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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논문의  주제  및  중요성  

2013년에 독일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수교 130주년 기념 축제가 열렸다. 

양국의 대표들이『우정의 정원(Garten der Freundschaft)』이라는 책에서 서로를 

중요한 파트너로 언급하였으며, 독일과 한반도는 분단의 역사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동반자로서 서로 교훈을 얻기도 한다.1 그러나 냉전시기 분단의 역사에서 

외교관계는 철저히 이념이라는 기준에 따라 나뉘어 있었다. 즉 공식적인 

외교관계는 한편으로는 독일민주공화국(동독, DDR)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DPRK),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연방공화국(서독, BRD)과 대한민국(남한, 

ROK)의 사이에만 존재하였다. 동독과 서독 정부는 특히 개발원조를 통해 각각 

북한과 남한을 지원하였다. 원조의 기간과 방법, 또 효과에서 양자간에 차이가 났다. 

동독은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함흥을 재건하여 북한에 대해 지체 없는 지원을 

수행한 반면에 서독은 그보다 약 10년 후에야 대한민국과 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2 그럼에도 남한은 서독정부의 지원을 통해 적지 않은 경제적 효과를 

누렸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독일 외무부 공식사이트에서는 대한민국이 서독 

정부의 1960/70년대 원조를 기반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3  

양국이 동반자로서 협력해 온 역사를 서술할 때, 냉전시기의 양국 관계를 이와 

같이 이해하는 것은 적절한가? 예를 들어 서독 정부로부터의 원조에 관한 한국 

측의 공식적인 코멘트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원조가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1 Koschyk, Hartmut (ed.): Garten der Freundschaft. Vergangenheit, Gegenwart und Zukunft der 
2 참조 Frank, Rüdiger: Die DDR und Nordkorea. Der Wiederaufbau der Stadt Hamhŭng von 
1954–1962, 동독과 북한. 함흥의 재건 1954–1962, Shaker: Aachen 1996; Lee, You Jae: “‚An 
der westlichsten und östlichsten Flanke der Lager’. Deutsche Entwicklungshilfe für Korea 1953-
1963”, 서쪽과 동쪽의 진영에서. 남한과 북한에 대한 개발원조 1953-1963, in: Der 
Koreakrieg. Wahrnehmung – Wirkung – Erinnerung, ed. by Christoph Kleßmann / Bernd Stöver, 
Böhlau: Köln/Wien 2008, 142–158 쪽.  
3  독일 외무부 웹사이트, 국가안내, 대한민국, URL: http://www.auswaertiges-amt.de/DE/ 
Aussenpolitik/Laender/Laenderinfos/Suedkorea/Bilatera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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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은 독일 측의 일방적인 인식만을 반영한 것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원조의 

효과와, 당시 양국의 관계를 검토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1960/70 년대에 한국과 

서독 정부가 서로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하였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서로에게 

무엇을 어떻게 배웠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까지 독일 외무부 

공식사이트에 언급된 주한원조의 기여와 효과 혹은 실패와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본고에서 기술원조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서독과 대한민국 간의 외교관계는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체결되었다. 재정 

지원 혹은 개발원조는 양국이 외교관계를 체결할 당시부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는 1961년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원조협정’으로부터 시작하였고, 실제 원조는 1980 년대까지 계속되었다. 

개발원조는 재정원조와 기술원조로 이루어졌다. 재정원조의 규모는 5.9억 독일 

마르크 (DM)에 이르고 기술원조 규모는 4.3억 마르크에 달하였다. 대한민국에 

대한 원조 규모는, 서독이 미국과 일본에 뒤이어 세번째였던 것으로 나타난다.4 

기술원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양국간의 파트너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파트너 

프로젝트란, 양국이 비용을 분담할 뿐만 아니라 공동책임을 지는 프로젝트를 

가리킨다. 서독 정부는 원조 고문을 파견하는 한편 기계를 제공했고, 한국 정부는 

학교건물과 한국인 ‘파트너(Counterparts)’, 보조금 등을 제공하였다.5 한국에 대한 

기술원조를 다룬 자료를 분석해보면, 농업 분야, 산업화 분야와 교육 분야에 대한 

원조로 분류할 수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촌의 기계화와 기반 시설 확충을 주로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산업화를 위한 공장, 상수도 및 전신·전화 설비 등이 

갖추어졌다. 이와 동시에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시스템을 정비하고 한국에 독일식 

직업 교육을 도입하였다.6 

																																																								
4  Han, Jong-Soo: Die Beziehungen zwischen der Republik Korea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48–1986 (Europäische Hochschulschriften 31), 한독관계 1948–1986, Frankfurt 
am Main 1991, p. 275. 
5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원조협정 (직업학교 설치에 관한 
각서교환), 독일 제 76 호, 1961 년 3 월 18 일, http://www.law.go.kr/trtyInfoP.do?mode =4&trty 
Seq=3415&chrClsCd =010202. 
6 https://invenio.bundesarchiv.de/basys2-invenio/, 독일 연방문서보관소 (Bundesarchiv, 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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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에 많은 인원이 필요한 관계로 독일인 원조 주체도 이 분야에 제일 

많이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분야를 분석함으로써 양국 주체 간의 

교류양상이나 정책 및 전략 등의 한국에서의 적용, 혹은 파생된 정책적 변화를 가장 

잘 감지할 수 있다. 한국에서 실시된 교육분야 지원 프로젝트로는 인천 

한독실업학교(설립 1962년)와 나주 호만애암(1964년), 한독고등기술학교(1967년) 

부산 한독경영정보여자고등학교(1969 년)와 부산 한독직업 훈련소(1970 년)가 

있었다. 그리고 대학 단계에 서독 정부가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1972 년)과 

중남대학교 공과대학(1974년), 창원기능대학 공과대학(1975년)을 설립하였으며 

직업학교의 교사들을 연수시켰다. 

독일식 직업교육 기관이 1960/70년대에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설립되었는데, 한국에서의 직업교육은 특히 산업화의 맥락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한국과 독일 모두에게 있어 정책적으로 중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서독 정부에 의해 진행된 직업학교 프로젝트 두 개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첫번째 사례는 1961년 인천에 설립된 ‘한독실업학교(Deutsch-

Koreanische Facharbeiterschule)’이다. 학교의 설립은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기술원조협정’에서 이미 확정된 것이었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한독정부는 1965년까지 공동으로 운영하려 하였으나, 권한 문제, 파트너 

부족과 교내 양국 팀 간의 갈등으로 인해 그 기간이 1970년까지 연장되었다. 이 

학교는 한국과 독일이 함께 수행한 첫번째 직업학교 프로젝트였을 뿐만 아니라 

서독 정부로부터 비교적 장기간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두번째로 검토할 프로젝트는 1964년 독일인 호만(Fritz Hohmann)의 제안을 

계기로 나주에 설립된 ‘호만애암(Hohmanneum)’이라는 직업학교이다. 이 학교는 

1967/9년부터 1973년까지 서독정부로부터 기술원조를 받았다. 호만은 처음에 

																																																																																																																																																								
BA) 검색 엔진에서 개발부 기록그룹 213 주한원조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다. 
BA/213/8745, 8751, 8753, 8759, 11953–11957, 11960–11964, 24228, 24233, 24236–24238, 
24240–24243, 24248, 24249 , 24253–24259, 24261–24268, 24269, 24271, 24273, 2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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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금으로 학생들을 독일로 유학 보내기도 하고 나주의 청소년의 교육을 

위해 나주 향교에 작은 학교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이를 위해 호만은 1964년에 

사립단체를 통해 독일 개발부의 지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지원이 승인되기 전인 

1967년에 호만애암에서 성범죄 스캔들이 일어났고 이를 계기로 학교 운영은 

사립단체로 인계되고 교명은 ‘한독고등기술학교’로 변경되었다. 이때부터 학교가 

독일측의 공식적인 원조를 받게 되었으며, 호만의 교육안은 전면 수정되었다. 

인천 한독실업학교는 한국에서 서독 정부에 의해 실시된 첫번째 기술원조 

프로젝트였으며 8년동안 장기간에 걸쳐 운영되었다. 이 학교에 관해서는 서독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 뿐만 아니라 한국 측에도 관련 기사와 학교 자료가 많이 남아 

있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교사와의 구술면담과 교육학적인 분석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인천 한독실업학교는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한독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거의 동시에 두번째 프로젝트로 나주에서 호만애암 혹은 

한독고등기술학교가 설립되었고 이곳 역시 서독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이 

프로젝트의 설립 배경과 기본적인 교육내용은 한독실업학교와 달랐지만 비슷한 

점도 많았다. 무엇보다 두 프로젝트가 비슷한 시점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두 개 학교 

간의 교류도 있었다. 한독실업학교는 현재까지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로 이어지고 

있으며 호만애암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나주공업고등학교로 계승되었다. 따라서 

학교의 박물관과 출판물이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60년대의 개발 담론이 

건물과 기관 자체로서 현재까지 남아있다는 점도 중요하다.7 

																																																								
7  사례 선발에 있어서 사례의 의미, 중요성, 사실성이나 흥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어떤 범주로 사례를 선정하더라도 여기에 역사가의 경험과 판단력, 그리고 
학자로서의 배경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폴리그(Matthias Pohlig)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단계를 제시하였다. 첫째, 사례를 선발한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석하는 
과정에서 사례와 전반적인 역사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고려하며, 셋째, 이 사례현상의 
상대적인 대표성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넷째, 사례연구를 대상으로 유형 및 이론을 
발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히 마지막 두개 단계까지 진전시키는 것은 선행연구가 부족한 
경우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상적인 방법일 뿐이라고 한다. Pohlig, Matthias: “Vom 
Besonderen zum Allgemeinen? Die Fallstudie als geschichtstheoretisches Problem”, 사례에서 
전반으로? 역사학적인 문제로서의 사례연구, in: HZ 297.2, 2013, pp. 297–319. 



	
5 

	

기술원조는 직업 교육에 국한된 것이 독일어, 독일식 가치관, 민주주의도 

수업을 통해 교육하는가 하면 의복, 숙소와 음식까지 제공하였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를 통해 인천과 나주에서 모두 전문가 부족 현상과 빈곤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직업학교 졸업생 중에는 서독에서의 유학한 후 전문가가 

되어 귀국한 경우도 있었다. 독일식 직업교육 체계가 그 당시에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도 해당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게끔 학교 

간 협력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기술원조 

프로젝트의 성공의 이면에는 문제점도 있었다. 특히 ‘원조 주체(Akteure / Subjekte 

der Entwicklungshilfe)’ 차원에서 양국간의 문화적인 차이와 독일인의 적응 문제로 

인해 어려움과 갈등이 생겼다. 원조의 전성기로 여겨지는 1960년대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된다. 원조 정책 수립 및 실제 원조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나치 시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으며, 주체의 선발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원조 참여주체에 대한 교육 또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두 개의 

프로젝트 사례를 일상사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면서 근대화 및 개발 담론과 

냉전시기의 이념구분에 의존하는 단편적인 해석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지에서 실제 실행된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춰 

1960/70년대의 냉전 원조 체제 내에 서독 정부의 개발정책과 변화, 그리고 원조에 

참여한 개인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과 문제를 서술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각 학교의 설립 배경 및 

프로젝트의 이행과정, 학교에서의 교육방식 및 교육목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를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프로젝트 과정에서 지식과 기술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독일식 교육방식 중 한국인들이 수용하고 거부한 것은 각각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학교에서의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독일인들의 생활, 한국인과의 협업, 사제 관계 등을 자세히 살펴보며 양국 팀 간의 

갈등과 프로젝트 내부의 스캔들을 이해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본고는 

학교에 대한 개관에서 시작하여 프로젝트의 실행과 교육 방식을 살펴볼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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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일상사적인 접근을 통해 당시 기술원조 프로젝트가 가진 다양한 측면들, 

특히 모순적인 측면을 조명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검토  

본고의 논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한독관계 

전반을 다루는 연구의 경우에도 1960/70년대 개발원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인천 한독실업학교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유일하게, 

교육학 연구자인 유진영과 정기섭의 연구가 있다. 이는 한독실업학교에 관한 

기본적인 연구라고 볼 수 있지만 개발 프로젝트보다는 교육에 중심을 두고 

있으므로 기술원조의 관점에서 볼 때 다뤄지지 않은 지점이 아직 많다.8  

주제면에서 관련성이 있는 선행연구를 주로 냉전시기의 개발원조에 관한 연구 

(ㄱ), 서독 정부와 사립단체의 원조에 관한 연구 (ㄴ), 기술원조 프로젝트에 대한 

사례연구 (ㄷ), 한독관계사 안에서 원조의 의미를 살피는 연구 (ㄹ), 그리고 한국의 

기술원조를 논의한 연구 (ㅁ)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ㄱ ) 냉전시기의  개발원조에  관한  연구  

개발원조에 관한 연구들은 지금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포스트개발 

(post-development) 연구가 냉전시기 원조 시스템과 개발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에스코바(Arturo Escobar), 퍼거슨(James Ferguson), 리스트 

(Gilbert Rist) 등의 연구가 있다. 이 중 대부분의 연구가 개발원조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조망하면서 냉전시기를 개발원조의 기점으로 보고 있다. 개발 담론은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시기에 이미 발생되었지만, 1948 년부터 원조 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9 에스코바에 따르면 제 1세계 국가들은 제 3세계에 

																																																								
8  유진영 / 정기섭, 「독일  기술교육 지원의 의의: 인천 한독실업학교 설립과 의미를 
중심으로 (1960-1970)」,『한국교육사학』제 38 권 2 호, 2016, 1–26 쪽. 
9 제일 최근에 장기지속의 관점에서 냉전시기를 다루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Unger, Corinna 
R.: International Development: A Postwar History, Bloomsbury: London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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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통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개발 담론과 원조 체제를 발명하였고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자 한다. 즉 원조 체제를 통해 세계적으로 자본주의를 관철시키는 한편, 

세계에서 인간을 동질화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10 한편 퍼거슨은 1970/80 년대 

레소토에서 실행된 프로젝트를 시작점으로 서술한다. 그에 따르면 레소토에서는 

비정치적이면서 기술적인 개발 원조 패턴만 적용되었으며 현장의 특수한 조건은 

무시되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퍼거슨은 개발 실행을 “비정치적인 기계(Anti-Politics Machine)”라고 표현한다.11 

리스트는 저서에 개발시스템의 역사적인 형성을 해체적으로 설명한다 (deconstruct).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시기에 서구적인 헤게모니의 기초가 구축되었으며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식민지국가가 해방된 이후에도 개발 담론은 신화처럼 국제기구에 

자리를 잡았으며 현재까지 존속해왔다고 주장한다. 12  이렇듯 포스트개발 

연구자들에 의해 세계적으로 설득력을 얻게 된 개발 이념은 처음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개발 원조를 연구하고 비판한 것이다.  

그리고 포스트 개발 학자들은 개발정책이 상징적이기만 할 뿐 무의미하다고 

보았는데, 특히 현지에서의 협업과 자발적인 행동을 간과함으로써 선진국과 

후진국, 개발국과 저개발국, 중심지와 주변지 등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래서 최근의 개발 연구에는 현지의 배경, 문화와 정체성, 그리고 

주체의 인종과 성별 등을 고려하는 접근도 나타난다.13 본고에서는 이러한 맥락을 

																																																								
10 Escobar, Arturo: Encountering Development: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Third Worl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11  Ferguson, James: The Anti-Politics Machine: „Development“, Depoliticization and 
Bureaucratic Power in Lesotho,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1990. 
12 Rist, Gilbert: The History of Development. From Western Origins to Global Faith, trans. by 
Patrick Camiller, Zed Books: London / New York 1997, 47–68 쪽. 
13 White, Sara: “Thinking Race, Thinking Development”, in: Third World Quarterly 23, 2002, 
407–419 쪽; Pottier, Johann / Bicker, Alan / Sillitoe, Paul (ed.): Negotiating Local Knowledge: 
Power and Identity of Development, Pluto Press: London 2003. Ziai, Aram: Zwischen Global 
Governance und Post-Development: Entwicklungspolitik aus diskursanalytischer Perspektive, 
글로벌거버넌스와 포스트 개발: 담론분석적인 측면에서 본 개발 정책, Westphälisches 
Dampfboot: Münster 2006. 지아이(Aram Ziai)는 포스트개발 연구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주체의 권력 단계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개발담론에 존재하는 권력과 지식 
차이를 담론비판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후 푸코(Michel Foucault)의 철학을 바탕으로 
‘글로벌거버넌스(global governance)’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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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받는 동시에, 일상사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개별 주체 충위의 

논의를 포함시킬 것이다. 

 

(ㄴ ) 서독  원조  체제  

두번째로는 서독 정부와 사립단체에 의한 원조를 다루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동독과 서독의 경쟁구도 속에서 드러나는 원조 경향을 비교하는 연구가 

두드러진다. 본고에서 검토할 기술원조 프로젝트를 이해함에 있어 특히 

1950 년대부터 1970 년대까지의 개발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개발정책을 대내외 정치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정치외교적인 접근을 보자면, 서독 정부는 ‘할슈타인 원칙(Hallstein Doctrine)’에 

따라 일종의 외교적인 협박 수단으로서 원조를 제공했다는 해석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르면 서독 정부는 1964년까지만 해도 동독 정부를 인정하는 저개발국가에 

대한서는 원조를 즉각 중지했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독의 개발정책을 

동독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기도 한다.14 최근에 이 접근을 비판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슈미트(Heide-Irene Schmidt)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초기 개발원조 정책에 외교적인 의도 뿐만 아니라 특히 무역에 눈독을 

들인 경제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15  

하인(Bastian Hein)의 연구는 서독 정부 내부에 집중하여 개발정책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에 따르면 정치적으로는 1966년에 키징거(Kurt-Georg Kiesinger)의 

정권교체와 1969 년에 브란트(Willy Brandt)의 정권교체에 따라, 그리고 

																																																								
14 Spanger, Hans-Joachim / Brock, Lothar: Die beiden deutschen Staaten in der Dritten Welt: die 
Entwicklungspolitik der DDR - eine Herausforderung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제 3 
세계에서의 양 독일 국가들: 동독의 개발원조는 서독에 의한 도전인가?, Westdeutscher 
Verlag: Opladen 1987; Booz, Rüdiger Marco: Hallsteinzeit: Deutsche Außenpolitik 1955–1972, 
할슈타인 기간: 독일 외교 정책 1955–1972, Bonn 1995. 
15 Schmidt, Heide-Irene: “Pushed to the Front: Foreign Assistance Policy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1958–1971, in: Contemporary European History 12.4, 2003, 473–50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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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는 68 시위로 인해 개발정책이 조금씩 바뀌었다고 한다. 16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인 변혁기 이후에도 서독 사회에서 원조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부정적인 편이었다고 한다.17 이 시기의 원조 기관에 초점을 두는 중요한 연구로 

먼저 하이트만(Dieter Heidtmann)의 교회 단체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그 다음으로 

하스(Ingo Haase)가 독일 ‘개발 단체(Deutscher Entwicklungsdienst, 약어: DED)’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18  원조 기관의 측면에서 서독 정부의 개발정책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독 원조 주체에 관한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많지 않다. 단 그 

중에 마쓰(Sandra Mass)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에서는 원조 기관을 

넘어서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원조 주체들, 그리고 그들의 교육 과정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마쓰는 1960년대에 원조 주체의 역할이 성별에 따라 구분되었으며, 

19 세기 경제 및 시민의 담론을 모범으로 삼았다고 본다.19 호프만(Walter K.H. 

Hoffmann)도 마찬가지로 개발 원조 교육 기관을 살펴봤는데, 식민지 시기와의 

연속성을 중심에 두고 연구해 왔다. 독일은 1 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식민지가 

없었기 때문에 연구대상이 될 만한 주체가 많지 않지만, 예를 들어 ‘독일 식민학교 

(Deutsche Kolonialschule)’와 같은 교육기관의 경우 서독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16  Hein, Bastian: Die Westdeutschen und die Dritte Welt. Entwicklungspolitik und 
Entwicklungsdienste zwischen Reform und Revolte 1959–1974 (Quellen und Darstellungen zur 
Zeitgeschichte 65), 서독일인들과 제 3 세계. 개혁과 혁명 사이의 개발 정책과 개발관리 
1959–1974, R. Oldenbourg Verlag: München 2006. 
17  같은 책. 그리고 개발원조에 집중하지는 않지만, 서독과 동독의 1960 년대 사회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저서는 다음과 같다. Schildt, Axel / Siegfried, Detlef / Lammers, Karl 
Christian (Hrsg.): Dynamische Zeiten: die 60er Jahre in den beiden deutschen Gesellschaften 
(Hamburger Beiträge zur Sozial- und Zeitgeschichte 37), 활발한 시기: 양 독일 사회에서의 
60년대, Christians: Hamburg u.a. 2000. 
18  Heidtmann, Dieter: Die personelle Entwicklungszusammenarbeit der Kirchen: Kirchliche 
Entwicklungskonzepte und ihre Umsetzung durch AGEH, DÜ und CFI (Europäische 
Hochschulschriften 260), 교회의 인간적인 개발 협업: 개발이념과 그의 실행, Lang: Frankfurt 
am Main u.a. 1994; Haase, Ingo: Handlungsspielräume einer quasi-staatlichen Entwicklungshilfe-
Organisation: der Deutsche Entwicklungsdienst, 가(假)국가적인 개발원조 단체의 활동 여지: 
독일 개발 단체, Lit: Münster / Hamburg 1991. 
19 Mass, Sandra: “‚Eine Art Sublimierter Tarzan’: Die Ausbildung deutscher Entwicklungshelfer- 
und helferinnen als Menschentechnik in den 1960er Jahren”, 순수한 다잔과 같다: 1960년대 
독일 원조 주체의 교육연수, in: Werkstatt Geschichte 42, 2006, pp. 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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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바꾸어 계속해서 개발 원조 주체를 위한 교육 기관으로 이용되었다.20 

본고에서는 마쓰, 호프만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원조 주체에 초점을 둠으로써, 

제국주의 시대 및 나치 시대와의 연속성을 비롯하여 당대의 이상적인 성역할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ㄷ ) 서독  기술원조  프로젝트에  관한  사례연구   

최근에 기술원조 프로젝트에 관한 사례연구(case study)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뷔셀(Hubertus Büschel)은 서독과 동독 정부의 동남아프리카에서의 원조 

프로젝트를 검토하였다. 그는 해당 프로젝트가 초기에는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인식되었지만, 결국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 실패한 프로젝트가 되고 말았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그리고 동독과 서독의 프로젝트를 비교하면서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다. 특히 본고의 논의에 있어 뷔셀의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1  또한 뷔셀은 스파이크(Daniel Speich)와 함께 출판한 

모음집에서 세계사(global history)적인 측면에서 개발과 원조를 조명했을 뿐만 

아니라 사례연구를 통해 지역적이고 특수한 경우를 분석한 바 있다.22 예를 들어 

탄자니아에서 실시된 교량 프로젝트와 세네갈에서 지원된 땅콩 재배 프로젝트 

등에 대한 사례연구를 제시한다.23 이 사례연구를 통해 원조 프로젝트의 다양한 

모습과 현지에서의 적용이 빈번히 실패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와이젤(John W. Weigel)의 박사논문도 1960 년대와 1970 년대 아프리카에서 

실시된 프로젝트를 자세히 서술하고 분석하고 있다. 그는 프로젝트에 대해 

																																																								
20  Hoffmann, Walter K.H.: Vom Kolonialexperten zum Experten der Entwicklungszusam-
menarbeit: Acht Fallstudien zur Geschichte der Ausbildung von Fachkräften für Übersee in 
Deutschland und in der Schweiz, 식민지 전문가가 개발 원조 전문가로 된 8가지 사례, Verlag 
Breitenbach: Saarbrücken 1980. 
21 Büschel, Hubertus: Hilfe zur Selbsthilfe: Deutsche Entwicklungsarbeit in Afrika 1960–1975, 
자조(自助)를 위한 원조: 독일 개발 작업 1960–1975, Campus Verlag: Frankfurt am Main / New 
York 2014. 
22 Büschel, Hubertus / Speich, Daniel (ed.): Entwicklungswelten: Globalgeschichte der Entwick-
lungszusammenarbeit, 개발의 세계들: 원조의 세계사, Campus Verlag: Frankfurt am Main / 
New York 2009. 
23 같은 책, 175–206 쪽; 241–27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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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조 연극(development theatre)’이라는 사회학적인 틀을 적용하여 해석하였다. 

여기서 그는 뷔셀과 마찬가지로 원조의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하여 원조 

프로젝트들이 대개 연극에서와 같이 성공을 과시하고자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친다. 와이젤은 언론 보도와 공적인 연설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대중적, 공식적 묘사에 대해 분석하였다. 24  뷔셀의 연구와 

연구대상을 일부 공유하고 있는 반면, 상이한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사례연구는 서로 비교할 만한다. 

서독정부가 아프리카에서 수행한 지원 프로젝트에 관한 사례연구는 비교적 

풍부한 한편, 아시아에서의 프로젝트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단 그 

중에 운거(Corinna R. Unger)가 인도 루르켈라에서 개발 원조를 받은 제철소를 

연구한 바 있다. 인도는 냉전시기에 정치외교적으로 중요하게 간주되었으며, 

따라서 1950 년대부터 1970 년대까지 서독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나라였다. 운거는 프로젝트가 자본주의적인 산업화와 근대화에 대한 가치관 및 

상(像)을 토대로 수행되있으며, 그 과정에서 인도의 특수한 문화 및 조직을 

무시했기 때문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았다. 또한 이 실패를 계기로 개발부가 가진 

상과 서독 정부의 정책적 반향에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주장한다.25 뷔셀, 

와이젤과 마찬가지로 운거 또한 프로젝트의 실패에 주목하였으며, 실패로 인해 

생긴 정책적 변화를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홍영선(Young-sun Hong)은 냉전시기의 서·동독 정권과 제 3 

세계와의 상호 관계를 글로벌 인도주의적인 정권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서독과 동독 모두 권력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제 3 세계 국가를 

지원하였지만, 이 같은 과정에 ‘트랜스내셔널 공간(transnational space)’이 생겼으며 

이는 사회적, 문화적인 접촉을 가능케 하였다. 한국과 관련한 사례로 1953년에 
																																																								
24 Weigel, John W.: Dramatizing Development: The Celebration and Reality of West German 
Village Projects in West Africa, 1962–1977, Carnegie Mellon University, 박사논문, 2016. 
25 Unger, Corinna: “Rourkela, ein Stahlwerk im Dschungel: Industrialisierung, Modernisierung 
und Entwicklungshilfe im Kontext von Dekolonisation und Kaltem Krieg 1950–1970”, 루르켈라, 
정글에 있는 제철소: 탈식민지화 냉전시기에서의 산업화, 근대화와 원조 1950–1970, in: 
Archiv für Sozialgeschichte 48, 2008, 367–38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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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정부에 의해 부산에서 개원한 독일병원의 사례 및 파독 근로자와 그들의 이민 

과정에 대해 서술하였다. 26  특히 원조 주체에 집중하고 있는 데다 자료분석을 

자세하게 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연구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례연구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한독관계에 대한 연구로 인식할 수도 있다. 

