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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이 연구는 노동교육의 변화에 한 사례 연구로 새로운 형태의 노

동교육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며, 기존의 노동운동  노조 문화와 

갈등하는 양상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흐름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밝히

는데 그 목 이 있다. 

노동운동의 기 속에서 민주노총교육원은 노동운동의 기 극복을 

하여 의미 있는 교육  노력을 해왔다. 2000년  반부터 시작한 

교육원의 노동교육 로그램들은 간부들의 ‘ 된 노동운동에 한 

피로’, ‘삶과 노동운동의 괴리’에 해 주목하 고, ‘노동운동 망 상

실’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획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민주노총교

육원의 교육담당자들과 ‘노동운동지도자과정’을 수강한 학습자들에 

한 심층면담을 주요 자료로 수집했다. 

많은 노조간부들은 노동운동에 깊게 매몰된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할 여유를 가지지 못하 고, 이로 인해 삶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노동운동의 망을 내다보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었다. 기존의 

노동교육은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에서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

는 간부를 양성하는 것에 이 맞추어져 있을 뿐, 간부 개개인의 

삶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조명하지 못하 다. 

민주노총교육원에서는 기존의 노동교육이 가지고 있던 기능론 인 

한계를 지 하며, 학습자인 노동조합 간부들의 고유의 삶을 시하

는 노동 교육으로의 변화를 시도하 다. 연구자는 조직의 입장에서 

간부들의 역할 심으로 교육하 던 기존의 노동교육을 ‘조직 심 

노동교육’, 노동자 고유의 삶에 한 성찰과 자유로운 토론을 시

하는 새로운 방향의 노동교육을 ‘사람 심 노동교육’으로 정의하

다. ‘사람 심 노동교육’이 기존 노동교육과 가장 다른 지 은 노동

자가 “노동자 해방”이라는 이념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한 성찰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가 심이 되어 극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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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의미를 재구성한다는 이다. 

‘사람 심 노동교육’에서 학습자는 노동운동의 의명분 속에 감춰

져 있던 자신의 진정한 감정 상태를 직시함으로써 자신이 안고 있었

던 문제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었으며 그들은 자신의 삶에 기반을 

두고 노동운동의 의미를 탐색할 수 있었다. 이후 간부들은 민주노총

교육원의 ‘노동운동지도자과정’을 소속 조직에서 직  운 하거나, 혹

은 극 으로 심리상담 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후속 학습활

동을 이어나갔다.  

민주노총이라는 조직 안에서 ‘사람 심 노동교육’은 상당히 이질

인 교육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약 없고 자유로운 토론

이 가능하다는 ‘노동운동지도자과정’의 장 은 ‘사람 심 노동교육’의 

을 조직 안에 비교  성공 으로 자리매김하게 하 다. 특히 조

직의 입장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토론은 학습자들이 노동운동 

기에 경험하 던 ‘학습소모임’의 기억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

다. 학습의 공간에서 마련된 자율  토론이 조직문화의 발  변화

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평생교육 연구에서 ‘학습의 장’ 자체

에 한 논의의 요성을 시사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지도자과정’은 민주노총 조직 내 교육 체계에서 최고  과정

으로 노동교육으로 기획되었지만 형식 인 차원의 최고  과정이라

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조직의 지침’에 지나치게 매몰된 

간부보다 ‘개인 인 생각’이 많은 간부를 길러내는 것이 ‘사람 심 

노동교육’의 지향 이었고, 이는 그동안 경직되어 왔던 노동조합 조

직문화 변화의 시 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는 부분이다.  

주요어 : 노동교육, ‘사람 심 노동교육’, 성찰, 조직문화 변화

학  번 :  2012-2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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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   필요성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한 사회 각 분야별 노력은 사회운동이라

는 극 인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노동운동은 우리

나라 사회운동 안에서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궁극 으로 노

동자 해방의 사회를 만들기 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민주노

조 운동은 노동조합 자체를 결성하는 것조차 어려웠던 1970～1980

년 를 지나오면서 한국의 민주화에도 큰 공헌을 했다.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부터 삶의 질 향상을 한 활동까지 노동조합은 노동운동

의  방 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합법 인 역에서 이루어지게 된 1995년 이후

에도 “노동운동의 기”에 한 문제는 지속 으로 제기되고 있다. 

노동조합 합법화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은 외면 으로 많은 발

을 이루었지만, 반면 고용 안정과 같이 이 과는 다른 성질의 노

동문제들이 생겨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자 안에서의 계

층 분열은 사회  지지를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  하나가 되었고, 

법 체계의 변화나 사회 인식 개선과 같은 좀 더 근본 인 역에서

의 해결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소외 받는 노동자들을 해 노동조

합에서 해야 할 활동들은 늘어났으나, 한편으로 노동조합은 과 

같은 사회 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 노동조합은 노동자에 

한 부당한 우 개선과 사회 지지 확보의 두 가지 힘겨운 싸움

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한편, 자본에 친화 인 정부가 지속 으로 들어섬으로써 노조 간

부들의 역량이 늘 최 치로 발휘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  연

의식의 약화는  노동조합을 자신들만의 역으로 움츠러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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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노동운동은 차 각 부문별 사회운동 안에서도 하나의 섬으

로 고립되어갔다. 지역사회나 시민사회운동 등과  교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회운동에 비하여 타 사회운동과의 결합은 비

교  은 편이었다. 노동조합이라는 거 한 단 의 존재는 다른 사

회운동과의 극 인 교류의 필요성을 낮추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기도 하다. 하지만 타 사회운동에 한 배타성은 ‘노동자 해방’의 사

회의 도래를 한 활동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 다.

노조를 이끌어가야 하는 조합 간부들은 그 에서도 노동운동의 

기를 가장 피부 가까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다. 노조 간부들은 

비 조합원들을 노조 안으로 조직하고, 조직된 조합원들이 노조 활

동에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는 동시에, 고용

주와의 투쟁 상황에 닥치면 승리를 쟁취하기 한 갖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사회 깊숙이 침투한 신자유주의의 향은 이

러한 활동의 각 단계에서 어려움을 가 시키고 있었다. 노조 간부들

은 조합원들을 이끌고 마치 막다른 벽 앞에 선 형국에서 어떤 방법

으로든 이를 극복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

조를 포기하지 않고 노조 간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

지만 간편한 방법은 자기 희생을 통해 노조를 이끄는 것이다. 간부

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노동운동에 삶을 투신하 다. 이미 20 

여 년  노동운동 창기에 자신을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간부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자기 희생의 시간 속에 자기 희생의 감각조차 무

뎌져 가고 있었다. 오랜 기간 쌓여온 강도 높은 피로감은 많은 간부

들이 조합의 지침을 그 로 수용하게끔 하 고, 노조 내부에서는 노

동운동 자체가 성화 된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 인 분 기도 감

돌았다.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해 존재하고 있는 노동조합 

안에서 노동운동의 최 선에 서 있는 간부들의 삶의 질이 오히려 

낮아지는 모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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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교육은 주로 노동운동과 노동조합 구성을 해 존재

했다. 말하자면, 노동자라는 개인  시민  차원의 존재를 설정하기 

이 에 사회 으로 격화된 노동투쟁의 흐름 안에서 그 진 을 확

하고 진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부여된 투쟁방법과 의식화에 

이 맞추어져 있었다(한숭희, 2002). 따라서 노동교육의 부분은 

재 구축된 노동조합의 진지를 견고히 하기 한 구조와 의식을 재

생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의 활동  교육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민주노총에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연구자는 

우리나라 양  노동조합  하나인 민주노총에서 노동운동의 기 

극복을 하여 각 부문별로 시도 인 여러 노력들을 찰할 수 있

었다. 그 하에 설립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교육원(이하 민주노총

교육원)은 그 목  자체에 있어서 기존의 의식과 구조 재생산이라는 

틀을 넘어서 ‘노동자라고 하는 한 인간’의 삶을 보다 포 으로 조

명하고 활성화하려는 차원에서 수립되었다. 노동운동의 기 속에서 

민주노총교육원은 노동운동의 기 극복을 하여 의미 있는 교육

 노력을 해왔다. 2000년  반부터 시작한 교육원의 노동교육 

로그램들은 간부들의 ‘ 된 노동운동에 한 피로’, ‘삶과 노동운동

의 괴리’에 해 주목하며, 이를 통해 나타난 ‘노동운동 망 상실’이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획되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이 가지는 의미에 주목하 으며, 특히 민주노총교육원  그 운  

로그램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며, 이것들이 기존의 노동운동  

노조 문화와 갈등하는 양상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흐름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밝히는데 그 목 이 있다.

민주노총교육원은 우리나라 주요 노동조합단체  하나인 민주노

총이 노동교육 담부서로서 설립한 부설기 이다. 연구자는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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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지속 으로 민주노총교육원의 교육 사업에 진행요원으로 

참여하는 한편 이 기 이 시도하는 노동교육 역 확장을 지향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직  찰하 다. 참여 찰은 로그램의 기획  

회의 참여와 운  스텝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객 인 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연구자의 시선을 통해 로그램의 반을 

찰하 다. 특히 주목해 보았던 부분은 기존 노동교육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회민주주의, 지역 동조합, 환경과 노동의 계 등 안공

동체와 련된 담론, 나아가 노동운동 활동가의 심리치유 역까지 

포함하는 로그램들이 교육원을 심으로 민주노총 내에서 구상되

고 있었다는 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변화가 기존의 민주노총의 문화  흐름과 충돌하

면서 체 인 노동운동의 이해 패러다임에 미묘한 긴장과 갈등을 

가져오는 것을 찰하 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노동운동과 교육

의 계, 즉 노동운동의 이념과 운동역동이 교육의 내용과 목 을 

규정하는 일방  흐름을 넘어서, 교육을 통한 조직과 삶의 변화가 

거꾸로 노동운동과 조직의 흐름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주는 방

식으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을 읽어낼 수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은 민주노총 내부의 수많은 토론과정에서 실

화되었는데, 컨  민주노총교육원의 노동교육 계자 네트워킹 포

럼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민주노총교육원 계자와 민주노총 사무총

국 계자와의 간담회1)에서 나타는 다음과 같은 쟁 들에 한 합

의는 그러한 변화의 필연성을 잘 보여 다.  

첫째, 민주노총 노동운동은 조합원들의 삶과 교육의 내용이 잘 부

합되지 않는다는 이다. 지 까지의 교육은 주로 임 투쟁 주로 

진행되었고, 노동조합 한 노동쟁의 련 교육에 많은 시간을 쏟았

1) 일시: 2013. 11. 13. 

장소: 민주노총교육원

참석자: 한석호, 이선옥, 최은계, 윤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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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주택문제나 자녀교육문제와 같이 조합원들의 일상생활과 

한 련이 있는 주제들은 왜 다루어지지 않는지에 한 의문들

이 제기되었다. 

둘째, 노동운동은 사회운동을 하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

회운동 단체와의 연 가 부족하며, 폐쇄 이라는 이다. 노동운동 

활동가들은 최근의 노동운동이 사회운동 사이에서 서로 향을 주

고받기보다는 배타 인 성질의 조직활동으로 비춰진다는 사실을 인

식하고 있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며 받는 노동교육을 통해 노동조

합원들은 오히려 배타 인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내부

인 지  한 존재하 다. 노동조합이라는 조직 안에 고정된 시야

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의  역을 고려하는 보다 확장된 에

서 노동자의 존재와 삶이 교육을 통해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

기되었다.

최근 민주노총교육원 노동교육 변화의 핵심은 이데올로기  학습

에서 나아가 학습자의 삶 자체를 들여다보는 교육으로의 변화, 그리

고 노동자이자 민주시민의 일원임을 인식하는 사회  연 의 강화

에 있다고 보는데 있다. 이러한 에 터하여, 노동자의 존재와 삶의 

의미에 한 구체 인 교육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노총교

육원과 교육 로그램에 해 탐색해보았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는 우리나라 노동교육의 역사  맥락에 한 이해를 바탕

으로 노동자의 삶을 조명하는 노동교육의 최근의 변화에 한 사례

를 기술하고, 교육  의미를 탐색하는 것에 주안 을 두었다. 이를 

하여 노동운동의 시 별 요구가 노동교육에 어떻게 반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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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노동운동을 둘러싼 문제의식이 최근의 노동교육 변화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에 한 역사  배경을 먼  이해하고자 하 다. 

엄 히 말하여 민주노총교육원의 노동교육에 한 변화의 시도는 

민주노총이라는 조직 안에서 주류 인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 히 노동조합 교육의 가장 기본 인 내용으로 노동조합에서 간

부가 수행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로그램들이 우선시되며, 노동자로

서의 정체감 형성을 한 교육 로그램을 가장 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민주노총에서 부설기 으로 교육원을 설치하여 운

하고 있다는 은 조직이 노동교육 고유의 문성을 인정하는 것

이며, 공식 으로 노동교육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이다. 한 내부 으로도 노동자들의 삶을 포용할 수 

있는 노동교육 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간부들이 차 늘어

나고 있는 추세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변화가 기존의 민주노총의 문

화  흐름과 충돌하면서 체 인 노동운동의 이해 패러다임에 긴

장과 갈등을 가져오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민주노총교

육원의 교육 로그램이 기존의 노동운동  노조 문화와 갈등하는 

양상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교육  흐름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밝히

고자 하 다.

이 문제에 한 구체 인 연구는 ‘민주노총 노동운동지도자과정’이

라는 교육 로그램 기획자  참여자들에 한 인터뷰와 로그램 

참여 찰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보다 구체 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노총교육원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한 은 무엇이

며, 그러한 은 노동교육에 어떤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는가? 

둘째, 학습 상인 노조간부들은 민주노총교육원의 노동교육에 

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한 변화와 수용의 과정은 어

떠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셋째, 민주노총교육원의 새로운 교육  시도는 조합 내에서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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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수용되고 있으며, 의의와 한계는 무엇인가? 

3.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민주노총교육원에서 진행하는 로그램에 한 참여

찰, 계자와 학습자들에 한 심층면담을 심으로 한 질 연구방

법을 사용하 다. Merriam(2005)에 의하여 사례에 집 하면서 주요 

참여자들에 한 상호작용에 한 발견과 심층  이해를 통해 보다 

생생하고 구체 으로 상을 드러내고, 찰, 기록한 실제에 한 

이론  해석을 시도하 다.  

연구를 해 민주노총교육원의 교육담당자들과 ‘노동운동지도자과

정’을 수강한 학습자들에 하여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

집했다. 보조 자료로는 교육원 기획회의와 로그램 운  과정에 참

여 찰한 연구자 개인의 경험과 기록, ‘노동운동지도자과정’ 로그

램의 활동보고서, 민주노총 노동교육 련 문서를 수집하 다. 

참여 찰은 학습과정의 역동 속에서 학습자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

용,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등을 이해하는데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 

연구자는 2013년 9월부터 민주노총교육원의 업무에 참여함으로써 

로그램 운 에 한 구체 인 이해와 심층 인 인과 계를 악

하 다.

한 민주노총교육원에서 사용하는 교재, 자료집, 회의 문건과 함

께 학습자들의 학습 보고서를 함께 수집하 다. 민주노총교육원의 

교재  자료집을 연구함에 있어서 교재 제작의 과정을 함께 하고, 

한 로그램 진행  회의에 참석하여 계자들의 생각과 단을 

직 으로 찰할 수 있었다. 회의 내용을 통해 조합 내부에서 교

육원의 교육 사업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한 지 도 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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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었다. 학습자들의 활동보고서는 로그램에서 학습자들의 

활동 반과 로그램에 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문건이다. 이 

에서 로그램 평가는 학습자들의 생각이 가감 없이 드러나 있어 

학습자의 변화 양상에 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참여 찰을 통해 드러나거나 문헌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단서를 찾기 해 심층면담 기법을 사용하 다. 심

층면담은 2013년 7월 18일과 2014년 상반기, 2014년 하반기 세 차례

에 걸쳐 실시하 다. 면담 상자는 민주노총교육원 교육담당자 3

명, ‘노동운동지도자과정’ 학습자 6명, ‘노동 학’ 학습자 1명, 총 10

명이다. 심층면담의 과정에는 기존의 노동교육과 시민교육에 해 

다루었던 문헌들에 한 검토를 포함하여, 계자와 학습자들에 맞

는 문항제작에 한 연구가 선행되었다. 

민주노총교육원 계자들에게서는 노동운동활동과 련된 생애사 

면담을 기 로 재 그들이 노동교육에 해 갖고 있는 철학을 드

러내고, 그것이 교육 로그램 운 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분석하

다. 학습자들에게도 역시 노동운동 투신의 생애사 면담을 기 로 하

으나, ‘노동운동지도자과정’이라는 로그램에 보다 을 맞춘 

질문을 하 다. 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학습동기에서 시작하여 평

소의 학습활동, 로그램이 끝난 이후에 학습자들의 삶에 미친 향

이나 변화에 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2) 분석

이 연구는 질 연구에 기반을 둔 연구 분석 방법을 사용하 다. 

주요 연구자료인 심층면담 자료는 녹음 기록의 사를 하는 과정에

서 수차례 읽기를 통해 분석을 시작했다.  

연구의 자료 수집과정에서 심층면담보다 먼  수행했던 것은 민주

노총교육원의 교육기획 회의와 교육 로그램들에 한 참여 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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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민주노총교육원의 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한 

배경을 미리 탐색하고, 교육 로그램의 운  방식과 특징에 해 

참여 찰을 통해 노동조합운동의 상황에 한 배경지식을 축 했다. 

이러한 배경지식을 통해 분석과정에서 노동조합 노동자들의 언어를 

보다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사와 코딩을 할 수 있었다.

심층면담 상자는 두 그룹으로 나 었는데 첫 번째 그룹은 민주

노총교육원 교육담당자(3명), 두 번째 그룹은 노동교육 학습자(7명)

이다.

두 그룹 모두에게 했던 공통질문은 노동운동과 노동교육에 한 

개인의 생애사 다. 심층면담에 참여했던 연구참여자들은 부분 80

년 를 후로 하여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활동가들로 우리나라 노

동운동의 흐름의 세부 인 사건들에 해 풍부한 구술자료를 제공

해주었다. 연구참여자들의 개인  노동운동사는 노동운동과 노동교

육의 역사  흐름에 한 문헌자료를 분석하는 데 연구자의 이해를 

돕기 한 교차 인 자료로서 활용하 다. 한 노동운동에 한 생

애사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교육에 한 각자의 

철학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는 ‘노동운동과 삶에 한 자신의 생

각’이라는 키워드로 분석을 하 다.

그룹별로 코딩의 키워드를 달리하 는데, 교육담당자에게서는 ① 

노동교육 경력과 문성 구축 과정, ② ‘노동운동지도자과정’의 기획

과정과 의도, ③ ‘노동운동지도자과정’의 기획과 운 에 한 피드백, 

④ 노동교육을 둘러싼 조직과의 갈등, ⑤ 기획하고 싶은 노동교육을 

키워드로 하여 코딩하 다. 

학습자들의 심층면담 자료에서는 ① 참여했던 노동교육 경험, ② 

‘간부교육’에 한 인식, ③ ‘노동운동지도자과정’의 참여동기, ④ ‘노

동운동지도자과정’에 한 학습자 피드백, ⑤ 로그램 수강 이후의 

변화, ⑥ 본인이 원하는 노동교육의 키워드로 코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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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별로 조직한 자료는 다시 세부 인 하  항목으로 구분하여 

배치하는 작업을 하 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 질문에 한 해답을 

구체화 하고, 각 항목 간에 논리 인 계를 설명할 수 있었다.

심층면담자료를 읽으며 키워드에 맞게 분석하는 작업은 연구 체

에 한 통찰력을 필요로 하 으며, 각 키워드 간 연결지 의 논리

 계 성립의 여부는 연구자가 참여 찰을 하 던 민주노총교육

원의 이선옥 원장(가명)에게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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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동운동과 노동교육의 흐름

1. 노동교육 련 선행연구

1) 노동교육의 정의

우리나라에서 노동교육은 용어를 쓰는 주체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김민호(1994)는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노동교육의 용어

에 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 다. 첫째는 사회교육의 한 분야로

서 규정된 교육 역으로서, 일반 인 노동 역량  문화 등을 개발

하고 진하는 교육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입장이며, 둘째는 노동을 

한 능력개발보다는 계 인 노동의식과 투쟁방법을 숙련함으로

써 노동운동의 개를 지원하는 교육훈련과정으로서, 주로 노조결성

과 투쟁 그리고 집단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교육을 

일컫는다.  

먼 , 사회교육의 한 분야로서 노동교육을 바라보는 은 후자

의 노동교육보다는 의의 개념인데, 컨  정우 (1988)은 인간의 

본질은 이성과 노동을 제로 하며, 평생교육을 ‘인간교육(규범교

육)’과 ‘노동교육(생활교육)’으로 구분함으로써 노동교육을 평생교육

의 한 부분으로 이해했다. 이때 인간교육은 인간의 실제  삶을 향

상시키는 교육인 반면, 노동교육은 일과 노동의 차원에서 개인의 잠

재력을 개발시켜 과 동시에 노동으로 인해 생기는 인간소외 문제

를 극복하기 한 교육으로 보았다(정우 , 1988).

이에 하여 노동교육을 노동운동을 한 집단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교육으로 보는 으로 이 사태를 이해하는 경우

는  다시 몇 가지 하  범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컨  그것을 

노동조합실무교육에 한정하거나 혹은 그 수 을 넘어 노동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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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의 포 인 이념교육 등으로까지 범주를 확장하는 경우 

등이 있다. 를 들어 김 수(1988)는 노동교육을 노동 의 투쟁

과 조직을 강화하고 확 하기 해 국가 권력으로부터 가해지는 공

격에 응할 수 있는 노동자로서의 주체 인 자각을 고양시키는 과

정으로 정의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단지 쟁의 장면에서만 그 효

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니며, 노 표(2000)가 말하는 것처럼, 이러한 

노동교육은 노동조합활동을 더욱 효과 으로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통합 으로 정의한 것으로서 김정일

(2006)의 정의를 들 수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노동교육에 한 정

의를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사회변 운동의 주체로서의 

노동자의 의식함양을 한 수단으로서의 노동교육. 둘째, 노동조합

의 조직 강화를 한 수단으로서의 노동교육. 셋째, 노사 계 진보

를 한 노동교육. 넷째,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서의 노동교육. 다

섯째, 노동자의 인간  삶의 성장을 한 노동교육이다. 이와 상응

하는 것으로서 노동교육의 내용은 주로 다음의 네 가지 차원을 포

한다. 즉, 첫째, 노동자가 되는데 필요한 직업 , 기술 , 지  역

량(skill)의 획득, 둘째, 노동자로서 자기 확신감, 노동의 존엄성  

정  자아개념의 획득, 셋째, 노동자의 권리와 그 권리를 보호 향

상하는 방법의 이해, 넷째, 노동자의 지 , 권리  상, 노동의 국

제  분업 그리고 자본의 흐름 등에 향을 미치는 사회 , 국가 , 

국제  힘들에 한 이해 등이다(Pandey, 1980; 김민호, 1994, 재

인용).

