promotion process that they had to put up with being compared to those who
graduated from academic highschool. All in all, it is deemed that RNTC system
was not able to fulfill KUMOH graduates’ high expectation since they were of top
quality in term of technical expertise. Third, KUMOH graduates have striven hard
to narrow the gap between college graduates and themselves, who only have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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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diploma, either by participating in vocational training competition or going
to college after being discharged from military service. Since KUMOH graduates
retained much more superior competence than the average skilled workers did,
they were able to obtain socioeconomically stable status in the end by taking the
CEO position of a middle-standing enterprise of heavy-chemical industry or
becoming senior executives.
The life experiences of KUMOH Technical Highschool graduates show a
case of social mobility, the story of students from poor rural families attaining
middle class lifestyles in the cities, thanks to their highschool. The study has its
own limit, of course, that it only analyzes memoirs written by those who have
lived fairly successful lives and life histories of distinguished graduates introduced
by the alumni president. Nonetheless, a strong point of this study lies in the fact
that, instead of focusing on typical grumbling workers who are subject to
repression, it lights up an aspect of enthusiastic workers who challenge their lives
in order to accomplish their lifetime goals. If a comparative analysis could be done
with a study on those who were from another technical highschool or a vocational
training school in the same period, the lives of the first generation of skilled
workers in the early stage of Korean industrialization would be better illuminated.


Key words : Heavy-Chemical Industry, KUMOH Technical High School, Oral Life
History, Middle Class, Competence, Training Skilled Workers, RNTC,
Vocational Training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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