 

(ㄹ ) 한독관계사  내에서  원조의  의미를  분석한  연구   

개별 프로젝트의 분석을 통해 원조의 의의 및 당시의 한독관계를 조명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인 만큼, 한독관계사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독관계를 정치경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최종고가 특히 양국의 외교관계에 

집중하여 역사적 연구를 위한 중요한 토대를 제공한다. 27  1945 년 혹은 

1948년이후의 한독관계사를 전체적으로 연구하는 쾰르너(Patrick Köllner)의 논문,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한종수(Jong-Soo Han)의 박사논문에서 

개발원조의 배경과 몇 가지의 프로젝트가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어, 원조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배경 및 대략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28  또한 

노명환은 박정희 대통령의 1964년 서독 국빈 방문과 1967년에 일어난 동백림 

사건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사건의 경과에 따라 허가되거나 중지된 

재정원조 및 기술원조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29  이 연구를 통해 당시 

한독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개발 담론 및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이유재의 연구는 서론에서 서독과 동독이 각각 한국과 북한에 대해 행한 초기 

원조를 검토하고 있어 본고의 논의와 맞닿아있다. 이후 동독의 지원을 통해 재건된 

함흥의 사례를 일상사연구를 통해 자세히 분석하고 있으며, 1963년 이후 서독으로 

																																																								
26 Hong, Cold War Germany, the Third World, and the Global Humanitarian Regime. 
27 최종고, 『한강에서 라인강까지: 한독관계사』, 유로, 2005. 
28  Köllner, Patrick: “Die deutsch-koreanischen Beziehungen von 1945 bis zur Gegenwart”, 
한독관계. 1945에서 현재까지, in: Korea 1998: Politik, Wirtschaft, Gesellschaft, hrsg. von id., 
Institut für Asienkunde: Hamburg 1998, pp. 19–56; Han, Die Beziehungen zwischen der Republik 
Korea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48–1986, 한독관계 1948–1986. 
29 노명환, 「냉전 시대 한국산업화 정책과 서독의 의미와 역할 1961-1967」, 『사림』제 
38권, 2011, 289–32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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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된 광부의 사례도 서술하고 있다.30 남한과 북한에 대한 서독과 동독의 원조를 

서로의 관련성 안에서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사적인 접근으로 

냉전시기의 원조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한독관계사 연구를 지배하는 주제는 1960년대와 1970년대 파독 

근로자의 이민이다. 파독 이민자, 특히 간호사의 역사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진전되어 있다. 31  한인 여성과 개발원조 담론을 연결시키는 나혜심과 

윤용선의 논문은 본고의 주제와 관련된다. 파독 이민자들의 송금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과 개발 원조로서 갖는 의미에 대해 서술하는 한편, 당시 

독일 사회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강조한다.32 성상환은 1950년대 후반 서독으로 

파견된 연수생, 이민근로자와 개발원조를 연결시켰다. 1960 년대 초기의 

재정원조로 지원된 산업화 프로젝트와 연수생을 관련지어며, 기술원조 프로젝트 

중에 부산에서 설립된 직업교육 기관, 한독직업훈련소와 한독경영정보 

여자고등학교를 파독 이민과 관련해서 언급하였다.33 개발원조 프로젝트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근로자 파견을 한독관계의 차원에서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30  Lee, You Jae: “‚An der westlichsten und östlichsten Flanke der Lager’. Deutsche 
Entwicklungshilfe für Korea 1953-1963”, 서쪽과 동쪽의 진형에서. 남한과 북한에 대한 
개발원조 1953-1963, in: Der Koreakrieg. Wahrnehmung – Wirkung – Erinnerung, ed. by 
Christoph Kleßmann / Bernd Stöver, Böhlau: Köln/Wien 2008, 142–158 쪽. 이유재, 「동서의 양 
진영에서: 남북한에 대한 동서독의 개발원조 1953-1963」, 『한국전쟁에 대한 11가지 시선
』, 김성보 외 편, 육비, 2010, 182–212쪽.  
31 한국 학계에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출판된 공동연구서가 있다. 노명환 외 
지음,『독일로 간 광부 간호사: 경제개발과 이주 사이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서울 
2014 
32  나혜심, 「 독일의 대한개발원조와 한인 여성의 노동이주: 개발원조 담론과 그 
실체사이에서」,『독일연구』 제 28호, 2014, 37–68 쪽; 나혜심,「독일 양말 공장의 한인 
여성들: 한독개발원조 관계 속 젊은 한인여성들의 삶」, 『서양사론』 제 104호, 2010, 311–
341 쪽; 윤용선, 「1960-70년대 파독 인력송출과 차관: 원조인가 거래인가?」, 『독일연구
』제 26호, 2013, 377–409 쪽. 
33 Seong, Sang Hwan: “Korean-German Relations from the 1950s to the 1980s: Archive-based 
Approach to Cold War-Era History”, in: Cho, Joanne Miyan / Roberts, Lee M.: Transnational 
Encounters between Germany and Korea: Affinity in Culture and Politics Since the 1880s, 
Palgrave Macmillan, New York 2017, pp. 13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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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 대한원조를  논의한  연구  

대한민국에 대한 원조를 전반적으로 분류해보면, 가장 먼저 원조를 제공한 

국가인 미국은 이승만 정권 당시인 1950 년대 후반까지 한국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1960 년대부터는 일본과 서독도 원조 제공자로 등장했으며, 

정치외교적인 이유로 인해 미국을 대신해서 한국을 지원하였다. 한국 학계에서는 

1950년대에 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가 적게나마 주목을 받은 바 있지만, 1960년대 

일본과 독일로부터의 원조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주한원조를 연구함에 있어 미국이 제공한 원조를 다룬 선행연구를 

참고하는 일은 불가피하다.34 

미국의 원조는 이승만의 부흥계획 즉 경제적인 맥락에서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연구가 많지 않다. 35  한봉석의 박사논문은 1950 년대 미국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의 기술원조 양상과 그 의의를 밝히고, 이에 근거하여 원조는 

대체적으로 국가 재건과 군사원조의 기반을 조성하였다고 평가한다. 36  또한 

김지은의 석사논문에서는 미국의 교육원조가 다루어졌는데, 사례연구로서 

피바디프로젝트(George Peabody College for Teachers, Korean Project)에 주목하였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교사가 파견되었으며 교원양성, 현직교원교육, 교과서 편찬 

등과 같은 분야에 지원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한국인 교사도 연수생 및 유학생으로 

																																																								
34 무어 (Aaron S. Moore)가 1960/70년대 일본의 기술원조와 협조에 대한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 연구물을 출판하지 않았다. 그는 사례연구로 다목적 소양강댐 프로젝트를 검토했는데, 
일본인 전문가들이 식민지 시기에 이미 엔지니어로서 한국에서 일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원조의 기술적인 연속성 및 둘 사이의 차이점을 연구한다. Moore, 
Aaron S.: “From Imperial Engineers to Development Consultants: Japanese Engineers and the 
Post-Colonial, Cold War System of Development in South Korea”, 튀빙겐 대학교 한국학과 
강연, 2017. 
35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는 김양화, 박태균, 최상오, 등의 연구가 있다. 김양화, 「1950년대 
경제협정 – 원조 종 속의 메카니즘」, 『역사비평』19 호, 1992, 47–60 쪽. 박태균, 「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정부의 경제부흥 전략, 이승만과 제 1공화국』, 논형, 2007. 최상오, 
「1950년대 계획기구의 설립과 개편 – 조직 및 기능 변화를 중심으로」, 『경제사학』 
45호, 2008, 179–208 쪽.  
36 한봉석, 『1950년대 미국의 대한 기술원조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논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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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파견되었다. 37  이는 본고에서 검토할 두개 학교에서의 원조와 비슷한 

양상을 띤다. 한편 이봉범은 1950/60년대 미국의 민간재단이 실시한 원조활동을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그 당시의 원조를 통해 한국의 문학, 학계 및 문화 전반이 

냉전시기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38 1950 년대 미국의 기술원조와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은 본고의 논의와 관계가 있지만, 그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1960년대 

들어 정권교체와 함께 변화된 원조 체제 및 원조의 성격이다.39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간략히 요약해보자면, 냉전시기의 원조 체제, 프로젝트의 

사례연구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반면, 1960/70년대의 한국에 대한 서독 정부의 

기술원조 프로젝트는 아직 연구된 바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1950년대에 

부산에 설립된 독일병원, 그리고 미국 정부의 기술원조와 민간재단의 원조활동 

등이 연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960/70 년대의 서독 정부의 

대한원조에 관한 연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대부분의 한독관계 

연구는 파독 이민자와 양국 간의 정치경제적인 관계에 집중하였다. 독일에는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 사례연구가 진행되어 있으며 이러한 연구방식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 한국을 사례로 고른 연구는 전혀 없으며 직업교육에 

초점을 두는 연구물도 아직 없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고에서는 기존연구들이 

간과해온 한국에서의 직업교육 개발원조 프로젝트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목적은 직업학교 두 곳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서독 정부의 개발원조의 성격을 파악하고 원조를 매개로 한 양국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37  김지은, 『전후 미국의 한국 교육원조, 1956 – 1962: 피바디프로젝트 사례분석』 , 
서울대학교 교육과 석사논문, 2011. 
38  이봉범, 「냉전과  원조, 원조시대 냉전문화 구축의 역동성: 1950~60 년대 미국 
민간재단의 원조와 한국문화」, 『한국학연구』 39, 2015, 221–276 쪽. 
39 이러한 변화가 김은미 외의 글에서 짧게 언급된다. Kim, Eun Mee / Kim, Pil Ho / Kim, 
Jinkyung: “From Development to Development Cooperation: Foreign Aid, Country Ownership, 
and the Developmental State in South Korea”, in: The Pacific Review 26.3, pp. 31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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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방법과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서독 정부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서독 정부의 

기술원조라는 큰 틀 아래 두 개의 직업학교 프로젝트를 일상사적인 방법으로 

연구할 것이다. 자료는 대부분 ‘독일 연방문서보관소(Bundesarchiv, 약어: BA)’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참조한다. 1961년에 수립된 ‘독일연방 경제 협력 및 개발부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약어: 

BMZ)’와 실행 책임자인 ‘독일 개발국가 지원 단체(Deutsche Fördergesellschaft für 

Entwicklungsländer, 약어: GAWI)’의 자료는 BA 213 의 기록그룹으로 분류되어 

있다. 각주에서 인용한 BA 213의 자료들은 대부분 독일어로 쓰여 있으며 인용할 

경우 필자의 번역에 의한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배경, 실행과 교육 방식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독일측 팀과 한국측 팀(Deutsches Team, 

Koreanisches Team)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 한국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기록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있었던 관계로 

한국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다만, 프로젝트의 후속 학교에서 출판된 

기념물이나 학교 박물관에 보관된 자료, 책, 사진, 기계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더 

자세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 밖에 특히 인천 한독실업학교에 관한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 학교에 대한 일반사적인 인식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의 

대중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정치·경제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냉전시기 개발원조 체제의 발달, 제 1세계 국가의 제 3세계에 대한 권력 행사, 

그리고 원조 프로젝트의 실패 이유가 활발히 분석되었다. 독일의 경우 서독과 

동독이 원조를 통해 구제적으로 인정받고 영향력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은 

강조되었으며, 개발원조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와 역할이 연구되었다. 그러나 

근대화 및 개발담론을 살피는 연구자들은 대부분 원조제공자와 수혜자, 선진국과 

후진국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를 그대로 가져와 연구의 토대로 삼았으며 정책과 



	
17 

	

전략 계획만을 연구대상으로 여겨왔다.40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 일어난 주체들 

간의 교류와 협정, 원조 주체들의 실제 경험은 간과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미비점을 개별주체의 행동과 삶에 주목하는 일상사 연구의 

방법론을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일상사 연구란, “시대가 규정하는 구조의 틀 

속에서 사람들이 체제의 요구에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저항하며, 무엇을 

거부하는가를 드러내는 작업”을 의미한다.41 역사에서 주체를 처음으로 전면에 

등장시켰으며 ῾서민(kleine Leute)ʼ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언급된 

체제에 대한 적응 및 저항은 감수(Hinnehmen), 거리두기, ῾고집(Eigensinn)ʼ 등과 

같은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다.42 개발 담론과 원조 체제에 관한 양 국가 주체들의 

반응은 여러 방식으로 표명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서민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시적 차원의 개발정책(die große Entwicklungspolitik der kleinen 

Leute)”을 연구하겠다.43 

원조 과정의 큰 틀에서 보자면, 선진국들이 지식과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와 나머지(the West and the rest)’로 쉽게 분리할 수는 없으며 양국가 

주체 간에 더 다양한 권력 관계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44 포스트 식민지 연구에 

의해 강조된, 유럽중심주의를 넘어선 ‘문화적인 혼성(cultural hybridization)’은 원조 

																																																								
40 Büschel, Hubertus / Speich, Daniel: Einleitung, 서론, in: Büschel / Speich, Entwicklungswelten, 
개발의 세계들, 16–18 쪽. 
41 이상록 / 이유재 편, 『일상사로 보는 한국근현대사: 한국과 독일 일상사의 새로운 만남』
, 책과함께, 2006, 29 쪽. 
42 이유재, 「동독민속학자들의 “고집”과 학문적 발전 (1945~1990)」,『비교문학연구』6, 
2000, 134 쪽. 
43 여기서 일상사의 배경과 대표적인 연구를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으나, 한국어로 번역된 
뤼드케(Alf Lüdtke)의 저서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알프 뤼드케 편, 『일상사란 무엇인가
』 , 이동기 외 옮김, 청년사, 2002. 그 중에 특히 일상사의 이론을 간단히 소개하는 
「일상사란 무엇이며, 누가 이끌어가는가?」라는 뤼드케의 논설이 있다. 2장에서는 원조 
주체를 다루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그들의 다양한 원조 체제에 대한 반응을 더 
살펴보겠다. 
44 Stuart Hall, “The West and the Rest: Discourse and Power”, in: Hall, Stuart et. al. (ed.): 
Modernity: An Introduction to Modern Societies, Blackwell: Cambridge 1996, pp. 18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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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45 같은 맥락에서 ‘나머지’도 서구가 될 수 있으며,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억압을 받은 사람도 억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46  

따라서 본고에서는 냉전시기에 세계적으로 논의된 근대화 혹은 개발 담론을 

한국에서 실시된 두개 프로젝트의 일상에 비추어 검토해보겠다. 세계를 범위로 

하여 논의된 담론과 원칙이 지방 혹은 로컬에서 정착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관점은 

‘세방화적(世方化的, glocal)’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47 경우에 따라 현재까지도 

건물이나 기관, 주체의 말하는 방식, 실제 행동을 통해 현지에 이식하고자 시도된 

개발담론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론과 현실 간의 관계, 그 사이의 일치 및 

차이, 그리고 시간적인 변화를 알게 된다. 현지에서 양국가의 주체들이 프로젝트 

실행 방법에 대해 협정을 맺거나 다투기도 하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평가하기도 

한다.48 즉 원조 프로젝트의 ῾얽힌 역사들(entangled histories)ʼ을 작성하고자 시도할 

것이며 49  이로써 생기는 모순과 다양성을 세방화적이고 주체를 중시하는 

일상사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다룰 것이다. 

한편 여러 가지 사례를 동시에 분석하면 ‘분산화된 비교(dezentrierendes 

Vergleichen)’를 실시할 수 있다.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는 사례에 초점을 맞춘 채, 

구조상의 유사점을 예상하지 않는다 해도 사례 비교 과정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45 Bhabha, Homi K.: “Cultures in Between”, in Hall, Stuart / du Gay, Paul (ed.): Questions of 
Cultural Identity, Sage: London et. al. 1996, pp. 53–60. 
46 Hall, Stuart: “The Question of Cultural Identity”, in: Hall, Stuart et. al. (ed.): Modernity: An 
Introduction to Modern Societies, Blackwell: Cambridge 1996, pp. 596–631. 
47 Robertson, Roland: “Glokalisierung: Homogenität und Heterogenität in Raum und Zeit”, 
세방화: 공간과 시간에서의 동질과 이질, In: Beck, Ulrich (ed.): Perspektiven der 
Weltgesellschaft, 세계사회의 측면들, Suhrkamp: Frankfurt am Main 1998, pp. 192–220; 이 
개념의 이론화와 비판에 관해 다음과 같은 글을 참조한다. Roudometof, Victor: “Theorizing 
Glocalization: Three Interpretations”, in: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16.2, 2015, pp. 1–18. 
48 Büschel / Speich, Einleitung, 서론, 9–10 쪽. 
49 제 1/2 세계와 제 3 세계 간의 관계 및 연결을 강조하며 유럽중심주의를 넘어서 제 
3 세계로부터 받은 영향을 고려한다. 독일에서 이 접근은 특히 컨라드(Sebastian 
Conrad)로부터 도입되었다. Conrad, Sebastian / Randeria, Shalini (ed.): Jenseits des 
Eurozentrismus: Postkoloniale Perspektiven in den Geschichts- und Kulturwissenschaften, 
유럽중심주의를 넘어서: 역사학에서의 포스트식민지주의적인 측면, Campus: Frankfurt  am 
Mai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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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날 것이다.50 이는 한독실업학교와 호만애암의 비교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된다. 두 프로젝트 모두 직업학교였으며, 독일 정부의 지원으로 한국에서 

실시되었다. 당연히 설립 배경, 지원과정과 실행, 교육 내용, 학생 수 등에서 큰 

차이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개 학교를 비교하면 서독 정부의 원조 실행, 

원조의 주체, 파트너와의 협업 등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검토할 두 개 프로젝트를 기어츠(Clifford Geertz)의 ‘두꺼운 기술’로 

서술하고자 한다. 기어츠는 이 방법을 인류학적인 현장 사례 연구를 위해 

개발하였는데, 이를 통해 사례를 서서히 구체화시킨다. 상징적인 형태, 즉 말씨, 

사진, 기관, 행동 등을 자세히 서술한 다음에 이를 조금씩 분석한다. 원조 주체들은 

분석의 중심 대상이 된다. 51  본고에서는 주체들의 자기 묘사, 사적인 편지와 

공식적인 서한, 평가 혹은 심사보고서 등을 통해 주체의 행동, 그들의 교류와 협정, 

갈등과 오해를 살펴보겠다.52  

원조 주체에 의해 직접 작성된 자료에는 개개인의 경험과 생각도 드러나지만 

비판적으로 보자면 일반적으로 다른 전략이나 의도도 나타나 있었다. 프로젝트에 

대한 긍정적인 기술(記述)을 통해 성과를 과시하거나, 부정적인 묘사를 통해 

지원금을 더 받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특히 전후 상황에 대한 보고서나 

사진을 사용하여 원조를 통해 이루어진 발전 혹은 실패를 부각시키려 

노력하였다. 53  독일인들이 지원해준 기계나 새로운 기술을 강조하며 동시에 

원주민들의 가난해 보이는 모습을 대비시켜 양국 간 개발 수준의 차이를 

																																																								
50  제먼 데이비스 (Nathalie Zemon Davis)는 이는 1990 년에 마드리드 대학 학회에서 
발표만으로 표현하였다. Büschel, Hilfe zur Selbsthilfe, 자조(自助)를 위한 원조, 375 쪽. 
재인용.  
51 Geertz, Clifford. “Thick Description: Toward an Interpretive Theory of Culture”, in: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Selected Essays, Basic Books: New York 1973, pp. 3–30. 
52 자료의 특징에 관해 다시 2장에 언급하겠지만, 그들의 사적인 편지, 일기, 자기 묘사 등도 
‘자아 자료 (Ego-Dokumente)’로서 시대의 주체를 연구하기 위한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Schulze, Winfried (ed.): Ego-Dokumente: Annäherung an den Menschen in der Geschichte, 자아 
자료: 역사에서의 주체에 대한 접근, Berlin 1996, pp. 11–30. 
53	Büschel, Hilfe zur Selbsthilfe, 자조(自助)를 위한 원조, 377–39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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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였다.54 반면에 이후 살펴볼 보고서 등에는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 의문을 

표명하고 있어 긍정적인 내용을 자주 생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에는 사진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일견 객관적으로 보이는 보고서의 경우에도 

자료의 편파적인 성격이 개입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2 장에서는 냉전시기의 개발원조와 

원조주체를 서술할 것이다. 2.1 장에서는 개발정책의 전체적인 배경과 개념, 그리고 

냉전시기 서독 정부의 원조 정책 및 한국에서의 반응을 살펴보고, 2.2 장에서는 

주체에 관한 논의를 소개한다. 이어서 3 장과 4장에서는 기술원조 중에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1961년에 인천에서 설립된 한독실업학교 및 1964년에 나주에서 개교한 

호만애암 혹은 1967년부터 기술원조를 받은 한독고등기술학교를 검토하고자 한다. 

각 학교의 자료를 통해 먼저 프로젝트의 배경, 실행과 교육 방식을 분석해보고 

각각의 특징을 해석해 볼 것이다. 학교에서의 교사와 학생의 생활,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양국 팀 간에 발생한 갈등과, 독일 그룹 내부에서 발생한 갈등, 성범죄 스캔들 

등을 일상사적인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그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끝으로 5 

장에서는 본고의 논의를 요약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겠다. 

  

																																																								
54  Büschel, Hubertus: “In Afrika helfen: Akteure westdeutscher »Entwicklungshilfe« und 
ostdeutscher »Solidarität« 1955–1975”, 아프리카에서 도와준다: 서독 개발원조와 동독 
연대의 주체들, Archiv für Sozialgeschichte 48, 2008, pp. 350–353; Zurmühl, Ute: Der 
»Koloniale Blick« im entwicklungspolitischen Diskurs: Welt-Bilder und Bilder-Welten in der 
Entwicklungszusammenarbeit, Verlag für Entwicklungspolitik: Saarbrücke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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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냉전  시기의  개발원조와  원조주체  
이 장에서는 먼저 서방세계의 원조 체제 내에서 서독의 개발정책을 세계적인 

측면(global perspective)에서 검토해본 후 원조 주체에 집중하여 원조 프로젝트 

사례연구를 위한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 

 

2.1 1960/70년대  서독의  개발원조  정책  

한독관계에서 1960/70년대에 특히 개발원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양국의 

개발원조 정책 및 요청은 냉전시기의 국제적인 개발원조 시스템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서독에서 만들어진 정책을 살펴본 후 한국에서의 개발 

담론과 원조에 대한 반응을 서술하겠다.  

 

세계적인  개발  담론의  생성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정부는 마샬플랜이라는 초기 개발 정책으로 서유럽 

국가를 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공산주의가 이들 국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려 하였다 (소위 봉쇄정책, 封鎖政策, containment policy). 대부분의 학자들이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의 취임 연설, 소위 ‘포인트 포 사업(Point Four 

Program)’을 봉쇄정책과 개발원조의 시초로 여겼다. 55  전쟁으로 파괴된 서독도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처럼 마샬플랜의 대상국이었다. 동시에 국제연합(UN), 

세계은행,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와 같은 기구를 통해 미국의 세계적인 영향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과학기술, 그리고 개발이라는 이념이 기구화된 

형태로 뿌리를 내렸다.56 한편 자본주의 진영의 선두에 서 있던 미국 정부와 더불어 

공산주의 진영의 대표국인 소련 정부도 개발 담론을 지지했기 때문에 후진국에 

																																																								
55 한봉석, 『1950년대 미국의 대한 기술원조 연구』, 7 쪽. Rist, History of Development, 69–
72 쪽 
56 같은 책,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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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원조가 냉전시기의 경쟁 분야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분단된 독일의 

경우에는 서독과 동독 간의 경쟁도 개발원조를 매개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57 

이처럼 이념으로 인해 전세계가 ‘개발국가(developed country)’ 및 ‘저개발국가 

(underdeveloped / less developed country)’ 혹은 ‘제 1/2 세계(First / Second World)’ 및 

‘제 3 세계(Third World)’로 나뉘었는데,58 이러한 분리는 역시 식민지와 제국의 

분리와 닮았다. 원조를 제공하는 선진국들은 개발원조를 통해 후진국이 

개발국가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지만 포스트 개발 학자의 비판에 따르면 

보통 저개발국가의 역사적인 조건과 배경을 무시하였으므로 인해 실제적인 개발로 

연결된 경우가 많지 않았다고 한다.59 개발원조를 받는 입장에서 국가간의 지식과 

권력 차이를 무시할 수 없었던 점도 크지만, 저개발국가 스스로도 개발 담론을 

인정하며 국제적인 개발원조 체제에 스스로 적응하였다. 저개발국가 지도자들이 

개발 담론으로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개발국가들이 개발 

담론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한편 저개발국가들도 원조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점, 즉 개발국가와 저개발국가들이 각각 나름의 의도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60  

트루먼 대통령은 포인트 포 사업 연설에서 저개발국가들의 경제적 조건들을 

개발하기 위해 두 가지 협조(cooperation) 방법을 제안하였다. 첫번째로, 

‘기술지식과 숙련(technical knowledge and skills)’의 공유를 요구하며, 두번째로, 

‘자본투자흐름의 촉진(fostering the flow of capital investment)’을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개발원조라는 것은 보통 ‘재정원조(financial assistance)’와 

‘기술원조(technical assistance)’로 분리된다. 재정원조는 재정적인 지원을 의미하며, 

																																																								
57 Schmidt, Pushed to the Front, 473–507 쪽. 
58 저개발국가, 제 3세계 등과 같은 개념들이 그 당시에 사용되면서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지만, 다른 적당한 개념이 없는 관계로 본고에 
이어받았으며 특별히 표시되지 않겠다. 이 개념들의 이분법적인 성격과 그 근원을 
분석하는 글은 다음과 같다. Lepenies, Philipp H.: “An Inquiry into the Roots of the Modern 
Concept of Development”, in: Contribution to the History of Concepts 4, 2008, pp. 202–225. 
59 Ferguson, The Anti-Politics Machine, part IV, chapt. 9. 
60 Büschel, Hilfe zur Selbsthilfe, 자조(自助)를 위한 원조, 33–4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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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조는 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기술적인 지원, 즉 숙련(skills)과 노하우(know-

how), 전술의 제공이 포함된다.61  

 

서독  정부의  개발  정책  변화  

개발원조의 기초 단계는 1950 년부터 1960 년까지 이뤄졌는데, 그 당시에 

공산주의 봉쇄 정책은 개발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미 언급했듯이 특히 

서유럽에서 마샬플랜이 중요했지만 예를 들어 한국전쟁에 관한 원조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960 년부터 1970 년까지의 기간은 

개발원조의 최성기로 알려져 있다. 이 시기에 대부분은 자본 원조를 제공하였지만 

독일은 그보다는 파트너 프로잭트의 착수에 집중하였다. 서독 정부는 개발부를 

설립하였고 많은 저개발국가와 조약을 맺었다.62 같은 기간 1961년에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의정서’도 발표되었고 

인천 한독실업학교라는 첫번째 파트너 프로젝트가 결정되었다.63 

서독의 개발원조는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냉전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독일의 특수한 분단 상황과 서독의 ‘서구 완전화(West-

integration)’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샬플랜으로 인해 서독은 급속한 경제 성장 

(‘라인강의 기적’, ‘Wirtschaftswunder’)을 이룰 수 있었고 1951 년에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과 ‘국제 통화 기금 (IMF)’에 가입함으로써 경제적인 

주도국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촉발된 서구 국가의 재군비는 

서독의 경제 성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64  하인에 따르면 

저개발국가와의 해외 무역은 1951년에 이미 전체 수출의 3분의 1에 달했기에 

																																																								
61 한봉석, 『1950년대 미국의 대한 기술원조 연구』, 6–8 쪽. 
62 Büschel, Hubertus: “Geschichte der Entwicklungspolitik”, 개발정책의 역사 in: Docupedia-
Zeitgeschichte, 11.2.2010, online via URL: http://docupedia.de/zg/Geschichte_der_Entwicklungs 
politik?oldid=122887, 4 쪽. 
63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원조협정 (직업학교 설치에 관한 
각서교환), 독일 제 76호, 1961년 3월 18일,  
http://www.law.go.kr/trtyInfoP.do?mode=4&trtySeq=3415&chrClsCd =010202. 
64 Hein, Die Westdeutschen und die Dritte Welt, 서독일인들과 제 3 세계, 11–2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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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개발원조는 무역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고 한다.65 1950 년대에 서독 

정부는 남미 국가 및 인도와 교류하기 시작하였으며, 인도주의적인 의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무역과 경제부흥을 위한 재정원조와 기술원조가 행해졌다.66 

1960 년에 미국과 다른 서구 국가의 요구로 인해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정부가 본에서 개최한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al assistance group, 약어: DAG)’ 

회의에서 10억 독일 마르크 규모의 개발원조 지원을 약속하였다.  

원조의 이유는 크리스트적 윤리관을 통해 정당화되었지만, 저개발의 원인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은 물론 정교한 개발정책도 아직 없었기 때문에 “단순한 

(naiv)” 편이라고 할 수 있다.67 할슈타인 원칙에 따라, 다르게 말하면 ‘무차별 원칙 

(Gießkannenprinzip)’68에 따라 동독이 제 3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 3세계 국가들을 지원했고 해당국이 동독을 인정한 시점에 원조를 바로 

중단하였다. 또한 1961년 전까지 원조 허가는 외무부, 경제부, 농림부 등 여러 

부처에서 담당하였기에 업무의 권한 문제와 이해갈등이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외무부가 할슈타인 원칙을 고수하려고 했던 반면 경제부는 자유무역의 진흥과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개발부가 설립된 후에도 경제부와 외무부의 

영향력이 일정부분 존속되었지만 모든 결정은 개발부와 함께 하였고 개발원조에 

관한 모든 정보가 개발부에 전달되었다.69  

기술원조는 보통 파트너 프로젝트로 운영되었다. 하인은 개발정책의 

시작단계와 최성기에 운영되었던 공동 직업학교 혹은 실업학교 및 공동 ‘모범 공장 

																																																								
65 같은 책, 30 쪽. 
66 Unger, Rourkela, ein Stahlwerk im Dschungel, 루르켈라, 정글에 있는 제철소, 367–388 쪽. 
67 Hein, Die Westdeutschen und die Dritte Welt, 서독일인들과 제 3 세계, 33 / 39 쪽. 
68 이 개념은 1950/60년대 서독 개발정책을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사용된다. Nuschler, 
Franz: “Rückblick auf ein halbes Jahrhundert Entwicklungspolitik”, 50 년의 개발정책을 
돌아본다, online via: http://www.entwicklungspolitik.org/home/0-007-01/. 
69  Grote, Hendrik: “Von der Entwicklungshilfe zur Entwicklungspolitik: Voraussetzungen, 
Strukturen und Mentalitäten der bundesdeutschen Entwicklungshilfe 1949-1961”, 개발원조부터 
개발정책까지: 조건, 체제와 성향, in: Vorgänge 166.2, 2004, pp. 24-35, online via: 
http://www.humanistische-union.de/nc/publikationen/ 
vorgaenge/online_artikel/online_artikel_detail/back/vorgaenge-166/article/von-der-
entwicklungshilfe-zur-ent wicklungspolit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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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terbetrieb)’을 서독 원조의 성공모델이라고 표현한다. 1964 년까지 전체 

기술원조의 약 47%는 학교에 대한 투자였고 약 30%는 공장에 투자하였다. 70 

국가의 개발원조 외에 교회나 개인, 사립 단체의 원조 프로젝트도 실시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보통 국가의 보조도 받았기 때문에 자료는 개발부에 넘겨졌다. 따라서 

개발부의 자료를 통해 이 시기의 개발원조를 제일 잘 파악할 수 있다. 

1969년에 서부의 개발정책은 ‘피어슨 보고(Pearson Report)’를 통해 처음으로 

비판되었다. 제 1 세계 국가들이 외교적인 의도와 국익에 집중함으로써 

1950/60 년대 개발정책을 통해 세계 전세계적으로 빈곤을 퇴치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빈부의 갈등이 더 악화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71  이로 인해 

1970년대에 들어와서 이 문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점차적으로 

정책의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전 세계인의 기본욕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국제연합에서는 ‘모두를 위한 양분(Gesundheit für alle)’, ‘모두를 위한 노동(Arbeit 

für alle)’이나 ‘모두를 위한 교육(Bildung für alle)’과 같은 캠페인들을 시작하였다. 