민주노총 건설 이후 민주노총에서 진행되었던 노동교육 로그램

들은 주로 노동조합의 형성과 유지를 한 수단으로서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노동법에 기 한 노동자의 권리 찾기, 기업주를 상 로 

한 노동쟁의 방법의 숙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하여 신자유

주의 체제에 매몰되지 않는 노동운동 활동가 양성 등, 노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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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육은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최종 으로는 노동조

합의 확장과 유지를 한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조직  활동으로 

이해해 왔다. 이러한 에서 통상 노동조합의 노동교육을 노동조합

원들을 한 쟁의 교육에 한정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노동조합의 존재이유를 생각한다면 노동쟁의의 상황에 당면

하 을 때의 노동 문제 해결을 한 교육 로그램은 여 히 요

한 역이다. 그러나 최근 신자유주의 체제의 두로 인한 노동 운

동의 쇠퇴, 정보화 사회 노동자들의 다양한 교육  요구 등을 배경

으로 하면서 노동조합의 교육 담당자들은 좁은 의미의 노동운동의 

맥락에서 보다 인간과 삶의 역으로 확장된 교육  시각을 통해 

노동교육의 새로운 역할과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컨  앞에서 김정일이 제시한 노동교육의 성격  다섯 번째인 '

노동자의 인간  삶의 성장을 한 노동교육'이 차 요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교육은 조합원을 우선 인 상으로 삼지만, 그 내용

과 효과에 있어서 기존 노동조합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조합에 속하

지 않은 '비조직 노동자'들에게도 여 히 필요한 ‘일반교육’  측면

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사실, 노동자는 사회  계 속에서 노동자

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주시민 혹은 자유인으로서

의 정체성으로 함께 규정되기도 한다. 를 들어, 노동자는 민주주

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이기도 하며, 가족 간의 계에서는 부모나 

자식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구성

원이기도 하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교육의 내용  측면에서는 노동

자들의 실과 그들의 삶을 반 할 수 있는 노동교육이 새롭게 고

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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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교육의 목 과 내용

노동조합의 교육은 조합원들이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하도록 

하기 한 분명한 목 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부

분 기업 내 노동조합의 형태로 개 조합원들은 기업에 입사하여 

노동활동을 하는 동안 조합에 가입하게 된다. 노동자로서의 정체성

을 충분히 인지하고 가입하는 조합원들도 있지만 그 지 않은 조합

원들이 부분이다. 

노동조합은 세계를 지배와 피지배, 구체 으로는 사용자와 노동자

의 립 계로 보고, 사용자들은 그들의 지배  이해 계를 변하

는 이데올로기를 ‘보편 인 것’으로 인식시키는 작업을 지속 으로 

수행한다고 믿는다. 컨  정민승 등(2005)은 그러한 지배구조의 

재생산, 즉 지배계 이 우리 사회의 희망, 두려움, 꿈에 한 담론을 

독 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작업장에서의 리  규칙을 선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태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소  표방된 ‘행복한 노사

계’ 속에서 노동자들은 가족주의  분 기에 동화되며 지배계 의 

희망의 담론에 가능성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진정한 노동자 의식’을 갖추기 한 자발 인 노력을 한다

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정민승 외, 2005). 따라서 조합원을 

상으로 그들이 구성하는 세계의 본질에 한 자각과 함께 노동과 

노동조합에 한 이해, 그리고 그 정체성을 일깨우는 교육이 조합 

활동에서 매우 요하게 다루어지게 되며, 이러한 교육은 노동조합

의 단 아래 계획 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결국면에 한 쟁 화

를 주요 맥락으로 한다(장명국, 1986). 

물론 이러한 결국면만을 다루는 것이 노동교육의 부는 아니

다. 사실 노동교육은 실제로 노동문제2)의 구체  차원을 넘어 좀 더 

넓은 맥락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노동자는 노동과 일의 세계에서

2) 노동문제는 통상 노동시장, 노사 계  노동정책 등을 포함한다(한국노동사회

연구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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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이기도 하며, 사실 

노동문제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그것이 노동자와 자본가의 직

립이라는 계를 넘어서 국가 경제활동과 련된 주체인 정부의 노

동정책과 혹은 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연 성을 동시에 

포함하는 문제라는 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노동자 혹은 노동문제의 심 역은 노동 역에

만 한정되지 않는다. 노동자는 일터와 일터 이외의 공간에서 살아가

고 있으며, 노동문제는 직 인 노사 계의 차원을 넘어 보다 포

이고 복잡한 양상을 띤다. 이러한 문제들을 노동자의 삶의 조건에

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방안을 모색할지에 한 통찰이 노

동교육에서 고민될 수밖에 없다. 노동교육 내용의 통합성과 실성

이 복합 으로 탐색되어야 하며(김민호, 1994), 노동자 기술교육, 정

치교육, 교양교육등이 노동자의 삶의 실에 바탕을 두고 융합될 필

요가 차 증가하고 있다. 이제 노동교육에서도 노동자의 삶을 바탕

으로 하는 인교육이 고민되기 시작한다(김민호, 1994). 

3) 노동교육의 유형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05)는 노동교육을 교육주체, 교육 상, 교육

내용을 심으로 하여 유형화하 다. 한 교육주체로는 노동자조직

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크게 구분하여 세분화하 다. 교육 상별로

는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따라 비조합원과 조합원으로 나 고, 조합

원의 경우를 좀 더 세분화 하 다. 교육의 내용별 유형은 교양교육, 

직업교육, 정치교육 역의 세 역으로 나 었다. Peers(1972)는 노

동교육을 인문학 심의 노동교육과 기술 심의 노동교육으로 구

분하 고, 기술 심의 노동교육을 노동조합 운동의 실무지식과 과

학기술로 구분하 다. 이러한 구분 방식은 노동교육 내용을 일반교

육(교양교육), 직업교육, 정치교육으로 삼분하는 통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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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jnc, 1988; 김승한, 198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1, 재인용). 이

러한 구분 방식에 따라 노동교육 내용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

다. 다음의 <표 1>, <표 2>, <표 3>은 노동교육 유형의 세 가지 

분류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구 분 주 체 종 류

노동자 

조직이 

교육주체인 

경우

노동조합 중앙조직, 산별연맹, 단위조합 등

노동자 

정치조직
노동자 정당 및 기타 정치조직

노동자 

학습조직

노동자 소모임, 노동자 문학회, 지역노

동자회 노동교실, 노동교육기관 졸업생

들의 후속 모임 등

노동자 

조직 

외부가 

교육주체인 

경우

기업
개별 기업, 경단협, 경총, 전경련, 중소

기업 중앙회 등

정부
노동부, 기타 정부부서, 한국노동교육원 

등 

학교
대학, 대학원의 정규과정 및 대학 사회

교육프로그램 등

민간단체

노동연구소, 시민단체, 언론기관, 종교

기관, 야학, 노동상담소, 사이버 노동대

학 및 기타 지식인들이 주도하는 노동자 

교육기관 등

*출처: 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연구원(2001) 

<표 1> 교육주체별 노동교육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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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 상 종 류

노동조합 가입 여부

비조합원 비조합원 교육

조합원

일반 조합원 교육

간부 교육

지도자 교육

*출처: 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연구원(2001) 

<표 2> 교육 상별 노동교육 유형 

구 분 내 용 종 류

노동의 인간형성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

교양교육 영역 교양지향 노동교육

노동의 기술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

직업교육 영역 능력지향 노동교육

노동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

정치교육 영역

정치지향 노동교육

경제 및 실무지향 노동교육

협조지향 노동교육

*출처: 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연구원(2001) 

<표 3> 교육내용별 노동교육 유형 

노동교육의 세 가지 유형을 통해 살펴보자면 민주노총교육원의 교

육은 노동자 조직이 주체인 교육이며 세부종류로는 노동조합의 

앙조직이다. 이러한 교육이 노동조합이라는 조직 안에서 폐쇄 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노동조합 조합원  간부가 주요 교육 상이 된다. 

교육 내용 인 면에서는 비교  복합 인 유형들이 존재한다. 여러 

교육 로그램 가운데 노동의 인간형성  측면이나 사회  측면을 

강조하는 교육이 있는 한편, 교양 역을 더 강조하는 로그램도 

있다. 한, 정치교육 역에서 노동자의 권리 보호나 노동자 계

의 자각, 노동조합의 조직 강화 등의 주제를 강조하는 교육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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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한 이러한 범주에 완벽히 부합하지 않는 새롭고 특이한 교

육 로그램들도 종종 선보인다. 컨  노동자 심리치유나 소통, 시

민사회와 노동조합 외의 진보  운동들에 해 다루는 로그램 등

이 있다. 

이 연구에서 집 으로 다루게 될 민주노총교육원의 ‘노동운동지

도자과정’ 로그램은 내용상으로 노동자 교양, 정치,  실무 등을 

한 통 인 내용과 함께, 심리치유  비노동 시민사회  성격을 

띠는 내용 등을 함께 포함하는 새로운 양태의 교육과정이다. 다시 

말해 통 인 계 의식  노동쟁의 심의 교육을 넘어서 노동자

의 일상성과 삶, 연 , 치유 등의 키워드를 담아내려는 경향성을 가

진다. 이 논문은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이 기존의 계 성과 쟁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조합교육에서 어떻게 새롭게 뿌리내리게 되며, 

그 결과는 무엇인지에 하여 보고자 한다.  

4) 노동교육에 한 평생교육  근

이 연구문제와 직  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짚어보고 넘어

가볼만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평생교육의 분류체계에서 노동교육

은 어떤 분류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에 한 질문이다. 사실 노동교

육은 어느 한 역에 배타 으로 속하기 어려운 포 성을 갖는데, 

왜냐하면, 행 평생교육법 상의 6가지 분류3) 에서 직업능력교육

이나 시민참여교육의 역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두 

역의 특성을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교육이 길러내는 노

동자성  투쟁능력은 어  보면 노동자의 필수 직무역량이라는 

에서 직업능력향상교육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각도에

서 보면, 그것은 직업능력교육보다는 ‘시민 권리를 가지는 노동자성’

이라는 차원에서 시민참여교육의 특성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3) 문자해득교육, 학력보완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 술교육, 직업능력교육, 시민참

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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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에서의 시민참여교육은 일반 으로 시민교육을 지칭하

는 것으로 민주시민으로써 시민들의 참여를 강조한 개념이다. 시민

교육에 한 통상 인 개념을 살펴보자면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종합체로서 시민 사회의 주민을 육성하기 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평생교육법에서는 시민참여교육을 의 민주시민으로서 갖

추어야할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며, 사회통합  공동체 형성과 련

하여 시민참여를 진하고 지원하는 평생교육으로 정의하 으며, 시

민책무성 로그램, 시민리더역량 로그램, 시민참여활동 로그램

으로 분류하 다(김진화 외, 2010).

그러나 노동교육은 노동 역의 사회운동과 깊은 련을 맺고 있으

며, 노동교육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스펙트럼

을 고려하자면 쉽게 정의내리기 어려운 교육 분야이다. 노동교육의 

‘노동’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교육이 노동

자 계 을 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데 방 이 히게 되면, 사회  

계 으로서의 노동자를 양산하고, 이데올로기  가치를 지켜내고자 

하는 교육  목표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노동자를 심으로 노동교

육을 바라본다면 노동조합 안에서 일어나는 교육에서부터 노동자의 

직업교육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한 바구니에 담아 일컫는 셈이 된

다. 

김정일(2006)은 노사 계교육, 노동조합교육, 노동자교육, 정치교육 

 시민 교육의 네 가지 역으로 노동교육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

다. 노사 계교육은 효과 인 고용 계 유지  인  리와 계된 

교육으로 주로 기업의 리자와 경 층, 노조간부를 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김정일(2006)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인 노동조

합교육이 가장 강조되고 있는데, 노동조합교육은 노조를 심으로 

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돕고 지도자를 양성하며 이데올로기의 추

구를 통한 사회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교육이다. 이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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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교육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 교육이 기본이 되며, 노조

에 속하지 않은 각 사업장의 비조직 노동자들을 상으로 한 교육

까지 포 인 범 를 담고 있다. 최근 노동자교육에 해서는 노동

조합 심에서 일반 인 성인교육의 범 로 을 확장시키려는 

추세라고 보고 있다. 정치교육  시민교육의 역은 노동에 한 

올바른 가치 을 토 로 의 노동문제에 한 성격과 메커니즘

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는 기 교육  성격의 노

동교육이다.

와 같이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노동교육’은 특정 이데올로기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는 교육의 

표 인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일상 으로 노동교육은 구체 인 교

육 인 특성에 의해 정의되기 보다는 교육의 상자가 노동자라는 

이 더 부각된다. 분명 노동교육은 노동자라는 정치 , 계  특

성이 분명한 학습참여자를 주요 상으로 상정한다. 

여기에서 노동자의 특성을 규정하는 계 의식은 1) 계  정체의

식, 2) 계  의식, 3) 계 계와 계 사회에 한 총체  의식, 

4) 독자 인 계  세계 의 형성 등으로 나 어진다(Mann, 1976; 

이원보, 2003: 54, 재인용). 계 의식은 경제 인 치에 의해 자동

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 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 안에서의 인식과 태도, 가치 을 공유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즉 계 의식은 개인 인 사유에 의해 형성되기 보다는 집단  의식

의 차원에서 형성된다. 그러나 집단  의식의 공유만으로는 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회 반에 한 이해와 그에 따른 정치 , 사

회 인 태도를 바로 습득할 수는 없다. ‘계  자체가 계 의식을 보

장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를 잘 설명해 다. 이 과정에서 교육의 역

할이 필수 이다. 교육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성원 간의 체계 인 학

습과 토론 등을 통하여 스스로를 계  차원에서 의식하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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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사회  인식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들

에게 노동자로서의 계  의식을 갖추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본 이

데올로기 속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기 한 목 을 달성하기 해 

노동교육을 강조해왔다. “노동계 의식을 해하는 이데올로기  틈

입을 막아내고, 거꾸로 노동자  시각을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노동교육의 특수성이다(이원보, 2003: 55).” 

그러나 노동자는 일의 세계와 노동자 조직에 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인, 시민으로서 노동 장 바깥의 삶의 조건에도 심을 두고 있

다. 따라서 노동교육은 노동운동의 목표인 노동질서의 변화와 교육

을 통한 인간의 성장을 이루기 해 교육받을 권리를 동시에 확보

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김민호 외, 2001).

그 다면 노동교육은 평생교육  에서 볼 때 어떤 의미를 가

지는가? 노동교육 내용을 노동자라는 계 의식을 형성하는데 한정

되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보편 인 범 의 교육으로는 설명할 수 없

다. 반면, 평생교육이 생애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을 일컫는 범

라면 노동교육은 의심의 여지없이 평생교육의 수많은 모습  하

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근만으로는 노동교육의 

평생교육  의의나 가치를 충분히 설명해  수 없다. 평생교육을 인

간의 존재 자체를 한 학습(Faure, 1972)이라는 에서 본다면 

노동교육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인문학 , 사회학  고민은 단순히 노

동자로서의 정체성만을 확립시키는 교육은 아니기 때문이다. 조  

더 구체 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의 흐름 속에서 노동교육을 살

펴 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노동교육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존재해 

왔는지에 하여 각 시기별 변화를 서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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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운동의 흐름 속에서의 노동교육

1) 노동운동과 노동교육

노동교육의 역사 인 개 과정에 한 몇 가지 논의들은 60년  

산업화의 시작을 기 으로 하고 있으나, 좀 더 체계 인 노동교육의 

발 에 해서는 1970년  태일 사건을 기 으로 고찰할 수 있다. 

노동운동이 발되던 시 에서의 한국 시민사회의 지형은 아직 의

식 인 시민층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경제  생존권을 심으로 한 

노동운동은 정치  민주화를 주장하는 민주화운동의 흐름 안에서 

그 존재성을 드러낸 사회운동으로서, 그 성격에 있어서 여 히 반독

재 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이 상황에서 민주화운동과 노

동운동의 양 축을 제외한 다른 사회운동은 존재하지 않았다(한숭희, 

2002).  

그러나 1990년  들어 ‘신사회운동’이라는 맥락 안에서 노동교육과 

분리된 ‘시민’의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하 다. 당시 시민사회라는 개

념이 처음 등장하 으며, 그 틀거리 안에서 시민은 노동의 주체로서

의 노동자와는 구분되는 산층 심의 시민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민 , 노동자와 시민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개

념은 서로의 존재를 규정하며 향을 주고받았다. 컨  계 으

로는 서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노동자와 시민의 두 가지 개념이었

지만, 문민정부를 맞게 되는 새로운 시 상황 속에서 이 두 가지 개

념은 결코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기 어려운 맥락 속에 놓이게 되었

다. 좀 더 구체 으로 말하자면,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흐름이 

신사회운동으로서의 시민사회운동의 장을 가능하게 하 으며, 거꾸

로 말해서 새롭게 탄생한 시민사회운동이 과거의 민주화운동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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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운동의 성격을 한층 탈계 인 것으로 변화시켰다고 말할 수 있

다. 이런 에서, 한숭희(2002)는 노동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의 뿌리로

서 존재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87년의 민주화 항쟁 이 은 사회

운동이 폭 넓게 발되기 으로 사회운동의 역을 학생운동과 노

동운동의 두 축으로 이해했으며, 87년 이후 사회운동의 역이 넓어

지면서 노동교육의 지향성이 사회 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시민교

육이 자리 잡게 되었다고 보았다. 이제, 노동운동의 노동자는 비단 

노동상황 안에서의 경제운동을 넘어서 반 인 사회변 의 일반주

체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본다. 노동운동의 성격을 이 게 확

장하여 해석할 경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노동교육 역시 노동쟁의

를 넘어 비  의식화 교육 반으로 확 하여 이해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변화를 역사  흐름 안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노동교육

의 역사  맥락에 해 이 경(2009)은 다음과 같은 세 시기로 구

분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의식화 교육기로 1970년 태일 분신사건 이후부터 80

년  반의 노동자 투쟁 이 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이리(Freire)의 ‘의식화 교육’이 사회 각 분야의 운동과 교육에 요

한 원리로 작동하 다. 이 시기의 노동운동  노동교육은 조직 인 

결합에는 이르지 못하고 개별 인 형태로 존재하여 기독교 노동교

육운동, 노동야학 등의 모습으로 나타났다(홍은 , 2010). 그러나 

이리의 교육 사상이 폭 으로 수용된 것이 아니었고, 몇 가지 

원칙을 심으로 수용되었다. 해방교육의 이념, ‘의식화’의 개념, 교

육자와 민  사이에 상호 인 배움의 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원

칙 정도가 실제 향을 미쳤다(이 경, 2009). ‘피억압자의 교육학, 

투쟁에 참여하는 민 의 교육학(Freire, 1970)'이라는 기본 사상이 

한국의 억압 인 실을 변 시키기 한 사회운동  교육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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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받아들여진 것일 뿐, 이리 교육사상을 심도 있게 실천하지

는 못했던 한계를 가진다.

두 번째 시기는 변 이념 교육기로 1980년  반부터 민주노총이 

건설되는 1995년까지이다. 이 시기의 노동운동은 구체 인 조직이 

결성되며 집단 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 다. 1990년 국노동자

의회가 결성되었으며, 1995년 합법  노동조합조직으로 국민주노

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탄생했다. 이 시기의 노동교육은 사

회  문제의식에 해 이  시기처럼 이리의 문제의식을 가지

고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외부 강사의 주입과 선 , 선동이 수용되었

다. 이러한 주입식 강의 방식은 교육 방법론의 측면에서는 일종의 

퇴보이며 제도교육의 비민주성을 답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

경, 2009). 이 시기의 교육은 사회 변 의 주체는 노동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념 하에 노동자로서의 계  정체성을 확립하고, 노동계

의 헤게모니를 확장해 나가기 한 노동교육이 요시되었다. 투

쟁조직을 한 노동교육은 재까지도 노동조합교육의 요한 축으

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의 경우 정세와 투쟁, 사회개 과 노동

법 개악 지, 정치세력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당면 투쟁조직을 

한 교육이 연  교육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민주노총 교육

사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정민승, 2005).

세 번째는 주제별 체계  교육기이다. 1995년 민주노총 건설 이후

부터 지 까지의 시기로, 뚜렷한 노동교육 이론이 부재한 가운데 

장에서 요구되는 교육이 주제별, 상별로 체계화된 시기이다. 민주

노총과 산하 노조, 사이버노동 학, 성공회  노동 학 등 문화된 

교육기 에서 노동교육이 실시되었다(이 경, 2009). 이 시기 노동교

육의 특징을 세 가지로 압축해본다면 첫째, 노조 조직  외부 기  

모두 로그램 체계화에 일차 인 노력을 기울 다는 것, 둘째, 교

육 방법 면에서 강의식 주입 달의 형식에서 참여형 교육으로 변



- 25 -

화해간다는 것, 셋째, 노동교육 문기 을 심으로 노동자들의 삶 

반과 련된 새로운 주제들을 노동교육에 포 하려는 시도로 노

동교육의 역을 확 해가는 시기라는 것이다(이 경, 2009). 이 시

기에는 노동자 인성교육 과정의 환  특성 연구(이 경, 2009), 노

동교육의 평생교육 제도  근(김민호, 2002), 노동교육과 민주시민

교육과의 계(한숭희, 2002), 노동자민주주의교육의 실태와 발 방

향에 한 연구(이원보, 2003) 등 노동교육의 확장과 질  심화에 

해 근한 연구들이 등장했다.    

2)  민주노총 노동교육의 역사  흐름

민주노총 교육 사업의 주요 방향  목표는 사회 인 변화 속에서 

노동조합의 근본  요구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해 변화를 거듭

했다. 설립부터 2000년 이 까지의 흐름은, 체 인 교육 사업의 

방향과 기틀을 마련하고, 시기별 투쟁에 따라 민주노총의 방침에 부

응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었다. 조직  지향이 그리 크지 않은 일반 

민주시민단체와는 달리, 노동조합은 분명한 조직 , 이념  지향을 

구성원들에게 주지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2000년 에 들어서는, 교육 상을 확 하고 교육 사업의 체계화 

 효율화를 증진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21세기의 민주노

총의 교육 사업에 한 장기 추진 계획과 방침을 수립하고, 활동

가 교육을 강화하여 간부층을 두텁게 하고, 보다 극 인 활동가를 

양성하며, 그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이론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있었

다. 한 분산되어 있던 교육 사업의 체계를 가능한 수 까지 정비

하여 조합원 내의 교육 사각지 를 해소하려 노력했다. 이 밖에도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해 노동교육 련 고등교육기

(민주노총교육원, 노동 학, 노동자학교 등)에 한 연구  설립

도 추진되었다. 민주노총 교육사업은 노동교육 사업 정비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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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모색에 그 방 이  있다. 

정민승 외(2005)는 민주노총교육원 건립을 한 기 연구에서 민

주노총 교육사업의 흐름을 각각 '설립기', '모색기', '발 기', '정체

기'의 4단계로 구분하 다.

민주노총 결성 기의 교육활동기인 '설립기'(95～97)에는 민주노

총의 교육사업 방향과 기틀을 마련하는데 을 맞추고 있다. 교안 

제작과 선 문건 발간의 실무교육과 노동조합의 방침교육을 심으

로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졌다. 

‘모색기’(98-99)의 특징은 민주노총이 그 동안의 강의식, 방침 달 

방식의 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과정을 보 했다는 과 연맹

별 노동교육이 활발해졌다는 것이다. 외부 교육단체와의 연계를 통

해 보 이지만 상별, 단계별 교육 로그램의 기본 틀을 형성하

고, 그 로그램들을 이용하여 연맹별 교육활동을 활성화했다. 규모

와 역량을 갖춘 일부 산별연맹은 기본  교육과정을 연맹 차원에서 

기획,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교육모범사례들이 소개되

었다. 