이후에 개발국가와 저개발국가의 협력 관계와 개발원조의 지속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72 이는 개별 행위자 차원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197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선발과 교육에서 변화가 일어났다.73 

 

서독  원조  정책  내의  한국  

서독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국가의 순위에서 한국은 인도와 파키스탄에 이어 

16 번째에 위치한다. 대한민국을 위한 개발원조는 1961 년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원조협정’으로부터 시작되어 1980 년대까지 

계속되었다. 개발원조는 재정원조와 기술원조로 이루어졌다. 재정원조의 규모는 

																																																								
70 Hein, Die Westdeutschen und die Dritte Welt, 서독일인들과 제 3 세계, 50–55 쪽. 
71 Pearson, Lester B. (ed.): Partners in Development: Report of the Commission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Prager Publishers: New York et. al. 1969; “The Pearson Report: A New Strategy 
For Global Development”, The UNESCO Courier, February 1970. 
72 Büschel, Geschichte der Entwicklungspolitik, 개발정책의 역사, 4–8쪽. 
73 2.2 장에서 상세히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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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억 독일 마르크 (DM)에 이르고 기술원조 규모는 4.3억 마르크에 달하였다.74 

1980년대에 서독 정부의 지원은 다시 줄어 들었는데, 대신에 세계은행이나 아시아 

개발은행 등과 같은 기관들이 채권자로 등장하였고 사적영역에서의 원조도 

확대되었다. 퀼너에 따르면 서독의 채권들이 한국에게 많은 이익을 주었다. 기간은 

30년이었고 지불 연기는 10년까지 가능하였다. 이자는 2부였던 것이 1978년에 

5부로 증가했지만 전체 채권 규모는 5억 900만 독일 마르크에 달하였다. 특히 

농업과 산업 분야에서 시멘트 공장, 방직 공장, 전자 기계 공장 등을 세우기 위해 

채권이 사용되었다.75 

한국은 1950년대부터 미국의 원조를 받았지만, 케네디(John F. Kennedy) 정부의 

개발정책 변화로 인해 미국의 공식적인 원조가 줄어들면서 다른 서구 국가에 더 

의존하게 되었다.76 원조협정 이후 한독 외교 관계는 원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4 년 서독 국빈 방문 후 연설에서 서독 총리와 

개발원조에 대한 협의도 하였음을 언급한다. 1963 년에 총리로 취임한 

에르하르트(Ludwig Erhardt)가 1964 년 회담에서 한국을 원조하는 이유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는 모든 곳에 개발 원조를 한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와 같은 정신과 정치적 · 윤리적 

신념을 가진 국민에게 기꺼이, 그리고 뜨거운 가슴으로 원조를 하고 싶다. 서독과 남한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확신한다. 당신의 국가재건에 서독이 지원을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이 논의가 만족스럽게 진행되어 기쁘다.77 

																																																								
74 Köllner, Die deutsch-koreanischen Beziehungen, 한독관계사, 28 쪽. 
75 같은 책, 30 쪽. 
76 박태균은 캐네디 정부의 개발정책 변화를 특히 학계와 정치권의 관점에서 분석해보았다. 
그는 미국에서 정책 변화가 일어난 시기보다 한국에서의 적용은 더 늦게 일어났다고 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베트남 파병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 한다. 박태균, 「1960 년대 초 
미국의 후진국 정책변화: 후진국 사회변화의 필요성」 , 공제욱/ 조석곤 편, 『 1950-
1960 년대 한국형 발전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내부동원형 성장모델의 후퇴와 
외부의존형 성장모델의 형성』, 한울 아카데미, 2002, 37–67 쪽.  
77 Bulletin der Bundesregierung, 독일 연방공화국의 공고, 1964 년 12 월 11 일, 1682 쪽. 
노명환, 「냉전 시대 한국산업화 정책과 서독의 의미와 역할 1961-1967」, 309 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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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하르트는 분단국가로서의 유사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서독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많은 저개발국가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봉쇄정책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국가재건이라는 개념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고 이는 특히 초기 원조의 주요한 이유였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서독의 

원조뿐만 아니라 서독 국민의 가치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미 1963년에 

출판된『國家와 革命과 나』의 「라인 강의 기적과 불사조의 독일 민족」이라는 

한 장에서는 “게르만 민족의 기질”과 가치를 통해 그들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78 이는 국빈 방문 후에 작성한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그는 “그들의 오늘날의 부흥과 번영은 지난 20년 동안 그들의 근면, 그들의 검소, 

그들의 인내심, 그들의 단결력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라고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일상에서도 질서와 규율을 존중하며 자율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한다. 79  당시 독일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안내역을 맡은 백영훈은 

독일에서의 경험과 교훈이 이후 산업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방문을 계기로 고속도로, 자동차산업, 제철산업 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한국에서도 이를 발전시킬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80  

박정희 스스로도 국빈 방문 이후의 연설에서 독일 기술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여러 사례를 제시하는 가운데 한독실업학교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는 교육 

분야와 특히 직업교육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81 노명환은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모델로 삼은 것은 그 당시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정서가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서독 모델로 자신의 쿠데타와 근본적인 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82 

																																																								
78 박정희, 『國家와 革命과 나』, 지구촌, 1993, 210–224 쪽. 
79 동아 출판사 편, 『붕정 칠만리, 박정희 대통령 방독기』, 1965, 7 / 13 쪽. 직업학교 교육 
방식을 분석하는 장에 이와 비슷한 독일적인 가치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80 백영훈, 『아우토반에 뿌린 눈물』, 연암프레스, 1997. 또한 백영훈의 저서와 그와 실시한 
구술면담을 해석하는 노명환의 연구를 참조한다. 노명환, 「냉전 시대 한국산업화 정책과 
서독의 의미와 역할 1961-1967」, 311–313 쪽. 
81 박정희,「독일국민 불굴의 의지를 보라, 1964년 12월 24일」, 『한국 국민에게 고함』, 
동서문화사, 2005, 107 쪽. 
82 노명환, 「냉전 시대 한국산업화 정책과 서독의 의미와 역할 1961-1967」, 29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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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는 서독을 모델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개발 담론도 받아들이는 

한편 계속적으로 선전하였다. 이승만 정부 하에서 문명국 담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강조되었던 반면,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후진국’, ‘빈곤’과 ‘가난’이라는 수식어로 설명되었다. 그리고 서구를 산업과 

경제가 잘 발달된 선진국으로 여기며, 서구 수준의 개발을 목표로 삼고 추진하였다. 

그래서 이전 대통령보다 연설에 ‘증산’, ‘건설’, ‘수출’, ‘생산’, ‘발전’ 등과 같은 

개념을 자주 쓰게 되었다.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주의적인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1960년대 후반 경제발전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시점부터 대통령의 연설과 

신문기사에 그에 대한 자신감이 강조된다.83 수많은 저개발국가처럼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실행되었다. 경제계획의 중요성을 근대화와 개발 담론을 

통해 정당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84 박정희 대통령은 1967 년 4 월에 전주에서 

개발을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경제계획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목포에서 서울가는 열차를 타고 서울로 지금 여러분들이 가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에 도착해야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느냐 [...] 이 사람의 짐작으로서는 서울가는 우리 열차가 지금 대략 

이리역 부근에 와있다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 따라서 우리가 2차 5개년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추진을 해서 이것이 성공이 되면, 그때쯤 가면 이열차가 어디쯤 

도착하겠느냐, 대전을 지나서 조치원을 지나서 아마 천안부근까지 가리라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 다음에 3차 5개년계획을 한번 더 해야만 기차가 한강다리를 넘어서 서울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가면 우리가 다 잘 살게 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그때 가면 우리나라는 

아시아에 있어서는 가장 으뜸가는 공업국가가 됩니다. 아시아에서 일본이 1등이냐, 한국이 

1등이냐, 서로 다툴 정도의 그런 수준이 된다 이겁니다.85 

																																																								
83 김종태, 「박정희 정부 시기 선진국 담론의 부상과 발전주의적 국가정체성의 형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2, 315–334 쪽. 
84 박정희 대통령은 저서에서 자신의 혁명을 다른 개발국가의 경우와 비교하였다. 그 중에 
케말 파샤의 터기 혁명, 나세르의 이집트 혁명과 중근동과 중남미의 혁명에서 그들의 
경제적인 측면을 보았다. 박정희, 『國家와 革命과 나』, 제 4 장. 
85 박정희 대통령, 전주유세 연설, 1967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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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박정희의 직선적인 개발관을 짐작할 수 있다. 비유적으로 사용된 

기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발 수준도 계속하여 증가하는 것이다.86  

교육도 역시 근대화론과 개발주의 이념의 영향을 받았다. 박정희 정부 

아래에서는 교육팽창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특히 실업 혹은 직업학교의 확대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4년 연두교서에 다음과 같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조국의 근대화와 민족중흥을 다짐하는 거국적 혁신운동의 정신적 뒷받침을 담당하여야 할 

문교행정은, 첫째, 자주자립을 지향하는 국민정신과 도의심을 함양하고, 둘째, 국민의 

생활혁신과 민족중흥의 터전을 닦기 위하여 산업·과학·기술교육을 적극 진흥하며, 셋째, 

민족혼의 고취를 위하여 민족문화 예술의 향상 발전을 도모할 것인바. (1964. 1. 10)87 

그러나 전국민적인 교육열로 인해 박정희가 사망한 1979 년에는 

실업고등학교보다 인문고등학교가 더 많이 존재했으며 중등학교는 비실업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개발 담론이 바뀐 것이 아니라 민간인의 

요구로부터 교육체제가 변화되었다는 의견도 있다.88 즉 한국정부가 경제 계획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에도 개발담론을 적용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서는 3장과 4장에 이어지는 사례연구를 통해 서구의 개발 담론이 한국에 

적용되는 방식, 그리고 교육정책의 실제를 살펴볼 것이다.  

 

																																																								
86 페터슨 (Niels Petersson)은 개발 담론에 사용된 시간 개념들을 분석해보았다. 그에 따르면 
서부와 동부도 마찬가지로 주로 촉진과 속도에 관한 개념을 사용하였지만 그를 비판적으로 
판단하기도 하였다. Petersson, Niels P.: “Großer Sprung nach vorn oder natürliche Entwicklung? 
Zeitkonzepte der Entwicklungspolitik im 20. Jahrhundert”, 대약진 운동이나 자연스러운 개발: 
20세기 개발정책의 시간 개념 , in: Büschel / Speich, Entwicklungswelten, 개발의 세계들, pp. 
89–112. 
87 대통령비서실 편, 『박정희 대통령연설문집 1�최고회의편』, 대한공론사, 1973, 32–
33 쪽. 오성철, 「박정희의 국가주의 교육론과 경제성장」, 『역사문제연구』 제 11 호, 
2012, 53–80 쪽, 재인용. 
88 같은 논문, 53–8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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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발원조  주체  

원조의 주체를 보면 현장에 전문가, 프로젝트 감독자, 직업학교 교사, 개발 

근로자(Entwicklungshelfer, aid worker)가 있었다. 그리고 서독의 본에 있는 

개발부와 외무부의 관리자들이 프로젝트의 지원과 실행에 대해 본국에서 결정을 

내렸다. 현장에 있는 주체들이 본의 결정을 따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따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개발원조의 규칙에 따르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주체의 고집과 편의주의 때문에 본에서 내린 결정이 실제 현장에서는 

변화되어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다시 말해, 조정하는 중심지(centre)와 실행하는 

주변지(periphery) 간에 모종의 교류와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89 

또한 독일인 원조 주체들은 저개발국가에서 파트너(counterpart)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다. 이들은 대등하게 협업하기보다는 독일인들이 한국인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였지만, 주체 간에 교류와 ‘혼성(hybridity)’이 발생하였으며 

원조 정책과 사상을 실제 원조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에 맞춰 

번역하기도 하였다. 90  즉 주체들이 원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원조주체 측면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에  대한  요구와  기대  

파견된 전문가에 대한 원조 기관의 요구와 기대를 먼저 서술하겠다. 1949년에 

이미 유엔 문서는 원조 전문가로서 필요한 자격을 정의하였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그보다 심적이고 사회적인 능력, 인내, 감정이입 능력, 이상주의, 

도덕적인 태도, 그리고 이국적 문화에 대한 개방성을 가져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91 

서독에서도 기술원조 작업의 초기 단계인 1960년대부터 이상적인 전문가에 대한 

비슷한 상이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사람과 가깝게 지내는 동시에 프로젝트를 

																																																								
89 Büschel / Speich, Einleitung, 서론, 17–18 쪽. 
90 Büschel, Hilfe zur Selbsthilfe, 자조(自助)를 위한 원조, 39 쪽. 
91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fficial Records 9th Session, Supplement 1; 
Büschel, Hilfe zur Selbsthilfe, 자조(自助)를 위한 원조, 22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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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으로 지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저개발국가에 대한 인류학적인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지식을 이용하여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적응력이 뛰어나고 개방적인 성격을 선호하였다.92  

특히 프로젝트 기획자(Projektleiter)의 자격에 대한 기대는 매우 높았다고 볼 수 

있다. 프로젝트 기획자는 본과 저개발국가의 공무원, 그리고 현장의 원조 근로자와 

파트너 등 여러 주체 사이에서 중개인으로 활동하였다. 1964 년에 ‘개발국가를 

위한 독일 단체(Deutsche Stiftung für Entwicklungsländer, 약어: DSE)’가 발표한 

프로젝트 기획자에 대한 안내서에서 다음과 같은 메타포를 찾을 수 있다. 

대주교의 품위, 선교사의 몰아, 외교관의 눈치, 세무공무원의 고집, 영업자의 경험, 쿨리의 

노동력, 노벨상 수상자의 천재성, 난파선 희생자의 낙관, 장관의 웅변, 변호사의 간사위, 

정치인의 융통성 있는 마음, 올림픽 권투 선수의 건강, 영화배우의 미소와 하마의 두꺼운 

피부.93  

프로젝트 기획자의 현장 업무가 매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성품과 능력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기관 측에서 거부하는 원조 주체의 

성격과 태도도 있었다. 서먹서먹하고 오만한 태도 혹은 신(新)식민지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전문가는 원하지 않았다. ‘고집쟁이(der sture Mensch)’, 

‘원칙주의자(der Prinzipienfanatiker)’, ‘현학자(der Pendant)’, ‘독선적인 자기 

도취자(der egozentrische Erfolgsmensch)’ 등을 거절하며 ‘방랑벽을 갖고 있는 

낭만주의자(der fernwehige Romantiker)’나 이상주의자도 부적합하다고 보았다.94 

또한 감정적이고 로맨틱한 탐닉(耽溺)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거나 인간관계를 

맺어야만 살 수 있는 지원자도 “합리성의 부족 때문에” 거절하였다. 개발 기관 측은 

그들이 현장에서 파트너와 협업하지 못하거나 저개발국가에서 겪을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하였다. 또한 대부분 연령이 많은 전문가의 경우 교육배경 

																																																								
92 같은 책, 같은 쪽. 
93 BA 116/31961, 개발국가를 위한 독일 단체 (DSE)로부터 발표된 프로젝트 기획자에 대한 
안내서, 1964년 7월 1일, 7 쪽. Weigel, Dramatizing Development, 42–43 쪽, 재인용. 
94 BA 116/31961, 개발국가를 위한 독일 단체 (DSE) 내부의 회의 각서, 1961년 5일 25일. 
Mass, Eine Art Sublimierter Tarzan, 순수한 다잔과 같다, 83 쪽, 재인용. 



	
32 

	

때문에 스스로를 원주민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젊은 

전문가를 선호하였다.95 

그 당시에 서독에서는 완전 고용(Vollbeschäftigung)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노동력이 부족하여 다른 나라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오기도 하였다. 

따라서 독일인으로서 일자리를 찾아 저개발국가에 갈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원조 

참여자로서 지원하는 주체의 의도는 크게 두 범주, 크리스트적인 박애와 

모험심으로 나눌 수 있다.96  사례연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개개인의 의도는 개발 기관에서 제시한 이상적인 성품과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부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연령이 많은 전문가들과 앞에서 언급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전문가들도 

저개발국가로 파견되었다.97  

 

프로젝트에서의  실상  – 미흡한  전문가  교육   

선발된 주체의 책임이었는지, 기술원조 프로젝트의 적용 문제 때문이었는지 

많은 경우 기대했던 바를 실제로 성취시킬 수 없었고 프로젝트들이 자주 

실패하기도 하였다. 이 실패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앞에 소개한 두 가지 

사례연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홍영선은 한 사례로 1950 년대 부산에서 개원한 독일병원을 분석하는데, 

초창기의 이 인도주의적인 원조 프로젝트를 실패라고 평가하였다. 당초 계획과 

공식적인 보도에 따르면 독일인 의사와 간호사들은 환자를 치료하기도 하고, 

한국인 의사와 간호사를 가르치기도 하였다. 1953 년부터 1959 년 병원을 닫을 

때까지 22,000 명 환자가 입원하고 총 약 230,000 명 환자가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98 

																																																								
95 BA 213/5483, 기술원조 전문가에 대한 보고서, 1971 년 2 월 9 일. Büschel, Hilfe zur 
Selbsthilfe, 자조(自助)를 위한 원조, 230 쪽. 
96 Mass, Eine Art Sublimierter Tarzan, 순수한 다찬과 같다, 80 / 82 쪽. 
97 Büschel, In Afrika helfen, 아프리카에서 도와준다, 343 쪽. 
98 Jachertz , Norbert: “Entwicklungshilfe: Einsatz im Kalten Krieg”, 개발원조: 냉전시기의 투입, 
in: Deutsches Ärzteblatt 113.9, 2016, p. 315; online via: https://www.aerzteblatt.de/arch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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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홍영선은 나치 독재 하에서 인종 차별적인 교육을 받았던 독일인들이 

한국인 환자, 간호사와 의사를 비인도적으로 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장은 

환자를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병원을 나치 강제수용소처럼 운영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나치 엘리트층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다수의 독일인 의사 및 

간호사와 달리, 나치 정권 당시 추적을 받았던 의사 한 명이 부산 병원에 대한 

사실을 알아차리고 공개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독일의 명예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이유로 독일의 정치권에 의해 방해되었다.99 

뷔셀은 1960 년대 서독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토고의 여러 시범 마을들 

(Musterdörfer)을 비롯하여 카메룬의 연수소 등 다양한 나라에서 독일 전문가로 

인해 생긴 문제점들을 분석해보았다. 특히 파트너 간의 갈등과 독일 전문가의 

부적절한 태도가 프로젝트 실패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카메룬에서는 대사관이 전문가 한 명이 “식민지 통지자식이며 히틀러식으로 하는 

연설과 오만한 태도”로 인해 프로젝트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래서 

대사관과 외무부가 서독 정부의 명예를 염려하여 그 전문가를 소환하였다. 100 

토고에서는 다른 연수생에게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독일인 교사가 해당 연수생을 

구타하도록 시키는 일도 있었다.101 

여타 프로젝트에서도 독일인 전문가로 인한 문제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서독에서는 1960 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전문가 교육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고, 1970 년대에 들어서는 독일 전문가를 위한 준비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전에는 프로젝트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이 없거나 미흡했으며, 

저개발국가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1965년부터 이미 태도와 교육에 

대한 규칙이 도입되긴 했지만 전문가들이 이 규칙에 따르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규칙을 위반할 경우 보통 다른 프로젝트로 전임되거나 징계를 받거나 

심각한 위반의 경우에는 면직되었지만, 인원 선발 및 교육 과정에 근본적인 변화가 

																																																																																																																																																								
175148/Entwicklungshilfe-Humanitaerer-Einsatz-im-Kalten-Krieg. 
99 Hong, Cold War Germany, the Third World, and the Global Humanitarian Regime, 97–99 쪽. 
100 Büschel, In Afrika helfen, 아프리카에서 도와준다, 355 쪽. 
101 같은 논문, 같은 쪽. 자세히 Büschel, Hilfe zur Selbsthilfe, 자조(自助)를 위한 원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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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지는 않았다.102 다른 나라의 원조 실행자에 따르면 서독 실행자들이 “과도한 

질서 의식, 조직 충동, 현학, 조악, 편협”을 자주 드러내었으며 이상주의나 열정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전문가를 최대한 적게 파견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동시에 현장에서의 참여가 중요하게 여겨졌다.103  

1960년대의 서독 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나치 정권 하에 교육을 받았거나 인종 

이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문제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기에 파견된 원조 실행자들에 대한 교육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난다. 

한편 젊은 원조 근로자들의 경우 포스트 식민지이론을 인지하고 있었고, 따라서 

전문가와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 갈등을 빚기도 했다. 따라서 많은 경우 갈등의 

원인을 세대 차이로 파악할 수 있다. 참여주체가 직접 작성한 자료를 보면 많은 

경우 개발원조에 대한 의심과 비판을 표명하고 그 성패를 질문하며, 프로젝트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였다. 이 실패를 매우 다양한 원인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프로젝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 프로젝트가 영속적이지 않은 것, 현장에서 

생활 조건을 향상시키지 못한 것, 그리고 프로젝트를 통해 추구했던 외교적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다.104 

 또한 당시 개발 담론에서는 기술 지식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근대적인 가치를 가르치는 것도 원조 주체의 역할로 여겨졌다. 저개발국가에 대한 

인식에 식민지주의적인 태도가 숨어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 인종차별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다. 한국에 파견되기 전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상은 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다. 그 당시에 한국에 대한 독일 

신문기사나 교육도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특히 1968년 혁명, 피어슨 보고 및 

이어지는 논의와 포스트 식민지 교육으로 인해 이러한 인식은 1970 년대에 

																																																								
102  1965 년에 독일 개발 단체로부터 발표된 규칙은 저개발국가에 대한 비판을 
금지시겼으며 원조 근로자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규칙화시켰다. 프로젝트 현장에서 
허락없이 외출을 못하게 되었고 과음하거나 원주민과 성관계를 맺을 수 없었다. Hein, Die 
Westdeutschen und die Dritte Welt, 서독일인들과 제 3 세계, 90 쪽. 
103 Büschel, Hilfe zur Selbsthilfe, 자조(自助)를 위한 원조, 356 쪽. 
104 Büschel / Speich, Einleitung, 서론, 10–1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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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와서 점차 변화되었다.105 검토할 프로젝트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즉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던 시기에 실시된 것으로, 개발 정책뿐만 아니라 주체의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다. 

원주민 프로젝트 파트너가 중요한 중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인 파트너에 대한 연구는 자료 부족으로 인해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뷔셀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파트너들은 

프로젝트에 대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식민지 시대부터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은 많은 경우 인맥을 관리하기 위해 

원조 분야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106 대부분의 파트너들이 교육이나 연수를 

목표로 독일로 보내졌다. 이를 통해 독일 정부는 연수생들에게 독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려 하였다. 당시의 교육학 연구를 보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격차를 줄이려는 목적과 함께 수출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목표로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107 

  

																																																								
105 Mass, Eine Art Sublimierter Tarzan, 순수한 다잔과 같다, 83 쪽. 
106 Büschel, Hilfe zur Selbsthilfe, 자조(自助)를 위한 원조, 357–358 쪽. 
107 Lenhart, Volker: Das Counterpartprogramm: Lehrerausbildung für berufliche Schulen der 
Entwicklungs-länder, 파트너 프로그렘에 대하여: 개발도상국에서의 기술학교를 위한 교사 
연수 과정 , in: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17.3, 1971, pp. 280–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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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천  한독실업학교   

첫 번째 기술원조 프로젝트로 인천에 설립된 ‘한독실업학교’를 살펴보겠다. 

먼저, 이 프로젝트의 배경, 실행과 교육방식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그 다음, 이에 

관여한 독일 및 한국 팀 주체의 경험을 분석하여, 팀간의 갈등과 서로의 문화적인 

오해를 짚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로 유진영과 정기섭의 논문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술원조를 

앞부분에 짧게 언급한 후에 교육사적인 측면에서 인천 한독실업학교를 살펴보았다. 

다시 말해, 이 연구는 독일식 직업 교육제도의 특징과 적용을 연구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독일 자료를 부분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어 독일인의 일상이 연구되지 

않으며 한국인과 독일인 간의 갈등을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삼되, 기존 연구가 교육적인 측면과 한국측 자료 분석에 치중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여 인천 한독실업학교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3.1 프로젝트의  설립  배경 , 실행과  교육  방식  

3.1.1 프로젝트의  배경  

‘한·독 간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의정서’에 협정했듯이 서독과 한국 정부는 

인천 한독실업학교를 처음부터 기술원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같이 운영하였다. 

의정서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에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양국 간의 

기술협조를 증진하고 대한민국이 그 경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지원하기를 원하면서 인천에 소재하는 중앙종합직업학교의 일부로서의 직업보도부의 공동 

설치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인천에 소재하는 

중앙종합집억학교의 일부로서의 직업 보도부를 공동으로 설치한다.108 

																																																								
108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원조협정 (직업학교 설치에 관한 
각서교환), 독일 제 76호, 1961년 3월 18일, http://www.law.go.kr/trtyInfoP.do?mode=4&trty 
Seq=3415&chrClsCd =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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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중앙종합직업학교는 이승만 대통령 집권기에 미국이 원조한 자금으로 

인하공과대학의 일부로서 설립되었다. 인천은 공업도시로서 그 당시 산업 발전의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도시에 비해 공장과 근로자가 많았던 반면, 

재학 교육기관 혹은 직업교육 기관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1958 년에 

인하공과대학은 중앙종합직업학교의 설립에 대한 문교부의 인가를 받았다. 109 

중앙종합직업학교는 직업교육전공부와 직업보도부로 분리되었는데, 1959년부터 

직업교육전공부에서는 기계기술과, 전기기술과, 건축기술과, 금속기술과 등의 

학과가 각각 40 명의 학생을 모집하였고, 직업보도부에서는 기계기술과, 

전기기술과, 건축기술과, 화학기술과, 인쇄기술과와 공예과가 각 50명의 학생을 

모집하였다. 한국에서는 1962년에 중앙종합직업학교 직업교육보도부의 이름이 

독일부로 바뀌었는데, 독일에서는 처음부터 한독실업학교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110 

한독실업학교에 독일식 교육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독일인 ‘프로젝트 

기획자(Projektleiter)’ 한 명과 ‘작업 감독 / 고문(Werkstattleiter /-ausbilder)’ 세 명이 

한국에 파견되었다. 첫번째 독일팀으로 프로젝트 기획자 클루게(Friedrich Kluge), 

배관과 고문 드레센(Robert Dreesen), 기계과 고문 갓차(Franz Gatza), 전기과 고문 

도르쉬(Helmut Dorsch)가 있었다. 팀의 구성은 이후에 빈번히 바뀌었지만 

업무구분은 큰 변동없이 유지되었다 (표 1,2). 프로젝트 기획자는 초기에 

실업학교의 교장과 당국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했는데, 작업 감독은 기획자를 

보조하는 교사의 역할을 겸하였다.111 

 

 

 

																																																								
109 유진영, 독일 기술교육, 8 쪽.  
110 같은 논문, 10–11 쪽. BA 213 자료.  
111 그들의 일상 생활을 3.2장에서 검토해보고, 3.3장에서는 양국 팀 간에 갈등과 독일팀 
내부의 갈등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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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업무 기간 

클루게(Friedrich Kluge)  1962년 6월 – 1966년 6월  48 

슈뢰더(Kurt Schröder) 1966년 8월 – 1968년 8월 25 

헤켄뷔커(Ludwig Heckbücker) 1968년 8월 – 1970년 3월 29 
	

<표 1> 인천에 파견된 독일인 프로젝트 기획자의 성명, 업무기간과 인월.112	
	
성명 업무 기간  

갓차(Franz Gatza) 1962년 4월 – 1966년 7월  52 

드레센(Robert Dreesen) 1962년 4월 – 1966년 11월 56 

홀츠(Johann Horz) 1962년 5월 – 1965년 5월 37 

도르쉬(Helmut Dorsch) 1965년 5월 – 1967년 1월 20 

룬켈(Wilhelm Runkel) 1966년 6월 – 1969년 2월 33 

함멘(Hans-Georg Hammen) 1966년 12월 – 1968년 11월 24 

지어거(Herbert Sieger) 1967년 8월 – 1969년 7월 24 

팔러(Otto Pfaller) 1967년 9월 – 1969년 8월 24 

스테파니크(Helmut Stefanic) 1969년 7월 – 1970년 12월 17.5 

<표 2> 인천에 파견된 독일인 작업 감독의 성명, 업무기간과 인월.113 

독일 정부는 실업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독일인 교사뿐만 아니라 작업장 기계와 

전기 난방,114 공무용 자동차 등과 같은 시설도 제공하였다. 한국인 파트너 교육자와 

																																																								
112 BA 213/24271, 개발국가 지원단체 (GAWI)의 최종보고서, 1972년 9월 4일, 별지 3. 
113 BA 213/24271, 개발국가 지원단체 (GAWI)의 최종보고서, 1972년 9월 4일, 별지 3. 
114	서독 정부가 보낸 기계들이 후속 학교 박물관에서 전시되어 있으며 현재까지도 잘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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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 교사의 훈련은 독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되었다.115 1961년에 시험을 

통해 한국인 최초의 교사 12명이 선발되었다. 그들은 괴테어학원에서 독일어를 

습득한 후 학과 설치 교과과정 연수를 위해 독일로 파견되었다. 그들의 명단은 

유진영의 논문에서 찾을 수 있다.116 이후에 여러 가지 교육 연수(Fortbildung)도 

추가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팀원이자 교장인 황영주는 1965년에 한달 동안 

독일에서 기술 및 직업교육에 관한 세미나에 참여하였다. 황영주에 따르면 

“한독기술제휴 아래 실업학교 운영자의 한 사람으로서 서독 곳곳의 공장과 

공업단지를 방문하면서 배울 점과 익힐 점을 많이 보았다”고 한다. “발전도 상에 

있는 한국의 산업도 독일국민의 근면과 인내와 노력과의 무수행에서부터 본받아 

진척시키는 데 하루 속히 힘써야 되겠다”고 한다.117 독일 현지에서 독일의 교육 

체제를 공부하는 과정에는 공업단지 방문 및 기술 교육 연수도 포함되어있었다. 

이를 통해 독일 정부는 연수생들에게 독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려 

하였다. 그 당시 교육학 연구에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평등화를 추구하려 

하는 한편 수출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의도로 제시되었다.118 

한편, 한국 정부는 파트너 교사, 관리 및 보조 인력, 건물과 유지 비용을 

제공하였다.119 예를 들어 건물의 계단과 난방 시설을 갖추고, 목수 작업장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였다. 이미 존재하는 학교에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한국측에게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컸으리라고 생각된다. 한독실업학교의 안내서에 

따르면 1963년에 853만원이었던 정부의 투자금이 1964년과 1965년에는 그보다 

																																																								
115 같은 자료, 3–4 쪽. 
116 기계: 오수철, 이재수, 이성옥, 홍기주; 전기: 우호환, 김경열, 이무영, 장준철; 배관: 
김석윤, 허필관, 손덕영, 최병공. 유진영, 독일 기술교육, 10–11 쪽. 
117 『경기매일신문』, 1967년 10월 17일, 「기술외교 – 황영주 한독실업학교장」. 
118 Lenhart, Volker: Das Counterpartprogramm: Lehrerausbildung für berufliche Schulen der 
Entwicklungsländer, 파트너 프로그렘에 대하여: 개발도상국에서의 기술학교를 위한 교사 
연수과정, in: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17.3, 1971, 280 쪽. 이 글에서 언급된 조사에 
따르면 특히 동아시아 국가에서 온 파트너 교사들이 실습시험에서 비교적으로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119 BA 213/24271, 개발국가 지원단체 (GAWI)의 최종보고서, 1972년 9월 4일, 3–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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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었다가 1966 년 1 억 55 만원으로 증가하였다. 1963 년부터 1967 년까지 

총비용은 4억 263만원에 달한다.120 여기에 한국인 교사의 월급도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들은 따로 문교부나 인하공과대학으로부터 월급을 받았을 것이다. 

프로젝트의 비용은 총 345만 독일 마르크에 달했고 독일 정부가 145만 독일 

마르크를 부담하였다. 독일 정부의 인건비도 199만 독일 마르크가 들었지만 이는 

보고서에 투자 명목의 지출로 기입되었다. 1960 년대 중반부터 재료 비용이 

예상보다 급속히 증가했지만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프로젝트 비용은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따라서 교사 파트너의 부족과 팀 간의 여러 문제와 갈등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계획했던 기간 안에 종료되지 않고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평가되고 있다.121 전국의 산업화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지만 인천 

지역의 전문 근로자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로 묘사된다.122 참고한 

자료에 따르면 졸업자의 90%는 인천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였다.123  

독일 정부의 관점에서는 작업량이 8 인년(人年, Mannjahre)으로 높은 

편이었는데 최종보고서에서는 5-6인년 정도로도 충분했을 것이라고 주장된다.124 

인년은 독일에서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씩 1년에 220일 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합하면 1760 인시(人時, Mannstunde)가 된다.125 그러나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인하공과대학과의 경우 소속 문제로 인해 관리 업무분리가 

정확하지 않았다. 그리고 양국의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독일 팀간에 갈등이 

많았다는 이유로 더 낮은 인년은 불가능하였다고 본다.126 

 

																																																								
120 한독실업학교에 대한 영문 안내서, 「The Korean-German Technical Institute, The Status of 
School」, 14 쪽. 
121 BA 213/24271, 개발국가 지원단체 (GAWI)의 최종보고서, 1972년 9월 4일, 8–9 쪽. 
122 같은 자료, 2 쪽. 
123 같은 자료, 14 쪽. 이는 3.1.4장에 한국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자세히 서술된다. 
124 같은 자료, 2쪽. 
125 독일에서는 현재에는 성평등의 이유로 Mannjahre (남자-년)보다 Personenjahre (인년)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26 같은 자료,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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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프로젝트의  실행  

1962년 4월에 첫 번째 독일인 직원 한 명과 기초 기계들이 도착하였다. 1962년 

5월 3일에 개교식을 열었고 주한독일대사와 한국인 교육부 장관도 참여하였다.127 

독일 대사 뷩거(Karl Bünger)는 외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기계 도입을 계기로 

인하공과대학에서 열린 개장식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넓은 학교 캠퍼스에 들어왔을 때 독일 국기가 나의 앞에 나타났고 대강당에도 마찬가지로 

독일 국기가 태극기 옆에 붙어 있었다. 학생으로 구성된 잘 훈련된 취주 악단은 한국 국가를 

연주한 후에 독일 국가(Deutschlandlied)도 연주하였다. 교장과 다른 인물의 축사를 들은 후에 

나는 연설에 독일 공업에서 숙련공의 의미를 강조하고 특히 2차대전 이후 독일에서 공장을 

재건하던 상황을 현재 한국의 상황과 비교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과 같이 산업화 

중인 젊은 나라에서의 사회적인 개혁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그 후 문교부장에게 도착한 

기계에 대한 리스트뿐만 아니라 [...] 상징으로 대형 쇠망치를 인계하였는데, 이 때 

참석자들이 모두 박수를 쳤다. 문교부장관 김 교수는 독일어로 감사의 말을 표현하였고 이 

말은 인쇄된 형태로 전달되었다. 김 교수는 2 년 전에 독일을 방문하여 독일어를 조금 

한다.128 

다과회를 가진 후에 학교 건물을 구경하였는데, 서한에서 볼 수 있듯이 대사의 

인식은 긍정적이었다. “포장을 벌써 푼 기계들은 한국 전문가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칭찬을 받았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또한 뷩거에 따르면 개장식에 참여한 타국의 

원조 관련자들 또한 그들의 프로젝트와 비교하며 “독일인들의 정확하고 꼼꼼한 

일처리(die präzise und pünktliche Arbeit der Deutschen)”에 놀랐다고 한다.129  

뷩거는 대사로 임명되기 전에 중국학과 법학을 공부한 후 베를린 대학에서 

동아시아 법학 교수로 상하이 대학에서 비교법학 교수로 일한 바 있다. 나치 시대 

초기부터 나치당(NSDAP) 당원이자 나치 돌격대(SA)의 회원이었다.130 나치 당원일 

뿐만 아니라 나치 돌격대 회원이었으므로 그가 열광적인 히틀러(Adolf Hitler) 

																																																								
127 BA 213/11960, 주한독일대사관, 보고서 226/62, 1962년 5월 4일, 1 쪽. 
128 같은 자료, 같은 쪽. 
129 같은 자료, 2 쪽. 
130 Keipert, Maria: Biographisches Handbuch des deutschen Auswärtigen Dienstes 1871–1945, 
독일 외무부 전기 안내서 1871–1945, hrsg. vom Auswärtigen Amt, Historischer Dienst, Bd. 1 
(A-F), Schöningh: Paderborn u. a. 2000, pp. 33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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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뷩거의 전후 이념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 추측할 

수 있을 뿐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위에 인용한 서한을 분석해보면 독일 국기와 독일 

국가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연설을 통해 독일의 경제 성장을 이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독일인들의 정확하고 열정적인 근무 방식 때문에 

원조 프로젝트도 다른 나라보다 더 잘 운영한다고 간접적으로 주장한다. 

개발도상국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원조 근로자와 대표들도 독일의 

뛰어난 기술 원조를 인정하였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서독의 명예와 서독에 대한 

애국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서독의 명예를 높임으로써 서독이 동독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략이다. 한독실업학교의 초기부터 양국의 주체로 

고위급 대표인 주한독일 대사와 한국 문교부 장관, 독일인 작업 감독과 한국인 

전문가가 등장했으며, 상징으로서 인계된 쇠망치와 국기의 이미지 및 국가와 연설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때, 일종의 ‘개발원조 연극(development theater)’이 

상연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131 

개교식에 관한 언급은 이 보고서에서만 찾아볼 수 있지만 이후에 학교에서 

공식 방문을 받을 때마다 국기, 구경, 식수(植樹), 표창 등과 같은 상징적인 표현과 

거동들이 사진과 신문 기사로도 전해졌다. 예를 들어 개발부 공무원 라우(Walter 

Rau)가 학교를 공식적으로 방문했을 때 학교 측에서는 정문에 양국의 국기와 

독일어와 한국어로 쓰여진 환영 간판을 달았다. 또한 견학 및 회의를 마치고 난 

후에는 기념으로 식수를 하기도 하였다.132 대사와 개발부 공무원 외에도 1964년 

11월에 한국 대통령 박정희,133 그리고 1967년 3월에 서독 대통령 뤼브케(Heinrich 

Lübke)가 개발부 장관 비스네프스키(Hans-Jürgen Wischnewski)와 함께 한독실업 

학교를 방문하였다.134 

																																																								
131 ‘개발원조 연극(development theater)’에 관해 Weigel, Dramatizing Development, 서론, 1–52 
쪽. 
132 한독실업학교 방문관 사진첩 참조. 
133 같은 자료. 
134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당시 서독 정부가 학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관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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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실업학교의 설립과 동시에 유네스코에 의해 인하대학교 일부로서 또 다른 

직업학교가 세워졌다. 초기 프로젝트 보고서에는 이 학교와 한독실업학교를 

비교하는 부분도 있지만, 독일인 팀이 보기에는 유네스코에 의해 설립된 학교의 

구조와 운영방식은 비효율적이였다. 135  최초의 독일인 프로젝트 기획자는 

한독실업학교 때문에 이미 업무가 많아서 다른 학교의 문제에 관여하려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독실업학교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기술학교의 협력관계가 강화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국인은 애당초 실습적인 교육과 상관이 없다. 그 

밖에도 한독실업학교로 인한 업무부담이 크기 때문에 독일팀에게 타 학교의 문제에 관해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136  

1960년에는 독일 경제부에서는 한국에 기술교육 자리가 많아졌으므로 지역 

간에 경쟁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학교 기관들을 분권화시키기를 

권고하였다.137 그러나 왜 인하대학교에 직업교육 학교를 두개나 설립하였는지, 이 

학교들을 왜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았는지를 질문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독일 자료에서 찾을 수는 없었지만, 다른 도시보다 앞서 인천에 더 

많은 직업교육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인천에 

직업학교 기관이 집중되면서 인천 근교에서 전문 교육 기관으로 진학하거나 

회사에 취직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138  유진영의 설명에 따르면 인천은 다른 

도시보다 공업이 제일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공장 수에 비하면 

직업교육기관이 없었다고 한다.139 

																																																																																																																																																								
기록원 자료를 참고할 필요가 있지만, 본고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관계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135 BA 213/11960, 주한독일대사관, 보고서 226/62, 1962년 5월 4일. 
136 같은 자료.  
137 BA 213/11960, 대사관 보고서에 관한 경제부에서 외무부에게 보낸 서한, 1962년 3월 
15일. 
138 BA 213/11960, 주한독일대사관, 보고서 22/62, 1962년 1월 12일. 
139 유진영, 독일 기술교육, 8 쪽. 이는 1961년의 경향신문 기사에 반박된다. 그에 따르면 
이미 하나의 공업고등학교가 있었으며, 비슷한 직업학교의 설립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30여명의 교직원과 학생들을 인솔한 인천공고교장 김종무 씨의 말에 의하면 인천시내에 
정규공업고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성격을 띤 전기직업학교를 또 하나 설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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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실업학교에 독일의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려 시도하면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충돌하는 지점도 적지 않았다. 한독실업학교가 인하대학교에 딸려 있는 

동시에 교육부에 종속되어 있었으므로 권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원래는 

독일팀의 기획자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팀으로 넘기기로 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한독실업학교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교육자들은 다른 학교 

교육자보다 임금을 적게 받았고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도 없었다. 이에 따른 

불만으로 사직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인하공과대학이 이론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지향한 반면 한독실업학교의 기술교육은 실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교의 지향점을 둘러싼 갈등도 발생하였다. 특히 독일측에서는 추후 

학교를 한국측에 인계하면 다시 한국식 교육으로 회귀해버릴 것을 우려하였다.140  

이 때문에 행정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자 프로젝트 기획자 클루게가 

한독실업학교의 국유화 및 문교부와의 직접적인 연결을 요구하였다. 클루게에 

따르면 실업학교는 경제적인 이익을 전혀 추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인하 재단회 

하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는 국유화를 통해 교사들이 공무원이 되면 다른 기술학교 

및 한독실업학교의 후임 기관으로 쉽게 전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141 그러나 이런 요구로 인해 

독일과 한국 측에 많은 갈등이 생겼는데, 독일에서 기술교육 전문가가 한국으로 

파견되어 문교부와 협의함으로써 결국 이 문제를 1966년에 해결할 수 있었다.142 

그러나 한국팀이 독일팀에게 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몰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예를 들어, 1968 년에 인하대학교의 일부가 한진그룹에 

인수되었는데 그 중에 한독실업학교의 건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매매에 대해 

																																																																																																																																																								
전기과, 기계과, 화학과 등 학생들을 모집함으로써 공고운영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으니 
문교부가 이를 시정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밤 「데모」 대는 통행금지시간인 새벽 
1시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 지점인 경기도부천군 소사읍고척리 만탄교 건너편에 이르러 
연좌 「데모」에 들어갔는데 새벽 2시 현재 경찰과 「데모」 대 사이에 충돌은 없었다.” 
『경향신문』, 1961년 2월 28일, 「직업학교 설립 반대」. 
140 BA 213/24261, 개발부 각서, 1965년 12월 23일, 2쪽. BA 213/24261, 프로젝트 기획자 
클루게 한국 외무부에 보낸 서한, 1965년 12월 6일. 
141 BA 213/11960, 클루게가 주한독일대사관에 보낸 서한, 1964년 10월 20일. 
142 같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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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사관과 프로젝트 기획자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인수된 후에야 알게 

되었다.143 이는 양국팀 간의 관계와 교내 작업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의 실행 과정 내내 한국인 파트너와 작업 감독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독일인 프로젝트 기획자에 따르면 인하공과대학의 

한독실업학교를 담당하는 한국인 기획자가 3 년 동안 3 번 바뀌었기 때문에 

파트너와 효과적인 협의가 불가능하였다. 그 당시 교육학 연구에 따르면 1966년에 

독일에서 연수를 받은 파트너 교사 192 명 중에 49 명, 즉 25%가 다른 학교로 

욺겨갔다. 144  한국인 파트너의 부족은 프로젝트가 연장되었던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원래 1965년까지 모든 관리 임무를 한국인에게 맡기려고 했는데 결국 

1969년까지 지연되었다.145 양국팀 간의 갈등을 분석하는 3.3.1 장을 통해 독일인 

기획자 클루게와의 협업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도 프로젝트가 지연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3.1.3 교육  방식  

이 프로젝트를 통해 총 471 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았고 프로젝트를 인계한 

1969년에도 514명의 학생들이 교육 받는 중이었다.146 처음에는 매년 각 30명의 

금속공 / 기계과(Betriebsschlosser, mechanical course), 전기공 / 전기과(Starkstrom-

elektriker, electrical course), 시설공 / 배관과(Sanitärinstallateure, plumbing) 학생이 

3년 동안의 훈련을 받을 계획이었다.147 그러나 프로젝트의 초기부터 그보다 많은 

학생을 받아들였고 1968 년부터는 새로운 학과로 자동차 목공학을 개설하면서 

																																																								
143 BA 213/24261, 주한독일대사관이 외교부에 보낸 서한, 1968년 10월 20일.  
144 Lenhart, Das Counterpartprogramm, 파트너 프로그렘에 대하여, 285 쪽. 
145 BA 213/24271, 개발국가 지원단체 (GAWI)의 최종보고서, 1972년 9월 4일, 11 쪽. 
146 같은 자료, 같은 쪽. 
147 같은 자료, 같은 쪽; 한독실업학교에 대한 영문 안내서, 「The Korean-German Technical 
Institute, The Status of School」, 5 쪽; 유진영, 독일 기술교육, 11 쪽. 쾰르너에 따르면 각 
60 명 학생을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Köllner, Die deutsch-
koreanischen Beziehungen, 한독관계, 3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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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 매년 총 120명의 학생을 교육시켰다.148 신문 기사에 따르면 1968년 

신입생 선발고시에는 정원 120명에 475명이 지원하였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였다.149 이는 시간이 갈수록 학교의 인기가 높아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 밖에 한국인 직업 훈련 교육자를 위해 용접, 선삭(旋削, turning), 금속 작업에 

대한 특별 강습을 제공했으며 1967 년부터 직공장을 위해 야학도 열었다.150 이 

야학에는 한국 교사들이 반마다 약 15명의 근로자를 교육시켰다. 여기서 독일인 

교사들은 교육 고문의 역할만을 하였다. 신문 기사에는 이 야간 학교가 근로자에게 

큰 의미를 가졌다는 점이 잘 드러나 있다. 

우�제 (30) 사형제중 고향에서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경제 철제 성제군등 나이어린 

삼형제는 기술 계통의 공부를 하고싶다는 소망에 따라 김 인천 시장의 주선으로 오는 

신학기부터 인하공대부설 한독실업학교 야간부에 동시입학케됐다. [...] 성제군은 

“국민된도리를 다한것뿐인데 이토록 과분한 대우를 받게 돼 오히려 송구스럽다”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어보였다.151 

수업은 실습교육 약 66%와 이론교육 약 33%로 구성되었다.152 이에 비해 그 

당시 일반 직업고등학교와 같은 경우에는 실습교육은 약 22%이었으며 이론교육이 

78%를 차지하였다. 한독실업학교의 이론 수업은 도의, 국어, 영어, 독어, 체육, 공학, 

공업수학으로 나누어졌는데, 이 수업은 전문 교육의 수준이 아니었고 실습교육을 

보조하는 역할만 하였다.153 

첫 번째 프로젝트 기획자 클루게는 한국인 교육자의 수업은 이론적인 부분이 

많아서 실습의 중요성을 간과한다고 비판한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육체 

																																																								
148 BA 213/24261, 각서 주한독일대사관, 1968년 3월 14일, 2 쪽. 
149 『경기일보』, 1968년 1월 9일, 「4대 1의 경쟁률 – 한독실업학교 입학시험」. 
150 BA 213/24271, 개발국가 지원단체 (GAWI)의 최종보고서, 1972년 9월 4일, 4 쪽. 
151 『동아일보』, 1968년 2월 2일, 「우씨 4형제의 첫출근 – 총무와 문서발등담당」 
152 같은 자료, 같은 쪽. 한독실업학교에 대한 영문 안내서, 「The Korean-German Technical 
Institute, The Status of School」, 7 쪽. 『The Korea Herald』, 1967년 11월 19일, 「Graduates 
in Great Demand – Inchon Institue offers to Youth Chance for Technical Training」. 
153 같은 자료. 한독실업학교에 대한 영문 안내서, 「The Korean-German Technical Institute, 
The Status of School」, 7 쪽. 유진영, 독일 기술교육, 1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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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낮게 평가했기에 실습위주의 직업교육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댔다. 154 반면에 최종보고서에서는 한국인 교육자의 빠른 

적응과 “모범적인 열정(mustergültiger Einsatz)”을 칭찬한다. 155  

한�수 학생의 주간 작업 보고서 수집(Berichtsheft)은 교육 체제와 학생의 

일상에 관한 중요한 자료로 남았다. 한�수 학생은 1948년에 서울에서 태어났고 

1964 년에 인천 실업학교 전기공과에 입학하였다. 실업학교의 규칙대로 매주 

토요일마다 주간 작업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대부분 짧고 객관적인 학습 

메모지만 학생의 창의성과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도 발견된다. 첫주 보고서에 

학생들이 작업실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고 기록하면서 한�수 학생은 “공구를 

깨끗이 사용하고 정확히 정돈”하자고 적었다. 처음에는 계속적으로 

줄질하기(Feilen)만 연습하였고 그 후에는 줄선을 긋기(Anreißen)와 

톱질하기(Sägen)도 배웠다.156 

1967년에 한독실업학교 교육 방식에 대해 『경기일보』 기사에 다음과 같이 

보도된 것이 있다. 

이 학교의 두드러진 교육적 특색은 한마디로 철두철미 ‘독일식’ 운영이라는 것. [...] 전국 

곳곳에서 모인 3백여 홍안소년(紅顔少年)들이 아침 7시 1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짜여진 일과에 일사불란 돌입하고 있다. 한 학급당 정원 40명의 일주교과과정을 넘겨보면 

금요일까지만 전일제 수업에다 전체의 3 분의 2 는 실습으로 되어 있다. 우선 이들이 

입학하자마자 받는 특전은 한독기술원조협정에 따라 최신기계장비와 실습공구를 매일인당 

한 세트씩 고루 배치 받는다는 것. 기계 실습실에 들어서 실습장비만 손꼽아 보더라도 선반 

11 대, 세파 5대 밀링기 3대 원형연마기 1대, 볼마쉰 [Bohrmaschine, 드릴마신] 15대 ... 157 

수업 시간을 살펴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약 8 시간 동안 학교에 

있었고 토요일은 반나절만에 주간 작업 보고서를 썼다. 기사에서 학급당 

40명이라고 하지만 원래 계획한 30명보다 높은 수가 그 해만의 특성일 수도 있고 

																																																								
154 BA 213/11960, 클루게의 프로젝트 보고서, 1963년 6월, 6 쪽. 
155 BA 213/24271, 개발국가 지원단체 (GAWI)의 최종보고서, 1972년 9월 4일, 11 쪽. 
156 한 수 학생의 주간 작업 보고서(Berichtsheft), 앞부분. 
157 『경기일보』, 1967년 11월 26일, 「기술의 정수 일당에 간판보다는 실증주의 바탕 – 
공업 [에리트]를 키우는 한독실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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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다. 실습 수업이 많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철두철미 독일식 운영’이라는 명칭으로 이미 학교의 특이성에 중점을 두었다. 

학생들이 받는 실습공구와 기계를 자세히 열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계들이 당시 기술학교 교육에 있어 흔하지 않았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같은 

기사에서 학교의 특징으로서 언급하고 있는 줄질에 대한 부분이다. 

이 학교의 전형방법에 특이한 것이 있다면 수험생에게 연장을 주어 간단한 실기를 맡겨 

소질을 가려보는 것. 그래서 합격이 허락되면 만 6개월 동안 지루하리만치 줄질을 익히게 

된다. 말하자면 ‘정확 견실한 상품’을 만들려면 그만한 기초 자세와 꾸준한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158 

이 기사에 언급된 정확과 참을성 등은 성실(Aufrichtigkeit), 근면(Fleiß), 

정확(Genauigkeit), 검소(Sparsamkeit)라는 학교 원칙에도 반영된다. 학교에서 소위 

‘독일적인 가치’를 전달하려 노력하였는데, 줄질 작업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가치들은 교육 내용 및 작업장 규칙과 연결되었다. 성실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 중에 민주시민으로서 상호간 인격존중의 생활화, 준법과 공중도덕 

확립으로 사회순화에 기여와 졸업 후 취업에 대한 주기적 지도와 화합이 있었다. 

근면과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부터 수업을 시작하여 하루 8 시간 수업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표현되었다. 정확은 수공작업이나 기계공작의 오차를 

감소시키려 하는 교육 목표에서 드러나며 검소는 실습재료를 절약하고 폐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159 예를 들어 한�수 학생의 주간 작업 

보고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학생들은 작업실의 공구를 깨끗이 사용하고 정확히 

정돈하라는 규칙을 배웠다. 160  기사에서 한국인 교장인 황영주는 신문 기사에 

다음과 같이 교육 방식을 설명하였다.  

																																																								
158 같은 자료. 
159 한독실업학교에 대한 영문 안내서, 「The Korean-German Technical Institute, The Status of 
School」, 4–5. 쪽. 
160 한 수 학생의 주간 작업 보고서 (Berichtsheft), 1964년 3월 3일–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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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기술자를 만들어내는 데만 힘썼지 인간을 만드는 데는 소홀했던 것이다. [...] 

아무리 유능한 기술자라 해도 인간의 바탕이 정립되지 않고선 정직을 생명으로 하는 

공업산품은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161  

다시 말하자면, 교육은 학생의 인격을 형성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대해 한국 교육자들이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기술한다.162 그러나 특히 

독일인 교사들을 역할 모델로 삼아 학생과 한국인 교사들이 많은 점을 배웠다고 

한다. 예를 들어 당시 인하공과대학 김병희 학장은 프로젝트 기획자 클루게가 

검소함을 보여주었던 사건을 회고하였다. 

하루는 그 독일부를 순시 차 가니 마침 독일에서 보내온 실험실에 설치할 기계류가 든 

하물의 포장을 풀고 있었는데, [클]루게 씨는 포장을 했던 나무 조각을 상하지 않게 뜯도록 

부하들에게 지시를 해가면서 하나도 버리질 않고 한 곳에 모으고, 뽑혀 나온 굽어진 

쇠못까지도 버리지 않고 손수 하나하나 재활용이 가능토록 망치로 바로 잡아가며 모으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쓸 작정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귀중한 물자를 버릴 수는 없고 

이렇게 모아두었다가 학생들 실습용으로 쓸까 합니다.”라고 했다. [...] 당시 매월 3,000 

달러를 받는 우리나라 최고층봉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검소한 식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163 

상대적으로 높은 봉급을 받는 클루게가 나무 조각을 재활용하기 위해 손수 

모으는 장면을 보고 김병희가 그 검소한 생활방식에 경탄하였다.164 반면 클루게가 

검소하지 않고 오히려 학교 자원을 낭비하며 사용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클루게의 

																																																								
161 『인천신문』, 1967년 11월 16일,「성실의 집 – 황영주 씨」. 
162 BA 213/11960, 클루게의 프로젝트 보고서, 1963년 6월, 6 쪽. 
163『정석 50년사』, 118-119쪽. 「김병희 박사 자서전에서」, 유진영, 독일 기술교육, 17쪽, 
재인용.  
164 그 당시 프로젝트 기획자의 월급에 관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지만, 개발국가 지원단체 
전문가는 외교관과 비슷한 월급을 받았는데, 해외 할증금(Auslandszuschlag)과 구매력 보상 
(Kaufkraftausgleich)도 추가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본국과 외국에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1970년대 같은 경우 구매력 보상이 높은 나라에서는 한 달에 
약 8000-9000 마르크를 벌었다. 또한 그들의 이사와 귀향 여행 비용까지 독일 정부가 
부담했었고 결혼한 전문가는 추가적으로 가정 할증금(Haushaltszuschuss)도 받았다. 그래서 
독일보다 저개발국가에서 훨씬 더 잘 살았을 뿐더러 저개발국가의 상층부보다 
부유하였다고『디 차이트(Die Zeit)』 기사에 쓰여 있다. 『Die Zeit』, 1978년 11월 3일, 
「Job ohne Wiederkehr? Die Deutsche Gesellschaft für Technische Zusammenarbeit sucht 
Spezialisten für die Dritte Welt」개발국가 지원단체가 전문가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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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대해 상반된 인식이 있는 것이다. 클루게라는 인물에 관해서는 3.3.1 장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수업 혹은 ‘공민학 수업(公民學, Bürgerkunde-

unterricht)’이 필수였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을 “훌륭한 국민(bedeutsame Staats-

bürger)”으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공민학 수업은 일주일에 2 시간 편성되었으며 

학생들은 한국의 정치체제, 지리 등에 대해 배웠다. 그러나 1968년에 독일에서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따로 정치적인 교육은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165 여기서 

정치적인 교육이란 공민학 수업을 말하는지, 박정희 정부가 요구하는 다른 종류의 

교육인지는 알 수 없다. 아마 1960 후반부터는 군사 정부의 교육방식대로 국민 

교육을 실시했을 것이다.166 

직업학교가 이 4가지 가치를 교육목표로 삼고,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초점을 

맞추며 공민학 수업을 실시했던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167  1960 년대 

개발원조 담론을 살펴보면, 독일인들은 저개발국가에는 성실, 근면, 정확, 검소로 

위시되는 독일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산업화가 발달되지 않았다고 

믿었다. 그들은 서양인들은 공공심(Bürgersinn) – 즉 규율, 자주독립 정신, 정확, 

질서 의식 등을 – 갖고 있지만, 저개발국가의 사람들은 불확실하고 책임감도 없고 

일을 경시한다고 주장했다. 168  그래서 서양의 선진국들이 원조를 통해 

저개발국가에게 공공심, 그리고 마쓰의 말대로 “자본주의적인 시간 절약과 

체제”에 대한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169 다르게 말하자면, 이러한 

																																																								
165 『Süddeutsche Zeitung』, 1968 년 1 월 20 일, 「Korea – Land des Kalten Kriegs III. Die 
fleißigen Lehrlinge von Inchon」한국 – 냉전시기의 나라 3. 인천의 열심히 하는 제자들. 
166 오성철, 「박정희의 국가주의 교육론과 경제성장」 , 53–80 쪽. 문승숙은 군사정부 
하에서 국민 만들기 과정을 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Moon, Seungsook: Militarized 
Modernity and Gendered Citizenship in South Korea, Duke University Press: Durham / London 
2005, chap. 2.  
167 유진영에 따르면 “독일인들이 교육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라고 하지만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개발원조의 배경을 고려하여 해석하지 않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168 Mass, Eine Art sublimierter Tarzan, 순수한 다잔과 같다, 85 쪽. 
169 같은 논문, 78 쪽. 



	
51 

	

가치들을 가르치는 인격 형성 교육과 공민학 수업은 신식민지주위적인 태도로부터 

도입되었다.  