발 기라 할 수 있는 2000년 부터는 노동교육의 기본 단 를 

앙 총연맹에서 연맹이나 지역단 로 이 하 다. 각 지역지부나 산

별연맹에서는 노동자학교의 범 한 실시, 노동 학과 같은 심화교

육과정의 개발․진행 등 비교  빠른 성장세를 보 다. 교육활동가 

역량확충활동, 단 노조 교육실태조사, 외국 교육시설 방문 등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4년 이후 노동 학의 단, 노동자학교 축소 진행, 연맹

교육사업 축소 등으로 일종의 정체기를 맞고 있다. 재 노동운동을 

둘러싼 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한편 노동운동이 해결해야 할 

요한 과제들이 많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 내부 으로  시 에서

는 정체되고 있는 민주노총 교육사업에 한 안 마련을 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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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총 교육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연구하고 활성화 할 것인지를 결

정할 시기로 보고 있다. 이후 노동교육 역의 문성을 시하는 

부설기 으로 민주노총교육원을 비, 건립하여 최근의 노동교육의 

변화까지 이르고 있다. 

3.  노동교육 문기 으로서의 민주노총교육원 설립

1) 선 과 교육의 구분

교육원이 개원하기 , 민주노총에서는 ‘교육선 실’이 교육 활동 

반을 담당했다. 그러나 교육선 실은 교육에 련하여 집 성을 

갖기는 어려운 구조 다. 교육뿐만 아니라 선 의 역할까지 모두 담

당했기 때문이었다. 노동운동이 본격화되던 80년 부터 90년 까지 

교육과 선 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이루어졌다. 자신들의 올바

른 입장과 활동을 조합원과 외에 알려 공감 를 형성하며, 조합원

을 단결시키고 노동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해 벌이는 다양한 활

동을 노동조합의 홍보·선 활동 이라고 부른다(장명국, 1991). 

선 은 조합원의 공감 를 형성하며, 노동운동과 정치, 사회 반

의 새로운 소식들을 해주는 역할도 함께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운동에서의 선 은 단순히 어떠한 소식을 알리는데 그치는 활

동만은 아니었다. 장명국(1991)은 홍보·선  활동의 의의에서 교육의 

역할을 찾기도 한다. 노동자 개인의 문제 해결은 결국 사회  문제

의 총체  해결에 의해 가능하다는 구조 인 인식을 통해, 노동자들

이 사회 변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홍보·선

은 상자에게 좀 더 극 으로 주장과 사실을 알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자가 마음을 움직여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

는데 무게가 있다. 상자의 마음을 움직여 실천과 같은 ‘변화’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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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는 에서 선 은 교육 인 의미를 함께 담고 있었다. 따라서 

때로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소식과 사상  맥락을 담고 있는 선 지 

 교육지가 조합원의 교육 자료로 이용되기도 하 다. 

그러나 교육과 선  두 가지 역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선

활동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홍보물을 직  

작성하고 효과 으로 달하기 한 역량이 필요한 활동으로, 교육

의 기본 인 가르침과 배움의 구성과는 다른 가치와 활동을 제로 

한다. 각 역의 담당자들 한 이 두 역이 개별 인 문성을 가

지고 있어야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선 과 교육의 가장 큰 차이 은 그 방향성과 주체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방 으로 조직의 논리를 에게 설득하는 과정은 교육이 

아니라 ‘선 ’이다(정민승 외, 2005). 정민승 외(2005)는 ‘노동자의 일

상 속에서의 학습’은 노동자들의 일상 삶 속에서 노동자의 시각을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삶의 성장을 시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논의

에 기 어 사태를 좀 더 이해해보면, 교육을 통해서 노동자들은 어

떤 주어진 정보를 달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극 으

로 삶을 재구성하고 이를 후속 세 에 달하는 가르침으로 확장한

다. 이 과정에서 교육의 상자인 노동자들은 수동 인 상에 머무

는 것이 아니라 주체 인 입장에서 학습을 하고 삶을 재구성하게 

된다. 교육은 학습을 조직하는 과정으로 노동 이 스스로 진정한 

노동자 의식을 갖추기 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노

동 이 스스로 학습의 주체로 선다는 것은 조직에 해 주인의식

을 갖는다는 것이고 이는 곧 조직의 역동성으로 나아간다. 지속 으

로 학습하는 인간이 구성하고 있는 조직은 정체하지 않고 성장한다. 

교육은 사람과 사람들의 지식과 생각의 매듭을 연결시켜주고 소통

시키며, 조직 내의 다양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시스템을 치 하게 만

든다(정민승 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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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은 이러한 교육  근을 바탕으로 교육  고민들을 축 하

기 시작하는데서 탄생하 다. 민주노총과 각 연맹  지부에서는 많

은 교육들이 진행되었지만 그러한 교육 경험들은 충분히 축 되지 

못하 다. 앞서 제기한 것과 같이 민주노총의 교육은 교육 자체의 

비 을 가지고 주체 으로 교육을 진행할 주체가 없었음을 원인으

로 보기도 하 다. 

2) 민주노총교육원의 설립과정  

교육원  연수원 설립에 한 논의는 민주노총이 안정 으로 기

능하게 된 이후인 1990년  말부터 지속 으로 제기되어 왔다. 교육

원 설립을 논의하던 민주노총 지도부의 핵심 구성원들은 이  ‘한국

노동교육 회’에서의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그 경험이 교육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통  이 가지는 한계  새로

운 종류의 체계 인 교육의 필요성에 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민주

노총 산하에 문 교육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실 인 논의에까지 이르지는 못하 는데, 이선옥 원장이 민주노총 

교육선 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즈음에서 다.  

2005년 이후부터 실질 으로 교육원 설립에 한 연구작업이 시작

되었다. 이 시기 “민주노총교육원 건립을 한 기 연구”가 진행되

었고, 이 연구의 일환으로 이선옥 원장은 민주노총 내 다양한 교육

담당자들과 인터뷰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이 과정에서 그는 교

육원이 할 역할의 범 를 가늠해 볼 수 있었다. ‘하드웨어’로서의 교

육원보다는 ‘소 트웨어’로서의 교육원, 즉 교육진행 뿐만 아니라 교

육연구도 함께 염두에 둔 교육원의 상을 구분하고자 하 다. 한 

교육원은 연맹과 지역본부의 교육을 모두 총 하거나 지시하는 입

장이 아니라 그들의 교육이 자율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

고, 비 을 제시할 수 있는 상을 가져야한다는 을 분명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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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7년에는 실질 으로 ‘교육원 비 원회’가 발족되었다. 필수

인 조건이었던 교육장(강의실)이 갖춰지면서 물  토 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서 활동에 속도가 붙기 시작하 다. 민주노총교

육원 비 원회가 발족되면서 교육원 비 원회가 했던 기 작업

은 민주노총 내의 교육에 한 기본 인 황 자료를 수집하는 것

이었다. 이를 해 교육원 비 는 민주노총의 각 연맹과 지역지부

에서 수행했던 교육 로그램들  효과 이었던 부분, 혹은 잘 진

행되었다고 단되는 교육 내용을 체 으로 모아 살펴보는 작업

을 진행했다. 이 과정을 통해 각 연맹이나 지역지부에서 해야 할 교

육의 성격과 앙연맹 차원에서 해야 할 교육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었다. 각 연맹이나 지역지부에서는 조합원들과 신임간부들을 해 

노동조합에 한 기 인 안내의 성격을 가진 교육이 필요한 반면, 

앙차원에서는 경력이 높은 간부들을 한 심화된 성격의 노동교

육, 지역과 연맹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교육 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단이 공감을 얻기 시작했다.

이즈음, 교육원 비 원회의 첫 사업은 ‘학기 강좌’ 다. ‘학기 강

좌’는 그 동안 시도해보지 않았던 교육들을 민주노총 안에서 진행함

으로써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노동교육에 한 내부  편견을 흔들

고, 교육원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 다. 학기강좌는 재까

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학기 강좌 과목은 노동자인성교육, 비폭력 

화법, 노동인권 감수성 틔우기, 문화와 노동자, 인터넷 방송을 

통한 홍보 방법, 학습동아리 진행자 훈련 등과 같이 노동조합 운동

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강좌들을 선정하여 1～2회 정

도의 단기 특강 형태로 진행한다. 학기 강좌에 여러 교육 로그램

을 시도해 으로써 피드백 과정에서 학습자 만족도가 높거나 교육

담당자가 노동교육으로서 가치가 높다고 단되는 과정은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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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편성에 반 하기도 한다. ‘지도자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몇몇 

노동자 인성  심리치유 련 로그램은 이 과정에서 ‘실험’된 이

력이 있는 로그램들이다. 

2011년에 이르러 민주노총교육원은 민주노총 부설기 으로 인 을 

받게 되었다. 이후, 신임간부들을 상으로 하는 노동자 학교, 비교

 개방  로그램인  학기, 가을학기, 교육활동가 역량교육, 노

동운동지도자과정 등을 지속 으로 진행해왔다. 

교육과정 내용 비고 

기초과정
 조합원은 [단위노조 차원] 기본 방침교육 

시스템에 진입 

산별차원 : 강사

단 역량강화

중앙차원 : 핵심

교육역량 

입문과정 

(의무)

 간부가 되면, 노동자학교(기업의식을 뛰어

넘는 인식, 사회문제 전반에 대한 자신의 관

점과 사고의 확립을 위한 교육, 간부로서의 

기본소양, 능력 함양교육)입문 

심화과정 

협력과정 : 활동

가 기초과정, 상

설강좌 등 

* 노동자학교 I, 

II 연계과정 설계 

  

전문과정 

(선택)

 자신의 업무나 관심영역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기능의 습득을 위한 코스 

 임원급 : 리더십 코스 (개발필요, 남아공 

디쩰라 조직 개발 코스)

 선전전문, 교육전문, 조직전문, 정책전문, 

문화전문, 교섭전문 (각각 초급․중고급 코스 

개발)  

 미조직 조직활동가 코스(예비노동자, 조직

활동가 전문과정)

* 기 진행되고 있

는 전문과정 코스

들의 체계화

* 전임간부 리더

십 코스 개발 -> 

현재 지도자과정 

수준  

* 미비, 전략조직

화 사업과 연계 

필요 

대학과정 

(선택/의무)

 대학수준의 교육과정 (학점인증가능토론 

배치), 대학과의 컨소시움 구성 

 노동운동지도자과정(집중교육과정, 인적․물
적 조건의 확보 필요) 

 * 개발 및 협력 

필요 

협력과정  각급 노동교육 단체들의 교육과정 * 적극적 교육기

<표 4> 민주노총교육원 교육과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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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교육원의 주 활동 역  하나는 노동교육 단체 간 네트

워킹이었다. 교육원은 민주노총 내에서는 각 연맹별 교육활동가들의 

교육사례 공유의 구심  역할을 하 으며, 외부 단체들과는 정기

인 노동교육 포럼을 개최하 다. 이 자리에서는 노동교육에 심 있

는 민주노총 내외부 교육 담당자들이 모이며, 각 단체들의 노동교육 

사례발표를 심으로 노동교육의 향후 방향에 해 토론이 이루어

진다. 이 포럼은 1～2년에 한 번 개최되는 ‘교육활동가 회’를 통해 

그 동안 이루어졌던 노동교육의 성과를 공유하고, 각 사례에 한 

단체별 상호 학습이 이루어진다.

 적극적인 교육기회의 제공(조합원, 간부들

에게)

 네트웍 구성,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교

육생 등의 상호교류

회 제공을 위한 

협력강좌 모색

* 상호 연계체계 

구축 

* 네트웍구성

*교육원의 교사자

원으로의 결합 

* 교육과정의 후

속모임 조직화 및 

DB구축 

특별과정

 노동관련 이외의 민중교육 및 사회교육 단

체들의 교육과정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조합원, 간부, 

가족, 미조직 노동자, 지역주민 등) 

 노동자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의 제공 

원격

교육과정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원격]으로 실행할 

수 있는 체제 구축

1) 일상적 학습조직화 : 게시판만으로도 운영

가능한 체제 

2) 원격대학과 오프대학 체제 

* 사이버 노동대

학과의 연계

* 출처 : 민주노총교육원(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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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민주노총교육원의 노동교육 특성

노동자의 노동활동이 그의 삶과 분리될 수 없다는 을 생각해볼 

때, 노동교육은 조직강화와 더불어 노동자의 삶의 기 를 지원하는 

부분을 동시에 담아낼 필요가 있다. 1990년  반 이후 노동조합 

운동의 안정기에 어들게 되면서 직장내 노동권 보장과 임 상

을 유리하게 이끌기 한 다양한 개념과 의식, 그리고 지식과 정보

등을 제공하고 훈련하는 것이 교육의 주요 내용이 되었는데, 이러한 

교육들은 노동자가 조합운동에 극 으로 참여하게 되는 지 에서 

굉장히 효과 이며 노동운동 활동가로서 가져야 할 소양을 증진하

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 가지는 정  측면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육은 여 히 조직과 집단성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었을 뿐 노동자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질을 증진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 다. 

말하자면, 투쟁 방침 주의 교육은 투쟁 장에서는 매우 효과 이

지만 그 과정에서 상처입고 좌 하는 노동자, 컨  룡차 투쟁 

등의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처를 치유하고 더 높은 수

의 삶의 지표를 추동해내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교육원은 기존의 교육이 노동자들의 삶과 운동

을 분리해서 보는 에 매몰되어 있었다고 보았고, 이 문제를 교

육이라는 틀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 낼 수 있을지에 하여 고민하

기 시작하 다. 

노동문제는 좁게는 사측과의 계나 임 투쟁과 같이 노동 장에

서 맞닥뜨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넓게는 노동자가 사회 속의 일원으

로서, 그리고 일생을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부딪치는 문제들도 포

함한다. 이런 시각에서 민주노총교육원은 노동교육의 내용을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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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활동과 련된 교육에 한정되기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자

유로운 개인으로서 살아가며 당면하는 삶의 문제로 확 되어야 할 

필요성의 차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 다. 그 동안 민주노총에서의 

교육은 독자 인 교육과 학습의 원칙을 가지고 진행되기 보다는 노

동 장의 각 사안에 입각한 선 과 선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가 많았다. 이 게 부수 인 차원에서 교육이 진행되었을 때, 노동

교육은 노동자들의 노동운동과 삶에 해 고찰할 수 있는 충분한 

장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 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노동운동지도자과정(이하 지도자과정)’은 이러한 을 반 하여 

새롭게 디자인된 로그램으로서 민주노총교육원이 설립된 이후 새

롭게 기획된 주력 로그램이다. 이 장에서는 이 로그램을 기획한 

민주노총교육원의 철학과 교육 로그램 개발과 련된 근방식을 

분석한다. 이를 해 우선 2007년 비 원회를 거쳐 2011년 정식으

로 민주노총 부설기 으로 개원하는데 핵심 인 역할을 수행했던 

이선옥 원장(가명)의 경험과 철학을 분석하고자 한다. 민주노총교육

원의 개원과정과 이후 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에도 깊숙이 

반 되어 있는 이선옥 원장의 문제의식을 질 으로 악하는 것은 

민주노총교육원의 교육 로그램과 교육 철학을 이해하는데 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1.  이선옥 원장의 노동운동과 교육철학

이선옥 원장의 삶은 노동교육 그 자체이다. 그녀의 사회운동 경력

은 학 입학 후 20세 때 참여했던 야학활동에서부터 시작한다. 단

순히 사활동으로 시작했던 야학 활동은 사회에 한 문제의식을 

싹트게 하 다. 야학교사 활동을 시작하기 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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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르간을 공하고 있었고, 본인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이 안

정감과 평화로움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야학활동을 하게 되면서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과 실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구나 본인이 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

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층만이 향유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삶에 한 근본 인 고민을 안겨 주었다. 

80년  반 이선옥 원장이 활동하던 야학은 주변 공장에 다니던 

은 노동자들의 공부방이었다. 기에는 검정고시를 비하기 한 

곳이었지만, 이후 차 생활야학으로 환하게 되었다. 생활야학이

란 검정고시에 을 맞춘 교육보다는 기본 교과와 노동자들의 삶

을 하게 연 시킨 학습을 주로 하는 곳이었다. 당시 인 

야학탄압의 분 기 속에서 이 학교는 문을 닫게 되었고, 별도의 뜻

이 맞는 교사와 학생들이 모여 노동야학을 새롭게 열게 된다. 노동 

야학으로 환하게 되면서 근 사에 한 체계 인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이선옥 역시 노동 장투쟁에 뜻을 두고 미싱 공장에 입사하

게 된다. 

공장 생활은 1982년도부터 시작하여 여러 공장을 옮겨 재직하면서 

해고되기까지 약 5년간 지속되었다. 공장 재직시 에는 직 으로 

노동조합 조직 활동을 시작하지는 않았다. 노동조합이라는 존재 자

체가 생소했고, 노조 결성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시기 기 때문이

다. 공장 생활을 하는 동안 학생운동 출신의 노동자들이 조직한 소

모임들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 으며, 이선옥 역시 이러한 학습 소

모임에 참여하 다. 1986년부터 87년까지는 공장을 나와 비공개

인 사회 운동을 하다가 1988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약 15년간의 활동을 통해 이 원장은 본격 으로 노동교

육과 련된 문 역을 구축하게 된다.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국에 노동조합이 우후죽순처럼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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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조 설립을 지원하는 상담소들이 국

으로 생겨났다. ‘한국노동교육 회’는 당시 한국노총에서 해고되었던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었던 곳으로 노동조합운동과 련된 

경험들이 많이 축 되어 있었다. ‘한국노동교육 회’에서는 노동 상

담소 활동가들을 상으로 한 강좌를 열고, 노동조합의 일상 인 활

동을 어떻게 하는지 등에 한 교육을 하 다. 당시 ‘한국노동교육

회’는 민주노조 운동을 다각도에서 지원하며 그 구심체 역할을 하

고, 민주노총의 신인 ‘ 국노동조합 의회( 노 )’을 발족하는

데 요한 기여를 하 다. ‘한국노동교육 회’는 87년 이후 ‘한국노

동사회연구소’로 환을 하게 된다. 노동조합이 지속 으로 생기면

서 각 노동조합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교육역량이 늘어나게 되었고, 

기존에 해 오던 교육만으로는 노동운동에 큰 기여를 할 수 없다는 

단을 내렸다. 앞으로 민주노조 운동이 사회  향력을 가지고 유

지되기 한 정책  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이선옥 원장은 노조교육 련 상담, 노조 

교육 기획과 진행, 연구 사업을 주로 수행했다. 그 에서 본인을 

가장 성장시킨 시기로 조합원 상 교육을 직  기획하고 진행하던 

때를 꼽았다. 조합원 교육은 1박 2일 로그램으로 부분이 노조 

활동에 한 진솔한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친분을 쌓은 활동가들의 사업장에서 노조 조직 상담을 하고 투쟁 

과정의 경험을 하게 공유하고 논의하면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다. 노조 운동의 반 인 과정에서 내부 인 과 외부자

인 시각을 동시에 가질 수 있었고, 교육 기획의 역량 등을 기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원장이 보기에 1980년  후반의 노동교육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었다. 70년 와 80년  반에는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소그룹 

학습모임을 통해 비  역사교육과 사회변  학습이 주류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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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었다. 당시의 학습자들 간 계는 그물망 형태로 매우 비공식 인 

형태를 띠었고, 소모임의 학습자들은 각자의 공장과 회사에서 개인

이 가질만한 요구들을 만들어내고, 작은 투쟁을 진행하 다. 1987

년 이후 노동조합이 격히 늘어나게 되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내

는 역의 교육, 조합이라는 단체가 유지되기 한 교육, 조합원 

들을 한 교육, 간부 발굴과 양성을 한 교육 등 노동조합 심

의 실무 인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새로 생기는 노동조합들과 노

동조합 유지를 한 이러한 교육들은 당시에 매우 실한 것이었다.

1990년 에 들어서면서 이 원장의 심은 다변화되기 시작하

다. 교육 기획과 진행 등과 함께 새롭게 연구 사업에도 념하게 되

었으며 교수방법론으로 시작한 교육 연구는 차 교육체계와 시스

템의 문제로까지 확 되었다. 이때 노동조합 조직 개발을 비롯한 장

기 인 주제들에 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다. 

2000년  반에는 끝내지 못한 학업을 마치고자 사이버 학의 

평생교육 공에 편입하여 공부를 시작하 으며, 학업은 민주노총으

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계속되었다. 이 기회를 활용하여 노동 역뿐

만 아니라 술이나 인문학 역 등 다양한 역을 섭렵할 수 있었

고, 노동자로 산다는 것이 단지 투쟁  맥락 속에서만 이해될 수 없

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사이버 학에서의 이러한 학습경험

은 이후 민주노총교육원사업에 노동운동 이외의 교육  요소를 

목시키는데 있어 개방 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 되

었다.

2005년 민주노총 교육선 실 교육국장을 맡게 되었다. 교육국장으

로서 재직 기부터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바로 노동교육 역의 

구분짓기 다. 교육선 실 안에 혼재되어 있던 선 과 교육의 역

을 각각 투쟁·방침교육 역과 교육훈련 역으로 구분하기 시작한 

것이다. 교육 역에 한 구분은 이선옥 원장이 구체 으로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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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한 것으로 이러한 문제의식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재직할 

당시 참여했던 연구들에 기반하고 있었다. 당시 ‘방침교육 모형’, ‘훈

련교육 모형’들을 보면서 두 역의 구분이 확실해져야 조직의 투쟁 

요구에만 따르는 교육 사업들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

이다. 이선옥 원장의 이러한 생각은 선 , 선동 련 교육만을 교육

으로 생각하던 틀을 변화시키는데 요한 역할을 하 다. 

교육원 설립 이후 교육사업 상의 명칭의 구분은 ‘방침교육’과 ‘교

육원 교육사업’의 형태로 구분을 하 다. 방침교육은 노동문제에 

한 조합의 방침 선 을 아우르는 것이었고, 교육원 사업은 보다 장

기  비 을 포함한 교육활동에 한 것이었는데, 특히 2005년 작성

된 ‘민주노총교육원 건립을 한 기 연구’에 의거하여 기본 인 원

칙과 지향 , 체계 등이 조직되었다. 이러한 구분의 이면에는 그의 

독특한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은 결국 노동자들에게 

‘노동운동과 삶의 괴리’라는 지 을 어떻게 통합해 낼 수 있는가의 

문제와 련된 것이었다.  

이선옥 :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 살아가는 거. 이 과정이어야 

되는데, 이게 운동을 한다는 게… 살아가는 거 속에 이 게 가는거

여야 하는데, 살아가는 거는 따로 있고. 개인의 사생활이나 뭐… 개

인의 자기 조건이나 이런 건 따로 있고, 회의 때는 그… 인제 닥쳐

진 문제… 이 게만 근을 했을 때, 어떤 방침이나 결정이 되더라

도 실행력이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뒤떨어지고, 사람들이 다 도구

화되잖아 (인터뷰, 2014. 5. 22.).