독일 교사들이 모든 수업을 독일어로 실시하였기에 독일어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였다. 이 때문에 한국인 교사들도 연습 문제지에 한국어, 독일어와 영어 세 

가지 언어를 사용하였다. 두번째 프로젝트 기획자 슈뢰더에 따르면 “기술적인 

독일어 몇 마디를 더듬거리며 말하는 것(technisch radebrechen)”이 목표였다고 

한다.170 한�수 학생의 주간 작업 보고서에 볼 수 있는 것처럼 1학년에 기초 독일어 

배웠고 그 다음에는 『Der Praktikant (실습생)』이라는 교재를 사용하였다.171 이 

교재를 통해 기술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독일어를 집중적으로 배웠다. 선반(旋盤, 

Drehbank), 가구 제조업(Schreinerei), 강철 채굴(Stahlgewinnung), 자동차 조립 

(Automontage) 등과 같은 장으로 나누어 읽기를 연습하였다. 독일어 시험 문제도 

비슷한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1966년에 입학한 박�수 학생의 교재와 시험지가 

학교 박물관에 남았는데, 보관된 교재를 보면 학생은 독일어 텍스트를 읽은 다음에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텍스트를 바탕으로 문법을 연습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 독일어 교육은 19 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지만 해방 후, 특히 

1960년대부터는 고등학교에서 본격적으로 독일어 교육이 실시되었다.172 그러나 

공업학교나 직업학교에서 제 2 외국어를 가르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독일 유학을 위해서만 필수적인 능력일 뿐, 본국에서 숙련공으로 일하는 데에는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독일식 교육 시스템을 적용하는 과정에 굳이 

독일어 능력을 기를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독일 측은 독일인 교사들은 모국어로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인 교사와 학생들이 독일어를 필수적으로 배워야 

																																																								
170 Süddeutsche Zeitung』, 1968 년 1 월 20 일, 「Korea – Land des Kalten Kriegs III. Die 
fleißigen Lehrlinge von Inchon」한국 – 냉전시기의 나라 3. 인천의 열심히 하는 제자들. 
171 Braun, Korbinian: Der Praktikant – Eine Fibel für Ausländer, 실습생.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 
교재, Max Hüber Verlag: München 1960. 
172 Lie, Kwang-Sook: Überblick über die Geschichte des Deutschlernens und des Lernens anderer 
Fremdsprachen, 독일어와 외국어 연수의 역사에 대한 개요, in: Ammon, Ulrich / Chong, Si-Ho 
(Hrsg.): Die deutsche Sprache in Korea: Geschichte und Gegenwart, 한국에서의 독일어: 역사와 
현재, iudicium: München 2003, 203–21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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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한국과 독일 간의 권력 차이를 보여주었다. 독일은 또한 

언어를 통해 지위와 권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173  예를 들어 

인천으로 파견된 독일 전문가는 독일식 교육 체제가 적용되면서 

파크아르바이터브리프(Facharbeiterbrief, 숙련공 자격증)라는 말이 긴더가르텐 

(Kindergarten, 유치원)처럼 세계적으로 이용될 것을 기대하였다.174 

2학년 학생들은 작업 감독들을 도우면서 직접적으로 학교 일에 참여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시스템을 갖춘 학교는 한독실업학교가 유일하였다. 175  그들은 

조교(Gesellen)처럼 특히 실습 수업에서 1학년 학생을 지도하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또한 3학년 학생들은 회사에서 인턴십(Praktikum)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마쳐야 

하였다. 유진영은 이로써 한국에서 최초로 정시제(定時制) 교육이 실시되었다고 

한다. 정시제 교육이란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것이다. 한독실업학교와 협력한 

동일방직, 금성사, 한일약품, 대진밸브, 한국 기계, 한국문화인쇄, 경성주물, 

동심금속 등과 같은 다양하고 많은 회사에서 이 정시제 교육과정을 활용할 기회가 

있었다.176 독일 정시제 교육 시스템은 회사 측에도 인기가 많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시제 교육의 경우 일반 학교보다 실습의 관점에서 직업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177  

기술학교인 관계로 또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학생들이 교사의 감독 

하에 학교 시설과 건물을 부분적으로 건축하였고 수리 또한 직접 실시하였다. 이에 

관해 의견 차이가 존재하였다. 한편으로는 논의될 바와 같이 한국인 교사들이 

이러한 건축과 수리 작업 때문에 본격적인 실습 수업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비판적이었다. 한편 신문 기사에서는 이로 인해 시설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으로 기술되었다. 

																																																								
173 암몬에 따르면 원어민을 위한 이득뿐만 아니라 외국어 연수생을 위한 이득도 있다고 
하지만 그 간의 불균형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Ammon, Ulrich: Die Stellung der deutschen 
Sprache in der Welt, 세계속에서 독일어의 지위, Walter de Gruyter: Berlin u.a. 2015, 제 1 장. 
174 BA 213/24261, 로세의 심사보고서, 1966년 3월, 18일, 8 쪽. 
175 BA 213/11960, 클루게의 프로젝트 보고서, 1963년 6월, 6 쪽. 
176 유진영, 독일 기술교육, 14 쪽. 
177 BA 213/24261, 슈뤄더의 프로젝트 보고서, 1967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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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보이는 교구 철책 빵 제조기 옷걸이 등이 모두가 학생의 손으로 볼품있고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특히 역학의 수를 다한 철제계단이나 스팀파이프 공사 그리고 1백만원 

시설비를 절감시켰다는 3300v 배전실 조립은 그들 어린 학생의 자력으로 이루어놓았다니 이 

얼마나 미더운가.178 

한독실업학교의 교육적인 특징으로는 세 가지 전공과목으로 기계과, 전기과와 

배관과가 제공되었다는 점이 있다. 또 실습수업이 60% 이상으로 일반 

직업학교보다 더 많이 실행되었고, 줄질과 같은 기본적인 손재주로 학생들이 

참을성을 기르도록 훈련시킨 것도 특이한 점이다. 뿐만 아니라 독일식 정시제 

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직업과 취직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교안에 

공민학 수업과 기술적인 독일어 수업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 교육 과정 안에 성실, 

근면, 정확, 검소라는 소위 독일적인 4가지 가치를 가르치기도 하였다. 실업학교를 

지식의 이전(Wissenstransfer)과 교육 기관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저개발국가와 

선진국가 간의 불균형과 신식민지주의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인천 한독 실업학교 교육 시스템 

																																																								
178 『경기일보』, 1967년 11월 26일, 「기술의 정수 일당에 간판 보다는 실장주의 바탕 – 
공업 [에리트]를 키우는 한독실업학교」. 

특별 강습 및 
야간학교 

기술교육: 기계과, 
전기과, 배관과 

실습 중심 

정시제 기술적인 
독일어 

인격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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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졸업과  유학 , 그리고  기능대회   

졸업시험은 서독의 기준에 따라 숙련공 자격증(Facharbeiterbrief) 시험 문제로 

진행되었다. 이 시험은 이론, 실기, 면접으로 나눠져 있었고 시험은 거의 7일간 

진행되었다. 시험에 합격하면 한국과 독일의 졸업장을 두개 받을 수 있었다. 

1967 년의 신문 기사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졸업시험은 직접 

서독정부가 그 나라 내용과 같은 시험내용을 밀송하여 이에 따라 기능 자격증을 

주는데 이른 바 간판 주의와는 다른 실력주의!”179 1966년에 졸업생 71명 중에 

63 명이 합격하였지만 8 명이 떨어졌다. 그 당시에 과목마다 약 25 명의 졸업 

예상자가 있었다. 1967년에는 99명 학생 모두가 합격하였다. 그해에는 전기공 

졸업생이 49명이며 다른 과목의 졸업자 수인 약 25명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 

독일 신문 기사에는 한국의 실업학교 학생들이 다른 나라의 학생보다 더 많은 

능력이 있다고 하며 “그들이 하는 작업은 정확하고 정결하고 거의 구별할 수 

없을정도다. 평가서를 자세히 봐야 차이를 찾는다. 약 100명의 졸업생 중에 제일 

잘하는 학생만 포상으로 100마르크어치의 공구 상자를 받는다”고 한다.180 이러한 

포상은 다른 자료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두번째 프로젝트 기획자 하에 – 

1967년에 – 도입된 개정으로 보인다.  

한 수 학생도 1967년에 전기공 과목을 졸업하였는데, 주간 작업 보고서에는 

졸업시험이 사진과 메모로 보고된다. 이러한 메모를 통해 보고서에서 견지하고 

있던 객관적인 관점을 탈피하여 개인의 감정이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전기과 기초 실습 사진 밑에 “아휴 힘들어”라면서 다른 학생이 나오는 사진에 

그보다 “한산하군요”라고 표현한다. 배관과 시험 사진 밑에 “Rohr[파이프]야 빵꾸 

나지 마라! 응?”이라고 하며 “이크[ich, 나야]! Gewinde[나사]가 잘 안되네”라는 

메모를 찾을 수 있다.181 독일 단어를 한글로 표시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단어는 

																																																								
179 같은 자료. 
180 『Süddeutsche Zeitung』, 1968 년 1 월 20 일, 「Die fleißigen Lehrlinge von Inchon」 
인천의 열심히 하는 제자들. 
181 한 수 학생의 주간 작업 보고서(Berichtsheft), 뒷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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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독일어로 썼다. 또한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를 사용함으로써 보고서에서 

사용하던 객관적인 언어를 넘어 두 가지 언어가 자연스럽게 공존하게 되었다.  

1965 년에는 첫졸업생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양국 

교사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학생을 취직시켰다.182 독일인 직업교육 전문가의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1966년부터 졸업생들이 대우가 좋은 회사에 쉽게 취직할 수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1966년 봄에 기술학교 기관과 공업 쪽의 요구가 졸업자보다 

많았다.183 졸업생들의 능력이 바로 인정받지는 않았지만 1년이라는 상대적으로 

단시간 안에 취직의 기회가 확대되었다. 학교가 제대로 자리잡기까지 1년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독실업학교에 대한 안내서를 통해 1966 년과 1967 년 졸업자의 취업률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1966년의 63명의 졸업자 중에 36명이 생산업, 6명이 

건설업 분야에 취직하였다. 그리고 남은 졸업자들은 진학하거나 실업학교에서 

조교로 일하거나 입대하였다.184 1967년에는 취업 분야가 확대되면서 21명이 해군 

기술자가 되었고 21명이 호만애암과 기타 전국에서 새롭게 설립된 기술학교의 

교사가 되었다.185 1968년에 출판된 독일 신문기사에 따르면 졸업생들이 회사 측에 

인기가 많아서 교장 황영주가 요구한 추가 임금을 주기도 하였다. 때문에 실업학교 

졸업자들이 평균적으로 5급 공무원보다 두 배의 임금을 받았다고 한다.186 

1965년부터 매년 약 7 명의 졸업자에게는 서독에서 기술교육 분야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였다. 이는 그 당시에 중요한 사건으로 신문과 뉴스에도 

보도되었다. 신문 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2 년 동안 유학하게 되었다. 사진과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공항에서는 유학생을 위한 송별회도 열렸다.187 독일 

																																																								
182 BA 213/24261, 개발부 각서, 1965년 9월 24일. 
183 BA 213/24261, 로세의 심사보고서, 1966년 3월, 18일, 7 쪽. 
184 한독실업학교에 대한 영문 안내서, The Korean-German Technical Institute, The Status of 
School, 12 쪽. 
185 같은 자료, 13 쪽. 
186 『Süddeutsche Zeitung』, 1968 년 1 월 20 일, 「Die fleißigen Lehrlinge von Inchon」 
인천의 열심히 하는 제자들. 
187 인하공과대학 부설 한독실업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2년 간 독일 유학, KTV 뉴스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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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보면 1965 년에 독일에 파견될 7 명의 졸업자를 위해 독일인 교사들이 

병역에서 면제해달라고 하며 여권을 신청했을 뿐더러 송별연까지 준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에서 진행된 송별연 자리에서 학생들이 독일 교사에게 

인사도 안 하고 독일인을 전체적으로 무시하였다고 한다. 인하공과대학 단체회나 

한국인 교사의 지시로 그랬을 것이다. 송별연에 참여한 독일 대사가 이 무례함 

때문에 송별연이 끝나기 전에 떠났고 보고서의 말을 보면 독일인 교사도 서운함을 

드러냈다. 독일 정부 자금으로 비행기표와 교육비가 지급되었음에도 매체와 

여론에서는 학생의 파견을 인하공과대학의 성과로서 보도하여 독일 측에 의해 

비판을 받았다.188  

1966년 독일 유학생 중에 한독실업학교를 졸업한 김 선은 독일에서의 교육 

과정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1965년 1회 졸업생 5[/7]명이 독일에 파독되었고, 1966년 2회 졸업생 8명이 독일로 갔다. 

26시간을 거쳐서 독일에 도착했다. 일단 만하임에서 4개월 어학코스를 거친 후, 기계과는 

솔링엔[Solingen]으로 가는 등 자기전공분야별로 나뉘어서 각 도시로 파견되었다. 내 

기억에 전기계열은 도르트문트[Dortmund], 배관과는 베를린으로 갔던 것 같다. [...] 

직업학교로 파견 되었는데, 일주일에 이틀은 학교 가서 수업을 들었고, 나머지 3일은 

현장에서 실습을 받는 2년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한국에서 한독실업학교를 졸업했기에 

[기능 공의 과정을 인정받아] 초급대학교를 다녔다고 생각된다. 실기교사 훈련 과정을 

위해 단기간의 교사훈련 기관에서 교육받은 것이다.
189

 

그는 귀국한 뒤 인하대학 공과대학교 야간과정에 등록하여 교사 자격증을 

얻었고 한독실업학교에 40년동안 근무하였다. 같은 실업학교를 졸업한 다른 

유학생들의 이후 행보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김 선의 사례만큼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으로, 한독실업학교 학생이 직업교육생을 위한 

국내외의 기능대회(Berufwettbewerb)에서 입상한 경우가 있었다. 이는 프로젝트 

																																																								
188 BA 213/24261, 인천 한독실업학교의 현황에 대한 개발부의 각서, 1965년 8월 8일, 2 쪽. 
189 2015년 3월 한독실업학교 교사 김 선과 인터뷰내용. 유진영, 독일 기술교육, 18–19 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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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와 지역 신문에 특기했고 학교의 명목을 위해 매우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독실업학교 학생 중에 전국기능대회에서 금메달을 입상한 경우, 그리고 

국제기능대회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여 입상한 경우를 유진영이 정리하였다 (표 3, 4) 

박정희 정부 당시 개발과 근대화의 표시로 여겨진 국제기능대회의 참여가 

독려됨에 따라 1964년에 제 1회 전국기능대회가 개최되었다. 장미현의 논문에 

따르면 이 대회의 참가자들은 대부분 20세 이상의 성인이었으며 5년이상 경력을 

쌓은 근로자들이었으며, 한편 한독실업학교를 비롯한 직업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그보다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는 연령 제한 

때문에 만 20세 미만인 학생만 출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는 

실업학교 학생의 참가가 더 많았다.190  

장미현의 논문에는 참여자인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대회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가 서술되었는데, 한독실업학교의 경우에도 비슷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한�수 학생의 주간 작업 보고서에는 1966년 전국기능대회 참여가 

서술되어 있다.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시상식을 포함해서 4일동안 진행되었고 

26개종목에 총 430명의 참여자가 있었다. 수상자들은 이 대회를 통해 1967년 

7 월에 스페인에서 진행된 국제기능대회로 파견될 수 있었다. 191  학생에게 

전국기능대회나 국제기능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큰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독일인의 프로젝트 보고서와 한국 신문 기사에서 한독실업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192 

 

																																																								
190 장미현, 「박정희 정부 시기 기능경기대회의 도입과 ‘엘리트’ 기능공들의 임계」, 219 / 
223 쪽. 
191 한 수 학생의 주간 작업 보고서 (Berichtsheft), 1966년 11월 7일–11월 11일.  
192 BA 213/24261, 슈뢰더의 프로젝트 보고서, 1967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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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과 직종 연도 

박�춘 기계과 기계조립 1966 

김�룡 배관과 배관 1966 

장�용 기계과 기계조립 1967 

이�복 기계과 전기용접 1967 

김�건 배관과 배관 1967 

황�순 배관과 배관 1968 

 

성명 학과 직종 연도 

이�우 전기과 전기과 1968 

이�섭 배관과 배관 1969 

차�완 기계과 프레스공구 1970 

정�순 배관과 배관 1970 

심�창 전기과 옥내배선 1970 

<표 3>  한독실업학교 전국 기능대회 1위 입상자 현황193 

 

성명 학과 직종 출전년도 풀전국 수상 

이�식 기계과 기계조립 1967 스페인 (5위) 

김�두 기계과 선반 1968 스위스 은상 

이�복 기계과 전기용접 1968 스위스  

장�용 기계과 기계조립 1968 스위스  

황�순 배관과 배관 1969 벨기에  

이�섭 배관과 배관 1970 일본 동상 

정�순 배관과 배관 1970 스페인 특상 (우수) 

<표 4> 한독실업학교 국제 기능올림픽대회 출전수상194 

																																																								
193 유진영, 독일 기술교육, 20 쪽.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글에도 언급되었다. 장미현, 「박정희 
정부 시기 기능경기대회의 도입과 ‘엘리트’ 기능공들의 임계」, 『역사연구』 32호, 2017, 
220 쪽. 
194 유진영, 독일 기술교육, 2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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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독일식 교육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비슷한 교육을 

요구하였다. 1964년 한독 정부간 협의서에서는 부산에 직업 훈련소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는 이후 독일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195 이처럼 한독실업학교는 

한국에서 일종의 파일럿 학교가 되었고 이와 유사한 학교를 설립하고 교안을 

완성하는 과정에 협력하기도 하였다. 196  

 

3.2 한독실업학교에서의  환경과  생활  

이 장에서는 한독실업학교의 환경과 독일인 및 한국인 주체의 일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우선 독일 교사들이 겪었던 외국 체류 경험과 부분적 어려움에 대해 

서술하고 그 다음에 학생의 진술을 바탕으로 그들의 생활을 살펴보겠다.  

 

3.2.1 독일인의  생활  

프로젝트 보고서의 몇 부분은 독일팀의 일상 생활에 관한 것이다. 이 

보고서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살아가기란 쉽지 

않았다. 독일인 프로젝트 기획자와 작업 감독들은 가족과 함께 교내 주택에서 

“열악한 환경에서(primitiv)” 거주하였다고 프로젝트 보고서에 언급되었다.197 대사 

뷩거에 따르면 건물들은 실용적이지만 매우 단순하였다고 한다. 198  그리고 

1968 년에 『쥐트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의 기사는 독일인 교사의 

주택이 “무척 검소하였다(sehr einfach)”고 보도하며 독일에서 파견된 전문가는 “살 

만한 건물이 아니라고(unwürdige Gebäude)” 한다. 199  프로젝트 보고서, 대사의 

																																																								
195  부산 직업훈련소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BA 213/11962; BA 213/11970; BA 
213/11971; BA 213/24244. 
196 파일럿 학교라는 개념은 다음 자료에는 찾을 수 있다. BA 213/24261, 클루게가 경제부에 
보낸 서한, 1965년 12월, 6일; BA 213/24261, 부산 원조 상황 보고서, 1968년 1월, 30일. 
197 BA 213/11960, 클루게의 프로젝트 보고서, 1962년 12월, 9쪽. 
198 BA 213/11960, 주한독일대사관, 보고서 226/62, 1962년 5월 4일. 
199 『Süddeutsche Zeitung』, 1968 년 1 월 20 일, 「Die fleißigen Lehrlinge von Inchon」 
인천의 열심히 하는 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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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과 기사에 나오는 평가는 조금씩 다른 기대를 보여준다. 그러나 모든 평가와 

기대는 어느정도 독일인의 눈으로 본 한국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작업장의 수준도 독일과 많이 달랐다고 보도된다. 여름에는 환기가 

잘 되지 않아서 더웠고 겨울에는 난방 시설이 없어서 추웠다. 대부분의 학교 건물에 

작업용 가마와 온수 시설이 있었지만 독일팀은 기온 때문에 매우 힘들었다고 

한다.200 기사에 교실이 얼음처럼 춥다고 표현된다. 여름에는 더위로 인해 7시부터 

작업을 시작해야 하였다. 그러나 한국팀은 이 이른 시간부터 일하고 싶어하지 

않았다고 한다.201  

학교 건설 당시부터 두 나라의 기술 수준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 

독일인의 기대와 한국인 기술자의 전문지식 (노하우)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건축 설계도의 분석, 모르타르를 칠하는 작업이나 콘크리트 타설 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202 이러한 이유로 독일팀원들이 자주 한국팀의 업무 범위에 

관여하게 되었고 초기 학생의 도움으로 학교를 건설하기도 하였다.203  

인천 근교에 미국 병영도 있었지만 독일팀원들은 그 당시 유일한 

유럽인이었으므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204  서양식 식료품은 서울에 있는 국제 

가게에서만 구입할 수 있으므로 90 km 넘는 거리를 차를 타고 가서 어렵게 

구입하였다.  

겨울 길로 [...] 서울까지 45km 가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더러 외국인을 위한 무역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몇달 동안 중요한 식료품들을 구할 수 없었다. 다른 식료품도 자주 경미한 

양으로만 제공되었기 때문에 90km 이상 가는 것은 무익하였다.205 

드레센과 갓차라는 작업 감독들이 가족과 어린 아이를 포함하여 한국에 왔는데, 

서양식 식료품의 공급부족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다시 독일로 보내는 것을 
																																																								
200 BA 213/11960, 클루게의 프로젝트 보고서, 1963년 6월, 1 쪽. 
201 BA 213/24261, 개발부와 클루게와 드레센과의 대화에 대한 메모, 1965년 8월 8일. 
202 BA 213/11960, 클루게의 프로젝트 보고서, 1962년 12월, 2 쪽. 
203 같은 자료, 3–5 쪽. 
204 BA 213/11960, 클루게의 프로젝트 보고서, 1962년 12월, 9 쪽; BA 213/24261, 개발부와 
드레센과의 대화에 대한 메모, 1965년 9월 23일. 
205 BA 213/11960, 클루게의 프로젝트 보고서, 1962년 12월, 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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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였다고 한다. 독일에서 보내온 소포는 도착할 때까지 3개월이 걸렸기에 

냉동하지 않은 싱싱한 식품들은 보낼 수 없었다. 대체로 학교에도 냉동저장 시설이 

없어서 식품을 오래 보관하기가 어려웠다. 초기의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마가린이나 우유와 같은 식품이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국의 시장에서 

식품을 구입하였지만 독일팀의 위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으며 물가의 급등으로 

인해 식품 구입이 더욱 어려워졌다.206  

이 공급 부족 때문에 독일팀원들은 미국 병영이나 암시장과 같은 곳을 통해 

식품을 구매하였다. 미국 병영과 교류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지만 

1965 년까지는 기술원조에 대한 기초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특히 초기에는 

독일팀의 공식적인 현황도 분명하지 않았다.207 독일팀원들이 일시적으로 미국 

병영의 슈퍼마켓이나 볼링장과 같은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208 서울과의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야간 통행금지로 인해 서울을 방문하는 

것은 공간 및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다.  

독일팀원들이 병에 걸리거나 다친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초대 기획자 

클루게는 작업장에서 일하면서 다쳐서 2달 동안 집에만 있었다. 그 후에 치료를 

받기 위해 독일로 돌아가기도 하였다. 1968년에는 팀원 중 한 명이 간염에 걸려서 

입원하였다. 이 경우에도 독일에 가서 치료와 요양을 받았다. 209  한국에서 

입원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한 명은 신우염에 걸렸기에 

3 주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겨울에 작업실에 난방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두번째 프로젝트 기획자 슈뢰더는 추측한다. 210  독일 

팀원들의 생활은 독일에서와 많이 달라 힘들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6 같은 자료, 8–10 쪽. 
207 이 기초협의에 대해 BA 213/11960, 주한독일대사관이 독일 외무부에게, 1965년 12월 
20일. 
208 BA 213/24261 개발부와 드레센과의 대화에 관한 메모, 1965년 9월 23일. 
209 BA 213/24261, 글루게가 개발국가 지원단체 (GAWI)에 보낸 서한, 1966년 1월 14일, 3 
쪽; BA 213/24261, 헤켄뷔커의 프로젝트 보고서, 1968년 7월 31일. 
210 BA 213/24261, 슈뢰더의 프로젝트 보고서, 1968년 7월 31일,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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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보고서나 편지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독일팀원들의 경험을 

분석해보자. 예컨대 1964년에 일어난 한일협상 반대시위에 대해 한 팀원이 독일 

개발부 직원에게 편지로 보고한 것이 있다. 이 시위에 대한 독일 신문의 보도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그 당시에 한독실업학교에는 시위에 관여하는 

학생들이 없어서 수업도 계속되었지만 인하대학교 전체가 휴교한 날도 있었다고 

한다.211 독일팀의 가족 일원들이 대부분 독일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서한에 개인적인 내용도 포함되었다. 또한 1967년에 발생한 소위 ‘동백림 간첩단 

사건(Ost-Berlin Spionage-Affäre)’은 한독실업학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한국인들이 대화에 나서는 데 예전보다 더 주저하게 되었다고 한다.212 

제 4.2.3 장에 살펴볼 호만애암 성범죄 사건도 독일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13 외무부와 개발부 직원들은 한국인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아 이러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편지로 

짤막하게 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3.2.2 학생의  생활  

독일인 교사가 보기에는 한국인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으며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대단했다. 프로젝트 기획자 슈뢰더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학생들은 

																																																								
211 BA 213/11960, 드레센이 개발국가 지원단체 (GAWI)에 보낸 서한, 1964년 6월 10일. 
212 1967년에 한국 중앙정보부는 북한 정부를 위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을 왕래하면서 
첩보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한국인 203 명을 조사하고 17 명을 서독에서 한국으로 
납치하였다. 그중에는 서독에서 유학 중이었던 학생, 학자, 예술가와 노동자 등이 있었으며 
유럽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작곡가 윤이상과 화가 이응로도 포함되어 있었다. 203명 중에서 
41명은 기소되었고, 몇 명은 종신형이나 사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서독과 한국 
정부의 외교 관계에서 2년 반 동안 위기를 초래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박정희 정부의 
인권 침해 사건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2006 년 1 월 26 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납치와 고문이 
불법적이고 부적절했으며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포괄적으로 사과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김명섭, 양준석, 「1967 년 “동백림사건” 이후 한독관계의 긴장과 회복」,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 35 집 1 호, 2013, 5–39 쪽. 이정민, 「프랑크 서독특사 
방한(訪韓)과 동백림사건 ‘해결’」, 『사림』 59, 2017, 227–254 쪽. 
213 BA 213/24261, 슈뢰더의 프로젝트 보고서, 1968 년 3 월 1 일. 나주에 일어난 성범죄 
스켄들에 대한 4.2.2장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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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고 교육 내용을 잘 받아들이며 기술에 대한 재능을 갖고 있고 단정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리고 작업장은 프로이센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인터뷰 기사에는 학생들이 다양한 계층에 속해 있다고 쓰여 

있다.214 그러나 초기 프로젝트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의 학생이 인천의 하층민 

출신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그래서 1963 년부터 독일인 기획자의 지시로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중고 의복도 구입해 주었다. 215 

프로젝트 초기에는 주로 하층 출신의 학생이 실업학교에서 공부했으나, 학교의 

인기가 많아진 후, 여러 계층 출신의 학생들이 입학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언급한 독일 기사에 따르면 교장 황영주의 아들과 박정희 대통령의 비서의 아들도 

이 학교를 다녔던 것은 아시아의 한 국가의 사례로서 특이하다고 평가된다.216 

하지만 외국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받고 정치계로부터 인정을 받는 학교가 서양식 

근대화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높이 평가받은 것은 놀라운 일만은 아니다. 

초기에는 학생들의 숙소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기 때문에 기숙사를 

지어야 한다고 독일측 자료에서 기록하고 있다. 52개의 방에 312명의 학생들이 

수용될 계획이었다. 황영주 교장은 기숙사 설립을 신문 기사에 교육적인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호하였다. 

지도하는 선생에게는 심저에서 울어 나오는 성심이 있어야 하고 사랑과 존경으로 가슴을 

맞대고 생활할 수 있을때래야만 이상을 초월한 교육이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 이런 

까닭으로 선생과 학생이 같이 생활하면서 배워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 결론은 

나로하여금 기숙사를 짓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심을 갖게 한 것이지요.217 

문교부와 공사비 제공에 대해 상의할 때 “회사–사회–본인–가정”이 일체되는 

생활이라는 논리를 사용하였다. 교사와 학생들이 같이 생활하는 이 교육 접근은 

독일 직업교육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여기서 한국인의 개인적 아이디어를 짐작할 

																																																								
214 『Süddeutsche Zeitung』, 1968 년 1 월 20 일, 「Die fleißigen Lehrlinge von Inchon」 
인천의 열심히 하는 제자들. 
215 BA 213/11960, 클루게의 프로젝트 보고서, 1963년 6월, 5 쪽. 
216 『Süddeutsche Zeitung』, 1968 년 1 월 20 일, 「Die fleißigen Lehrlinge von Inchon」 
인천의 열심히 하는 제자들. 
217 『인천신문』, 1967년 11월 16일「성실의 집 – 황영주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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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원래 원조 협정에 예정되지 않았던 기숙사는 한국측 자금으로 건설되었다. 

기숙사의 중축 비용인 2천 6백만원 중 70%를 문교부가 부담했지만 나머지 비용은 

학교 측이 모금운동을 통해 얻도록 하였다. 모금 운동을 옹호하기 위해 “기숙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도장’을 짓는 것이고 ‘성실의 집’을 짓고 있다는 등 

사회에 아필[appeal] 할 수 있는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였다.218  

기숙사를 위한 모금 운동을 열심히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측에서는 

학비가 상승할 것을 우려하였다. 그러나 한독실업학교에 학비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여기서 처음 언급되기 때문에 학비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상승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 가난한 가정환경의 학생에게 학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원조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점심식사 및 의복 제공과 마찬가지로 

학생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학생의 일상 생활과 개인 생각에 대한 자료로는『원동기』라는 학생잡지가 

남아 있는데, 그 잡지는 1971년에 처음 출판되었다. 그 때는 독일 교사가 학교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학생의 경험과 대체로 비슷하였던 것 같다. 먼저 

학생의 가정 배경을 검토해보자. 1 학년 기계과에 재학중인 박�국은 ‘나의 

하루’라는 글에 집안의 문제를 서술하였다. 박�국의 아버지가 실직한 바람에 가정 

생활이 어려워졌는데, 매일 어머니에게 차비를 달라고 하는 것이 미안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집에 돌아갈 때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서 가기도 하였다. 그러나 

집까지 약 1시간 걸렸기 때문에 다리가 아팠다고 호소한다. 또한 저녁에 공부나 

숙제를 하려고 할 때 같은 방에서 동생들이 시끄럽게 놀고 있기 때문에 집중을 못 

하였다고 한다. 219  다른 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자동차과에 재학중이던 

1학년 홍�성은 학교에 갈 때 버스를 타더라도 30분을 더 걸어야 하였다.220 가난한 

집안의 학생들은 학교까지의 거리와 차비 때문에 학교에 다니는 것이 쉽지 않았다.  