노동운동이 개인의 삶에서 주도 인 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것

이 개인의 삶과 융합되지 못하는 이 인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이

다. 이 원장은 이러한 괴리를 교육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

는다. 한 노동자의 삶이라는 것이 노동운동에 의해 도구화되는 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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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 ’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그것을 노동교육의 요한 역할이라고 이해한 것이다. 이후 

논의하게 되는 ‘민주노총교육원’  그 핵심 로그램인 ‘민주노총 

지도자과정’은 이선옥 원장의 이러한 교육  고민의 간 산물이라

고 할 수 있다.  

2.  민주노총 노동교육의 체계화

조합에서 노동운동의 기에 해 논의할 때 자주 언 되는 주제

는 ‘노동교육의 요성’이다. 노동교육이 바로 서게 되면, 각 조합원

들과 간부들의 의식 성장이 이루어지고, 서로의 분열된 생각을 공유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 때문에 노동운동의 기 극복에 큰 역할

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 : 노동운동의 기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오실 때부

터도. 그런 것들이 이제 교육 인 부분으로 풀어내 보려는 그런 

것 때문에 교육원 설립이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당시에 교육원 

설립을 논의를 시작했던 그 지도부들은 어떤 생각에서 교육 쪽에 

무게를 싣게 된 거에요?

이선옥 : 그 게… 일반 으로 다 토론을 해보잖아, 그럼 다 교

육이 없어서 그 다고 그래. (인터뷰, 2014. 5. 22.)

사실 노동교육의 요성은 비록 피상 이기는 하지만 노조 내 많

은 구성원들에게 공유되는 부분이었다. 그 가운데에서 특히 노동교

육을 어떻게 계층별로 체계화할 것인가의 문제는 최  심사 다. 

말하자면, 노동교육을 하되 체계 이고도 포 으로 구조화내야 한

다는 문제의식이 동시에 존재하 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여러 연

맹과 지부들의 교육성과는  균질 이지 못하며, 교육을 맡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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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자들의 역량과 심여부에 따라 심하게 격차가 벌어져 있었기 때

문이다. 즉, 민주노총의 체 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실제 교육은 각 

연맹의 통 인 교육 내용과 방식을 따르게 되며, 그 내용도 부

분 사안별로 분 이다. ‘통합  노동자상’을 이야기하기에는 턱없

이 부족하다. 특히 조합 가입부터 간부까지 성장의 체 단계를 아

우르는 포 인 교육의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곳은 드물다. 부분

의 사업장에서 조합원들을 한 교육시간은 정기 으로 확보되어 

있지만, 매 교육시간을 한 체계 인 교육과정을 고민하기에는 역

부족이다. 결국, 체계화를 갖추지 못하면서 비슷한 내용을 매번 반

복하게 되고, 이는 교육에 한 일체성과 흥미를 떨어뜨리는 요한 

요인이 된다. 

연구자 : 그러면은… 노동조합 들어와서 받았던 교육이 혹시 뭐 

뭐 있어요?

박 지 : 받았던 교육… ( 략) 노동조합에서 하는 교육을… 뭐

가 있을까. 우선 지도자. 그러니까 에 받았던 거는 기억이 생

각이 잘 안나 지도자과정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음. 교양교육 

인문학, 책 자랑 같이 뭐… 

연구자 : 특강 같은 거?

박 지 : 그런 거. 그런 거 듣구. 딱히 어떤 정해진 교육 틀에 있

는 교육을 들었던 은 별로 없는 거 같애. 내가 찾아서.

(인터뷰, 2014. 3. 27.)

결국 민주노총 교육은 “온 히 한 사람을 한 교육체계가 없는

(박 지, 인터뷰, 2014. 3. 27.)” 상황이었던 것이다. 조합원들을 한 

교육, 특정 간부 직책(지회장, 지부장 등)을 한 교육 등 일상 인 

교육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각각의 교육들이 연계성을 갖지 못하

는 상태로 분 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로 조합원 가입 기, 

간부 임명 기와 같이 각 활동 기에 주로 교육이 집 되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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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다.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꾸 히 조합원으로서 활동하거나, 혹

은 간부로 성장하여 조합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합 활동의 경

력별 단계마다 교육이 배치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 볼 

때, 한 노동자의 생애발달 단계에 따라 그의 노동자로서의 정체성과 

삶의 질의 향상,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성숙한 노동자라는 에서 풀어갈 수 있는 

지  성장을 가능하게 해 주는 교육은 자리 잡기 어려운 상황이었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에서 교육원은 민주노총 교육의 체계화의 첫 

출발의 일환으로 ‘지도자과정’을 기획하게 되었다. 앞서 밝힌 것과 

같이 각 활동 기에 집 되어 있는 교육을 확장시키기 해 활동

한지 10년 이상 된 견  고  간부들을 한 과정을 개발함으

로써 비어있는 교육 과정의 퍼즐을 맞추고자 한 것이다. 간부 고

과정으로서 2000년  에 존재했던 ‘노동 학’이 있었으나 2004년 

이후 폐지되었다.

이선옥 : 한 5년차 후한, 이런 신임간부라든지 이런 교육만 쭉 

진행되니까, 그러면 그 게 되니까 이런 걸 체계화하는 것도 한편

으로 하면서 민주노총이 집행해야 될 역으로 쪼끔 활동 오래한 

이런 친구들에 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에 했던 노동 학에 한 평가를 마치고, 그거는 더 안하기로. 

노동 학은 6개월 코스 는데, 매주 한번씩 6개월 코스, 3개월 코

스 이런 거야. 그니까 시간 로 보면은 굉장히 짧지. 오는 사람도 

편차가 심하고. 그리고 거리도… 수도권 심일 수밖에 없고. 그래

서 이런 패턴은… 그리고 편차가 이러니까 포커스도 수 이 낮아

지는 거지. 다룰 수 있는 내용구성도 그 고 시간도 얼마 안 되니

까. 그래서 인제 노동자학교의 지역본부에서 진행하는 노동자학교

의 후속과정의 형태로 자리매김을 하자. 그러면서 노동운동지도자 

과정을 개발해서 이 게 하게 된… 거지. (인터뷰, 201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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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운동 기 극복을 한 ‘노동운동지도자과정’

1) ‘노동운동지도자과정’ 로그램 개요

‘민주노총 노동운동지도자과정(이하 지도자과정)’은 노동운동 경력

이 오래된 활동가를 한 로그램으로 2011년부터 시작하여 재

까지 총 4기, 약 7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2000년 에 어들면서 민주노총의 노동운동은 차 안정화된다. 

그러나 1997년 외환 기  이후 가속화되는 신자유주의의 향 아

래 조합원 참여율은 조해지고, 곧이어 “노동운동 기론”이 고개

를 들기 시작하 다. 이를 극복하기 한 노동운동 조직의 안정화와 

재정비 과정에 간부 교육 강화를 목표로 상별 체계  교육 방안

을 마련하고자 하 다. 요컨 , ‘지도자과정’은 기획단계에서부터 노

동운동의 기 극복이라는 목 을 가지고 시작되었으며, 교육을 통

해 노동운동의 안은 물론, 그 근 에 자리 잡고 있는 문제에 해 

좀 더 근본 인 근을 시도하고자 하 다. 

‘지도자과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교육은 노동조합 최고  간

부과정이다. 민주노총에서는 개별 조합원들을 한 교육 로그램과 

병행해서 간부교육을 매우 시한다. 간부들의 역량이 개별 노조의 

활동역량과 한 연계되기 때문이다. 

각 연맹과 지역지부의 신생 간부들을 한 교육  표 인 것으

로 ‘노동자학교’가 있다. ‘노동자학교’는 민주노총 총연맹에서 교재와 

로그램, 강사 등 교육 활동의 기본 인 바탕을 제공해주고 운 은 

각 지역지부의 상황에 맞게 이루어진다. ‘지도자과정’은 이러한 ‘노동

자학교’ 과정 참여자보다 좀 더 활동경력이 오래된 활동가들을 한 

로그램이다. 상은 활동경력이 10년 이상 된 간부로, 지역  연

맹의 책임자, 앙의 집행 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 부제는 리더십 

훈련 과정이지만, 리더십 훈련에 한 기술 인 부분만이 주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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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며, 오히려 노동운동을 되돌아보고 나아가 자신의 삶과 노동

운동의 의미에 해 성찰할 수 있는 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자들에게 이 로그램은 자신의 노동운동 역사를 돌이켜보며 

앞으로의 노동운동과 좀 더 나아가 자신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로그램이기도 하다. 

 최  기획단계에서는 3개월에 걸쳐 2박3일 - 1박2일 - 1박2일을 

교육기간으로 설정했지만, 참가비에 한 부담과 긴 일정에 따른 참

여율 조에 한 우려로 모두 3개월에 걸쳐 1개월에 한번 씩 1박2

일, 총 3회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1회 당 1박 2일을 함께 숙박하

면서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략 인 참석률은 약 80%이지만 최근 진행했던 4기는 

국 인 철도 업의 여 로 수료율이 30%선을 돌았다. 로그램

의 수강료는 3차 교육까지 포함하여 1인당 200,000원이며, 소속 연

맹과 지부에서 수강료를 지원해 다. 개인 수강료와 민주노총교육원

의 산을 포함하여 운 한다.

운 과 기획 수정과 련하여 반 인 사항은 교육원 ‘기획 ’ 회

의에서 결정된다. 기획 은 교육원 원장과 교육국장, 보건의료노조 

교육실장 1명, 공공운수노조 교육실 2명, 속노조 교육국장 1명이 

가장 핵심 이다. 기획 은 교육원에 상시 으로 자리하고 있는 

은 아니지만 정례화 된 모임을 가지며 추가 으로 개별 교육 로

그램을 기획하는 단계와 운 단계에서 비정기 으로 모이기도 한다.  

기획회의는 1개월에 1～2회 정도 실시되며, ‘지도자과정’과 같이 

비  있는 교육 로그램이 있을 때 혹은 노동교육 단체 간 포럼이 

개최될 때 등을 기 으로 하여 안건이 마련된다. 기획  회의에서는 

로그램의 기획에 있어 지난 기수의 평가를 바탕으로 토론을 하며, 

교육원에서 기획안 안에 해 날카로운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로

그램에 앞서서는 로그램 시뮬 이션과 진행 상황 상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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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가 집 으로 이루어진다.   

2)  ‘노동운동지도자과정’ 로그램 운  방식

(1) 1차 교육

  2011년 에 시작하여 2014년 상반기에 4기를 끝낸 이 로그램

은 1, 2, 3기 노동운동지도자 과정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학습자들의 피드백 내용을 반 하는 선에서 기본 인 방향을 설정

하고 있다. 다음은 ‘지도자과정’ 1차 교육과정의 일정표이다.

1차 1일
10:00-
11:00  접수, 입학식 

11:00-
12:30

노동

운동과 

지도자

 [1강] 선배노동자에게 듣는 노동자의 삶과 철학

12:30-
1:30 점심식사

1:30-
4:00

 [2강] 변화하는 현장, 노동운동가의 고민과 통합적 

리더십
4:00-
6:00

21세기 

노동운동 

리더십

 [3강] 경험에서 발견하는 민주적 조직운영

6:00-
7:00 저녁식사

7:00-
9:00  [4강] 운동곡선으로 보는 노동운동의 보람과 애환 

9:00-
12:00  단결의 시간

1차 2일
 7:00-
09:00 기상  기상 및 식사

9:00-
12:00 21세기 

노동운동 

리더십

 [5강] 성장을 위한 관계속 리더십 

12:00-
1:00 점심식사

1:00-
3:00  [6강] 변화하는 현대사회와 21세기 리더십

3:00-
4:00

위기의 

노동운동 

희망찾기

 노동운동 희망찾기 1 - 과제선택 및 인터뷰 항목검토

4:00-
4:30  평가 및 나눔과제

* 출처 : 민주노총 노동운동지도자과정 교재

<표 5> 민주노총 노동운동지도자과정 1차 교육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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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기수인 3기 교육과정을 기획하는 단계인 2012년 부터 민주

노총교육원의 상근자로 원장 1명이 모든 실무를 해야 하는 상황으

로 체 인 교육내용과 틀은 그 로 가져가되 지난 기수의 학습자 

피드백을 최 한 반 하는 방식으로 기획하 다. 한 변화한 민주

노총과 노동운동 상황에 맞추어 강사섭외와 1～2가지 주제를 추가

하는 것으로 3기 교육과정의 큰 틀을 잡았다. 

1차 교육에서는 ․ 직 연맹 원장들의 자신의 노동운동경험을 

진솔하게 들려주는 형태의 강의, 자신의 인생 곡선과 노동운동 그리

기, 자신의 리더십 유형 진단, 21세기 변화에 새롭게 주목할 여성  

리더십에 한 강의로 구성되었다. 1차 교육에서 학습자들은 각 주

제별 인터뷰 과제들을 2차 교육까지 수행하게 된다. 학습자들이 수

행해야 할 연구활동의 주제는 다음 표와 같다.

공통

진단

현장은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으로 가고 있는가?

내용 : 변혁적 현장활동 진단, 복수노조 조직현실 진단, 조직력 

강화방안

주제

1

노동자는 정치의 주인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내용 : 진보정당 운동 및 현장 정치활동 진단, 정치의식 및 활

동강화 방안 

주제

2

세상을 바꾸는 산별노조운동을 펼치자 (산별노조운동의 과제)

내용 : 산별노조운동의 조직형식, 내용과 의제, 산별운동의 현

장토대, 과제   

주제

3

노동자계급은 하나다. (비정규직 문제)

내용 : 비정규 및 투쟁사업장 연대활동, 비정규 조직화 및 차별

철폐 활동 과제 

주제

4

노동자는 사회적 연대의 구심 (노동운동과 사회 연대활동 강화)

내용 : 사회적 (지역)연대활동 경험 및 한계, 연대활동 강화방안

주제

5

정파활동의 올바른 방향을 찾자 (민주노총 내 정파활동)

내용 : 정파조직의 긍정성과 부정성, 대중조직 속에서의 올바른 

정파활동 

* 출처 : 민주노총 노동운동지도자과정 교재

<표 6> 노동운동지도자과정 인터뷰  연구보고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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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교육은 선배 노동운동활동가의 경험을 통해 익숙한 것들을 듣

고, 교육 참가자와 진행자 간의 포 형성을 통해 ‘지도자과정’ 교육

에 해 각자 고민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주요 목 이었다.

(2) 2차 교육

1차 교육에서 학습자 자신과 노동운동을 돌아보았던 시간을 가졌

다면, 2차 교육은 노동 맥락을 넘어선 좀 더 넓은 사회 인 고민으

로 옮겨갔다. 총 4강으로 구성되어 있는 2차 교육의 주제는 안 사

회에 한 모색이다.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생태주의 안사회, 풀

뿌리 생활양식 실험 등 지 의 우리와 다른 모습의 안 사회에 

해 강사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강의는 총 4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통해 2일차 마지막 시간에는 모둠별 토론시간을 가졌다. 토론 

시간에서는 강의를 바탕으로 각 반이 생각하는 안 사회의 특징을 

마인드맵으로 구성하 다. 마인드맵을 구성하여 안사회로 나아가

기 한 구체 인 실천과제들을 선정하는 것에 주요 목 이 있었다. 

  2차 교육은 반부의 강의형 교육과 후반부의 토론형 교육으로 

나 어졌다. 토론은 2단계로 구성하 다. 토론의 1단계에서는 각 모

둠별로 강의 내용을 토 로 안사회의 모습을 마인드맵으로 구성

하는 것이다. 1단계의 마인드맵 구성을 해 학습자들은 매 강의의 

내용을 요약한 을 써 둔다. 기획 에서는 요약 을 미리 수합하여 

정리 후 마인드맵 구성 단계에서 배부하 다. 2단계는 각 반의 마인

드맵에 나온 간 주제에서 한 가지 주제를 골라 이에 한 구체  

실천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이었다. 지에 특정 주제를 실 하기 

해 민주노총에서 버려야 할 가치와 도입해야 할 가치를 나 어보고 

구체  실천과제를 논의하 다. 다음은 2차 교육의 일정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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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1일

10:00 도착 및 접수

대안사회를 

향한 

길 찾기

1

[1강] 사회주의 체제 이해와 현실사회주의11:00

12:00
점심식사

13:00

[2강] 대안사회의 몇 가지 모델
14:00

대안사회를 

향한 

길 찾기

2

휴식의 시간
15:00

[3강] 자본주의 극복을 위한 실험들

- 노동운동과 생태주의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16:00

17:00

18:00
저녁식사

19:00
[토론] 노동운동 희망 찾기 2-인터뷰 공유

20:00
[4강] 몸으로 풀어내는 감성커뮤니케이션

21:00
단결의 시간

2차 2일

9:00 기상 및 아침식사

대안사회를 

향한 

길 찾기

3

[5강]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평화통일10:00

11:00
분석 및 토론

12:00
점심식사

13:00

[6강] 우리가 꿈꾸는 대안사회
14:00

15:00

16:00 평가 및 나눔과제

* 출처 : 민주노총 노동운동지도자과정 교재

<표 7>  민주노총 노동운동지도자과정 2차 교육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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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교육은 1박 2일 동안 2/3정도 되는 시간을 들여 5개 주제의 

강의를 배치했다. 1박 2일 동안 다양한 분야의 사회운동과 련 있

는 5개의 강의를 듣고, 이를 재료로 삼아 안사회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세부 인 실천 과제까지 도출해내는 과정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학습자의 세부 인 실천과제 도출은 토론의 범 를 실

인 수 에서 마칠 수 있도록 하기 한 장치 다.

(3) 3차 교육

  3차 교육은 1, 2차 교육 동안의  과정을 수렴하기 한 과정이

었다. 3차 교육은 크게 두 트로 나 어졌다. 첫 번째는 1, 2차 교

육이 끝나고 주어진 과제물에 한 토론, 두 번째는 상담과 심리치

료의 역에서 자신의 삶과 노동운동의 의미에 해 성찰하는 시간

이었다. 다음은 3차 교육의 일정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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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1일

10:00

위기의 

노동운동 

희망찾기

도착 및 접수

[토론] 노동운동 희망찾기 311:00

12:00
점심식사

13:00

노동운동과 

지도자

[1강] 지도자의 역할인식, 내 삶의 주인은 나14:00

15:00

[2강] 노동운동과 일상 삶의 통합을 위하여
16:00

17:00

18:00
저녁식사

19:00

[나눔의 시간] 우리안에 고수를 찾아서
20:00

21:00
단결의 시간

3차 2일

8:00
기상 및 아침식사

9:00

위기의 

노동운동 

희망찾기

[토론] 노동운동 희망찾기 4
10:00

11:00

12:00
점심식사

13:00

총괄 평가 및 후속 활동
14:00

학생회 구성 및 졸업식15:00

* 출처 : 민주노총 노동운동지도자과정 교재

<표 8> 민주노총 노동운동지도자과정 3차 교육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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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 과제물의 주제는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 희망찾기’이다. 노

동운동 희망찾기는 주제에 맞는 상에 한 인터뷰, 그리고 인터뷰

를 바탕으로 한 연구 보고서의 두 가지로 나 어졌다. 학습자들은 1

차 교육에서 선택한 공통주제 1개와 선택주제 1개와 련하여 인터

뷰를 실시했고, 3차 교육에서는 최종 연구보고서를 제출하 다.

선택 주제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노동자 사

회연 , 산별노조운동, 노동운동 내부 정 활동의 총 5개 다(<표 

6>참조). 각각의 선택주제는 비슷한 비율로 참가인원 선택을 했지

만, 정 활동에 한 주제는 비교  은 인원이 선택하 다. 정

활동에 한 주제는 민주노총 내부 으로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다. 

토론 과정에서 정 활동에 한 문제가 거론되기는 하 지만, 깊게 

논의되지 않는 선에서 매듭을 짓는 경향을 보 다. 

연구 과제를 수행해 온 학습자들을 심으로 패 과 지정토론자가 

나뉘어 정식 토론을 진행했다. 나머지 학습자들은 청 의 입장에서 

경청하며 그  몇 명은 토론에 한 의견을 개진하 다. 각각의 주

제들은 민주노총 내에서 상당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주제로 각각

의 주제에 해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교육 로그램에 참

여한 학습자들은 개별 노조의 환경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 토론

은 민주노총이라는 큰 조직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다른 조직의 상황에 해 구체 으로 공유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 

공통된 결론을 내기 한 토론이기보다는 각자의 생각을 확인하는 

것에 더 비 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트인 상담  심리치유는 ‘일하는 여성 아카데미’라는 

노동교육단체의 강사 2명이 4시간을 맡아 진행하 다. 먼  50여개

의 가치 이 힌 카드를 활용해 의식 인 수 에서 개인 으로 삶

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후, ‘일 세우기’4)라는 심리 상담 로그

4) ‘세우기’라는 심리치료 로그램은 일하는 여성 아카데미 소속의 이주환, 이원아 

강사가 독일의 베르트 헬링거가 창시한 ‘가족세우기’라는 심리치료 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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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에서 개인의 내면의 세계를 성찰했다. 세 명이 한 조를 이루어 한 

사람은 자기 자신, 두 사람은 ‘일’의 역할을 맡아 하나의 조각품을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 개인이 어떤 심리를 담고 있는

지 행동으로 표출되었다. 학습자들은 세우기 과정을 통해서 노동운

동을 하며 겪었던 내면의 아픔을 드러냈다.

마지막 날에는 노동운동지도자과정을 마무리하는 수료식이 있었

다. 수료식도 노동운동지도자 과정을 마무리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는 과정이었다. 교육원에서 비한 수료증에는 해당 학습자들의 

개별 사진과 이름, 날짜만  있었는데, 학습자들끼리 짝을 이루

어 직  수료증의 내용을 채워주고 수여하기 한 것이었다. 학습자

들은 수료증 작성과 수여의 과정을 통해 교육 체에 자신만의 특

별한 의미를 부여하 다. 

4.  노동운동지도자과정 로그램 기획의도

‘지도자과정’은 노동운동의 기 극복을 목표로 기획된 로그램으

로 견  이상의 간부들을 상으로 한다. 노동조합 간부들의 삶과 

노동운동의 괴리에서 오는 노동운동 목표 상실에 한 문제해결을 

해 각자의 삶에서 노동운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한 고민

을 담고 있다. 다음의 표는 노동운동지도자과정의 주요과목을 분류

한 표이다.

노동교육에 맞게 변환한 로그램이다. ‘가족세우기’는 독일의 역사 , 시  배

경을 제로 발달된 치료모델로 세계 을 두 번이나 치 던 독일의 부분의 

가정이 가진 쟁과 가족 간의 아픔을 치료하기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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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내용

[1과목]

노동운동과 

지도자 (9H)

삶속에서 운동이 어떠한 의미와 보람인지 돌아본다. 

가정, 친구 등 일상적 삶과 운동적 삶을 통합적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을 실현하고 운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신의 성장계획을 세운다. 

[2과목] 

21세기 노동운동 

리더십 (10H)

변화하는 현대사회와 이에 조응하는 리더십의 유형

을 살펴보고, 노동운동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통합

적 리더십과 민주적 조직운영론, 성장을 위한 관계

속 리더십을 연습해본다. 

[3과목] 

노동운동 

희망찾기(9H) 

민주노총의 현실 및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역할, 노

동운동의 변화를 위한 실천과제를 주변 동료와 인터

뷰, 개인보고서작성, 전체토론을 통해 정리한다.

[4과목]

대안사회를 향한 

길찾기(11H)

사회주의, 사민주의 등 대안사회 이론을 학습하고 

전문가와의 학습토론을 통해 이론별 장단점을 정리

하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안사회의 전망을 모색한

다.