																																																								
218 같은 자료. 
219 박 국, 「나의 하루」, 『원동기』, 제 1호, 한독실업학교 1972. 
220 홍 성, 「나의 1학년」, 『원동기』, 제 1호, 한독실업학교 1972, 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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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경험하는 수업의 일상을 살펴보자. 자동차과 1학년 학생인 윤�규는 

학교에서의 첫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제일 처음 수업시간은 실습시간이었다. 여지껏 작업복이란 것도 입어보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공구들은 보지도 못한 것이라서 처음 실습장에 들어가서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어리둥절했었다. 그러나 막상 줄 자루를 손에 쥐고 보니 앞으로 열심히 해보리라는 생각이 

들었었다.221 

실습수업은 일반적인 한국 국민학교를 나온 학생에게 생소한 것이었다. 그래서 

첫날에는 다 새로웠지만 바로 줄질 연습부터 시작하였다. 이는 다른 학생의 글에도 

서술되었다. 황�선의 ‘실습날’이라는 글에는 줄질에 대해 느낀 싫증이 잘 

드러난다. “오늘도 u-stahl[구조용 강재]이다. 한가지 가지고 몇시간째 계속하니 

싫증이 났다. 1시간 부지런히 갈아야 0.5mm 밖에 못갈으니 싫증이 나지만 어떻게 

갈다가 캘리퍼스[callipers]로 재어보니 칫수가 모자른다. 가슴이 덜꺽 했다. 딴쪽을 

갈다가 또 재어보니 칫수가 맞았다.”222 다른 학생도 마찬가지로 “실습을 며칠하고 

보니까 힘들었다”고 한다. 줄질 연습으로 참을성을 길러주려는 것이 학교측의 

의도였지만, 학생의 입장에서는 계속 하다 보니까 재미없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였다. 그래도 윤�규 학생처럼 대부분이 열심히 하고 다음 단계로 진급하였다.  

한편 가정에서는 계속해서 학생의 미래를 염려하고 또 고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집에서도 걱정이 태산 같다. 어떻게 

할라고 그러냐는 할머님, 조용히 타이르시는 아버님, 이제 가정 생활도 나에게는 

싫증이 났다. 저멀리 저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파도처럼 나의 마음을 정복해 오고 

있었다.”223 대부분의 청소년처럼 가정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컸던 것 같다. 

기계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최 섭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와 비교해서 

“굉장한 차이가 진다”고 하며 기술을 배울 때 공부는 덜 하는 것 같다고 우려한다. 

																																																								
221 윤 규, 「학교 생활」, 『원동기』, 제 1호, 한독실업학교 1972, 160–161 쪽. 
222 황 선,「실습날」, 『원동기』, 제 1호, 한독실업학교 1972, 161–162 쪽. 
223 홍 성, 「나의 1학년」, 『원동기』, 제 1호, 한독실업학교 1972, 16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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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스스로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224  독일 교육체제가 학생의 

자기개발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양식이 개개인의 성향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지만, 독일 교육방식이 어느정도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다. 

 

3.3 양국팀  간의  갈등과  독일팀  내부의  갈등   

3.3.1 프로젝트  기획자  클루게에  관한  비판   

1965년부터 1966년까지 한독실업학교 내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먼저 1965년 5월에 학생들이 동맹휴학 투쟁을하고 이어서 1965년 

9월에 한국인 교사 12명이 학교 운영 문제와 클루게의 지도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이 건의서의 결과로 한국인 교사 몇명이 면직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일인 교사들이 이 건의서를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약 4개월 

동안 양국 팀 간에 갈등이 있었다. 한국팀은 결국 사과했지만, 클루게가 한국팀의 

사과문을 공개하지 않고 또 다른 이유로 프로젝트를 위태롭게 하였으므로 독일인 

작업 감독들이 1966년 1월에 프로젝트 기획자인 클루게를 비판하는 ‘메모란둠 

(건의서, Memorandum)’을 보냈다. 결국 1966 년 4 월 이 메모란둠과 기술교육 

전문가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결과로 전체 독일팀은 조치하게 되었고 새로운 팀의 

구성이 결정되었다. 이 사건들의 원인과 해결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의미를 

해석해보자. 

첫번째 사건은 바로 학생의 동맹 휴학(맹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교사의 경과 

보고서를 통해 간접적인 형태로만 전해지기 때문에 해석할 때 자료의 편파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1965년 5월 5일 아침에 “학생이 개학 

시간이 되어도 교실에 들어 오지 않고 조회 장소에 집합하여 학생 회장 (김�규)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동시에 별첨 결의문을 교무주임 (이�영)에게 전달하여 왔”다고 

																																																								
224 최 섭, 「갈길」, 『원동기』, 제 1호, 한독실업학교 1972, 16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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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225 이 결의문의 내용은 정확히 전해지지 않지만 한국인 교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불만이었다고 한다. 

학교의 특수 조건 (즉 시간수가 많고 실습이 주가되는 교과 내용)으로 학생 자치활동이 

타교에 비해 많이 제한 되어 있음에 비하여 학생수가 적어서 가족적인 분위기 느끼고 

있으면서 실습 진행중 또는 교외, 풍기에는 엄격한 단속과 감독을 하였으므로 파생된 

일시적인 반반이라고 할 수 있다.226 

한국인 교사에 따르면 독일인 교사들도 학생들이 동맹 휴학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독일팀이 구타와 욕설과 같은 무례한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 불만이 많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국인 교사들은 프로젝트 기획자 

클루게와 상의해보려고 하였다. 독일팀 안에서도 특히 클루게를 책임자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 후에 클루게에 대한 고소가 많아지게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사건 당일, 일단 한국인 교사 4 명이 “맹휴를 할 정도의 중요한 내용이 아님을 

발견”하면서 학생을 설득하여 맹휴를 끝냈다. 이들은 나중에도 교장과 학생 

사이에서 중개자로 활동하였다.227 맹휴는 학생 측에서 처음으로 불만을 표현한 

행동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맹휴 자체는 한국인 교사들의 중재에 

의해 금방 중단되었지만 이후 사건의 원점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학생도 

학교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228  

결국 1965년 9월에 한국인 교사의 건의서가 발표되었고 독일 개발부 장관과 

한국 문교부 장관에게 보내졌다. 12명의 교사 중에 7명이 이 건의서에 서명했지만 

4명은 이미 사임했고 1명은 독일 유학 중이었다. 내용적으로는 학생의 결의문과 

동일한 비판이 포함되기도 했지만 그 이외에도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여러 항목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였다. 서론에서 독일과 한국 간의 파트너 관계를 강조하면서 

																																																								
225 BA 213/24261, 교장, 문교부 장관, 재단 이사장에게 보낸 학생 맹휴에 대한 경과 보고서, 
1965년 5일 6일, 1 쪽 (한글 원문). 
226 같은 자료, 2 쪽. 
227 같은 자료, 같은 쪽. 
228 그 당시에 고등학생 맹휴가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다. 비슷한 시기인 1969년에 
서울에 있었던 광운전자학교에서 있었던 학생 맹휴가 유일하게 보도된다. 학력 인정을 
위해 무기한 휴교에 들어갔다고 전해진다. 『동아일보』, 1969년 5월 17일「“초대학력 
인정하라” – 광운전자학교 학생들 맹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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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성실한 숙련공”을 교육시키는 것이 한독실업학교의 목표라고 하였다. 

이를 위한 “기관을 설립해준 독일 국민에게 사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목표를 위태롭게 만드는 프로젝트 기획자이자 “자칭 교장이라고 하는” 클루게의 

악행을 수록하였다.229 클루게의 “악행”을 먼저 날짜와 함께 기입한 후 주제별로 

정리하기도 하였다. 

날짜순으로 목록을 살펴보면 먼저 클루게는 학생 맹휴에 대응하여 교무회의를 

소집하고 이 회의에서 맹휴 주동학생을 제적하자고 결의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맹휴 과정에 한국인 교사들이 비협조적으로 저항했다고 보고, 한국인 교사들이 

저항을 끝낼 때까지 독일인 교사들로 하여금 근무를 거부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이 저항의 형태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한국팀에 따르면 “한국 교사는 3 년간 독일 수석 고문관에게 맹종했음으로 

저항이란 있을 수 없고 독일인 등교 거부란 온당치 못하다고 결의”한다는 

의견이다. 230  맹종이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면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건의서에 따르면 클루게가 이유 없이 한국인 교사 2명의 면직을 강요했기 

때문에 한국인 교사들이 “비교육자적이고 비민주적인 클루게씨의 독선적인 학교 

운영은 학교 발전에 암적인 존재임으로 클루게씨의 교체를 요구”한다고 한다.231 

비교육자적과 비민주적이라는 단어는 건의서에 여러 번 사용되며 독선적, 

무계획적이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클루게의 “악행”을 설명한다. 학교 운영과 

학생에 대한 대우가 그 다음에 자세히 설명되는데, 자율적인 교육, 학생 지도, 

계획적인 교육, 학교 재산 관리, 인사 행정이라는 5개의 주제로 나위어 주제마다 

사례도 함께 제시되었다. 한국인 교사의 불만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9 BA 213/24261, 한국인 교사들이 보낸 한독실업학교에 대한 건의서, 1965년 9월 13일, 1 
쪽 (한글 원문). 
230 같은 자료, 2 쪽. 
231 같은 자료, 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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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클루게 때문에 자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독일인들이 실습 내용과 성적 평가제를 한국인 교사와 협의 없이 정했을 뿐만 

아니라 클루게가 “언동으로 한국 교사 12명 중 5명의 교사밖에 필요없다면서 [...] 

교사의 위신과 권위를 무시했다”고 하며 한국인 교사에게 구타와 폭언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클루게의 집에서 여비서가 만들어준 커피를 마신 

한국인 교사를 보고 도둑이라고 모욕하였다. 또한 우수한 학생만을 육성하고 

소질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잡역을 시키는 방식으로 불평등한 교육제를 

도입하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정해진 수업 시간을 무시하면서 학생에게 

클루게의 주택에서 수시로 제도 및 기타 사역을 하도록 시켰다고 한다.232 마지막 

내용은 3.1.3장에서 다른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던 바와 같다. 

두번째로 학생지도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규율에 관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어대학에서 진행되는 

독일어 대회에 참여하기로 되어있던 학생의 참석을 대회 전날에 정당한 이유도 

없이 금지하였다고 한다. 또한 학교의 한국식 규율 인식에 대해서도 갈등이 있었다. 

전교생 복장 및 두발검사시 수차 삭발 및 사전 등교를 담임과 훈육지임이 학생에게 기명지시 

했는데도 이해치 않는 학생이 있어 아침 조회 때 가위로 삭발시켰든바 이 학생이 

클루게씨에게 이야기하여 클루게는 교사에게 사전문의도 없이 훈육주임에게 폭언과 

비신사적인 언동으로 학생 규율에 특권적인 존재를 조장하여 비교육자적인 행동은 물론 

학생 훈육에 방해를 하였다.233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이면서 객관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이 경우에는 문화 차이로 설명해 볼 수 있다. 독일 학교에 두발과 교복 

착용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클루게는 학교에서 학생의 머리를 깎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화 차이가 왜 하필 학교 운영 

3 년차에 갈등을 일으켰는지는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다. 한국인 교장 임명 

																																																								
232 같은 자료, 4–6 쪽. 
233 같은 자료, 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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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라든지 새로운 규율 인식 때문에 예전과 달라졌거나 클루게의 몰이해를 

처음에는 받아들였다가 건의서를 작성하는 김에 이 부분도 포함시켰을 수 있다. 

세번째로는 계획적인 교육이 부족한다는 비판이다. 클루게는 독선적으로 교과 

및 시간표를 작성하였으며 시험 날짜, 학교 휴일, 방학 등에 대한 예정표도 없이 

“수시로 클루게씨 마음대로 하여 왔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인 교사가 만든 실습 

수업 예정표를 묵살하였다고 한다. 또한 실습 수업을 대신하여 독일인 작업 감독과 

프로젝트 기획자의 주택에서 사역을 시켰다고 비판한다.234 이에 대해 독일인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실습 혹은 실습과 가까운 상황으로 이해한 것 같지만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이로 인해 정식적인 실습 수업을 못 하게 된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학생들이 이런 작업을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현시점에서는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나중에 공장에서도 비슷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연습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네번째로는 클루게가 학교 재산을 관리하는 방식을 비판한다. 원조 물자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무책임한 관리로 일부를 파손케 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인들이 자기 멋대로 학교 공구를 수시로 자기집으로 가지고 가서 사용하면서 

공구가 보이지 않으면 한국교사가 감독 불충분 및 한국인을 도독놈시 한다. 그 후 

독일인집 공사 때에 공구를 발견한 일이 있었다”는 내용이 건의서에서 확인된다. 

독일인들이 원조 물자와 자원을 집 공사나 수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그로 인해 학교에서 필요한 자원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거나 

한국인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지우면 규칙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자원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위에 언급한 검소의 가치관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앞에서는 유진영의 인터뷰 자료에서 가져온 한국인 교사의 회고담을 통해 

클루게의 검소한 생활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 건의서에서는 상반되는 

내용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정전이 되었을 때 클루게씨 집 소비전력이 1kw 되지 

않는데 120kw 짜리 발전기를 가동시켜 밥을 지어먹는 비경제적인 행위를 

																																																								
234 같은 자료, 7–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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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행한다”고 주장된다. 235  여기서는 클루게에 대해 모든 부정적인 면모가 

수집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행동은 이 건의서에 포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인 교사들의 배경이 다양하고 각자 인식이 달랐던 만큼, 독일인 프로젝트 

기획자의 행동에 대한 한국인 교사들의 입장도 다양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섯번째로는 잘못된 인사 관리에 관한 클루게의 책임을 묻는다. 여기서 독일 

자료에 자주 언급되는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개발부가 보낸 서한과 

최종보고서 등에 한국인 파트너가 사직했다거나 인력이 모자라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자발적인 것이기보다 클루게의 강요로 인한 면직이나 

사임이 많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독일에서 기술교육을 받은 12명의 교사 중에 

6명이 학교를 떠났다고 한다. 대부분의 경우 한국인 교사가 “맹종치 않으면 이 

한국교사와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퇴직케” 했다는 주장이다.236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의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다. 

건의서의 결론에 따르면 클루게의 학교 운영 때문에 한국인 교사의 교육열과 

의욕이 떨어졌으며 “교내 분위기를 어둡게 하고 특히 학생들이 봄으로써 매우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건의서는 학교 분위기를 향상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독일인과의 관계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한국인 교사 몇명이 

면직되었고 독일인 교사들은 이 건의서를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약 4개월 동안 독일과 한국팀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었다.237 이 건의서는 한국에서 

독일어로 자세히 번역되지 않았고 개발부에도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되어 

전해졌다고 한다. 내용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개인적인 모욕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서 혹은 그 향상을 위한 유익한 건의서라고 할 수 있다. 양국 

팀 간에 의견을 나눌 기회가 부족했든지,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소통의 문제가 발생했든지, 클루게의 독선적인 운영 방식 때문에 학교 운영의 

문제를 다같이 논의할 기회가 없었든지, 아니면 독일 시스템이 한국에 다소 

																																																								
235 같은 자료, 9 쪽. 
236 같은 자료, 10 쪽. 
237 참조 BA 213/24261, 개발국가 지원단체 (GAWI)에 보낸 메모란둠, 1966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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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투르게 적용되었다든지, 이 갈등은 다양한 원인이 함께 작용하여 생각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66 년 1 월에 3 명의 독일인 작업 감독인 드레센, 갓차, 도르쉬가 

‘메모란둠’이라는 프로젝트의 문제점에 대한 서한을 개발국가 지원단체(GAWI)  

주한독일대사관에 보냈다. 이는 주로 프로젝트 기획자 클루게와 관련된 것이었다.  

한독실업학교의 독일팀원들로서 프로젝트의 문제점에 대해 자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프로젝트 기획자의 행동과 태도에 대한 꼼꼼한 조사를 부탁한다. 

우리는 – 나머지 독일팀원들이 – 여기서 혹독하고도 희생적으로 일을 해왔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으며 지금 당장은 잘 되어가고 있는, 교육 성과가 보증된 프로젝트가 한 사람 – 바로 

프로젝트 기획자 – 때문에 좌초되는 것을 온 힘을 다해 저지하고자 한다. 다음에서 열거하는 

것들은 모두 프로젝트에 위협으로 작용하며, 독일 정부에 대한 양심상 이 모든 과정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다.238 

프로젝트의 존속을 걱정하고 그를 위해 애쓰는 작업 감독들이 고용주의 역할을 

맡은 개발국가 지원단체뿐만 아니라 주한독일대사관과 개발부에게 이 메모란둠을 

전한다. 그 전에 이미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클루게의 

약속을 다른 팀원들이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보고가 늦어졌다고 설명한다. 독일 

팀원들의 비난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클루게는 21 살 여비서를 자신의 개인 비서로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여비서가 클루게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다. 또한 그녀는 비서로서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팀원들이 특별한 업무 자료를 볼 수 없게 만들었다. 

종합해보자면 한국인 비서가 독일인 팀원들보다 클루게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클루게는 지난 4개월 동안 주로 집에 머무르며 학교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는 다른 팀원들을 속였고 중요한 자료를 빼돌렸다는 비난을 

																																																								
238 같은 자료,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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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 게다가 비서가 일하지 않은 경우에도 월급을 주었고 자신의 부인을 위장 

취업시켰다는 비난도 있었다.239  

또한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인 팀원 중에 몇 명이 독일 개발부와 한국 

교육부에 불만을 표현하는 건의서를 보냈지만, 클루게는 그 내용에 대해 클루게가 

독일팀원에게 함구했다고 한다. 그래서 독일인 팀원들은 이 건의서에 대한 번역과 

열람을 요구하였다. 작업 감독들은 한국인들이 젊은 여자와 함께 사는 클루게를 

비판하고 있었다고 추측한다. 메모란둠의 저자들은 클루게와 여비서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연애관계로 서술한다. 뿐만 아니라 클루게가 숙련공 시험에서 다른 

팀원에게 해명하지 않고 어떤 학생을 이유 없이 우대하였다고 한다. 또한 종종 

한국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였고, 집에만 머무르는 동안 공식적으로 학교에 온 

손님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기에 한국인 사이에 많은 불만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한독실업학교의 대외적인 평판이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클루게가 

업무 지시 없이 독일로 출국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프로젝트의 성공이 위협받기도 

하였다.240  

한편 주한독일대사가 제출한 해명서에서는 클루게의 무고함을 주장한다. 

여비서는 독일어 능력 때문에 중요한 자리에 올랐으며 대체할 사람이 없어서 

우월적인 지위를 얻게 된 것이라고 해명한다. 해명서에는 “이 작업 감독 3명이 

클루게를 험구하기 위해 한국 측의 논거를 이용하는 것은 의아하다. 이 중에 대부분 

고소들은 근거가 없고 확인할 수 없다”고 서술하고 있어, 클루게의 입장에서 작업 

감독의 불만에 대해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 해명서에서는 독일팀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프로젝트의 문제를 풀기 위해 독일에서 전문가를 보낼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해명서에서는 한독실업학교의 국유화와 인하공과대학교와의 분리에 대한 

																																																								
239 같은 자료, 1–2 쪽. 
240 같은 자료, 3–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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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를 갈등의 이유로 보았다. 그리고 말미에 클루게에게 직접적으로 해명하라는 

요청을 덧붙었다.241  

클루게도 메모란둠에 바로 반응하였다. 그의 해명에 의하면, 국유화 협의에 

관해 몇 명의 한국팀원들이 클루게를 개인적으로 모욕했기 때문에 해고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고발에 대한 사과 서한도 받았는데 독일팀 전체를 비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살펴보았듯이 한국인 교사의 비난은 

대부분 클루게에 대한 비판이었지만 몇 가지는 부분은 전체 독일팀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자세한 독일어 번역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교사의 비판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클루게는 해명문에서 이 문제상황의 책임자로 다른 

사람을 지목한다. 그는 한국인 교장 황영주가 독일인 작업 감독들로 하여금 

클루게를 미워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나의 독일인팀원들이 황[영주]씨라는 인간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신뢰할 수 없는 

성격과 음모에 대한 편향과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보이는 파렴치함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일부는 그의 [...] 간계를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사실로 여기고 펴뜨리면서 무책임하게도 그의 목표 달성을 위해 

동원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 낼 수 없다. 또한 내가 독일로 가기 전에 그들이 독일 측 

공식적인 의견을 지지했지만 내가 없는 동안 황영주씨와 화해하고 그의 의견을 지지하게 

되었다는 것도 설명할 길이 없다. 3년반 동안의 좋은 협업 이후에 [...] 이 적개심의 이유를 잘 

모르겠다.242 

클루게는 원래 황영주가 기술교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의 교장 

임명에 반대했지만, 결국 황영주가 한국 정부와 인하 공과대학의 연줄을 사용하여 

임명된 것으로 믿었다. 그래서 황영주의 성격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면서 

그를 독일인 작업 감독들로부터 받은 비난의 배후 인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243 

그러나 이후 분석할 독일측 전문가 보고서를 보면 이러한 음모론의 배경과 함께 

또다른 의건을 확인할 수 있다.  

																																																								
241 BA 213/24261, 주한독일대사관이 개발부에 보낸 각서, 1966년 11월 1일; BA 213/24261, 
주한독일대사관이 외무부에 보낸 서한, 1966년 1월 13일. 
242 BA 213/24261, 클루게가 개발국가 지원단체(GAWI)에 보낸 서한, 14.01.1966. 
243 같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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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클루게에 대한 또 다른 한가지 비난이 생겨난 이유도 설명하였다. 

여비서는 가난한 가정 환경 때문에 가족의 동의하에 클루게의 집으로 이사하였다. 

그녀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 관리 직원 2 명도 같이 살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한국 

팀원도 모두 알고 있었다고 한다. 244  클루게는 여기서 한국의 도덕을 무시하면서 이 

상황을 여비서의 개인 사정과 인도적인 보조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해도 젊은 여자와 같이 사는 클루게를 

비난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인 교장인 황영주는 작업 감독들이 메모란둠을 

제출하기 직전에 이 상황에 대한 다음과 같은 생각을 공고문에 표현하였다. “여성 

직원이 독일인 프로젝트 기획자의 주택에서 수용될 때부터 학교에서 – 특히 학생과 

학교 직원 간에 – 안 좋은 소문들이 생겼다. 이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풍습과 도덕의 

토대로 당연한 일이다.” 이 때문에 학교 내의 분위기가 어수선하게 되었기 때문에 

빨리 이 상황을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245  클루게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여비서를 보조하는 것이 서양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문화 차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한국인의 도덕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은 식민주의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평가는 사건을 전체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하겠다. 

독일에 전문가 파견을 요청한 지 2 개월 지난 후 1966 년 3 월에 주한독일 

대사관의 제안으로 공학사이자 직업학교 전문가인 로세(Georg Rose)가 인천에 

파견되었다. 원래 그는 프로젝트 실행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에 왔는데, 오는 김에 

실업학교의 독일팀 간의 갈등에 대한 평가와 해결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로세는 카이로에 있는 독일 직업학교의 교장으로서 이미 기술원조 

교육 분야에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로세의 30 페이지짜리 검토 

보고서에는 학교의 소속 문제에 관한 임시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그는 

인하대학교 재단 하에서 인하공과대학교와 같은 지위를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246 

																																																								
244 같은 자료.  
245 황영주 교장, The Suggestion for Improvement of School’s Atmosphere, 공고, 1965년 12월 
29일.  
246 BA 213/24261, 앞서 보낸 로세의 보고서, 1966년 3월 5일, 3–4, 7–1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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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은 추후 독일 정부에게서 승인을 받았다.247 로세에 따르면 클루게는 이 소속 

문제에 있어 완고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며 한국인의 의견을 무시하였다. 이로 인해 

교장인 황영주와 다투기도 하였다. 로세의 검토보고서에서 황영주에 대한 또 다른 

평가도 찾을 수 있다. 

황영주는 약 36살이며 활발하고 투지가 넘친다. 그는 야심에 차고 학교를 위해 노력하면서 

명성을 얻고 싶어한다. 그의 노력은 학교의 목표를 전적으로 돕는 것이기도 하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는 독일 교육을 받은 직업학교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러한 전문가는 전국 

어디에서도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 [...]  개발도상국에서, 활동적이고 관심도 갖고 있으면서 

교육학을 전공한 교장 이상을 바라기는 힘들 것이다.248 

클루게는 1963년에 황영주에 대해 “한국인들 중에 프로이센인(ein Preuße unter 

den Koreanern)”이라고 하며 “그는 유일하게 활동력도 많고 투지가 넘친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클루게는 황영주가 교육부와 인하 단체회에 유력한 연줄을 이용해 

교장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의 교육 수준은 교장 직위에 걸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양국 팀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249 로세의 분석을 통해 

갈등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이 밝혀졌는데, 바로 클루게의 언어와 소통에 대한 

부족함이다.  

클루게의 뻣뻣한 태도(starre Haltung)가 그와 한국팀 사이에 생긴 갈등의 원인으로 보여진다. 

클루게가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이 4년 안에 한국어를 통역사 없이 

파트너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배우지 않은 관계로 다수의 오해와 다수의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250  

로세의 평가에 따르면 클루게는 소통 문제에 있어 프로젝트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클루게에 관한 비난을 대부분 근거가 없다고 보는 한편 

독일인 작업 감독들의 행동은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이미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한국팀으로부터의 비난에 대해 작업감독들이 응답하고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247 BA 213/24261, 개발부 회의 각서, 1966년 3월 18일. 
248 BA 213/24261, 로세의 심사보고서, 1966년 3월, 18일, 11쪽. 
249 같은 자료, 같은 쪽.  
250 같은 자료, 2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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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감독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기획자를 동료답게 지지하고 팀의 갈등에 

대한 인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여러 차례 그들의 충직함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대사관이나 

개발국가 지원단체에게 알리기 전에 정식대로 먼저 프로젝트 기획자와 대화하면서 한국 

측의 불만에 대해 알렸다. 클루게가 스스로 사직하리라는 기대로 가능한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 비난을 하지 않았다.251 

로세는 클루게가 독일에 있는 동안 그의 집에서 진행되었던 허가되지 않은 

청소년 파티를 공식적으로 비난받을 문제로 여겼다. 이 때문에 앞서 언급된 

여비서가 면직되었고 작업 감독들이 클루게가 없는 동안 학교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공식 서류를 검토하면서 클루게의 커다란 실책을 밝혔다고 한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로세의 조사 또한 작업 감독의 입장에 치우쳐 있다. 매번 작업 감독의 

프로젝트를 위한 노력과 지속에 대한 걱정이 빈번하게 언급된다. 그래서 로세는 

클루게의 사직을 받아들이는 한편 다른 독일팀원들의 행동을 처벌하기보다는 

용인하려 하며 그들이 인천에 머물 수 있도록 요청한다. 로세는 이를 통해 

프로젝트가 더 성공적으로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로세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교장 황영주의 의심을 극복하기가 어렵고 양국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학교가 다시 출범하게 되기까지 몇 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학교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252 

 

이후에 주한독일대사의 보고서에서는 클루게의 잘못이 부분적으로 

인정되었지만 로세의 편파성 또한 지적된다. 그가 특히 작업 감독 중 한 명을 유독 

편애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로세가 전문가로서 내렸던 의견에는 틀린 바가 

없겠지만 한국 정부 측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빨리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주한독일대사는 독일팀 전체의 전임을 제안하였다. 작업 감독들이 프로젝트 

기획자를 공식적으로 심하게 비판하였기에 상호 신뢰에 근거하는 팀워크쉽 

(Teamgeist)가 약화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프로젝트로의 전임할 것을 권유하였다. 

																																																								
251 BA 213/24261, 인천 인사 문제에 대한 로세의 각서, 1966년 2월, 21일, 2쪽. 
252 같은 자료, 같은 쪽. BA 213/24261, 로세의 심사보고서, 1966년 3월, 18일, 2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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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특히 클루게가 프로젝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들어 그를 

보호한다. 팀의 통일성을 보호해야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전임시킬 

수밖에 없다고 한다.253  

결국에 주한독일대사의 견해에 따라 개발부 회의에서 독일팀 전체 전임이 

결정되었고 한국 정부와 협의하여 클루게와 다른 독일인 교사들이 포상을 받게 

되었다. 254 대사는 초기 프로젝트를 잘 실행하고 많은 문제를 해소한 데 대한 

클루게의 노력이 이렇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클루게의 경력에 이 

사건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255 클루게는 수상 후 

인도의 콩카타에 있는 독일학교로 옮겨갔고 이후 개발국가 지원단체의 독일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다.256  

한편 다른 팀원들은 공동의 편지를 통해 기존 진술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자신의 전임 조치에 대한 놀라움을 표시한다.257 이후에 작업 감독들은 각자 사적인 

편지로 전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다. 작업 고문 

도레쉬는 전임에 관해서 주한독일대사관의 해결책을 비판한다. 

나야	모든	사건들을	고려해서	전임의	필요성을	무조건	인정한다.	특히	클루게를	공격하는	
사람은	 독일 대사관을	 공격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강력한 외교적인 항의를 통해, 

독일대사관에 의해 클루게가 한국인들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258	

																																																								
253 BA 213/24261, 주한독일대사가 외무부에 보낸 서한, 1966년 2월 24일. 
254 BA 213/24261, 주한독일대사관이 외무부에 보낸 의견서, 1966년 5월 5일; 
『중앙일보』, 1966 년 3 월 5 일, 「한독실업학교 고문 독일인 4 명에 훈장」, 
http://news.joins.com/article/1041569. 
255 BA 213/24261, 주한독일대사가 외무부에 보낸 서한, 1966년 2월 24일. 
256 BA 213/24261, 인천 한독실업학교에서 발생한 관리 문제에 대한 각서, 클루게에 대해, 
1967년 5월 27일, 3 쪽. 
257 BA 213/24261, 개발국가 지원단체 (GAWI)에 보낸 의견서, 1966년 4월 3일. 1966년 
11월에 드레센은 방콕으로 전임되었고 같은 해에 도레쉬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전임되었다. 
갓차는 사적인 이유로 개발국가 지원단체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 한독실업학교에 대한 
영문 안내서 참조. The Korean-German Technical Institute, The Status of School, 3 쪽. 
258 BA 213/24261, 도레쉬가 개발국가 지원단체 (GAWI)에 보낸 전임에 관한 편지, 1966년 
4월 6일. 