입학/졸업/

반별시간(6H)
운동현실 진단 및 인터뷰 내용 반별토론 

*출처: 노동운동지도자과정 교재

<표 9> 노동운동지도자과정 주요 과목 분류

 

연구자는 이 로그램을 세 가지 역으로 구분하 다. 첫째는 개

인의 내면, 외부와의 소통(1, 2과목), 둘째, 노동조합 실에 한 연

구와 비 인 토론(3과목), 셋째, 노동조합이 꿈꿀 수 있는 안사

회에 한 상상과 비  제시(4과목)이다. 

1) 소통: 나와 주변을 돌아보기

과 함께하는 조직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안에서는 자주 소통의 부재가 문제로 제기된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

는 것,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 등의 공통된 지향 을 가

지고 있으면서도, 지향 으로 가기 해 각기 다른 방안들을 생각하

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노총 내부에서 제기되는 정  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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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지 을 드러내고 있다.   

‘지도자과정’에서 소통은 연구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첫째, 노동자 

자신에 한 성찰에서 비롯되는 소통, 둘째, 노동자와 그를 둘러싼 

조직과의 소통이다. 소통과 련된 1과목과 2과목의 세부 교육과정

은 다음 표와 같다.

교육과정 비고

[1과목]
노동운동

과 

지도자

[강의] 선배노동자에게 듣는 노동자의 삶과 철학 1차 

교육[참여교육] 운동곡선으로 보는 노동운동의 보람과 애환

[참여교육] 지도자 역할인식, 내 삶의 주인은 나     3차 

교육[강의] 노동운동과 일상 삶의 통합을 위하여 

[2과목]

21세기 

노동운동

리더십

[강의] 변화하는 현대사회와 21세기 리더십

1차 

교육

[강의] 변화하는 현장, 노동운동가의 고민과 통합적 

리더십

[사례연구] 통합적 리더십, 경험에서 발견하는 민주적 

조직운영 

[참여교육] 성장을 위한 관계 속 리더십 

<표 10> 소통과 리더십 역

1과목과 2과목은 노동조합 간부로서의 리더십과 소통방법,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 교육에서

는 간부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한 리더십 교육(2과목)을 심

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더십 련 과목은 단순히 강한 지도력을 기

르고자 하는 방향이기 보다는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에 해서 논의한다. 여성주의 리더십 강의, 민주 인 조

직 운  방법에 한 토론을 바탕으로 기존의 남성 심 인 노조

의 리더십과는 다른 논의들을 다룬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유형이 어떠한지, 왜 다른 유형의 사람들과 부딪히는지에 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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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 리더십 련 과목  특히 여성주의 리더십

에서 다룬 젠더 감수성 련 내용은 학습자들에게 신선한 주제이면

서, 소통의 방식에 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는 내용으로 다가

왔다. 학습자들의 평가는 조합원들과 그 동안 왜 소통이 잘 되지 않

았는지, 좀 더 효과 인 소통과 리더십은 무엇인지에 한 학습을 

할 수 있어 좋았다는 정 인 내용이 부분이었다. 교육에 참여한 

간부들 역시 최근 노동조합의 폐쇄성과 변화의 정체에 한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이번 교육에서 다룬 소통방식의 변화를 통해 

정 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갈 수 있었기 때

문이다. 다음은 학습자들의 리더십 련 과목들에 한 평가  일

부를 옮겨 요약한 것이다.

- 젠더 감수성이라는 영역에 대해 배움으로써 앞으로의 노동운동 방향

에 도움이 됨

- 젠더감수성, 기왕에 들었으면 그 많은 실수를 줄였을텐데…. 일상대

화에서 상처주지 않는 기준을 잡은 듯

- 조직 내 변화해야 할 조직문화와 활동가들의 자세

- 세상이 변화하는 과정에 노동조합이 가장 못 변화한다는 소리가 많

다, 강의를 통해 노동조합이 조합원과 공감하고 나아갈 지향점을 어떻

게 이끌어 낼지 고민하는 시간

- 변혁적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고 현장 활동에서 조합원들과

의 소통이 왜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던, 내게는 소

중한 시간이 되었음

- 단결된 모습으로 힘 있게 가는 길, 새로운(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

는. 고정관념을 파괴할 수 있는 감성과 감정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

가오는 강의.

- 조직 내의 현장 활동에 큰 힘과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기회, 나는 인

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다는 무엇이 인간을 움직이는가에 더 흥미를 

느낌, ① 감정이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② 느낌을 주어라  ③ 내가 남

을 싫어하는 나의 문제를 먼저 보자, 나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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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은 자신의 삶과 노동운동에 해 심리상담의 역에서 다루

는 과정이다. 1차 교육에서의 운동곡선 그리기는 비교  가볍게 자

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운동경력과 삶을 곡선으로 표 해보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3차 교육의 막바지에 가서야 ‘노동운동과 일

상의 삶의 통합’에 해 비로소 다루게 된다. 3차 교육에서는 좀 더 

학습자의 내면과 학습자를 둘러싼 환경에 해 심리 상담 문가와 

활동을 하게 된다. 노동운동과 일상 삶의 통합은 ‘세우기’라는 독일

의 심리 상담 로그램을 노동조합의 상황에 맞게 ‘일 세우기’라는 

로그램으로 수정하여 사용한다. 심리 상담의 로그램을 가져오면

서 가장 요하게 고려했던 지 을 이를 어떻게 노동자들의 상황과 

정서에 맞게 녹여내는가 다. 따라서 ‘지도자과정’에서는 노동자의 

계 성을 고려하면서도 노동조합의 업무와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

는 강사의 존재가 매우 요했다. 그  교육원과 지속 인 교류를 

갖고 있는 노동교육기   하나인 ‘일하는 여성 아카데미’의 로

그램에서 ‘일 세우기’라는 로그램이 ‘지도자과정’의 주요 심리 상담 

로그램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윤  : 제일 고려한거는… 일단 다수의 인성교육이라든가 이

런 것들은 산층 시민을 상으로 한 교육이거든. 거의가. 종교

에서 한 것들 이라든지, 심리학 자체가 좀 그런 근이거든…. 인

거 같애. 이라고 규정하기 보단.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우리가 그

걸 노동자한테 당겨올 때는 노동자의 계 성도 무시 못하는거고. 

그 담에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갖는 고민이 있거든. 고민, 요구, 

삶에서의 힘듦, 혹은 불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니까 뭔가 채

워졌으면 좋겠다. 이거를 담아내는거지. 그니까 인제… 를 들

어, 일 찾기, 워 라워 이런 것들 보면, 그냥 인제 일상 속에서

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은 노동조합활동하면서의… 갈등도 있어. 

그리고 가정에서의 갈등도 있어. 그리고 인제… … 해고되고 

이런거면은 사회  갈등도 있는거잖아. 계 속에서의. 요런 것들



- 56 -

을 거기에 담아내면서 이제 풀어낼 수 있도록. 왜냐면 최소한 뭔

가를 좀… 내 스스로가 풀어내 야 해답도 낼 수 있는거 잖아. 

그리고 풀고 얘기하는 속에서  이게 해소가 되기도 하니까. 고

런 과정에서 교육 과정에 맞게 바꾸는거지. (인터뷰, 2014. 4. 3.)

‘일세우기’는 일종의 집단상담 로그램으로 학습자 개개인이 가지

고 있는 갈등과 고민들을 함께 참석한 학습자들과 함께 신체 활동

으로 풀어내었다. 이 과정은 이선옥 원장의 확신이 강하게 개입된 

로그램이기도 하다. 인지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에서 

심리 상담 로그램에 한 우려가 존재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 학

습자들 각자가 자신의 내면을 온 히 직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물론 집단 상담 로그램에 거부반응을 보이

는 학습자도 존재했다. 짧은 시간 안에 참여한 학습자들 모두에게 

자신의 내면을 쉽게 내보이는 것에 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나, 

복잡한 내면을 당장 직시하는 것에 해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이 과정에서 주목할 지 은 학습자가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에 한 성찰을 시도했다는 이

다. 개인  삶의 방향이 흔들리거나 내면  갈등상황에 닥쳤을 때 

노조 간부들은 노동자성과 운동의 이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해왔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한 경청을 

통해 솔직한 성찰을 경험해보았다는 에서 이 과정에 많은 애정을 

두었다. 학습자들은 “깊은 내면의 근본  원인을 끄집어내고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음”, “나의 가장 문제되는 지 을 알 수 있었음”, “

장실천과 일상생활에서 동일 가치지향이 되지 못하는 실에 한 

성찰, 이것은 인 , 총체  삶의 가치 으로서 자신을 재정립하는 

문제임.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일상화가 필요함”, “동료들과의 공감, 

소통의 요성, 삶과 나의 활동이 별개가 아니라는 지 을 고민했던 

시간”, “일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 등 다 알고 있었는데 놓쳤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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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음, 그래서 답답하고 짜증이 났었고, 되풀이 되는 조직과 투쟁의 

일상이 싫었는데, 그것을 찾게 됨, 처음 노조활동을 할 때 함께 뒹

굴고 같이 웃고 했던 그 순간이 행복했고, 그런 일이었는데,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했음을 깨닫게 됨” 과 같은 평가를 내렸다.5) 노동

운동과 삶의 통합이라는 지 에서 보았을 때, 학습자들은 자신이 안

고 있는 문제에 한 내면  성찰로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문제를 

조  더 통합 으로 근할 수 있었다.

2) 노동조합 실에 한 연구와 비  토론

소통과 리더십 련 로그램이 주로 학습자의 정서와 심리  

역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노동조합 실에 한 연구와 비  토론

을 하게 되는 3과목은 2차, 3차 교육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노동

조합 실에 한 연구는 학습자들의 자발 이고, 개별 인 학습에 

의존했다. 이 역은 기능 으로는 1개월 단 로 진행되는 1, 2, 3차 

교육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교육과정 비고

[3과목] 

위기의 

노동운동 

희망찾기 

[인터뷰 과제나눔] 현장조합원, 활동가 인터뷰 현실

진단 2차

교육
[과제] 노동운동 현실진단과 우리의 실천과제

[모둠/패널토론] 노동운동 전망찾기
3차

교육

<표 11> 노동조합 실에 한 연구와 비  토론 역

학습자들은 1차 교육에서 공통주제와 선택 주제 총 2가지 연구 주

제를 선택한다. 연구 과제에 해서는 총 2단계에 걸쳐 체 인 공

유가 이루어진다. 1단계는 2차 교육에 올 때로 련 주제에 필요한 

5) 민주노총 노동운동지도자과정 4기 3차 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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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2단계는 3차 교육의 최종 토론으로 

학습자들은 토론을 해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한 최종 연구보고

서를 작성했다.

공통주제는 장의 조직력 진단과 안  장 활동에 한 보고

이며, 선택주제로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산별노조운동, 비정규노동자

와 이주노동자, 노동조합과 사회연 , 노동조합 내 정 활동이었다. 

공통주제는 학습자가 속한 조합의 장 조직에 한 분석과 조합의 

정  변화를 한 안 인 활동방안에 한 모색이다. 선택주제

들은 모두 노동조합 내에서 비교  갈등지 이 있는 이슈이지만 정

면으로 드러내거나 토론하기 어려웠던 주제들을 선정했다. 

학습자들은 상 으로 ‘도발 ’인  주제들에 해 평소에 개인

으로만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인터뷰와 학습을 통해 수면 로 드

러냈다. 3차 교육의 패  토론 시간을 통해 각 학습자에게는 그 동

안 했던 과제들이 하나의 연구물 혹은 결과물로 엮인다. 패  토론

은 진행 에서 사회를 맡아 발언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토론의 내용과 함께 토론 진행의 형식  측면

도 함께 학습하 다. 

토론에서는 다양한 주제들을 모아 120분의 한정된 시간에 끝내야 

하므로 학습자들의 생각을 모아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내는 데까지 

가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결국 학습자들 개별 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한 자리에서 공유하고 생각의 같음과 다름을 확인하는데

서 끝나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는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매우 정 인 시도 다. 다른 

연맹의 다른 사업장에서 온 간부들의 다양한 생각을 한 자리에서 

집 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은 

토론의 자리에서 의견을 피력하고 서로의 이 어떤 이유에서 어

떻게 다른지에 해 확인했다. 한 노동조합 실에 한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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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인 토론을 통해 노동조합 기에 해 내부 인 문제 들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해 다각도의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

었다. 

3) 안사회에 한 상상과 비  제시

노동조합 실에 한 연구와 비  토론 활동이 노동조합 내부

의 문제를 직시하고 공식 인 자리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활동이

었다면, 안사회에 한 상상과 비  제시의 역에서는 노동조합

운동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형태의 진보  사회 운동과 이념에 

해 학습하며 시각을 넓히고, 비 을 만드는 활동이었다. 

이 역에서 선정된 강의는 총 4개로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노

동운동과 생태주의, 노동운동과 동조합이었다. 이 강의는 학습자

가 안사회를 구상하기 한 ‘재료’의 역할을 했다. 이 로그램에

서 찾고자 하는 안사회는 지 의 우리 실에 한 문제의식으로

부터 출발했다. 각 강의는 재의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

의 물결에 의해 상당히 왜곡된 상태라는 공통 인 인식에서 시작했

고, 왜곡된 사회 속에서 더 나은 방향, 더 좋은 사회를 모색하고 있

는 정치, 철학, 사회학  논의를 강의했다. 다음의 표는 안사회에 

한 상상과 비  제시 역의 세부 과목과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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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비고

[4과목] 

대안사회를 

향한 

길 찾기 

[강의] 사회주의 체제이해와 현실사회주의

2차 

교육

[강의] 대안사회의 몇 가지 모델: 사회민주주의, 

생태주의, 협동조합

[대안사회 포럼] 자본주의 극복을 위한 실험들

 - 노동조합과 생태주의  

 -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토론] 우리가 꿈꾸는 대안사회

<표 12> 안사회에 한 상상과 비  제시 역

 

안사회에 한 비  제시의 역은 단지 학습자들이 노동조합 

외부의 사회운동에 해 이해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었다. 

노동조합 외부에 있는 역들로 시각을 넓히고자 하는 것은 그 동

안 노조 내부에만 갇 있던 시각으로 인해 삶과 노동운동의 방향을 

잃었던 것에서 탈피하기 함이었다. 한 학습자는 극 으로 

안사회에 해 논의하고 구성해 으로써 잃어버렸던 목표를 스스로 

찾고자 하 다. 

이윤  :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그런 안사회의 역들을 공부를 

해보니까, 아,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민해 왔구나가 이해되어지

고, 그래서 뭐… 꼭 안사회가 아니어도 사회변화, 이런 걸로 사

회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런 변화만이 아닌. 당 로 와 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가 어떤 것이냐고 정리를 해 

보니까, 이게… 사회주의 사회나 공산주의 사회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니까 굳이 이걸 억지로 머리속에 집어넣게 하기 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정리하니까, 답은 나오더라. 우리가 이걸 해서 

열심히 싸우고, 후 세 를 해서 했던거구나를 알게 던 거 같

애. (인터뷰, 2014. 4. 3.)



- 61 -

Ⅳ. 노동운동지도자과정 학습자  

조직 내 수용과정 분석

2000년  이후 민주노조 운동은 서서히 안정기를 맞이하게 되었

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의 물결이라는 외부 인 악조건과 

더불어 조합원 참여율 조, 성화 된 활동 방식, 정  간 갈등 심

화와 같은 내부 인 문제들이 민주노총 안에 기의식을 불러일으

켰다. 신자유주의 체제의 노동 실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립이 

과거 산업사회와 같이 이분법 인 립 양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다. 노동자들은 “ 들을 앞에서 확인하고 노동자의 계 성을 자각

하는(주선경, 인터뷰, 2014. 3. 27.)” 것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사회

 환경 속에 놓이게 되었다. 노조의 입장에서 볼 때, 생활 속으로 

자연스럽게 침투해 오는 신자유주의의 향은 노동조합 운동을 

하는 한 외부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노조활동은 95년 이후 약 20년 동안 합법 인 역 안으로 들어오

게 되면서 비교  안정 인 환경에서 운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

다. 안정 인 운동 환경에서 발생한 내부 인 문제는 노조활동 성

화와 료주의화 된 태도이다. 내부 인 성찰의 목소리가 꾸 히 제

기되고 있지만 이미 큰 규모와 역사를 가지게 된 조직이기 때문에 

늘 경계해야만 하는 문제이다. 한 차 노동조합에 한 심과 

참여율이 어들었고, 이로 인한 얇은 간부층의 문제는 민주노조 운

동의 내부  기의식을 가속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도 볼 수 있

었다.    

민주노총교육원에서는 교육원 설립을 비하는 2005년부터 비

원회 설립 이후 2009년까지 약 35명의 연맹 간부들에 한 인터뷰

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인터뷰  설문조사 결과, “운동 망과 좌

표 상실”, “노동자의 기본철학 부재” 등 노동운동 망의 상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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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되는 문제 들이 제기되었다.   

이윤  : 노동조합활동 하면서 신자유주의의 물결. 요런 것도… 

조합원들이 극 으로 안하려고 그래. 보다 상 으로 삶

의 질이 좀 좋아진 건 사실이거든. 그러니깐 잘 안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나이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노동조합 잘 안하게 되고. 

기의 노동조합을 어떻게 극복해 갈거냐. 새롭게 노동조합 활동

이 가야될 건지, 아니면… 장단 을 분석해보면… 노동조합의 길 

찾기가 나오는 거니까. (인터뷰, 2014. 4. 3.)

노동운동지도자과정의 기획회의에서는 이를 “조직 과정에서 오는 

문제, 를 들면 정 의 문제, 동료와의 올바른 계 형성의 어려움 

등에서 비롯하는 것일 수도 있고, 민주노조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이나 이 사회의 변화에 민주노조운동이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에 

한 망 부재 등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첩

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수 있다.”고 보았다. 

교육원에서는 노동운동과 민주노총의 기를 조직 내 계형성과 

노동운동의 망 부재로 진단하고, ‘노동운동의 기 상황’이라는 합

의 을 토 로 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하 다. 노동운동의 기 상

황에서 노동운동의 망을 세워갈 주체인 노조간부들에 한 교육

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도자과정’의 학습자인 노조간부들

의 노동교육의 배경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학습자의 노동교육 배경

지도자과정에 참여하는 학습자는 노동조합간부로 이들의 노동교육

과 계된 특성에 한 분석을 하 다. ‘지도자과정’에서는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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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에서도 기 단 의 임원이나 신임간부보다는 역단 의 간

부나 노동운동 경력이 오래된 활동가들이 주요 상이다.6) 로그램

에 참여하는 간부들은 각기 다른 지역  배경과 산업 부문별 특성

을 가지고 있었으며, 노동운동 경력을 쌓아온 경로도 다양하 다. 

먼  노동운동의 출발지 에 한 구분이 가장 두드러졌다. 이들

은 노동 장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한 활동가 “노출”이라고 지칭하며, 

학생운동을 통해 노동 장에 투신한 활동가의 경우는 “학출”이라고 

지칭한다. 이들은 노동운동의 지향 , 노동투쟁의 방식 등에서 차이

을 보이고 있었지만 서로의 차이  사이에서 토론과 논의를 통해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노력을 보 다. 

오래된 경력의 간부들은 1970년  산업화 시기의 노동 장에서 노

동운동을 시작하 다. 이후로 노동운동이 발된 1980년  노동자 

투쟁의 시기, 1990년  노 과 민주노총 결성 시기와 같이 우리

나라 노동운동의 역사  시 과 맞물려 노동운동에 투신한 경우도 

있었다. 

공통 으로 노조간부들은 각 단 를 표하는 리더로서 자신의 생

6) 사업장이나 지역 지회장과 같이 기  단  간부들보다는 역 지역지부장이나 

산별 연맹의 견  이상의 간부들을 한 교육 로그램의 수는 매우 은 편

이다. 앞 장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2000년  이후의 노동교육은 개인의 노동

운동 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많이 배치되어 있다. 신입 조합원, 신임 간부 교육

은 각 지역이나 산별연맹에서 각 실정에 맞는 고유한 교육 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나, 그에 한 후속 교육과정 혹은 고등 수 의 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곳

은 거의 없었다. 지역과 산별 단 에서는 높은 수 의 노동교육 로그램을 기

획하기 한 역량을 모으기 쉽지 않다. 노동조합들은 해당 노조에 산재하여 있

는 안들을 처리하기 해 많은 역량을 소비를 하고 있어 상 으로 교육 

로그램만을 기획하기 한 비용과 인력을 들이기는 어려운 일이다. 산별과 지역

이 력하여 이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한 어려운 문제이다. 재 민주노

총의 각 산별이나 지역 간의 교류는 활발한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기 때문

에 노동경력이 있는 간부들을 한 교육의 필요성은 언제나 제기되는 문제이지

만,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할 역량을 가진 주체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러한 상황에서 교육 로그램 개발에 집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곳, 이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구심 을 가진 곳은 민주노총 총연맹으로 민주노총 총연맹 

교육원은 로그램 기획과 운 을 한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 64 -

각과 행동이 곧 소속 단 를 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외

면 으로 그들은 항상 노동조합 조끼와 명찰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외면  차림새는 단순히 그러한 복장을 유지한다는 것보다 많은 의

미를 함축하고 있었다. 자신의 이름과 직업보다는 노조 내 직함으로 

표되는 그들은 조합원들에게 노동운동의 비 을 제시하고, 조합의 

미래를 책임져야하는 치에서 상당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다. 간

부들은 다양한 노동운동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 으로 조직

의 입장과 자신의 삶 사이에서 내면  갈등을 겪고 있었다. 

1) 학습소모임의 경험

노조 간부들은 노동운동 분야의 문가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학력과 계없이 각 산업 부문별 노동 장에 한 깊은 이해와 노

동운동 반에 한 높은 문성을 가지고 있었다. 상당 기간의 노

동운동 경력뿐만 아니라 87년 7월의 노동자 투쟁, 90년  민주노조 

합법화 등의 노동운동 승리의 과정에서 겪은 경험이 이들에게는 

요한 자산이 되었다. 노동조합의 조직과 일상 사업, 투쟁의 략 등 

노동운동 반에 련한 문성은 노동투쟁의 장에 기반한 실천

 경험을 통해 쌓을 수 있었다. 

한편 그들의 노동운동에 있어 이론  기 는 노동조합에서 마련한 

교육 로그램보다는 1970～90년  까지 활발했던 ‘학습소모임’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학습소모임은 노동운동을 하는 활동가들끼리 

모여 조직한 학습조직으로, 철학, 역사, 한국근 사 등의 내용을 

학습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최승주 : 소외된 삶의 뿌리를 찾아서. 내가 맨 처음에 읽었던 사

회과학 서 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노동자의 역사, 노동의 역

사… 박민사에서 나왔던 거. (인터뷰, 201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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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부들이 경험했던 학습소모임은 1970년  진보 인 교회지도

자들이 조직했던 소그룹 학습 모임 통과도 연결해볼 수 있다. 