	
79 

	

자료에 드러난 것처럼 대사관에서는 작업 감독들이 메모란둠을 제출한 직후에 

클루게의 행동을 변호하면서 작업 감독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업교육 

전문가 로세의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대사는 클루게의 실수를 눈감아주고 그의 

경력까지 걱정하였던 것이다. 이는 작업 감독의 입장에서 볼 때 부당한 대우라고 

여겨질 수 있다. 한편 개발부 직원은 전임 결정에 대해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개발국가 지원단체를 비판한다. 작업 감독들이 적격자가 아니라는 판단 및 

그로 인한 좌천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것은 오해라고 설명하고 

있으면서도 결국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았다.259 작업 감독들은 전임을 

아마도 좌천으로 받아들이고 처벌을 받은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한편 작업 감독 갓차는 도레쉬처럼 비판적이지 않고 프로젝트의 존속과 자신의 

후임자에 대한 걱정을 표현한다. 갓차는 “후임자를 선택하실 때 어려움을 겪게 

되실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시기를 부탁드린다. 아직 여기서 성숙한 후임자를 

키우는 것에 성공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나의 대리로 일하게 된 졸업한 조교들이 

어떻게든 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적었다.260 작업 감독 드레센은 사적인 

편지에서 전임에 대해 “여기 바깥에 있는 한국에서 자기 직분을 다할 때까지 

버터야 한다”고 하였다. 다른 프로젝트로 전임된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겠다고 

하지만 261 이 말은 갈등의 해결에 실패했음 혹은 전체 프로젝트가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전임을 비판하면서 한국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작업 감독의 편지를 통해 그가 이 실업학교의 

성공적인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등 매우 열성적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원조의 주체들이 서로 조금씩 다른 의도를 갖고 한국에 왔겠지만, 이들이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보여준 열정과 예상치 못한 고집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259 BA 213/24261, 개발부 회의 각서, 1966년 6월 16일.  
260 BA 213/24261, 갓차가 개발국가 지원단체 (GAWI)에 보낸 전임에 관한 편지, 1966년 4월 
6일. 
261 BA 213/24261, 드레센이 개발국가 지원단체 (GAWI)에 보낸 전임에 관한 편지, 1966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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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갈등 상황은 외국에서 주체의 생활과 임무를 분리하기란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독일팀원들은 독일의 공식적인 대표로 인식되었기에 모범적으로 

행동할 것이 전제되었다. 동시에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을 요구받기도 하였다. 

프로젝트 기획자 클루게는 이러한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태롭게 하였다는 비난을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인천에 있는 

팀과 프로젝트 기획자 간에 권한 문제도 발생하였다. 특히 독일팀 간의 갈등으로 

인해 독일인의 역할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 한국으로 전문가를 

보내더라도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전체 독일 팀을 전임시키는 결정은 

프로젝트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독일인 팀원들이 포상을 받고 

다른 나라로 보내진 것을 보면 다른 원조 프로젝트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다. 

이 사건을 통해 2 장에 언급된 1960 년대 원조 전문가의 위기와 프로젝트 

기획자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실패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의 묘사에 따르면 

클루게는 심적인 능력이 부족하기도 했고 인내, 공감 능력, 그리고 이국적 문화에 

대한 개방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오히려 ‘독선직인 고집쟁이’와 ‘원칙주의자’로 

보인다. 

이 갈등의 특징을 보면 다양한 주체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제일 

먼저 눈에 띈다. 독일 개발국가 지원단체, 독일 개발부, 한국 문교부 혹은 노동부, 

주한독일대사관, 그리고 학교 내부의 독일팀과 한국팀 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이라는 주체들이 있었다. 독일팀과 한국팀으로 양분화되어 갈등을 설명해 

왔는데, 실제로는 갈등으로 인하여 독일팀의 동일성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팀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 국적에 따른 팀 구분이 설득력을 잃게 된다. 한편 

한국팀에도 독일팀과 특히 클루게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였다. 독일팀과 

한국팀이라는 개념은 본고에서 참고한 자료에서 많이 사용되며 본고에서도 이를 

이어받았지만, 사실 어떤 팀에도 팀내부의 단일성과 완전한 협력은 없었다. 그래서 

편의상 갈등을 이분법을 사용하여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단순하게 

카테고리화 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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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간의 문화 혹은 교육 인식에 대한 차이를 넘어서 다른 설명도 있을 수 있다. 

문서 자료를 통해 주체들의 연령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갈등의 이유 중 하나로 

세대 차이도 고려해봐야 한다. 작업 감독 2 명이 어린 아이와 같이 한국에 왔다는 

것은 문서 자료에서 간접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진 자료를 보면 작업 

감독과 프로젝트 기획자 간에 10-15년 정도의 나이 차이가 존재한 것 같다. 작업 

감독들은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이고 프로젝트 기획자 클루게는 50대로 보인다. 

클루게의 정확한 나이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후 후임의 나이가 50대 후반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클루게의 나이도 비슷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세대 차이뿐만 

아니라 지위에 따른 교육 수준과 경험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 오게 된 

계기와 목표 또한 상이했을 것이기에 갈등이 심화되었을 것이다.262  

3.3.2 프로젝트  기획자  슈뢰더와  작업  감독  함멘에  관해   

1966년에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자로 슈뢰더(Kurt Schröder)가 임명되었다. 그는 

1941 년에 칼스루에 공대(당시 Universität Karlsruhe, 현재 Karlsruher Institut für 

Technologie)를 졸업하고 다른 대학교에서 교사로 일한 인물이었다. 1960년부터 

이미 인도네시아와 태국에 있는 직업학교에서 프로젝트 기획자로서 많은 경험을 

쌓았으며 한국에 왔을 때는 50 대 후반이었다. 슈뢰더는 신문 기사에 한국 

직업교육에 대해 인터뷰를 하였다. 

[슈뢰더는] 역방한 나라 중에서 어느나라보다 머리가 좋고 의욕에 차있는 나라로 선 한국을 

첫째로 꼽고 싶다고 한다. 한국실업학교에서 한 가족 같이 어울리고 뭣인가 배우려는데 교장 

이하 여러 학생에 이르기까지 혼연일체가되고 있는 것에 감탄될정도라고 한다. [...] 그리고 

[슈뢰더]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라면 공장과학교사이는 

불가분의관계로 공장은 기술학생들을 아끼고 협조하여 그 나라의 공업을 한껏 발전시킬 수 

																																																								
262 기사에 따르면 오랫동안 외국에서 생활해 온, 연령이 많은 전문가와 처음으로 외국에 
파견된 젊은 전문가 혹은 원조 근로자 사이에 갈등이 많았다고 한다.『Die Zeit』, 1978년 
6월 15일, 「Die ungeliebten Experten」, 사랑받지 않은 전문가들. 참조. 마찬가지로 뷔셀도 
젊은 원조 근로자의 식민지에 대한 반성과 원조정책에 대한 의심을 서술하였다.  Büschel, In 
Afrika helfen, 아프리카에서 도와준다, 360–361쪽. 홍선영은 부산의 독일병원에서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나치 체제에 얽힌 주체와 나치의 반대자 간의 갈등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한독실업학교의 갈등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것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Hong, Cold War Germany, the Third World, and the Global Humanitarian Regime, 10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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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독려해야 되겠다고 말한다. 유능한 기술자를 육성시키는데는 역시 유능한 교사가 

요구되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실기교사를 적극장려 하는 시책을 마련돼야 되겠다고 한다.263 

슈뢰더는 한국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기획자가 새로 부임함에 따라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팀의 기대도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후에 한국팀에게 더 많은 권력을 인계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한독실업학교의 지도를 즉시 한국 파트너에게 맡기려고 하였다.264 

슈뢰더는 한국 정부가 기술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한독실업학교로부터 부산에 있는 직업훈련소도 스스로 지원하려 하였다. 이는 

독일 정부 측에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주제였다. 1966년에 한독실업학교를 

아직 인계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착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개발부 

측은 회의적이었지만 주한독일대사관 혹은 외무부 측에서는 한독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여겼다. 그러나 슈뢰더는 이 논란을 무시하고 

실업학교의 작업 감독을 부산으로 파견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에 공동 

프로젝트를 실시한다는 인상을 잘못 전달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슈뢰더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265 이것은 프로젝트 기획자가 자신의 업무 범위를 이탈한 행동으로 

해석되었지만 슈뢰더라는 주체의 고집이라고 할 수도 있다. 슈뢰더의 고집으로 

인해 같이 일하는 독일 및 한국팀원과의 사이에도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1967년에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자.  

1967년 1월 후반에 새로운 작업 감독인 함멘(Hans-Georg Hammen)이 부인과 

함께 인천에 무사히 도착하여 정착하기 위해 뿌리를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개발국가 지원단체에게 보낸 서한에 적었다. 함멘은 이 서한에서 독일에서는 

실업학교가 “학교들의 진주(Perle der Schulen)”라고 찬사를 받고 있지만 분명히 

그렇게 좋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보고하겠다고 

																																																								
263 『경기매일신문』, 1967 년 12 월 4 일,「한국사람 머리 좋기로 세계으뜸, 기술교육 
학교와 공장 일치돼야」. 
264 BA 213/24261, 슈뢰더의 프로젝트 보고서, 1967년 4월 17일. 
265 BA 213/24261, 개발부 내부 회의 각서, 1967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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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한다.266 이 서한은 “귀중한 전문가 함멘이 적은 보고서”로서 지원단체를 통해 

개발부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르면 함멘은 원래 네팔에 있는 기술학교로 파견될 

계획었는데, 개발부가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바람에 한국에 오게 되었다.267 

보고서에 언급된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먼저 그는 공구의 상태를 비판하고 “새로운 도구의 구입은 한국인 운영 

관리자로부터 자금 부족이라는 이유로 유보하는 것이 제안되거나 거절되었다”고 

한다. 그 다음에는 수기를 위한 세척액과 지방(脂肪)의 경우는 함멘이 

사직하겠다고 한 후에야 주문이 이루어졌다. 또한 기온이 영하 15도인 때조차도 

해도 난방없는 작업실에서 일해야 했다고 항의하였다. 난방과 단조(鍛造) 작업실을 

위해 석탄을 주문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다시 취소하였다. 단조 작업실에 석탄이 없는 것을 비롯하여 1967년 3월에 

들어올 신입생의 기초 실습 교육을 위한 작업 도구도 부족하다고 주장한다.268 

학생들의 실력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언급할 뿐이지만, 졸업생들이 독일 숙련공 

실습 시험에 합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학생들이 특히 기계를 잘 

모른다는 점을 함멘에게 스스로 인정하였다고 한다.269 

이렇게 수많은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기계를 수리하고 부품을 

제조하는 한편 학생과 강사를 감독하는 것이 함멘에게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서한에서 전한다. 학교에 속한 사택에 대해서도 한국에 거주한지 21 일만에 

160시간 동안 청소와 수리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후에 함멘은 다음과 같은 

개인적인 말로 서한을 마무리지었다.  

가능한 한 이 서한에서 개인적인 일을 피하고 싶지만 내가 나 자신과 인간을 알고 있듯이, 

슈뢰더 씨와 룬켈 씨와 협업해서 나의 업무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 심지어 확실하다. 

객관적인 관점이 아니라서 미안하지만 [...] 업무와 인간관계가 분리되지 않고 밀접하게 

																																																								
266 BA 213/24261, 함멘이 개발국가 지원단체 (GAWI)에 보낸 서한, 1967년 2월 28일, 1 쪽.  
267 BA 213/24261, 개발국가 지원단체 (GAWI)가 개발부에 보낸 서한, 1967년 3월 7일 
268 같은 자료, 2–3 쪽.  
269 같은 자료, 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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엮여있다. [...] 불평하거나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학교의 상태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고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는 여기서 2년동안 최선을 다하겠다.270 

함멘이 이 서한에 언급한 대로 독일과 한국 양쪽에서 실업학교가 언론과 

정부측에 의해 공식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학교시설과 학생의 교육이 

실제로 독일 직업학교 수준에 달했는지는 의심된다. 또한 난방과 도구 공급을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했지만 학교의 자금 부족 때문에 이 방면에 부족함이 있었다. 

사직하겠다는 함멘의 발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독일과 한국 팀 간에 갈등이 

있었다. 업무 부담이 높아서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웠고, 자세한 이유가 

언급되지는 않지만 다른 독일인 팀원들과 함께 일하지 못하겠다는 서술도 

등장한다.  

함멘이 적은 보고서에 대한 대응으로서 1967년 6월에 개발국가 지원단체에 

직업학교 전문가 로세가 다시 한국에 파견되어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실업학교는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함멘이 언급했듯이 오래 

써서 낡은 도구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수리할 자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독일 팀원의 평가에는 프로젝트 기획자 슈뢰더와 다른 작업 감독들이 의무를 

다하고 일을 잘 한다고 하는데, 함멘이 처음으로 외국에 파견되었기 때문에 “아직 

한국 상황을 유럽인의 눈으로 보지만 곧 적응하게 될 것이다”고 예측하였다.271 

그러나 이러한 예측이 틀렸다는 사실이 금새 드러났다.  

1967 년 11 월에 프로젝트 기획자 슈뢰더가 함멘 사건에 대해 적은 

심사보고서는 그의 행실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는 집과 시설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작업장에서 하는 일과 학교를 비난하였다. 독일과는 많이 다른 

한국의 생활에 적응할 생각도 없었으며 여러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한국인 교장과 

싸우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자기 작업장 일과 담당하는 기계 수리를 소홀히 하였다. 

동료들과 주한독일대사관 직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270 같은 자료, 같은 쪽.  
271 BA 213/24261, 인천과 부산의 직업학교에 대한 검토 보고서, 1967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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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상태가 계속 안 좋아졌다고 한다. 272 결국 함멘은 전임 신청을 하였다. 전임 

신청서에 프로젝트 기획자 슈뢰더의 전문적이지 않은 대우를 전임 신청의 

원인으로 들었다. 슈뢰더는 함멘에게 모순된 지시를 내리면서 계약서에 정해진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일을 자주 시켰다고 한다. 기초 실습 수업과 독일어 수업을 

담당하라고 하더니 갑자기 기계 수리에 집중하라고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생산과 관련된 계획을 세우는 업무는 기술학교 교사의 업무를 넘어서기 

때문에 함멘은 거절했지만 이 행동을 슈뢰더는 업무 거부(Arbeitsverweigerung)로 

여겼다. 슈뢰더는 함멘을 다른 독일 팀원들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미숙자” 

등으로 모욕하기도 하고 자비로 다시 독일로 보내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다.273  

작업 감독인 함멘의 전임 이후에 프로젝트 기획자 슈뢰더는 1968년 2월 이 

사건 때문에 즉시 파면되었다. 함멘을 전임시키기 위해 독일팀 전체가 학교에서 

파업할 것을 지시하고, 독일 대사관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말투로 개발국가 

지원단체와 대사관의 업무를 헐뜯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의 편안한 

분위기(Betriebsfrieden in der Schule)”와 “독일에 대한 외국의 평판(Ansehen der BRD 

im Ausland)”이 악화되었다고 하며 개발국가 지원단체도 “체면을 잃을 수 

있다(Prestigeverlust)”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대사관에서 한독관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걱정해서 슈뢰더의 면직을 미루려고 했지만 개발국가 지원단체와 

개발부에서는 바로 면직을 시키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슈뢰더는 독일로 

귀국하고 임시적으로 작업 감독이 프로젝트 기획자로 임명되었다274  

여기서 제시된 독일 팀의 내부 갈등 또한 양국 팀 간의 관계에 다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함멘은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한국인과 한국 정부도 

비판하였다. 슈뢰더는 파업 압박으로 학교 운영, 즉 프로젝트 전체를 위태롭게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함멘의 진술은 슈뢰더에 의해 반박된 바 있기 때문에, 

함멘이 프로젝트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적인 의미에서 비판을 제기한 것인지, 

																																																								
272 BA 213/24261, 슈뢰더가 쓴 함멘에 대한 심사보고서, 1967년 11월 13일. 
273 BA 213/24261, 함멘이 개발국가 지원단체 (GAWI)에 보낸 서한, 1967년 11월 3일. 
274 BA 213/24261, 프로젝트 지도자 슈뢰더의 사직서, 1968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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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외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 하고 “상황을 유럽인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는지, 현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 종합해보자면 문화의 

차이보다는 인물간의 갈등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클루게와 작업 감독 간의 갈등과 마찬가지로 이를 세대 차이로 볼 수도 있다. 

함멘이 슈뢰더보다 약 20살 어린 관계로 당연히 프로젝트를 슈뢰더와는 다르게 

판단하고 그의 행동을 비판한다. 한국 생활이 한 달도 채 안되었던 시점에 벌써 

슈뢰더와 같이 일할 수 없다고 서한에 밝혔다. 함멘에게는 완고한 면모가 있는 

반면에 용기와 열정도 있었다. 이후 함멘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슈뢰더의 

독재자적인 지도 유형이 눈에 띈다. 자신의 의지에 따르지 않은 함멘을 처벌하기 

위해 심사보고서를 보내기도 하고 함멘을 면직과 파업으로 협박하기도 하였다. 이 

행동은 개발국가 지원단체나 개발부와 협의하지 않았으므로 프로젝트 기획자의 

행동 반경을 뛰어넘는 것이었고 학교 운영을 위험에 빠뜨렸다. 따라서 결국 슈뢰더 

또한 클루게와 마찬가지로 전임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키징거(Kurt-

Georg Kiesinger)로의 정부 교체가 있으며 특히 68 혁명을 계기로 개발부와 

개발국가 지원단체에도 정책변화가 생기고 엘리트 교환이 일어났다고 생각된다.275 

3.3.3 공동  프로젝트의  종료  

결국에는 1968년 8월에 또 다시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자가 인천에 파견되었다. 

공학사 헤켄뷔커(Ludwig Heckenbücker)는 이미 베트남 사이공에서 프로젝트 

기획자로 일하였다. 276  슈뢰더처럼 아시아에 있는 직업학교에서 경험을 쌓은 

프로젝트 기획자가 선발된 것이다. 원조 분야에서 일하는 직원의 경력만 봐도 

개발국가 지원단체의 세계적인 개발 네트워크를 볼 수 있다. 인천의 

한독실업학교는 이러한 네트워크의 일부분이었다. 개발 국가마다 비슷한 학교에서 

비슷한 경험을 쌓았고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에도 익숙하였지만 한국 생활을 위한 

특별한 준비는 없었다. 물론 독일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 파트너와 번역가, 그리고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독일인 선교사도 있었지만 서로 소통하는 것은 어려웠다. 
																																																								
275 Hein, Die Westdeutschen und die Dritte Welt, 서독일인들과 제 3 세계, 301–309 쪽. 
276 BA 213/24261, 개발국가 지원단체 (GAWI)가 개발부에 보낸 각서, 1968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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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팀은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에 왔기에 

독일인들과 한국인들 사이에 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와 의견 차이가 생긴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1970 년 3 월에 프로젝트 관계로 한국에 와있던 헤켄뷔커가 1 년 반 정도 

근무하다가 사망하였다. 이에 대해 나주의 한독고등기술학교 프로젝트 기획자가 

독일로 보낸 서한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독일인들이 느꼈던 비애를 

표현하였다.277 같은 해 12 월에 한독기술협력종료식이 열렸다. 이에 대해 많은 

정보가 전해지지는 않지만, 12 월 10 일에 인천에서 한독기술원조 협정종료 

기념식을 열렸다고 한다. 278  학교 업무를 인계한 후에 임시 프로젝트 기획자 

스테파니크(Helmut Stefanic)는 실업학교의 한계와 독일인의 의무에 대한 

종료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알다시피, 우리 학교를 운영하는 8 년 동안 독일인과 한국인 사이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나는 이에 관해, 오직 원조 직원의 전문 지시로만은 양쪽의 의무를 적당히 

처리하기 위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명시하고 싶다. 동시에 원조 직원은 교제를 좋아하고 

적응을 잘 해야 하며(kontaktfreudig, anpassungsfähig) 저개발국의 초청객(als Gast in einem 

Entwicklungsland)으로 사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279 

학생의 동맹 휴학, 한국인 교사의 건의서와 작업 감독들이 메모란둠에 표현한 

비판, 함멘의 부적응과 슈뢰더의 사직 등 한독실업학교에서 1965 년부터 

1967년까지 일어난 문제를 스케파니크는 정리하고 전반적으로 분석하였다. 원조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은 보통 프로젝트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거나 저개발국의 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 하거나 

저개발국의 풍습이나 문화를 무시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277	BA 213/24746, 1970년 프로젝트 심사 보고서, 5 쪽. 정석공과고등학교 웹사이트, 역사관 
및 동문 참조. http://jungseok.icehs.kr/sub/info.do?page=010204&m=010204&s=jungseokhs#.	
278 『경향신문』, 1970년 12월 10일, 「한독실업학교 기술원협정 종료」. 
279 BA 213/11961, 임시 프로젝트 기획자 스테파니크의 종료보고서,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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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만애암  / 한독고등기술학교   

두번째로 검토할 기술원조 프로젝트는 독일인 호만(Fritz Hohmann)의 제안으로 

나주에 세워진 ‘호만애암(Hohmanneum)’이라는 직업학교이다. 호만 개인이 

주도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이후에 독일과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기술원조 파트너 프로젝트가 되었다. 1964년에 이미 사립단체를 통해 

독일 개발부의 지원을 요청하였지만, 교내 성범죄 사건이라는 계기 이후 

1967년부터 1973년까지 서독정부로부터 기술원조를 받았다.  

4.1장에서 호만애암의 설립 배경, 프로젝트의 실행과 교육 방식을 서술하고 

4.2장에서 학생의 생활과 성범죄 스캔들을 분석할 것이다.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호만애암에 대한 편파적인 보도와 왜곡된 기억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967년에 학교 이름이 한독고등기술학교로 바뀐 이래 프로젝트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이행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4.3장에서는 이 프로젝트의 후기의 실행 

및 달라진 교육 방식을 분석하겠다. 현재까지 호만애암 혹은 한독고등기술학교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없기 때문에 1차 자료에 대한 분석이 추가될 것이다. 

 

4.1 호만애암의  설립  배경 , 프로젝트의  실행과  교육  방식  

4.1.1 설립  배경과  프로젝트의  실행  

호만은 1959 년에 프랑크푸르트 회사 루르기(Lurgi)의 직원으로서 한국에 

입국하였다. 루르기는 현재까지도 저개발국에서 산업화를 목표로 하여 회사 

설립을 지도 및 지원하고 있는데, 1959년 이 회사의 지원으로 나주에 호남비료회사 

(Honam Fertilizer Co.)가 설립되었다.280 이 회사의 설립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예상보다 오래 걸렸으므로 1964년까지 독일인 총 10명이 자문단으로 나주에서 

일하였고 호만도 그 중 한 명이었다.281 당시 나주읍이었던 나주시의 인구는 약 

																																																								
280 현 LG화학 나주공장. 
281 BA 213/24745, 칼 뒤스베르크 단체가 개발부에 보낸 프로젝트 신청서, 1964년 8월 24일, 
1–2 쪽. 



	
89 

	

3 만명이었다고 독일 자료는 전하고 있다. 282  나주읍 주변 지역까지 포함하면 

인구는 약 25만이었는데, 호남비료회사가 유일한 공장이었다는 점에서 후일 이 

지역의 산업화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당시에 제일 가까운 

기술학교는 목포와 광주에만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농민이 교육받을 기회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호만은 1909 년에 독일 카셀(Kassel)시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 졸업 후 

1928년부터 슈튜트가르트 대학교 공과 대학을 다녔다. 1935년에 디플롬 엔지니어 

(Dipl.-Ing.) 학위를 취득하고 독일에서 여러 공인 기사 및 기술고문을 역임했다고 

전해진다.283 그러나 나치 시대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 언제부터 정부의 고문으로 

일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그가 외국에 나가고자 한 동기와 한국에 대해 

가진 인식도 호만이 쓴 편지와 기사를 통해서만 짐작 할 수 있다. 

그는 빈농 출신의 젊은 노동자와 학생들을 관찰한 결과 개발 원조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의 중상위 계층이라는 점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래서 

“일반인을 위한 원조”를 도입하도록 노력하게 되었다고 한다. 284  우선 나주에 

거주하는 젊은 노동자와 학생에게 호만의 사택에서 독일어를 가르치고 실습 

수업도 제공하였다. 전라남도 지역에 살고 있는, 독일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 

교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호만을 보좌하였다. 또한 호만은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골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독으로 유학을 보냈다. 1964년만 해도 

호만과 독일 상공 회의소(Industrie- und Handelskammer (IHK))의 중개로 총 7명의 

학생들이 서독으로 보내졌다고 보도된다. 예를 들어 호만의 친구인 하노버 근처에 

사는 가구공과 남독일의 작은 도시에 사는 선반공에게 학생이 각 2 명씩 보내졌다. 

숙식의 경우 독일에서 받은 임금으로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282 BA 213/24746, 1970년 프로젝트 심사 보고서, 37 쪽. 
283 금성 45년사 편찬위원회, 『금성학원 45년사, 1964–2009』, 82 쪽. 
284 BA 213/24745, 호만이 대사관과 개발부에 보낸 서한, 1964년 11월 30일, 1–2 쪽; BA 
24745, 페링 대사가 외무부에 보낸 추천서, 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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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만은 항공료와 같은 큰 비용을 개인 자금으로 지원하였다. 독일에서 일을 열심히 

하여 장학생으로 추천받은 경우도 있었다.285  

1965 년에 주한독일대사가 나주를 방문했을 때 야간 수업은 “헛관과 같은 

초라한 방”에서 실시되었고 30명 정도 참여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개인 원조로 

인해 호만은 나주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 결국 그는 한국 

문교부장관과 독일 대사로부터 상을 수여받았다.286 

서독 유학 프로젝트와 야간 학교가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호만은 사비로 

정식으로 학교를 세웠고 약 20-30 명의 학생에게 독일어와 기계 사용법을 실용적인 

방식으로 가르쳤다. 상황이 바뀌어서 비료회사의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나주 시민의 도움으로 향교 건물을 학교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었다.287 

먼저 수업을 위한 건물에는 A, B, C 세 개 반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건물의 본관은 

아울라 (Aula)로 이용했는데 그 옆의 한 건물은 기숙사가 되었다.288 

1964 년 독일을 방문하면서 호만은 칼 뒤스베르크 단체(Carl Duisberg 

Gesellschaft, CDG)에 지원을 요청하였다.289 칼 뒤스베르크 단체는 공동기금으로 

회사나 개인을 원조하는 단체이다. 이 단체의 이름 하에 그의 행정과 개발 경험을 

활용하는 동시에 개발부의 자금을 사용하여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개발국가 관리자는 2개월 후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하고 

개발부에 지원신청을 하였다.290 그 당시 개발부 원칙 제 2302 장 제 611 조291에 

따르면 사립 기술원조 단체도 국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단체측에서 
																																																								
285 BA 213/24745, 칼 뒤스베르크 단체가 개발부에 보낸 프로젝트 신청서, 1964년 8월 24일, 
2–3 쪽. 
286 BA 213/24745, 칼 뒤스베르크 단체가 개발부에 보낸 서한, 1964년 8월, 6 쪽. 
287 BA 213/11961, 호만이 개발부에 보낸 서한, 1964년 11월 30일, 2 쪽; BA 11961, 칼 
뒤스베르크 단체가 개발부에 보낸 심사 보고서, 1965년 12월 23일, 4 쪽. 
288 『금성학원 45년사, 1964-2009』, 4 쪽. 
289 BA 213/11961, 칼 뒤스베르크 단체가 개발부에 보낸 심사 보고서, 1965년 12월 23일, 2 
쪽. 
290 같은 자료, 2쪽.  
291  현재 개발부 원칙 제 2302 장 제 687 76 조 참조. Richtlinien für die Förderung 
entwicklungswichtiger Vorhaben privater deutscher Träger in Entwicklungsländern, 독일 
사립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중요한 개발프로젝트를 위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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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비용의 25%를 부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정부나 

단체 자금도 필요하였다.292 

그래서 1965 년에는 개발부의 허가 절차와 관련해서 칼 뒤스베르크 단체의 

직원이 프로젝트 심사를 위해 한국에 파견되었다. 그가 작성한 심사 보고서에 

서술된 학교 건물 (향교)에 대한 설명을 보면 독일인 저자가 한국 문화에 대해 잘 

모른다는 사실과 그의 서양적 시각에서 생긴 편견을 엿볼 수 있다. 향교는 

“유교적인 절(konfuzianischer Tempel)”, 학교의 기숙사 건물은 절에 소속된 “수도원 

(Mönchskloster)”이라고 설명하며, 생활하는 방식은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Stift)와 같다고 한다.293 학교 시설을 설명할 때 “한국에서는 의자와 침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바닥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다는 것이다.294 또한 향교에 소속된 

기숙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기숙사에서는 방마다 소년 4명이나 소년 3명과 강사 1명이 살았다. 이러한 숙소의 운영 

방식은 유럽과 비교해 미흡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에서는 일반적이고 일반적인 

학생(Jungen)들의 편안하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동아시아 나라와 마찬가지로 유럽적인 

침대를 모른다. 일반적으로 한 방은 교실과 침실로 사용되고 바닥은 대가족의 일원 모두를 

위한 침대로 사용된다.295 

서양과 비교하여 설명하면 독일인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서양적인 

개념으로 한국 문화를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되기도 한다. 또한 동아시아와 유럽 

간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유럽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의 미흡한 점을 

강조함으로써 동양과 서양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다. 주한독일대사 

또한 같은 목적에서 학교를 방문하였는데, 대사의 보고에 따르면 향교에는 24명의 

학생들이 살고 있고, “숙박 시설은 한국 시골의 단순하고 무욕한 생활 방식과 

같다”고 한다.296  

																																																								
292 BA 213/24745, 개발부가 칼 뒤스베르크 단체에게 보낸 서한, 1964년 9월 18일 
293 BA 213/11961, 칼 뒤스베르크 단체가 개발부에 보낸 심사 보고서, 1965년 12월 23일, 11 
쪽. 
294 『금성학원 45년사, 1964-2009』, 11 쪽. 
295 같은 자료, 같은 쪽. 
296 BA 213/24745, 주한독일대사가 외교부에 보낸 서한, 1965년 5월 26일,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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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와 잘 들어맞는 프로젝트 기반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호만과 

칼 뒤스베르크 단체 직원의 의도는 1960년대의 개발 담론의 논리와 조금 다르다. 