1970년  민주노조운동에서 핵심 인 역할을 담당했던 조직은 가톨

릭노동청년회와 도시산업선교회이다(구해근, 2001). 이 당시 산업선

교는 1950년  말 산업 도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유럽의 교회로부

터 들어와 공장 노동자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하는 순수한 복음주

의  종교운동으로부터 출발했으며, 1970년 의 태일 분신자살 사

건을 기 으로 좀 더 진보성을 띠게 되었다(권진 , 2006). 교회지도

자들은 공장이 규모로 몰려있었던 구로, 등포, 인천 지역을 

심으로 1970년  반 이후에는 다수의 소그룹을 조직하 고, 노동

자들은 소그룹 안에서 친목모임을 가지며 국가 이데올로기에서 탈

피할 수 있는 사회과학 서 을 읽고 토론을 하 다. 1970년  민주

노조운동을 낳은 노조의식은 소그룹활동의 산물로 볼 수 있다(구해

근, 2001). 교회지도자들이 조직한 소그룹은 정부와 기업의 많은 탄

압을 받았으나, 그들의 정신은 후 의 노동운동 활동가들에 의해 계

승되었다. 1982년 원풍모방 노동조합의 폐쇄 이후 1983년부터 1987

년의 노동자 투쟁 사이의 4년 동안 산업선교는 약화되었으나 진보

 노동자들과 학출들이 노동운동을 이끌어나가게 되었다(권진 , 

2006). 

최승주 : 한 축으로는 내 친구를 만나면서 내가 노동운동을 하기

까지는 내 친구 향이 컸지. 가까운 친구가… 그 다음 그 해 말

에 학생운동, 걔가 속해 있는 조직의 선배를 연결해서 학습소모

임으로 엮인거야. (인터뷰, 2014. 3. 27.)

진희숙 : 인천 부평에서, 부평에서 있으면서 그냥 어…. 삼 이랑 

같이 일하는데 동네포스터가 이 게 붙어 있는 거야. 독서회 모

임, 독서회 모집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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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략) 거기가 이제 지역단체 어. 쪼끄만한 지역단체. 그 때가 

팔오…팔십 오년? 팔십 육년. 이 때. 그러니까 이제 한참 학생운

동이 학생들이 노동운동으로 들어가자 할 때. 고 때 던 거 같

애. 지역사회에서도 그런 단체들이 되게 많았어. 그랬는데 인제 

나는 그냥… 독서회, 독서모임 한다니까 간 거고, 갔는데 뭐 이제 

“불온서 ”을 막….하하하. (인터뷰, 2014. 4. 2.)

‘지도자과정’의 노동자 출신 간부들은 주변에 있었던 진보  노동

자나 학출 활동가들이 조직한 소모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

습소모임은 형 인 독서회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 는

데, 를 들어 1980년  후반~1990년 에는 노조 간부회의가 학습

소모임의 역할을 하기도 하 다. 회의를 겸한 학습소모임은 노조 내

에서 조합원 조직활동과 배움의 장을 제공하 다. 

김희정 : 간부로 올라오면 이제 딱 안정화 된 거 요. 간부가 되

면 학습해야 되고 간부가 되었기 때문에 뭔가 알아야지 간분데. 

간부가 공부 안 하면 가 공부해. 그래서 이제 조합원은 

인 교육을 받지만 간부가 되면 학습을 해야 한다는 게 딱 안정화 

되어서 매주 회의하는 날은 학습하는 날인 거 요. 그래서 뭐 학

습을 두 시간해야 한다 그러면 두 시간 다 하고. 안 그러면 한 

사정이 있어서 한 시간만 해야 한다 그러면 한 시간하고 나머지 

한 시간 회의하고. 그니까 회의를 병행했던 거 같아요 항상. 그리

고 이제 의원들이 올라오면 확 간부교육을 받거나 확 간부회

의를 하거나. 확 간부든 의원이든 뭐가 든 간에 간부란 딱

지를 붙이면. 

연구자 ; 일주일에 한번은 무조건?

김희정 :  학습과 회의. 이런 식으로 병행을 했던 거 같아요.

(인터뷰, 201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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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 인터뷰처럼 당시 활동가들에게 정기 인 모임이나 회의

는 의사결정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학습의 장이었다. 노조라는 공동

체 안에서 학습과 사회운동 조직은 별개의 것이 아니었다. 노동운동 

투쟁 안이 학습의 장에서 토론되기도 하 고, 학습의 장에서 했던 

이론  토론은 다시 노동운동 추진 과정에서 고려되었다. 결국 그들

은 학습소모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소  “학교에서 배운 것들” 혹

은 사회 으로 통용되던 지식들이 세상의 부가 아님을 알게 되었

고, 노동자의 실에 한 사회구조  모순을 깨닫게 되었다. 

최승주 : 몇 년에 이은, 맨날 졸고 발췌도 안 해가고, 책 제목도 

기억 안 나구, 읽은 기억도 없지만, 그래도 군가 열심히 발췌해

오고 막 토론, 남들 토론하면서 주워들었던 얘기라든가, 그 게 

한 몇 년을 했었던 그 경험들이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바탕

이라는 확신이 있어. 신기하게. (인터뷰, 2014. 3. 27.) 

학습소모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간부들에게는 학습소모임의 기

억이 강렬하게 남아있었다. 학습소모임에서의 학습경험들은 그들에

게 있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 는데, 이

는 노동운동을 지속하게 하는 사회과학  이론의 기반이 되었기 때

문이다. 뿐만 아니라 소모임에서 경험했던 공동체 모임, 의사결정, 

토론 등의 활동은 일종의 종합 인 ‘학습문화’로서 기억되고 있었다.  

노조 간부들에게 학습소모임은 이후 경험하게 되는 모든 학습에서 

그 형식과 수 을 단하는 기 이 되었다.

2) 간부교육에 한 상

민주노총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교육 상에 따라 구분하면 크

게 두 가지로 조합원 교육과 간부 교육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강연의 형태로 진행되는 교육 로그램을 조합원 교육의 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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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볼 수 있다면, 간부 교육은 워크  형태의 숙박교육으로 

구성되었다는 을 비교해볼 수 있다. 조합원 교육은 노동 안에 기

반하여, 노동과 노동자에 한 의식화 교육을 기 로 한다. 한 노

동조합 활동을 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알기 쉬운 용어 설명과 간

단한 실습을 통해 달한다. 반면 간부교육은 조합원들을 이끌어가

야 하는 입장에서 노동조합 사업 실무와 노동 쟁의 략 교육을 

심으로 하며, 부수 으로 각 조직 간부들 간의 력 계 증진이 수

반된다. 교육담당자는 교육에 참여하는 간부들이 해당 조직에서 어

떤 역할들을 하게 할 것인가를 심으로 교육의 목표를 잡고 로

그램을 기획하는 것을 가장 요하게 생각하 다.

이윤  : 간부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목 이 명확하기 

때문에, 간부교육을 할 때는 내부의 조직력 강화를 해서라든

지… 아니면 어떤 투쟁했을 때 투쟁에 승리하기 해서 라든지. 

아님 요즘 같으면 통상임  문제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기 

한… 그래서 의식강화를 한 거라든지, 계 성을 강화시키기 

한 거라든지 목 이 확실하기 때문에, 간부교육은 그거에 맞는 

교육으로 하고, 그리고 간부교육 할 때는 교육 내용이 내용 달

과 함께 스스로 간부로서 노동조합활동. 조합원과 만났을 때 무

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스스로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까

지 좀 고민 하면서,  교육 내용을 풀어내려고 노력을 하죠. (인터

뷰, 2014. 4. 3.) 

실제 기획된 간부교육 로그램은 조직의 목표에 맞춘 교육이 

심이 되었다. 노동 안과 노동법, 임 상 략 등 노동조합이라는 

조직 안에서 잘 기능할 수 있는 간부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

가 되었다. 그러나 학습소모임에서 경험했던 사회과학과 역사에 

한 심도 깊은 독서와 토론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간부들에게 재

의 노조 교육은 그들의 기 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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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 : 운동 처음 할 때 학습 소모임을 통해서… 공부들을 쭉 

하고 해왔었는데, 지 은 그런 소모임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교육이  조직에서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자기 

품이 안 들어가고, 주어지는, 수동 인 교육 형태에 한 문제가 

있죠. 그런데 교육이라고 하는 건 들으면 다 잊어버리는 거니까.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방식이 필요한 거고. (인터뷰, 2014. 

11. 25)

노조 합법화 이후 속도로 불어난 노동조합을 유지하고 새로운 

간부들을 육성시키기 해 정착한 재의 노조 교육은 이들에게 있

어 “백화  나열식”의 수  낮은 로그램에 불과하 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조 간부들이 원하는 교육은 와 같은 목표지향  로그

램보다 높은 수 의 교육 로그램이었다. 이는 사회구조 체를 조

망할 수 있는 사회과학, 인문학  을 기를 수 있는 형태의 교육 

로그램이다. 조 수 인터뷰에서 ‘결정’과 ‘결단’이라는 단어를 통해 

이를 설명했다. 

조 수 : 회의에서 결정은 할 수 있어요. 뭔가 일을 실행하려면, 

결정은 모든 의견이 모아질 때 하잖아요? 결단은 모아지지 않아

도 필요하면 해야 돼요. 욕을 먹더라도. 이게 사회 발 에 나아가

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건 필요한 거죠. (인터뷰, 2014. 11. 25)

노동운동을 자신의 삶에서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노조 간부로서 

바람직한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사회의 흐름과 본질

을 악할 수 있는 이다. 그는 이러한 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은 학습소모임과 같은 형태의 학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

다. 마치 고등교육기 에서의 교육과 같은 학습을 원하고 있었는데, 

련 서 을 폭넓게 독서하고 토론을 하는 형태 속에서 노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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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폭 넓은 사회과학, 인문학에 한 학습을 원하 다.

많은 노조 간부들은 교육의 요성에 해서는 인식하고 있었으

나, 한편으로는 투쟁과 련한 시간  한계로써 교육 로그램의 부

족한 원인을 설명하기도 하 다. 자신이 속한 사업장이나 연맹 안에 

임  상이나 투쟁의 사안이 겹치게 되면 교육을 비롯한 모든 것

들은 후순 로 려나게 된다는 것이었다.  

노동운동의 문가로서 고등 수 의 노동교육에 한 욕구는 상당

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노동 안과 련한 시간  한계, 

조합 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간부 육성과 같은 실  목표 

하에서 그들이 원하는 교육의 상과 진행하고 있는 교육의 상에 간

극이 존재하고 있었다.

2. 학습자의 로그램 수용과정

1) 노동운동의 망 부재: 우리는 왜, 구를 상 로 투쟁을 하는가?

노조 간부들의 노동운동 기에는 상 가 매우 분명했다. 그들은 

노동자들의 인간 인 우와 임  실화를 해 기업주와 정부를 

상 로 투쟁을 하 다. 나아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탄압하는 

기득권 세력과 투쟁하여 민주화에도 많은 공을 세웠다. 정치 민주화

와 1995년의 민주노조 합법화 이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조합

원들의 소득 증 가 일정 부분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

은 환기를 맞았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정식 건립 이후 몇 년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 

노동 장은 다른 방식의 기를 맞게 되었다. 1997년의 융 기와 

이후 도입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으로 인하여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 간의 계층 분화가 생겼고, 노동자 계  내부 인 분열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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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게 되었다. 한 2000년  후반에는 노동자 정당의 정치세력화 실

패로 노조 내부에서는 노동운동의 망과 목표에 많은 혼란이 따르

게 되었다. 한 민주노총 설립 이후 노동운동 안에서는 이 과 같

은 노동운동 승리의 경험이나, 진보  사회변 에 한 가시 인 성

과를 쟁취한 경험이 어들었다. 사회 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

에서 자본가와 늘 립해야 하는 간부들은 정신  피로감이 지속

으로 쌓여왔다. 간부들은 이러한 내면  피로감에 해 공유하거나 

표 할 곳이 없는 상태로 노동문제 해결에만 을 두었고, 그들의 

개인  삶과 경험들은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노동운동 국면의 변화로 인하여 이 과 다른 사회  분 기 속에

서 간부들은 “노동운동의 망을 잃었다.”는 표 으로 노동운동 목

표 혼란의 상황을 나타냈다. 노동운동 국면의 환에 하여 '조직

심 노동교육'은 이에 상응하는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 다. 노동조

합이 하 던 기존의 가장 자연스러운 교육 인 근은 이념의 재무

장을 통해 노동자 의식을 강화하는 방식이었다. 민주노총 노동운동

의 역사에 한 학습과 토론, 자본주의에 항하는 노동자로서의 올

바른 태도와 자세에 한 교육은 흐트러진 노동자 의식을 정비하여 

노조운동 기 극복을 모색하고자 하 다. 이러한 생각은 재까지 

기 단  사업장의 간부들에게는 상당히 유효한 방식이라고 생각되

고 있었다.

조용섭 : 교육을 많이 해야 돼요. 특히 노동자의 실. 실에 

해서 하고 우리가 투쟁을 왜 해야만 하는가, 왜 이런 사회가 만

들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역사 인 면에서 가르쳐줘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투쟁력도 키워주고. 그런 게 제일 시 한 문제 

같아요. ( 략)

그러니까 뭐 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만 노동의 실에 해서는 

지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실보다도 겪지 않는, 그 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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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로 들어서  그 역사 인 . 우리가 계속 투쟁을 해옴으로

서 자기 노무 사업장에 왜 이런 부분이 고 왜 이 게 안착했는

지. 참 그것을 좀 쉽게. 알아듣기 쉽게…(인터뷰, 2013. 7. 18)

'조직 심 노동교육'에서는 노동 련 의제들에 하여 강화된 지

침을 강의형식의 교육을 통해 달하는 방식이 가장 빈번하 다. 노

동자 의식을 잃지 않고, 조합의 일원임을 강조했던 '조직 심 노동

교육'에서 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조직 심 노동교육'들은 노동조합의 유지와 간부들의 노동운동 

실무 능력 향상에 상당 부분 도움을 주었다. 해당 산별의 노동운동 

역사와 노동문제 안에 한 강의들은 노동자로서의 의식 강화뿐

만 아니라 사측과의 립에서 우 를 할 수 있는 략을 학습할 

수 있다는 에서 간부들에게는 실 으로 요한 교육이다. 그러

나 이러한 교육이 시  변화에 따른 간부들의 삶의 문제에 응

하지 못하 다는 을 가장 큰 한계로 지 할 수 있었다. '조직 심 

노동교육'은 변화한 노동운동의 환경 , 조직  조건을 충분히 반

하지 못하고,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었다. '조직 심 노동교육'은 이

만큼 조합원들과 간부들의 교육  요구 조건들을 수용하지 못하

다. 80년  후반부터 노동운동을 시작하 던 앙연맹의 간부는 

노동교육의 역이 변화하지 못했다는 을 언 하 다. 

최승주 : 교육도 내가 배웠을 때의 그 교육 그런 교육이 그 게 

발 했다 이런 느낌이 별로 안 드니까. 내가 처음에 배웠던 그런 

교육이후에 정말 세월이 지난 것만큼 변화 발 해서 교육이 왔

냐. 이런 느낌은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교육도 이게 고

민을 하면서 안이 나와야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 

체가 변하지 않는데 교육만 변할 순 없는 거잖아. (인터뷰, 

201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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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심 노동교육'에서는 노동자들의 삶의 문제보다 조합원으로

서 혹은 간부로서의 역할을 주로 강조하 다. ‘지도자과정’의 간부들

이 그 동안 받아왔던 교육들은 노동자 의식화 교육에 기반하여, 임

상을 한 노동법 련 지식에 한 명확한 숙지, 임 상 

략, 최근 노동 이슈에 한 업데이트이다. 즉, 조직에서 잘 기능할 

수 있는 간부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도록 하기 한 교육 

로그램이었다. 

이선옥: 교육이라는 역에서 보면은 87년 이 의 운동. 87년 노

조가 인제 량화 되고 이러기 에… 음… 교육은 소모임식이었

지. 사회변 인 인식. 이 게 특징 인거 보면은. 소그룹, 그 담

에 삶의 결단, 뭐 이런 몇가지 특징들이 있잖아. 뭐 그런데 인제 

노동조합이 민주노총까지 인제… 내 식으로 표 하면 제도화. 합

법화되고, 이 게 제도화 되면서 량교육으로 바 지. 그니까 사

람 하나하나에 한 이런거…보다는 노조 간부들이 해야 될, 노

동조합은 이런 기능이 있고, 조합원은 이런 역할…이 있어야 되

고, 이런 기능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인제 커지면서, 커지면

서… 그런 인제 조  더 근본 인… 본질 인 운동의 의미나 삶

의 의미를 근해 가는 이런 것들이, 인제 좀…. 그랬던 거 아닌

가. (인터뷰, 2014. 5. 22.)

역할과 조합 지침이 주로 강조되었던 '조직 심 노동교육'은 노조

간부들에게 노동운동이 그들의 삶의 어떤 의미를 제공해주는지 설

명해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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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신만의 노동운동 의미 찾기

‘지도자과정’의 간부들은 노동운동 기에 매우 분명한 목 을 가

지고 활동가로서 삶의 목표를 가졌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 과

정에 경험했던 학습소모임은 사회변 을 한 노동운동에 투신하는 

데 결정 인 이론  기 를 제공하 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노동 

해방 이데올로기를 깊숙이 내면화하 고, 명 인 사회변 을 꿈꾸

는 활동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최승주 : 존재… 옛날 학생운동하다가 이 게 노동운동하는 사람

들 존재 이 한다고 하거든… 의식의 변화를… 가지면서 한편으

로는 결단을 한 거지. 결단이… 사실 그때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으니까. 내가 명가로… 그 때는 노동운동이 아니야~ 그때

는 노동조합이 우리가 해야할 일이 아니었어. 명이었던 거지. 

그 명가로서… 어 든 꿈을 키우면서 어…. 하하 이 게 좀 해

가면서 운동을 하다가 87년을 맞이한 거지. 그때까지 자취방에서 

소모임하고, 비 리에 음악을… 자취방에 이불같은 거 뒤집어쓰

고 불 안 새어나가게… 그 게 학습을 하다가 인제…… 그…. 87

년도를 맞이한 거야. (인터뷰, 2014. 4. 2.)

그들에게 지상과제는 노동자 해방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지, 개

인의 삶만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활동가들은 자기 희생을 통하

여 노동해방에 앞장서고자 하 고, 노동운동의 큰 흐름을 거쳐온 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다. 부분의 노동운동활동가들이 이러한 

의식 속에서 노동운동을 해왔고, 개인 인 삶의 역은 부수 인 것

으로 치부해왔다. 많은 간부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반추

해볼 여유가 없었음을 토로하 다. 

와 같은 인식에서 장기 인 노동운동을 한 결과 간부들은 “노동

운동의 망을 잃었다”는 표 으로 일종의 개인  상실감과 회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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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 하 다. 노동운동 국면의 환으로 활동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고, 인생 경로에 있어 스스로를 돌아볼 시 에 도달하면서 내면

 혼란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동안의 노동운동 속에

서 간부들의 정신 인 피로감이 축 되었고, 이러한 피로감은 삶에

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역들에 한 감정을 차단하고 있었다.  

가족, 지역사회의 시민과 같은 삶의 다양한 모습들이 노둥운동가

로서의 삶의 뒤편에 치하게 되는 상을 두고 이선옥 원장은 “노

동운동과 삶의 괴리”라고 표 했다. 노동조합 간부들은 노동운동과 

삶이 원만하게 통합되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노동운동의 목표를 

차 상실하게 되었다. 목표의 상실은 조직 안에서 노동조합운동의 

성화, 정  간 갈등의 문제로 드러나게 되었다.

노동운동은 옳다고 믿는 이상을 해 오랜 세월을 쉼 없이 노동조

합운동에 념하 고, 삶에서 가장 큰 역을 차지해온 경험들이지

만, 정작 간부 스스로는 노동운동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

지는지에 해서 쉽게 규정할 수 없었다. 주로 이러한 고민을 가지

고 있는 간부들이 ‘지도자과정’에 참여하 다. 그들은 표면 으로 

“노동운동의 망을 세워보고자” 이 로그램에 참여하 다고 하

지만, 사실 내면 으로는 자신의 삶에 한 성찰이 필요한 시 에 

도달해 있었다. 그들은 로그램을 통해 노동운동이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한 해답을 찾고자 하 다. 

‘지도자과정’은 간부들의 노동조합에서의 역할이나 기능이 아니라 

그들의 개별 인 삶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근하 다. 즉, 노동해방 

이데올로기의 내면화에서 을 환하여, 노동조합 간부 개인의 

삶의 측면에서 솔직한 생각을 드러내도록 한 것이다. “조직의 

이나 당 인 이야기 말고, 당신은 왜 노동운동을 합니까?”로 요약

될 수 있는 내용의 질문들이 로그램 곳곳에서 배치되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조합 안에서 기능하는 간부가 아니라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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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에 기반한 에서 노동운동을 성찰하게 되었다. 즉, 노동운

동이 인간 외부에 존재하는 어떠한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어

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성찰해 으로써 노동운동에 한 의미를 탐

색하고, 개인의 삶에 기반을 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

다. 

기존 노동교육에서 노동운동 기 극복을 하여 노동자 의식 강

화의 방향을 선택했다면, ‘지도자과정’은 1) 소통, 2) 노동조합이 꿈

꿀 수 있는 안사회에 한 상상과 비  제시, 3) 노동조합 내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토론을 하는 세 가지 방향을 선택

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학습자들의 삶의 모습을 공유하고, 외부의 

다양한 사회운동과 이데올로기에 해 학습하는 과정은 노동조합운

동 안에 매몰되어 있던 학습자들의 시야를 넓 주었다. 노동조합이

라는 좁은 역에서 시야를 넓힘으로써 사회 구조를 조망하고자 하

고, 사회 구조 안에서 단지 노동조합 활동가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해 자유로운 토론을 하 다. 학습자들은 로그

램을 통해 노동조합운동에 매몰되어 있던 자신에게서 자유로워짐을 

느 다. 노동운동 안에서 부딪히던 고민을 직시하고 직 으로 토

론에 임하면서 문제 해결의 방안을 탐색하는 경험을 했다는 은 

노동운동 활동가로서의 자신감을 찾아주는 계기가 되었다.

한 학습자 내면에 한 성찰의 시간은 노동운동과 삶을 자신만

의 기 에서 조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었다. ‘지도자과정’은 학습

자가 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왜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가?’, ‘왜 

노동운동이어야 하는가?’와 같은 물음에 학습자들이 지속 으로 고

민을 하도록 하는 장치들을 두었다. 인터뷰  연구보고서 과제, 노

동조합 밖의 사회운동과 안의 소개, 상담심리 로그램이 표

이다. 세 가지 방향의 교육 로그램을 통해 학습자들이 가져가게 되

는 궁극 인 학습의 목표는 자신만의 삶의 기 을 세울 수 있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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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력의 향상이다. 

이선옥 : 교육에서는 그런 성인학습이고, 그래서 성찰력. 사회에 

한 인식을 성찰할 수 있는 뭐 그런거? 자기 자신에 한 성찰 

뿐만 아니라, 조직에 해서도 한발 물러서서 조망할 수 있는 능

력, 역량, 사회도 인식… 구조가 이 게 되니까 폭로 심이 아니

라,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사회가 이 게 되어가고 있구나, 그

래서 이 게 바 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론 으로 뭐 이 게 잘

못 으니까 이건 이런 제도가 되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거 있잖아.

연구자 : 논의의 심이 나인거네요.

이선옥 : 그 지. 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매 교

육 때 고런 성찰력이라는 계속 머리를 맴돌더라고. 그나마 지도

자 과정 오면 부분이 강의로 들으면서 를 들면… 우리가 만

드는 꿈꾸는 세상도 자기가 한번 장단  분석해보고, 생각해보게 

하고, 그걸 이 게… 한발 물러서서 내가 원하는 삶은 진짜 뭐

지? 뭐 이런 거를… 자기 생각을 통해서 조별로 같이 한번 확인

해보고. 이런게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거 인거 같애. 

(인터뷰, 2014. 5. 22.)

결국 ‘지도자과정’에서 간부들은 인지 인 학습과 토론, 심리치유

 로그램을 통해 다각도의 내면  성찰을 함으로써 특정 이데올

로기나 조합의 지침에 근거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삶의 기 과 목표

를 세워볼 수 있었다.

3) 자기 성찰의 지속을 한 능동  후속활동

‘지도자과정’이 종료된 후 학습자들은 여러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

을 정리하고, 로그램을 내면화하 다. 평소 노조의 심기조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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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방향의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는 간부들은 로그램을 통해 다

른 간부들 역시 그러한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다는 을 확인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로그램에 해 만족하고 학습활동을 마무리하

다. 혹은 시민사회, 동조합 등 노동운동 밖의 사회운동 논의에 

한 단순한 지식 습득, 학습자 간 교류 차원에서 의의를 둔 학습자들

도 존재하 다. 이러한 경우의 학습자들은 별다른 후속 학습 없이 

로그램을 종료하 다. 

한편 앞의 경우보다 훨씬 극 으로 후속 활동을 지속한 경우가 

있었다. ‘사람 심 노동교육’ 내용을 학습자의 소속 조직으로 가져가 

달하는 방식, 개인의 내면  성찰의 강화를 해 심리 상담 로

그램을 극 으로 찾아 참여하는 방식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1) 소속 조직으로 ‘사람 심 노동교육’ 

‘지도자과정’이라는 노동교육’ 로그램 자체에 극 인 심을 

보 던 학습자는 로그램의 포맷을 본인의 해당 지역 지부로 가져

가 직  운  하 다.7) 해당 학습자는 산별연맹 지역지부의 원장

을 맡고 있는 간부로 수도권과 거리가 멀어 새로운 유형의 교육 

로그램을 하기 쉽지 않았던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지도자과정’

의 포맷이 지역에서도 구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 다. 로그

램은 민주노총교육원에서 진행되었던 것과 동일하게 매 달 1박 2일

씩, 3개월 동안 교육 하 다. 앙총연맹에 합했던 내용들은 해당 

산별과 지역에 합한 요소를 추가하여 내용을 소폭 수정하여 진행

하 다. 새로운 학습자들은 ‘지도자과정’의 원래 교육 상인 견  

이상의 간부가 아니라 지역의 기  단  간부들로 구성되었다.

지역 지부 체를 책임지고 있는 간부로서 앙 연맹에서 진행되

고 있는 로그램  새로운 논의를 시키는 것은 요한 의무 

7) 민주노총 건설연맹 강원건설기계지부 지회장 리더십 교육(2014년 4월～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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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이다. 특히 지역 지부는 수도권에 치한 노동조합보다 상

으로 앙 연맹과 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노동 교육 주제를 하기 어렵다. 앙연맹  타 노조

와의 교류가 은 상황에서는 상 으로 노동교육을 한 환경이 

잘 조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무는 훨씬 더 요성을 갖

는다. 

연구자 : 그러면은 이 지회장 리더십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참여

형 교육 이런 것들이 약간 그…. 체계 으로 혹은 정례화 시켜서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 요? 일단 내년까지?

유상호 : 지속 으로 매년마다 정례화해서 한건 있죠. 근데 일박

이일 코스밖에 안 었으니까. 그 게 시간을 많이 해나가는 교육

을 내년에도 해 볼 생각이에요. 거기에서 얻는 깨우침이라는 거 

솔직히 활동가들로서는 아니면 지역의 장으로서 어떤 곳에 시민

단체든 청년단체가 제도권 안이든. 그런 사람들 많이 나와서 나

랑 이야기가 되는 는 꿈이 그거에요. (인터뷰, 2014. 4. 24.)

그러나 지역 지부에 새로운 교육 로그램의  의무 수행이라

는 측면보다 그 이면에 존재하는 이유가 조  더 요한 의미를 가

졌다. ‘사람 심 노동교육’에서 논의했던 핵심 인 내용들을 지역에

서 함께 활동하는 노조 간부들과 지속 으로 논의해보고자 한 것이

었다. 즉, 동일한 형태와 내용의 교육 로그램을 가장 자주 만나 

함께 활동하는 기 간부들에게 경험해보게 함으로써 소속 지역의 

노조활동가들과 ‘사람 심 노동교육’의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자 함

이었다. 이를 통해 다각도의 을 공유하고, 이것이 지역 안에서 

꾸 히 논의되어 공통된 생각을 모을 수 있을 때, 지역노조의 발

을 끌어낼 수 있다는 학습자의 단에 근거한 것이었다. 특히 안

사회 만들기의 내용에 심을 두어 달하 는데, 이러한 노력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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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과 함께 발 할 수 있는 노조의 새로운 역할을 시도해보고자 함

이었다. 지역 노조 안에서도 비핵화운동, 사회민주주의 정치 논의 

등의 다양한 사회운동의 역이 어떻게 개되고 있는지 충분히 공

유하는 것을 필두로 하여, 조직 활동과  지역에 공존하고 있는 시민

사회단체, 청년단체 등과의 교류로 넓힐 가능성을 찾고자 하 다. 

이를 통해 ‘사람 심 노동교육’이 차 타 지역과 단체에 어떤 방

식으로 되고 향유되는지 찰할 수 있었다. 해당 지역의 노조교

육 시스템을 개선시키기 한 목 으로 ‘지도자과정’을 기  간부들

에게 소개한 이와 같은 후속활동은 민주노총 곳곳에 ‘사람 심 노동

교육’을 확장시키는데 요한 역할을 하 다. 이와 같이 소속 조직

으로의 ‘사람 심 노동교육’의 는 조직 심의 활동으로도 볼 수 

있으나, 이는 학습자가 자신이 경험했던 논의를 주변 활동가들과 공

유하여 삶에 한 성찰을 함께 지속하고자 하는 개인 인 후속활동

에 조  더 한 계를 보 다. 소속 노조에서의 로그램 재

과 추후 정례화를 통해 극 으로 ‘사람 심 노동교육’의 논의를 

이어가고, 이를 지역사회 차원으로 확 하고자 하는 개인 인 노력

의 측면이 두드러졌다. 

(2) 내면 성찰을 한 심리 상담의 극  활용

간부들은 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노동운동 경로와 삶의 의미에 

하여 성찰하는 기회를 가졌다. 로그램에 참가하 던 간부들 

부분은 삶에서 거의 최 로 심리 상담 로그램을 통한 자기 성찰

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간부들은 긴 노동운동의 

과정에서 가지고 있었던 내면 인 상처를 직시하게 되었고, 심리 상

담을 통한 자기 성찰에 지속 이고 극 인 심을 가지게 되었다. 

‘지도자과정’을 계기로 내면  상처 치유에 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심리상담 로그램을 찾아 활동한 간부들의 사례는 지속

으로 포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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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상담에 한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기존의 생각은 비교  부

정 이었다. 투쟁이 연일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부 혼자서만 

“한가롭게” 상담을 받을 여유는 없다는 것이 주된 맥락이었다. 이러

한 맥락 안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자 심리 상담 로그램의 

참여에 한 학습자의 변화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사례 다.

심리상담 련 내용이 ‘지도자과정’에 포함되게 된 이유는 기획과

정에서 있었던 노동조합 간부들에 한 인터뷰 결과에 따른 것이다. 

잠재  학습자들을 면담해 본 이선옥 원장은 노동조합 활동을 오래 

지속해온 간부들이 공통 으로 노동운동에 한 심리  피로로 인

하여 노동운동과 삶의 괴리 상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

다. 

이선옥 : 한 열 몇 명을 인제 면담을 했어. 해서, 그래서 재충

이라는 측면… 면담을 해보니까, 이게 진짜 막 다- 나가 떨어져

있는. 10년 이상 된 사람들 면담을 해보면, 다 개인문제, 가족문

제, 의미문제. 내가 왜 운동을 하고 있는지, 망은 있는지… 이

런 거에 다 싸여있더라고. 그러니까, 치유가 필요한.(인터뷰, 

2014. 5. 22.) 

개인  삶의 역과 노동운동 사이에서 다수의 남성 간부들은 

노동운동과 가정생활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겪고 있었다. 

10년차 이상 된 간부들이 가정과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 노동운동 

쪽으로 무게 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자신의 노동운동이 가정과 사

회에 꼭 필요한 일임을 노조 교육을 통해 인식하게 되었고, 자신의 

가정을 해 노동운동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정작 개인

의 가정생활이 원만히 되지 못하는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이러

한 학습자들은 자신의 삶에 해 노동운동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인

생에 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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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섭 : 근데 이제 일단 뭐 나 같은 경우도 그래요. 딱 밖에 나

와서 내가 싸울 수 있는 것을 하지만은 일단 집에 들어가면 가장

이니까. 사실 그걸 내가 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딸

내미 몸도 안 좋고 해가지고. 그런 것은 이제 그런 것이 나는 우

리는 내 딸애는 그리고 내 처 자식을 해서 내가 이 게 싸운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가정을 제 로 돌보질 못한 거지 뭐. 하하하

하  그 잖아요. 맨날 밖에 나가고 밤 열두시 한시에 들어오고. 

어? 어디멀리가고그냥 외박하고. 그러다보니까 틈새가 없었죠. 애

들이 어떻게 크는지. 모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 은 인제 끝나

면 가서 애들하고 이제…늦었지만. ( 략) 그래요. 오늘  가. 

오늘  투쟁하러가. 그 가족 간에 그걸 다 이해할 수 있게 만든

다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인터뷰, 2013. 7. 18.)

 
한 남성  특성이 비교  강한 노동조합 조직에서 살아가야 하

는 여성 간부들은 이 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내면  심리성찰의 

요성에 해 언 하 다. 이 로그램을 통해 남성성이 강조되는 

노동조합조직에도 여성성에 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조직문화

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여성성의 추구가 권장되지 않았

던 그 동안의 노동운동 안에서 많은 여성간부들은 자신의 본래 모

습과 노동운동에서의 자신을 분리하거나 혹은 여성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응을 하 다. 

최승주 : 그리고 특히 . 특히 여성들 있잖아. 특히 여성들이 여성

성을 찾는 것 있잖아. ( 략) 이제는 다들 사회 체가 여성성을 

회복하는 이런 게 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건 

되게 요한 거 같애. 그러면 사회가 훨씬 부드러워질 거 아냐. 

그치? 균형감각도 생기고. 무 폭력 이지 않게 되려면 그런 교

육도 되게 좋은 거 같애 나는. 심리 상담을 치료해서 그니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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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상처를 치료하는 것도 그건 정말 선무로 해야 되는 교육

인데, 그거 아니고도 진짜 반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런 교육

도 참 좋을 거 같애.

‘사람 심 노동교육’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

니까?”라는 질문은 심리상담 역에서 특히 요한 질문이다. 심리 

상담 역에서 깊은 내면  고찰을 경험한 학습자들은 기존에 가지

고 있던 심리상담에 한 불편함에서 벗어나, 극 으로 내면을 탐

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환하 다. 고되고 긴 노동투쟁의 경험에

서 충분한 로와 치유를 받지 못했던 간부들은 ‘지도자과정’을 통

해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고, 치유하는 것에 해 정 인 심을 

가졌다. 이들은 민주노총교육원과의 지속 인 교류를 통해 후속 심

리 상담 로그램에 극 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상담 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자리한 깊은 상처에 해 

각성한 간부는 개별 인 심리치료를 병행하 다. 황폐해진 자신의 

내면 상황을 극복하고자 개별 인 심리치료를 선택했던 간부는 힘

겨웠던 노동운동 장에서 벗어나, 잠시 휴식을 취하며 삶에 한 

성찰을 지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심리상담 로그램에 극 으로 참여하는 것을 곧 노동운

동과 거리를 두게 되는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들은 노동운동 

안에서 상당한 심리  상처를 받기도 하 지만, 한편 그들의 삶에서 

상당히 애정을 쏟은 활동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자신의 삶에서 노동

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치시킬 것인가, 앞으로의 활동은 어떤 지향

을 가지고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를 조직의 기조에 기반을 둔 결정

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요구에 의한 단을 내리기 시작하

다는 을 주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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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입장에서의 로그램 수용 과정

1) 노동교육 로그램의 다양화

‘지도자과정’은 노동조합에서 자주 논의되지 않았던 비교  이질

인 주제들을 로그램으로 구성했다. 구체 으로 심리상담 련 

로그램, 동조합, 비핵화운동, 여성주의, 동북아 정세와 같은 주제들

이며, 이에 한 비 도 높게 구성되었다. 이는 '조직 심 노동교육'

에서 심이 되었던 조합 내 간부의 역할에 한 강조와 노조실무

교육보다는 노동조합 밖으로 시각을 넓힐 수 있는 내용, 간부 자신

의 개인 인 성찰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면에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도자과정’을 노동조합 내에서 이질 인 로그램으로 인식하게 

하는 두 가지는 노동조합 밖의 사회  문제들에 한 탐색, 간부 개

인의 내면  성찰에 한 요구이다. 이 두 가지를 ‘사람 심 노동교

육’의 심이라고 볼 때, '조직 심 노동교육'이 학습 상자에게 제

공할 수 없는 지 을 ‘지도자과정’이 채우고 있는 형태로도 볼 수 있

다. 이질 인 요소를 로그램화 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노총교육원

이라는 “연착륙”지 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교육원은 이질

인 로그램 요소에 한 완충작용의 역할을 하 다고 볼 수 있

다. 민주노총교육원은 노동조합 안에서 결핍되어 있는 학습 요소들

에 한 검토 후에 이 결핍된 요소들이 교육 로그램으로 민주노

총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몇 차례에 결친 조정을 하

다. 이질 인 요소들에 한 내부  반응을 시간을 두고 찰하

여, 조직에서 수용할 수 있는 로그램으로 용한 것이다.

노동운동가로서의 삶과 개인의 실  삶의 지 에 한 고민은 

10～15년 이상 장기간 동안 활동했던 노동조합 간부들이 부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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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 다.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해 존재하고 있는 조직

이지만, 조직 내부의 활동가들은 그들의 목표와 같은 수 의 삶의 

질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활동하고 있는 간부들은 노

동자 해방과 같은 사회  가치를 실 하기 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정작 개인 으로는 삶의 질이 높지 못한 환경에서 활동을 

지속해왔던 것이다. 이선옥 원장은 이러한 실을 노동운동과 실

 삶에 한 괴리로 표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간부들은 노동운동

의 목표를 상실해간다는 을 피력하 다. 간부들의 노동운동의 목

표상실이 바로 노동운동의 기와 직결되는 지 으로 볼 수 있다. 

노동조합 간부들의 목표 상실에 해 속노조의 간부는 “우리는 무

엇을 해 싸우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윤  : 2000년  이후엔 막 돌아가면서 자기나 조직을 돌아볼 

겨를조차 없었던 거야. 열심히 노동조합을 해서 싸우고 투쟁하

는데, 무엇을 해서 싸우지? 어떤 사회를 우리가 살고자 하는 

거지? (인터뷰, 2014. 4. 3.) 

노동운동의 흐름 속에서 노동조합은 내부 으로도 자신들의 삶과 

노동운동의 의미를 찾고자 하 고, 노동운동의 망에 하여 다양

한 방식으로 질문을 해왔다는 을 볼 수 있었다. 결국 노동자의 삶

에 한 문제는 노동조합 안에서 심 인 논의로 발 하지는 못하

지만 실질 으로 많은 간부들이 겪고 있었던 문제이다. 이러한 맥

락에서 보았을 때 노동운동 활동가의 삶, 노동운동의 망 탐색은 

조직 안에서 암묵 으로나마 제기되던 문제 으며, 이를 ‘지도자과

정’이 수면 로 올려 직 으로 논의하기 시작하 다.

‘지도자과정’이 교육 로그램으로서 존재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노동조합 주변부에 존재하던 간부들의 삶과 노동조합 외부 활동에 

한 고민을 교육 로그램의 형태로 정착시켰다는 이다. 간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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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하여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을 

교육 로그램 안에서 재구성하 고, 많은 간부들이 느 던 노동조

합 교육에 결핍되어 있던 개인 성찰의 요소를 로그램 기획에서 

포착하 다. 

‘지도자과정’의 자기 성찰 심 인 교육의 특성은 조직 안에서 기

능하는 간부이기보다는 한 사람의 삶이 심되어 극 으로 자신

이 노동운동의 의미를 찾아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교육의 

을 ‘사람 심 노동교육’으로 지칭할 수 있다. ‘사람 심 노동교육’

의 내용들은 결과 으로 노동조합 안에서 상당히 이질 인 로그

램이지만 그 변에는 노동조합이라는 조직 안에서 스스로 부족하

다고 느 던 요소들이 바탕이 되었다. 

2) 제약 없는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교육 로그램으로서의 

상 확보

‘지도자과정’은 조직 심 조직문화에서 노동자 개인의 삶에 주목하

는 조직문화로 무게 심을 이동시키는 차 인 변화에 한 기

를 가지고 있었다. 조직문화의 변화는 상당히 많은 요소들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기존의 노동조합에 익숙하지 않은 교육 주제와 질문들

은 그 동안 경직되어 왔던 노동조합 조직 문화에서 작은 물결을 일

으킬 수 있었다. ‘지도자과정’ 안에서 간부들은 조직에서 쉽게 꺼낼 

수 없었던 주제의 생각들을 교육 로그램이라는 장치 안에서 논의

할 수 있도록 하 다. 사회운동에서 학습을 하며, 교육의 장에서 다

시 이를 비 인 으로 재검토하게 된 것이다.

노조 간부들은 노동조합 내에서 익숙하지 않은 주제들 속에서 던

지는 질문과 토론에 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발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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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이미 자신이 노동조합의 몇 가지 지침과 상당부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을 드러냈다. 이런 과정에서 간부들은 조직

과 다른 의견을 제기할 때 스스로를 간혹 “개량주의자”라고 지칭하

기도 하 다. 

“개량주의 ” 의견의 표 인 로 한국 노동조합의 망에 하

여 북유럽 형태의 노동조합이나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추구할 필요

성을 주장하는 의견이었다. 이러한 학습자들은 노동운동 창기에 

주장했던 ‘ 명’으로의 노동자 해방은 재의 정치 경제  상황에서 

다시 생각해 야할 문제라는 것을 피력하 다. 

조 수 : 여기도 아마…. 모르겠지만, 강의하면은 질문들 하나요? 

안하죠? 거의 안하죠. 왜 안할까하고 생각해봤어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치열한 토론을 안 해요. 는 인제 그래서 그 동안에 이

상과 실에서 오는 괴리 때문에, 방향을 못 잡고 있어서 그 다

고 생각해요.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자기가 개량주의자로 히지 

않을까라고 하는. 

( 략) 는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들 사민주의자라고 하잖

아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

기 해서 사람들이 입을 다무는거죠. 그리고… 왜냐면… 자기 

실과 지향 속에서 오는 차이가 있잖아요. (인터뷰, 2014. 11. 28.)

 하나의 “개량주의 ” 논의는 노동조합이라는 일터가 가지고 있

는 특성에서 유래한 문제이다. 이 논의는 “당신은 활동가인가 직장

인인가?(박 지, 인터뷰, 2014. 3. 27.)”라는 내부 인 논쟁으로 표

할 수 있다. 노동운동의 활동가로서의 특성은 진보, 개방, 신, 헌신

의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었다.8) 노동 역을 심으로 우리 사회에

서 진보 , 신 인 을 가지고, 노동자들의 권익과 사회  인

8) 인터뷰 상자들과의 화과정에서 드러난 활동가의 모습을 연구자의 에서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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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개선을 해 다양한 의견에 해 개방 인 태도로 수용하며, 

헌신 으로 활동하는 것이 노동운동 활동가로서 가지는 이상 인 

상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이라는 일터에서 직업으로서 활동하는 임 

활동가들은 직장인이기도 하다. 개 노동운동 활동가에게 직장인으

로서 노동조합을 다닌다는 것은 부정 인 표 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들에게 활동가와 직장인에 한 가장 큰 구분지 은 활동에 한 

‘헌신’의 정도이다. 일반 인 회사나 직장과는 다른 개념인 노동조합 

임자로서의 활동은 간부들로 하여  자신의 정체성에 해 끊임

없이 고민하게 하는 지 이다. 노동조합 활동 역시 하나의 직업으로

서의 일터인 만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무기록에 한 

리 등이 일반  일터처럼 명확한 기 이 있다. 노동운동 활동가로서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는 집단이지만 활동가로서의 헌신의 정

도에 해 논쟁이 일어나거나 갈등의 상황을 빚기도 한다. 

박 지 : 그래서 어떨 때는 되게 그런 활동가로서의 자세를 되게 

강조하는데  어떨 때는 그런 정해진 기 에 맞춰서 일하는 어

떤 기존의 그런 노동자…로서의 모습도 원하기도 하는 거지. 그

러니까 이게 뭐 같이 잘 맞물려서 가면 좋은데 어떨 때는 상반될 

때도 있고. 음. 그런 거에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고. (인터뷰, 

2014. 3. 27.)

활동가로서의 활력과 신의 분 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조직의 

“ 성화”로 변화되기도 한다. 지속 으로 생기는 노동 련 사회  

이슈는 노조의 신속한 문제해결을 필요로 했고, 이 과정에서 효율

인 문제해결을 해 노조의 지침 주로 활동을 하는 빈도가 잦아

졌다. 노조 내에 토론과 회의 문화는 여 히 시되는 가치이지만, 

더 많은 노동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해 노조의 일방  지침은 상

으로 소통의 감소와 비민주  조직문화를 양산했다는 비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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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기도 하 다. 노조를 심으로 다른 진보  사회운동의 역

에 많은 책임을 쏟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 한 활동가로

서의 정체성에 해 고민하게 만드는 지 들이었다. 

조직의 강령과 간부 개인의 삶에 기반을 둔 생각은 많은 차이를 

보 다. 간부들은 ‘지도자과정’ 안에서 노동 투쟁, 경직된 집회문화, 

나아가 노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미래 등에 한 비 의 의견을 피

력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는 “어디까지나 개인 인 생각”이라

는 단서를 붙인다. 조직의 생각은 해당 조직의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하며, 조직이 가지고 있는 통과 행이기도 하다. 노

조 간부들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객 인 시선에서 조직의 방향을 

발 으로 환시키고자 하지만 한편으로는 침체되어 있는 노동운

동의 상황 속에 있는 존재이기도 하 다. 조직 안의 맥락에 동의하

지만 이를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었던 “개량주의 ” 생각들은 교육 

로그램이 제공한 가상의 ‘링’ 안에서 존재를 드러냈다.

학습자 자격으로 로그램에 참석한 각 조직의 간부들은 로그램

의 각 세션에서 수많은 “개인 인 생각”들을 발표하 다. 해당조직

에서 간부의 치로 꺼내기 어려웠던 조직 신의 방안들은 교육 

로그램 안에서 일시 이지만 자유를 찾을 수 있었다. 공식 인 석

상에서 쉽게 발언할 수 없었던 내용의 토론이 ‘지도자과정’이라는 

학습의 자율성 하에서 가능했기 때문이다. 

4.  소결 

‘지도자과정’은 민주노총 내 최고  과정으로 기획되었지만 실질

으로 본래 기획의도에 정확하게 부합할 정도의 수 에 도달하 다

고는 보기 어렵다. 로그램 각각의 역들은 독립성을 가지고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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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는 각 역에 한 자유롭고 독립 인 토론이 가능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학습자에 따라 이를 통합 인 로그램

으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내용의 나열로 인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로그램의 질에 한 단은 학습자들에게 있어 민주노

총연맹의  수 을 반 하는 척도이기도 하 다.   

조 수 : 아까 말했듯이 는 계속 해고 싸움하다가 계속… 밖에 

있어서… 다시 복귀하면서 지  어떻게 변화가 는지… 어떤 고

민을 하는지를 듣고 싶어서 참여를 했죠. 그런데 민주노총 이 지

도자과정을 보면, 민주노총이 자기 략이 없다는 게 딱 드러나

요. (어떤 에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사회를 민주노총이 

이걸 제시하고, 이 길을 가야 된다. 그 기 때문에 이 길로 가자. 

이 게 가려고 할 때 무엇이 문제가 있냐 토론하자. 이 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로 모아지지.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백화 으로 쳐놨어. 이 에 알아서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

요. 민주노총의 재 수 을 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터뷰, 

2014. 11. 28)

한 ‘지도자과정’은 로그램 자체로 하나의 완결성을 지닌 교육

이지만 아직까지는 이 교육의 의미를 지속시킬 수 있는 후속과정 

혹은 심화과정이 없다. 단발성 교육으로 그쳤던 기존의 교육보다 1

박 2일 3회라는 비교  긴 교육과정을 운 하고 있지만 인간의 삶

을 조명하고, 그것을 다시 노동운동의 역으로 통합하려는 로그

램의 특성을 고려해본다면 다양한 역들을 다루기에는 짧은 시간

이기도 하다. 

‘지도자과정’이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엮기에는 비교  많은 양의 

로그램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지 도 있었다. 로그램의 본래 목

인 삶의 성찰과 노동운동의 망 세우기를 해 하는 다양한 활

동들이 자칫 “맛보기”로 끝나지 않을까에 한 우려이다. 학습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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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제로도 노동운동 안에 한 긴 토론을 통해 깊은 성찰을 얻

어가기를 원했다. 혹은 심리상담 역에서의 내면의 성찰을 개인

으로 더 깊이 받아보기를 원하는 학습자도 있었다. 

반면 일부 학습자와 교육담당자는 ‘지도자과정’이 최고  간부교육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역이 포함되지 않았

다는 을 지 하 다. 노동조합을 이끌어갈 간부로서 투쟁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실질 인 략과 술  응에 한 교육이 이 교

육과정에는 빠져있다는 것이다. 투쟁 략에 한 로그램은 각 노

동조합 단 별 실이 잘 반 되어야 하는 교육으로 련 노동법과 

상에서의 원칙, 돌발 상황에 한 비 등이 포함된다. 이 교육은 

조직을 직  이끌고 임 상을 해내야 하는 조합 간부들에게 있어

서는 상당한 비 을 가진다. 이러한 로그램의 부재에 해 이선옥 

원장은 조합 간부로서 필요한 교육과정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은 

재 노동교육 역량의 한계로 보기도 하 다. 

로그램 기획자  한 명인 주선경은 인터뷰에서 “이것은 동기부

여인 것이고, 이걸 통해서 보다 심화학습을 해야(인터뷰, 2014. 3. 

27.)”한다고 보았다. 후속과정이 개발된다면 ‘지도자과정’과 같은 동

일한 포맷으로 가는 형태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면

의 성찰, 노동조합 안과 실천 방안, 안사회 비  세 가지 역 

각각에 한 학습자의 높은 집 도와 심화 학습을 필요로 한다는 

에서 로그램을 분리하여 심화 과정을 설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주선경의 지 과 같이 이 로그램이 학습자들에게 

삶과 노동운동의 통합을 한 하나의 동기부여라면, 로그램 자체

의 완성도를 높이기 한 후속과정 개발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사람 심 노동교육’은 기존에 조직이 가지고 있던 간부교육의 상

에 비추어볼 때 이질 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로그램이 다루는 

주제들은 결국 간부들이 그 동안 드러내지 못하 던 실질 인 학습 



- 92 -

요구가 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조합 외의 사회운동의 다양

한 들에 한 학습과 토론은 간부들이 경험하 던 학습소모임

의 학문  토론의 경험과 맥을 잇고 있으며, 심리상담 로그램은 

간부들의 노동운동에서 괴리된 자신의 삶에 한 치유의 요구를 반

한 것이다. 간부들은 로그램 안에서 다양한 간부들과의 만남을 

통해 조직  유 감을 느끼는 동시에, 로그램이 제공하는 역 안

에서 조직과 다른 의견일지라도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토론에 임하

다.  

노동조합이라는 공간에서 논의되기 어려웠던 주제들을 교육 로

그램으로 기획하고, 이를 통해 노동조합 간부들 스스로 자신의 삶에 

한 다각도의 성찰을 지속하게 하 다는 은 ‘사람 심 노동교육’ 

로그램이 노동조합 안에서 고유의 역을 구축하 다고 볼 수 있

는 지 이다. 간부들은 ‘사람 심 노동교육’ 로그램을 따라가는 과

정에서 노동운동 활동에서 부수 으로 치부되었던 자신의 삶을 재

조명하 고, 극 인 후속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노동운동의 의미를 

탐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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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결론

1. 논의

노동조합 안에서 토론의 문화 자체가 경직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서로를 “동지”로 지칭하며 다른 조직과 비교하여 수평 인 

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계 속에서 노조 내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은 회의와 토론을 통해 민주 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노

동조합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은 조직 심의 실무 인 범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경험과 지식  노동

조합의 방향성과 한 련이 있는 주제들만이 논의의 심이 될 

수 있었으며, 조직의 방향에 불필요한 의견들은 깊게 논의되지 못하

다. 

구해근(2003)은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이 사회운동노조주의로 발

하지 못하고, 경제노조주의로 환되었다고 보았다. 경제노조주의로 

돌아선 노동조합은 노조원들의 임  개선에 을 둔 운동을 개

하게 되었다. 즉 노동조합이 노동계 의 범 한 이해  도시빈민

에 한 지원보다는 공장 특유의 문제에 몰두하게 된 것이다. 경제

노조주의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은 차 다른 사회운동에 

배타 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한국의 사회운동 안에서 큰 규모

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운동과의 교류나 포

용의 측면이 부족하다는 지 을 받고 있었다. 이 듯 조직의 심  

맥락이 분명한 상황에서 간부들은 조직과 다른 차원의 논의를 드러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노동투쟁이 심이 되는 노동조합 문화에서 일상 인 상황에서의 

노동교육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 다. “교육이 필요하다”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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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노동조합원 구나 동의하지만, 노동문제가 상시 으로 발

생하는 상황에서 이슈해결 심의 투쟁은 끊임없이 요구된다. 이러

한 상황에서 개인의 노동운동 경력마다 체계 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지 못하 고, 일상 인 교육 로그램의 개발은 노동

조합 사업 안에서 후순 로 려나는 경향이 있었다. 

황주석(2007)은 기존의 사회운동이 운동의 가장 요한 핵심인 사

람의 성장과 변화에 별 심을 두지 않았으며, 시 한 이슈를 심

으로 제도개선과 상부구조를 개 해 나가는 데 주안 을 두었다고 

보았다. 이에 비추어볼 때, 기존의 '조직 심 노동교육'이 시 한 이

슈를 심으로 제도개선과 상부구조 개 을 한 기능  교육에 

을 두었다면 ‘지도자과정’으로 표되는 ‘사람 심 노동교육’은 사

람의 성장에 을 둔 교육  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도자과정’은 조직의 생각을 달하는 방식의 교육 로그램이기

보다는 간부들이 조직에서 쉽게 꺼낼 수 없었던 주제의 생각들을 

교육 로그램이라는 장치 안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 다. 노조 

간부들은 노동조합 내에서 생경한 주제들 속에서 던지는 질문과 토

론에 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발표하는 과정을 겪었고, 

이미 자신이 노동조합의 몇 가지 지침과 상당부분 다른 생각을 가

지고 있었다는 을 드러냈다. 학습자로서 로그램에 참석한 각 조

직의 간부들은 조직의 논 이 아닌 “개인 인 생각”들을 두고 토론

하 다. 해당조직의 간부라는 지 에서 꺼내기 어려웠던 조직 변화

의 방안이나, 노동조합과는 큰 련이 없는 이야기들도 교육 로그

램 안에서 자유를 찾을 수 있었다. 한 조직에서는 말할 수 없었던 

자신의 삶의 문제에 해 이야기 하며 조언을 구하기도 하 고 삶

에서 느끼는 여러 감정 인 역도 깊이 있게 다루었다. 

‘사람 심 노동교육’은 간부들의 경험을 다양한 각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구보다도 사회 인식



- 95 -

에 한 기본 인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집단인 노동조합에서 삶

을 찾고, 성찰의 경험을 나 고 싶어 했다. 노동조합을 단순한 실무

 집단으로 본다면 와 같은 교육은 불필요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사람의 성장과 변화’를 한 조직으로 볼 수 있

다면, 학습이라는 장면에서 토론의 자율성이 극 화되고, 이를 통해 

자신에 한 깊은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은 요한 의미

를 갖는다. 

조직의 학습에 하여 Argyris(1991)는 방어 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조직에 한 개인 인 몰입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오

히려 학습의 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을 지 하 으며, 

따라서 자신의 행동에 해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스스로 

방어 인 사고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람

심 노동교육’은 자신에 한 성찰을 통해 조직의 입장이 아니라 자

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단하는 것을 요시하 다. 조직의 입장

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기반을 두고 토론하는 학습의 장을 통해 조

직이 심이 되던 조직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볼 수 있

었다.

‘지도자과정’의 학습자들은 학습소모임의 공통된 학습의 경험을 통

해 ‘사람 심 노동교육’이 제공하는 토론의 장에 뛰어들 수 있었다. 

동질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학습 네트워크를 형성하 다는 

은 ‘사람 심 노동교육’이 조직문화 변화의 가능성을 제공하 다

고 볼 수 있는 지 이다. 교육 로그램의 내용 자체에 주목하여 본

다면 노동조합 간부들을 상으로 한 한정 인 교육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 심 노동교육’이 학습으로써 자율 인 논

의의 장을 마련하 고 이것이 조직문화 변화의 단 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에 주목한다면, 학습의 장 자체가 주는 평생교육 논의의 

시사 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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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와 교육 계자들은 투쟁 심의 재와 같은 노동조합 조직

문화에서는 학습과 성장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는 을 강조하

다. 학습과 성장, 노동자의 삶에 주목할 수 있는 노동조합 조직문

화가 형성된다면, ‘지도자과정’과 같은 ‘사람 심 노동교육’은 일회

인 시도가 아니라 지속  발 을 꾀할 수 있는 노동교육으로 존재

할 수 있다. 학습과 사회운동 조직문화의 상호 발 계에 한 연

구가 추가 으로 필요하다.

2. 요약  결론

노조간부들은 사회 으로 침체된 노동운동의 분 기 속에서도 활

동을 지속하여야 했고, 이를 해 오랜 기간 동안 노동운동 이외의 

삶의 역들을 제쳐놓은 채로 운동에 임해야 했다. 많은 노조간부들

은 노동운동과 자신의 삶 사이에서 ‘ 타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간부 개개인의 삶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노동운동의 

망을 내다보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었다. 반면, 기존의 노동

교육은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에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간부를 

양성하는 것에 이 맞추어져있을 뿐, 간부 개개인의 삶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조명하지 못하 다. 연구자는 이러한 기존의 

노동교육을 ‘조직 심 노동교육’으로 지칭하 다. 

한편 민주노총교육원의 ‘지도자과정’은 노동교육에 한 새로운 

으로서 근을 시도하 다. 노동조합 활동 속에 매몰되어 있던 노

동조합 간부의 삶을 조명하 고, 간부를 역할이나 기능  측면으로

만 바라보던 에서 벗어나고자 하 다. 한 학습의 과정을 통해 

노조간부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스스로의 삶에서 노동교육의 의미

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길러주는 방향을 추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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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  노조간부들은 ‘지도자과정’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교육 내용들

을 ‘재료’로 삼아 노동운동과 삶을 자신의 에 따라 재구성하고, 

자신의 삶에서 노동운동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방식의 노동교육의 특성을 ‘조직 심 노동교육’과 

비되는 개념으로서 ‘사람 심 노동교육’이라 정의하 다. 이 연구

는 ‘노동자라는 인간과 그의 삶’이라는 차원으로 확 한 노동교육의 

배경과 구  과정에 해 논의하 으며, ‘사람 심 노동교육’에 한 

결론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하 다.

첫째, ‘사람 심 노동교육’은 '조직 심 노동교육'이 가졌던 기능론

인 한계를 지 하며, 학습자인 노동조합 간부들의 고유의 삶을 

시하는 노동 교육으로의 변화를 시도하 다. ‘조직 심 노동교육’과 

가장 다른 지 은 노동자가 노동 해방의 이념에 매몰되는 것이 아

니라 교육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가 심이 되어 극 으로 노동운

동의 의미를 재구성한다는 이다. 

민주노총교육원의 ‘노동운동지도자과정’은 노동운동에 매몰된 간부

들의 실을 노동운동의 기로 바라보고, 노동자들의 삶에 해 직

면함으로써 노동운동의 기를 극복하고자 하 다. 자신과의 내면  

화, 안 사회를 향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간부 스스로가 노동

운동에 한 “자신만의” 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로그램

의 궁극  목표가 되었다. ‘사람 심 노동교육’에서는 노동조합의 지

침에 따라 투쟁한다고 하더라도 맹목 인 지침 이행의 차원이 아니

라 자신의 단에 의한 노동운동 활동을 할 수 있는 고유의 을 

가질 수 있기를 기 하 다. 노조 간부가 개인의 삶에서 고유한 의

미를 가지는 노동운동을 할 때, 그 변화의 내용과 양상은 달라질 것

으로 단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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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습자인 노조간부들에게 학습 소모임에서의 학습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노동운동을 지속하게 해주는 강렬한 경험으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학습  배경에서 ‘노동운동지도자과정’의 자율 , 자

발  토론이 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노동운동의 의명분 

속에 감춰져 있던 자신의 진정한 감정 상태를 직시함으로써 자신이 

안고 있었던 문제를 명확히 하고, 자신만의 노동운동 기 극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이후 간부들은 여러 방식으로 후속 학습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로그램을 소화하 다. 

노조간부들에게는 노동운동 기에 경험하 던 ‘학습소모임’이 학

습에 한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간부들이 경험하 던 학습

소모임은 정치, 사회, 역사 서 들을 심으로 비형식  무형식 학

습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당시의 노동자들은 진 인 

노동 해방 이념의 실 을 해 삶의 결단을 내리는 일종의 노동운

동 투신의 경험을 하 다. 

그러나 학습 소모임으로 활발하 던 노동교육은 시  흐름에 의

하여 간부들의 삶과 환경에 한 논의가 배제된 채로 조직 심의 

노동교육으로 환되었고, 이들은 조합을 이끄는 리더의 치에서 

부족한 학습의 기회에 하여 목말라했다. 간부들이 '조직 심 노동

교육'에 만족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하나는 “학습 소모임 때

와 같은 치열한 토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도자과정’은 로그

램 곳곳에 간부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생각을 묻는 질문을 지속

으로 배치함으로써 학습 소모임과 같은 토론과 자기성찰의 가능

성을 높이고자 하 다. ‘사람 심 노동교육’을 통해 이들은 조직의 

일부분으로서의 노조간부가 아니라 자기 심을 가진 활동가의 입장

에서 자기 성찰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간부들은 ‘지도자과정’의 세 가지 주요 내용인 자신과 주변과의 소

통, 노동조합 실에 한 연구와 토론, 안사회의 상상과 비  찾

기를 통해 자기 자신과 노동운동의 문제를 심층 으로 고찰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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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자신이 의미 있게 느 던 경험을 토 로 후속 학습활동을 

지속하게 되었다. 가장 표 인 사례로 첫째, 소속 지역으로 로

그램의 포맷을 가져가 함께 활동하는 간부들과 새로운 을 공유

한 경우이다. 이는 소속 조직에 한 간부의 의무감뿐만 아니라, 자

신과 함께 활동하는 활동가들에게 ‘사람 심 노동교육’의 을 공

유하여 공통 인 논의의 장으로 발 시키기 함이었다. 둘째, 자신

에 한 성찰을 하여 상담심리 교육을 찾아 지속 으로 참여한 

사례가 있었다. 이들은 노동조합 활동가와는 어울리지 않는 교육이

라는 상담심리 교육에 한 고정 념을 깨고, 진정한 자신과 마주하

기 한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 다.

셋째, 민주노총이라는 조직 안에서 ‘사람 심 노동교육’은 기존의 

노동교육  노동운동 문화와 비교하여 이질 인 으로 근하

다. 그러나 이러한 이 지향하는 자율 인 학습과 토론의 문화

는 ‘사람 심 노동교육’을 노동교육의 한 분야로서 고유의 상을 

차지하도록 하 다. ‘지도자과정’의 사례에서 보았을 때, 노조 내의 

많은 간부들이 공감하고 있었지만 면에 내세울 수 없었던 동조

합, 사민주의, 심리 상담 등과 같은 주제들이 로그램 내용으로 조

직되었고, 간부들은 교육 로그램에서 진행되는 토론의 장에서 조

직의 방향과 다른 생각들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었다. 학습의 공

간에서 자율  토론의 장이 형성되었고, 이것이 조직문화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평생교육 연구에서 ‘학습의 장’ 자체에 

한 논의의 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사람 심 노동교육’은 '조직 심 노동교육'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채워  수 있는 교육 로그램으로서 치를 하고 있었다. 각 조

직의 여러 간부들이 이 과정을 거쳤고, 한 이들의 했던 여러 형태

의 후속 학습활동으로 ‘사람 심 노동교육’의 을 해본 간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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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도 늘어났다. ‘사람 심 노동교육’의 의의  하나는 노조 내에

서 쉽게 논의하기 어려웠던 주제들을 공식 인 로그램으로 기획

했다는 이다. 간부들은 교육 로그램이라는 안 한 테두리 안에

서 조직의 입장을 변하기 보다는 그들의 ‘개인 인’ 생각들을 토

론하 다. ‘조직의 지침’에 매몰된 간부보다 노동자 의식을 바탕으로 

‘개인 인 생각’도 풍부하게 가진 간부를 길러내는 것이 ‘사람 심 

노동교육’의 지향 이었고, 이는 노동조합 조직문화 변화의 시 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되는 지 이다.  

반면 ‘지도자과정’은 민주노총 조직 내 교육 체계에서 최고  과

정, 고등교육 수 의 노동교육으로 기획되었지만 형식 인 차원의 

최고  과정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실질 으로는 조직 체

인 노동교육 로그램의 부족과 ‘사람 심 노동교육’에 한 생소

함으로 인하여 최고  과정다운 교육 내용을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

문이다. ‘지도자과정’ 자체의 완결성을 둔 상태에서 이후의 후속과정

이나 고등교육 수 의 노동교육으로의 새로운 기획이 모색되어야 

할 시 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  노동자의 삶을 지향하는 노동교육에 한 연구이면서도 노동

교육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철학 , 이론  맥락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교육의 역사  흐름에 

한 서술을 통해 재까지의 노동교육 변화의 배경을 드러내고, ‘사람

심 노동교육’의 등장까지의 과정과 학습의 장에 한 평생교육의 

논의 지 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에서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 노동교육의 여러 가지 양상  노동교육  일부 노동조합의 

교육만을 다루었다는 에서 모든 노동교육의 변화를 모두 포 하

지 못하 다는 에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민주노총 외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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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노동조합들의 노동교육 변화 양상에 해서는 다루지 못했다. 그

러한 에서 이 연구의 내용을 모든 노동교육에 비추어 일반화시키

기는 어렵지만, 조직이 우선시 되는 조직에서 노동자들의 개별 인 

삶과 토론의 자율성을 시하는 ‘사람 심 노동교육’으로의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는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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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embodiment of 

Human-oriented labor education: A case 

of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Labor movement leaders course’.  

Youn Do Kyung

Major in Lifelong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 case study about a change of labor education, and 

this aims to reveal what the objectives of new form of labor 

education are and how it makes a new stream in the situation 

where traditional labor movement conflicts with labor culture. In 

a crisis of labor movement,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Education Institution has made a significant 

educational effort to overcome the labor movement crisis. 

Education programs in KCTU which began in the mid 2000s 

focused on executive members’ ‘fatigue from accumulated labor 

movements’ and ‘the gap between their lives and labor 

movements’, so the programs were planned with a critical mind 

to solve ‘loss of prospects of labor movement’. For th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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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ollected in-depth interviews of education directors in 

KCTU Education Institution and learners who participated in 

‘Labor Movement Leaders Course.’.  

‘Human-oriented labor education’ uncovered the functional 

limitation of ’organization-oriented labor education’, and tried to 

change it to the labor education which emphasize on the learners’ 

own lives. The most different point from organization-oriented 

education was that laborers did not identify their opinions with 

the ideology as “Liberation of laborer”, but actively restructured a 

meaning of labor movement around themselves through education. 

The organization-oriented labor education only focused on 

training executives who could perform their roles in the 

organization as Trade union, and it did not illuminate what 

situation the leaders’ lives were placed in. As many labor 

executives were put in the situation where they had to balance 

labor movement and their own lives, and it was getting harder 

to forecast the future of labor movement in such an environment 

where each leader’s life was unstable.   

‘Labor Movement Leaders Course’ in KCTU Education 

Institutions considered the reality of the executives as a crisis of 

labor movement, and tried to overcome it by facing laborers’ lives. It 

became an ultimate goal for the leaders to have their ‘own’ 

perspectives of labor movement through inner dialogue with 

themselves and free discussion for alternative society.

The leading members who participated in ‘Labor Movement 

Leaders Course’ clarified the problems they had struggled with 

by facing their genuine emotion which had been hidden in a just 

and great cause of labor movement. Through this course, they 

could search the meaning of labor movement based on their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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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at, the leaders brought the course to their organization 

and conducted the course by themselves, or they continued their 

learning activity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a psychological 

counseling program. 

‘Labor Movement Leaders Course’ is a quite distinctive 

program in KCTU. However, the strength of this program that 

people were able to participate in unrestrained and free discussion 

enabled ‘human-oriented labor education’ to become special 

education programs. Especially, ‘Leaders course’ settled topics of 

the union in the program that the leading members had never 

dealt with such as cooperation federation, social democracy, 

psychological counselling and etc. Thus, the leaders could share 

their opinions freely in a educational field.

However, ‘Leaders course’ had a limit because it was he 

perfunctory highest rank process even though it was organized 

as the highest rank education course in KCTU education system. 

The objective of human-oriented labor education was to foster 

the executives who had a lot of ‘personal thought’ rather than 

the ones who were excessively buried in ‘guidelines of the 

organization’, and it was expected to become the beginning of the 

change in inflexible trade union organizational culture.    

Key words : labor education, human-oriented labor education, 

reflection, organizational culture change.

Student number :  2012-2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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