개발도상국이 개발될 때까지 서양식 고급 기술로 향상시키려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개발국의 기술 및 문화를 고려한 맞춤형 운영을 통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호만 개인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독일 유학을 위한 준비를 집중적으로 하려 하였다. 따라서 

독일어 수업이 많았고 학생들은 짧은 시간 안에 독일어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한다.297 그리고 전라남도 지역에서 학교가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추가로 신입반 / 

재학 준비반을 열었다. 그 당시에 호만애암(Hohmanneum, 好萬愛菴)이라는 교명도 

지었다. 호만의 지원을 받아 독일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라틴어를 배우면서 이 

교명을 제안했고 한자어로 뜻도 정하였다.298 

1964년부터 1965년까지 호만은 개인 자금 19,000 독일 마르크를 학교 설립을 

위해 썼다. 이후 다른 자료에서는 호만이 개인적으로 학교에 투자한 금액을 총 

40,000마르크로 추정한 바 있다. 299 이는 상당히 큰 차이인데, 후자가 유학지원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자세한 정보를 칼 뒤스베르크 단체 측에서 확인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인지 자료를 통해 실제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 300  호만의 자금 

대부분은 봉급과 저축이었다.301 호만애암 프로젝트는 한국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므로 공식적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학교를 

방문하여 1965년 말까지 한달에 900 마르크를 대통령의 자금에서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1965 년 6 월에 전라남도 지역 정부로부터 4,500 마르크를 

																																																								
297 BA 213/24745, 페링 대사가 외무부에 보낸 추천서, 2–3 쪽. 
298 BA 213/11961, 호만애암 학생 잡지 제 1호, 1966년 6월, 4 쪽. 
299 BA 213/24745, 칼 뒤스베르크 단체가 개발부에 보낸 서한, 1968년 2월 21일, 2 쪽. 
300  실제로 또 다른 자료에서는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서술되어 있기도 하다. BA 
213/24745, 개발부 내부 서한, 1970년 7월 13일. 
301 BA 213/11961, 칼 뒤스베르크 단체가 개발부에 보낸 심사 보고서, 1965년 12월 23일, 4 
쪽. 
301 같은 자료, 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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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302 1966년부터 전라남도의 자금과 한국 문교부의 자금도 공식적으로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의 지위도 확실해졌는데, ‘호만애암나주특별 

고등기술학교’라는 이름으로 한국 문교부의 인가를 받았다. 303  이를 통해 

한독실업학교의 경우처럼 교사들의 직위가 인정되고 직업적인 안정성이 

확보되었다.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받고 대학에 진학할 

기회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호만애암 프로젝트는 개발부 원칙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였다. 

한국의 지원과 인정 덕분에 독일 개발부의 심사도 가속화되었다. 칼 

뒤스베르크 감정인의 긍정적인 심사 보고서와 대사 및 독일인 경제 전문가의 

추천서로 개발부에서도 1966 년 8 월에 지원을 결정하였다. 304  박정희 대통령 

경제기획원에 독일 고문으로 있던 호파트(Klaus Hoffarth)는 1965년 호만애암에 

대한 추천서에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렸다. “호만 학교는 인천 학교와 절대 

경쟁하지 않는다. 적은 자금으로도 이와 같은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이로써 

모범적인 사례가 된다.”305 박정희 대통령의 직접적인 학교 지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하며 대사도 개발부 자금으로 학교를 지원할 것을 권하였다. 306 

개발부의 아시아 담당자도 독일 측 지원이 이른 시일 내에 결정되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희망 사항이라고 하며 지원을 추천하였다.307  

이러한 신속한 심사 진행 및 지원 결정이 이후 학교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데 일조하였다. 호만이 인간적으로 프로젝트 기획자에게 필요한 능력 혹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지, 학교의 위치와 교육 방식이 적당한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302 같은 자료, 18–19 쪽. 
303 같은 자료, 15–16 쪽. 
304 BA 213/24745, 주한독일대사관이 외교부에 보낸 서한, 1965년 5월 26일, 1–3 쪽. BA 
24745, 개발부 내부 서한, 1966년 8월 25일.  
305 BA 213/24745, 경제 전문가 호파트가 개발부에게 보낸 서한, 1965년 3월 3일. 1959년에 
독일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호파트는 경제기획부에 독일 고문으로 
1964년부터 1967년까지 일하였고 이후에 주로 아시아개발은행에 일하였다. 
306 BA 213/24745, 페링 대사가 외무부에 보낸 추천서, 3 쪽. 
307 BA 213/24745, 개발부에 보낸 서한, 1965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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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던 것이다. 예를 들어 칼 뒤스베르크 단체가 개발부에 보낸 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호만은 개발원조 관리 전문가도 아니고 교육 전문가도 아니지만, 한국에 

사는 7년간 이 나라와 사람들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사고방식에 맞춰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학교를 “인도주의적인 의도”로 설립하였다고 

한다. 308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비추어 볼 때 인도주의적이라는 단어는 매우 

역설적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설립 당시에 주목하면 “인도주의적인 의도”라는 

표현에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호만애암은 처음에는 정부로부터의 자금 지원 없이 호만의 사재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지원 허가로 인해 독일 정부의 지원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양국 사이에 임무 분담이 이루어졌다. 한국 정부의 지원금과 개인 투자로 건물과 

한국인 교사 파트너들을 제공하였고 칼 뒤스베르크 단체와 독일 개발부는 작업장 

기계와 프로젝트 기획자인 호만의 월급을 지원하였다. 호만은 루르기 회사에서 

휴직하였고 월급은 칼 뒤스베르크 단체에서 받았다.309 이 자금으로 향교 외의 학교 

건물과 실습공장, 기숙사와 같은 부속시설이 건설되어 체계적인 기술교육이 

시작될 수 있었다. 

 

4.1.2 교육  방식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해 호만은 그 당시 인천 한독실업학교 프로젝트 

기획자였던 클루게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안을 개발하였다. 일단 32명의 학생들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실용과 이론 수업을 격주로 번갈아가며 듣게 하였다. 

이렇게 일주일에 30 시간의 수업이 제공되었고 일년에 42 주는 수업, 나머지 

10주는 방학이었다.310  

																																																								
308 BA 213/11961, 칼 뒤스베르크 단체가 개발부에 보낸 심사 보고서, 1965년 12월 23일, 19 
쪽. 
309 같은 자료, 19–20 쪽. 
310 BA 213/11961, 인천 한독실업학교의 교장인 클루게의 교육 계획안, 1965년 12월 1일,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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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은 클루게의 제안으로 “크루프 회사의 직업 단계 교육을 위한 원칙기본 

계획(Krupp-Rahmenplan zur Stufenausbildung)”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이 개안은 

1965 년에 크루프 회사에서 발표되었는데 그 당시 독일의 단계적 직업 교육 

분야에서 인기가 많은 편이었다. 311  개안에 따르면 직업교육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효과가 높다고 한다. 호만애암에서는 크루프 회사의 직업 

단계 교육을 위한 원칙개안의 ‘견습생(Anlernling)’인 첫 번째 혹은 제일 낮은 

단계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호만애암에서는 ‘전반적인 기초 교육(All-

gemeine Grundausbildung)’을 받은 후에 기본적인 ‘전문 교육(Fachaus-bildung)’을 

선택할 수 있었다. 학교측은 3 가지 전문 분야의 교육을 계획하였다. 교육 훈련의 

순서대로 철골 건축(Stahlbau / Rohrbau), 자동 용접(Autogen-Schweißen), 전기 

용접(Elektro-Schweißen)이 마련되었다. 분야에 따라 학생들이 어떤 것을 배울지 

자세히 정해져 있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철골 건축 분야에서는 물자를 어떻게 

가공할지, 어떻게 결합시키는지를 배웠다.312 이는 인천 한독실업학교보다 낮은 

단계의 교육과정이며 독일 직업학교의 수준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정도였지만 

졸업 이후 한국이나 독일의 전문 교육 분야에 진학하기는 더 쉬워졌다.  

이론적인 훈련 교육을 위해 ‘기업적인 직업 교육을 위한 연구소(Arbeitsstelle für 

betriebliche Berufsausbildung, ABB)’의 지침과 교재를 사용하였다.313 실용 수업은 

인턴십처럼 회사나 나주 근처에 있는 작은 개인 작업장에서 진행하기도 하였다. 

매주 실습 공간을 바꾸는 시스템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직업 경험을 

쌓게 되었다.314 이를 통해 졸업 이후에 더 쉽게 취직할 수 있었다. 호만은 젊은 

																																																								
311 Musekamp, Frank: Betrieblicher Einsatz von Absolventen zweijähriger Ausbildungsberufe. 
eine empirische Untersuchung des Ausbildungsberufes Kfz-Servicemechaniker/in 2 년 훈련 
졸업생의 기업에의 투입. 자동차정비사라는 견습 직업을 중심으로, 130–132쪽.  
312 BA 213/11961, 인천 한독실업학교의 교장인 클루게의 교육 계획안, 1965년 12월 1일, 1 
쪽: Zurichten von Profilen: anreißen, scheren, sägen, brennschneiden, bohren, dornen, reiben; 
Verbinden von Profilen: schrauben, kalt- und warmnieten, elektroschweißen. 
313 같은 자료, 1970년부터 직업 교육 연방 연구소 (Bundesinstitut für Berufsausbildung)의 한 
부분이 되었다.  
314 BA 213/11961, 칼 뒤스베르크 단체가 개발부에 보낸 심사 보고서, 1965년 12월 23일, 9 
쪽. 



	
96 

	

한국인들의 실습에 대한 열정을 키우려고 하였기에 교육과정에서 실습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는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에서 매우 이론적인 교육을 

받은 엘리트가 필요하겠지만, 일반인을 위해서는 다른 교육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호만은 엘리트 교육 중심의 개발원조 정책을 비판하고 호만애암에서 

실용적인 직업 교육을 통한 대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 했다고 한다.315 

초기에는 인천 실업학교의 독일인 작업 감독 도르쉐가 나주로 파견되어 한국인 

교사들에게 직업 교육의 방식을 가르쳤다. 316  이후 한독실업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한국인 교사들이 호만으로부터 호만애암에서의 교육 방식에 대한 지도를 

받았다. 그리고 1966년에 호만의 사위였던 사세(Werner Sasse)가 독일어 및 영어 

교사로 호만애암에서 일하게 되었다.317 

나주의 호만애암에서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여학생들도 교육시켰다. 이들은 

독일생활에 대한 준비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1966년에 “5명의 여학생들이 

수양딸이나 간호원으로서 독일에 있으며, 또 하나의 여학생이 아마 금년 중에 

기숙사의 교사로서 보습교육을 받으러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318 여학생은 

다른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남학생보다 훨씬 적은 편이었다. 같은 학교에서 

남녀로 분리하여 다른 방식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당시의 성역할과 관련되지만, 

이를 통해 호만애암 설립 과정의 과도기적인 측면을 볼 수 있다.  

호만애암의 교육은 인문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호만애암에서는 역사, 

사회와 윤리에 대해 일주일에 2시간씩 독일어나 한국어로 배우기도 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음악과 체육 수업을 들어야 했다. 319  이는 한독실업학교에서와 

																																																								
315 BA 213/11961, 호만애암 학생 잡지 제 1호, 1966년 6월, 1–2 쪽. 
316 BA 213/24745, 호만이 개발부에 보낸 서한, 1965년 7월, 2 쪽.  
317 사세는 한국에서 1966 년부터 약 2 년 동안 살았다고 전해지지만, 성범죄 스캔들 
이후에는 호만애암에서 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다. 
『금성학원 45년사, 1964-2009』, 86–87 쪽. 
318 호만애암 학생 잡지 제 2호, 1966년 8월, 7 쪽. 이 잡지의 특징은 한국어와 독일어로 
출판된 것이다. 여기서 한국어 부분을 인용된다. 
319 BA 213/11961, 칼 뒤스베르크 단체가 개발부에 보낸 심사 보고서, 1965년 12월 23일, 1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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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인격형성을 위한 교육 중 하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호만애암에서 

독일어 수업은 독일문화원(Goethe-Institut)에서 쓰는 교재로 주당 총 10시간 동안 

진행하였다.320 이로 인해 학생들의 독일어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어서 독일어로 

직업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문학작품을 독일어로 읽기도 하였다. 독일 중세 

시대 담시나 고전 희곡 등을 읽었고 특별한 경우 연극을 공연하기도 하였다.321 예를 

들어 독일 대사가 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생들은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의 『샤츠그레버(Der Schatzgräber)』라는 담시를 독일어로 공연하였다.322323 

인문학 교육의 내용을 보면 직업학교가 아니라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보아도 

무방할 수준이다. 그리고 고급 독일어 수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숙련공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보다 독일유학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인다.  

또한 호만애암에서는 “근면, 검소하며 봉사 정신이 투철한 인재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확하고 철저한 기술인을 양성한다”는 교육목표를 삼았다. 

인천에서 성실, 근면, 정확과 검소라는 소위 독일적인 가치를 강조하였듯이, 

호만애암에서도 근면, 정확, 검소를 내세웠는데, 여기에 성실 대신에 친절이라는 

가치를 도입하였다.324 번역어의 차이점은 존재하지만, 표상하는 가치의 범주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볼 수 있다. 

 

 

 

																																																								
320 교재로 외국인을 위한 독일 어학 (Schulz-Griesbach, Deutsche Sprachlehre für Ausländer) 
라는 책을 사용하였다.  
321 BA 213/11961, 호만애암 학생 잡지 제 1호, 1966년 6월, 3 쪽. 
322 BA 213/24745, 페링 대사가 외무부에 보낸 추천서, 3 쪽. 또한 호만애암에서는 주당 
2시간의 영어수업 또한 제공되었다. 호만은 영어가 학생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언어가 될 
것임을 다른 교육자보다 일찍 깨달았던 것이다.  
323 또한 소포클레스의 비극 필록테트 (Philoktet)를 서울에 있는 극장에서 약 300명 관객 
앞에서 독일어로 공연한 적도 있었다. 이 공연에 관해 동아일보 기사에 보도되면서 
호만애암의 교육 특징도 언급되었다. 이러한 기사들은 학교를 위한 홍보로 볼 수 있다. 
『동아일보』, 1965년 10월 26일, 「혼신의 연기 정진의 대화」. 
324 BA 213/11961, 호만애암 학생 잡지 제 1호, 1966년 6월, 1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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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근면 정확 검소 성실 친절 

한독실업학교 Fleiß Genauigkeit Sparsamkeit Aufrichtigkeit – 

호만애암 Fleiß Gründlichkeit Bescheidenheit – Freundlichkeit 

<표 5> 두 개 학교의 교육목표 비교 

인천의 한독실업학교가 그랬던 것처럼 호만애암에서도 “훌륭한 국민”을 

만들려는 목적을 담은 교육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이를 박정희 대통령의 

교육이념과 연결시킨다. 교감 이경재의 말이 학생 잡지에 다음과 같이 인용되고 

있다. 

호만애암의 전체 학생들이 [...] 솔선적이며 근대적인 인간들을 목표로, 교육받고 있다. 

이로써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의 저서 『우리 민족의 나갈 길』에서 표명한, 한국 

젊은이들의 인간개조라는 그분의 염원을 소규모로나마 실현하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학교를 세운다 하면, 먼저 방대한 건물만 생각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작년 3월달 박정희 각하께서 이 학교를 방문하였을 때, 

이 학교를 돌아보신 후 그의 수행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읍니다.  325 

그리고 이후 호만은 이와 같은 도덕의 모범으로서 제시된다. 학생 하나가 

검소라는 가치에 대해 의문을 품자 호만이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전해진다. “내가 

여러분과 같은 나이였던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인들도 줄 2개나 5개로 실습생 

교육을 받았다. 독일의 상황은 이제 물론 다르지만, 나는 여러분과 비슷하게 검소한 

환경에서 자랐다.” 326  호만이 사망한 이듬해 그의 행적을 기리는 기사에서 

호만애암의 학생들은 호만이 한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였으며, 매우 검소하고 

성실한 인물이라고 증언하였다. 예를 들어 “훈장을 받을 때 입었던 중고신사복은 

입고 갔고 유품이라곤 여름에 레인코트로 겨울엔 오버코트로 입던 낡은 

바바리코트 하나와 평생 입은 잠바 하나였다”고 서술된다.327 이렇게 호만과 다른 

																																																								
325 호만애암 학생 잡지 제 2호, 1966년 8월, 5 쪽. 
326 같은 자료, 3 쪽. 자료의 보관상태 때문에 한글 글자의 식별이 잘 안 되어 독일어 부분을 
한국어로 직접 번역하였다. 
327 『선데이 서울』, 1983년 5월 22일, 「한국인보다 한국을 사랑한 독일인」. 이 기사의 
내용은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호만의 이미지와 그에 대한 기억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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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 학생들의 롤모델이 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한독실업학교의 프로젝트 기획자가 보여준 검소한 모습과도 유사하다. 

한국인들은 기술자들이 ‘선진국 독일’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소하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았다. 그러나 한독실업학교 교사처럼 독일인 호만이 한국인에게 

근대적인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가르치려 한 의도가 드러난다. 이는 역시 당시의 

개발 담론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호만애암의 교육 방식을 요약해보자면, 한독실업학교와 마찬가지로 

기술교육에 중심을 두었다. 교육 단계는 더 낮았지만 2년의 실습 과정으로 기초 

기술교육을 받은 후 전문적인 교육으로 건축, 자동 용접과 전기 용접을 배웠다. 또 

다른 비슷한 점은 독일어 수업과 독일적인 가치에 대한 교육이었다. 그러나 

호만애암에서 기술적인 독일어뿐만 아니라 독일 문학 작품까지 읽은 것은 사실상 

기술교육과 동떨어진 것이므로 독일유학을 위한 준비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직업학교 교육내용과 비교하면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4.2 호만애암의  환경과  생활   

4.2.1 학생의  생활  

학생수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서 교명이 바뀌기 전 호만애암에서는 총 

100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나주 근처의 빈농 가정 

출신인 반면 약 5%만 공무원 가정의 출신이었다. 그들은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에 

호만애암에 입학하였기에 대부분 15-16 살이었는데, 호만이 바라던 대로 학교 

기숙사에서 살았다. 초기에는 교내에 기숙사가 하나뿐이었지만 이후에 학교가 

확대되면서 건물 하나가 추가적으로 세워졌다. 호만은 기숙사 생활이 교육에 

전념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한다. “저녁마다 곤궁한 초가집으로 가면 공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숙사에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28 

미성년자인 학생의 빨래나 청소 등을 돕기 위해서 기숙사 아주머니(Heimmütter) 

																																																								
328 BA 213/24745, 호만애암 학생 잡지 제 2호, 1966년 8월,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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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이 있었다. 한국인 교사도 향교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하였지만 호만만은 

별도의 사택에서 거주하였다. 그리고 호만은 근처에 있는 작은 식당과 계약하여 

모든 식사를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329  이는 대체로 인천 

한독실업학교와 공통점이다.  

그 당시 한 학생의 가정 배경과 일상 생활 사례로 『금성학원 45 년사』에 

기록된 남�봉의 이력과 회고를 살펴보자. 6남매 중 막내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남�봉은 1962 년 중학교를 졸업하였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기에는 입학금이 

모자랐다고 기억한다. 호남비료공장에 소속된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호만이 그 

당시에 학생 몇 명을 독일로 유학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호기심과 부러움을 

느꼈다고 한다. 야간학교에서 호만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남�봉은 “이 날에 

호만 선생님과의 만남은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같은 해에 호만애암이 설립되었고 남 봉도 입학하였다. 1년 남짓한,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독일어 실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공식적인 자리에서 호만의 통역 비서로 

활동할 수 있었다. 그는 청와대, 문교부, 독일대사관 등과 같은 곳에서 호만을 위해 

통역하였다고 한다. 330  1965 년에 호만애암을 졸업한 후에 독일 회사 

지멘스(Siemens)에서 통역 업무를 맡았고 호만의 통역조교로 영남대학교에서 

일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74년에 결국 독일 유학을 가게 되어 1988년에 베를린 

공과대학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331 호만애암 학생의 일반적인 이력이라고 

할 수 없지만 특히 가정 배경은 다른 학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호만애암의 후속 학교에 다니던 학생의 가정 배경을 보면 더욱 잘 드러나지만 

그 당시 나주에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농민이었다. 음식 제공과 기숙사 비용 

때문에 호만애암의 일당 학비는 1마르크에 달하였지만 호만에 따르면 학생 중 

70%가 이를 마련할 수 없었다.332 개교 초기에는 많은 학생들이 호만애암을 통해 

																																																								
329 BA 213/24745, 칼 뒤스베르크 단체가 개발부에 보낸 서한, 1964년 8월, 5 쪽. 
330 『금성학원 45년사, 1964-2009』, 84–85 쪽. 
331 같은 책, 같은 쪽. 남 봉과의 기술면담.  
332 BA 213/24745, 호만이 독일로 보낸 모금 운동 동참 호소문, 1966년 8월,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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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유학을 가고자 했으며, 남�봉처럼 실제로 독일에 간 학생은 많지 않지만 

적어도 독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 자료에 따르면 

1966년부터 1970년까지 약 100명의 졸업생 중에 24명이 독일에 갔다고 하는데, 

이는 독일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언급한 장학생 수보다 훨씬 많아서 

의심스럽다.333 

1966년 6월에 출판된 호만애암이라는 학생 잡지를 보면 학생들이 쓴 기사와 

시를 통해 그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데, 호만의 영향력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호만을 아버지나 파파(Papa)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로 여겼다. 334  학생 

잡지에 나오는 시의 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파파 / 당신은, 우리에게 / 예수의 

사랑과 석가의 자비를 키워 주시고 / 실망과 반항을 거두어 주시며 / 승리자의 

긍지를 안겨 주시는, / 당신은 / 황무지의 주인입니다.” 다른 학생도 스스로 호만의 

아들로 칭하며 교내 학생과 교사들이 “가족화 되어 있다”고 하였다.335  이처럼 

친밀한 관계는 대사의 보고서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후에 벌어진 

사건을 분석해보면 부정적으로 봐야 할 것이다.336 

학교의 일상 생활은 다른 일반학교와 많이 달랐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쓴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부활절 도보 여행(Osterwanderung)”과 같은 

특별한 행사들이 있었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도보여행에서는 5일 동안 하루 20-30km를 걸어 나주에서 순천까지 갔다. 사찰과 

같은 역사적인 유적지를 방문하기도 하고, 가는 길목에 있는 다른 학교에서 자면서 

마을 아이들과 놀기도 했다고 한다. 교복을 입고 있어 다른 사람 앞에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였다. 교장 호만과 다른 교사도 학생과 함께 걸었는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생과 교사 사이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서술된다.337  

																																																								
333 BA 213/24746, 이석학원이 출판한 나주한독공업고등학교 안내서 (한글), 1973년. 
334 BA 213/11961, 호만애암 학생 잡지 제 1호, 1966년 6월, 6 쪽.  
335 같은 자료, 7 쪽. 
336 BA 213/24745, 페링 대사가 외무부에 보낸 추천서, 3 쪽. 
337 BA 213/11961, 호만애암 학생 잡지 제 1호, 1966년 6월, 8–1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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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쓴 기사를 보면 당시 한국사회가 애국심이 중시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 학생은 호만애암에서의 생활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항상 조국을 위하고 민족 개선을 위해 싸운다는 애국심이 없이는 우리 호만애암의 생도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나라의 발전을 양 어깨에 짊어진 옛날의 화랑도와 같은 

생활이 매일매일 긴장 속에서 계속되는 동시에 참아 낼 수 있는 정신 무장이 되어야만 

호만애암의 생활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우리는 이렇게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 

씨앗을 심으신 파파의 용감하고, 훌륭한 새싹이 되어 튼튼히 자라고 있읍니다. 우리 조국과 

트릿한 민족성의 개조를 위해 화랑도의 의무를 자각한 채 말입니다.338  

독일에서 유학을 하길 바라며 독일식 학교를 다니는 학생임에도 한국 역사의 

화랑도를 인용하면서 애국심을 표현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국민학교에서 받은 

교육으로 인해 박정희 정권 하에 우세했던 “국가와 민족” 담론을 내면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39 

 

4.2.2 성범죄  스캔들  

1967 년 6 월 24일 호만애암의 전직원 두 명이 독일 대사 페링(Franz Ferring)을 

찾아갔다. 그들은 호만이 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하였다. 전라남도 

지역에 이미 소문이 났으므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언론을 통해 폭로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하였다. 이 사건은 전라남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스캔들이 

될 우려가 있었다.340 

대사 페링은 사흘 후에야 호만을 대사관에 소환하였다. 호만은 이와 같은 

주장을 부인했는데, 대사는 호만에게 이를 확인하고 법적 절차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341  또한 독일 대사관에서 문교 담당관을 나주로 보내 호만과 함께 

문제를 검토하려 하였는데, 호만은 혼자서 부산으로 도주하였다. 문교 담당관은 

원래 호만과 피해자인 학생들을 만나게 하여 고소 내용을 확인하려 하였다. 호만은 

																																																								
338 같은 자료, 5–6 쪽.  
339 오성철, 「박정희의 국가주의 교육론과 경제성장」, 53–80 쪽. 
340 BA 213/11961, 주한독일대사관이 외교부에 보낸 서한, 1967년 7월 6일, 1 쪽. 
341 같은 자료,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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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호텔에서 자살 시도에 실패한 후342 독일의 사법망을 피하기 위해 독일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고된다.343 

문교 담당관의 검토 보고서와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 호만의 끔찍한 범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는 최소한 25 건의 성적 학대를 저질렸다.344 보고서에는 호만의 

범죄 방식이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호만은 5-6 명의 학생들과 함께 사택에 계속 거주하였다 (다른 학생은 2 개의 기숙사에 

거주함). 그 중에 한 학생은 밤에 호만의 방에서 자야 하였다. 그 방에는 침대가 하나만 있다. 

[...] 9 세의 어린 소년(Hausjunge)은 호만이 성행위를 하고 이것이 좋고 옳다고 주장했다고 

불평하였다.345  

호만은 학생들에게 자기 집에서 “유럽의 생활방식”을 배우라고 말하고 성교가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346 

독일 문교 담당관은 학생들 중 일부에게 강간에 대한 짧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 보고서를 통해 학생들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약 25명의 학생들은 구강과 항문의 강간을 당하였고, 호만이 한국인 교사가 

만든 순위 리스트로 학생을 선택하였다는 것이 나타난다. 한 학생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5일에 밤마다 한 번씩 호만의 방으로 가야 하였다. “내가 오고 싶지 않아 했을 

때부터 호만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한다.347 그는 학교의 모든 한국인 교사들이 

이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호만의 행동을 지지했다고 증언하였다. 348  호만은 

지역에서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비판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그는 

																																																								
342 이 자살 시도는 다음과 같이 조작되어 신문에 보도되었다. “29 일 오후 3 시반 동래 
관광호텔에 투숙 중이던 호남비료공장 기술감독이며 한독기술학교 교장인 독일인 호만 
(56)씨가 음독자살을 기도했으나 종업원에 발각되어 영도소재침례병원에 입원가료 중인데 
중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호만 씨는 복잡한 여자관계로 독일대사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이 곳에 내려와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1967 년 7 월 1 일, 「호비 
독일기술자 음독자살 기도」. 
343 BA 213/11961, 주한독일대사관이 외교부에 보낸 서한, 1967년 7월 6일, 2 쪽.  
344 같은 자료, 2 쪽.  
345 BA 213/11961, 문교 담당관의 검토 보고서, 1 쪽.  
346 같은 자료, 1–2 쪽.  
347 BA 213/11961, 학생의 증언 2, 1967년 6월 27일, 1–2 쪽. 
348 BA 213/11961, 학생의 증언 1, 1967년 6월 27일,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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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호만애암에서 무료로 교육시켜주겠다거나 독일 유학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으로 유혹하였다.349  학생들은 성적 학대 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고 

호만애암에는 신뢰할 만한 다른 사람도 없었다. 문교 담당자 앞에서 증언할 때 

학생들이 자기가 경험했던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꼈던 것처럼 부모나 교사에게 

보고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문교 담당자는 모든 학생에게 증언을 

요구하지는 않고 학생 단 2명의 증언만으로 호만이 유죄라는 판단을 내렸다.350 

호만의 범죄 사실을 보고하는 방식에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는, 

동성에 대한 행위가 갖는 범죄적 성격이 부각되었다. 그래서 대사의 서한에 주로 

“동성애적인 위반(homosexuelle Verfehlung)” 혹은 “동성교(homosexueller Ver-

kehr)”라고 서술이 보인다. 동성관계는 독일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범죄로 

여겨진다는 점이 강조된다. 또한 학생과 교사라는 종속적인 관계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간략하게만 언급되는 반면 학생의 동의없는 성교라는 것은 

분명히 언급된다.351  

둘째는, 개발부와 외무부 자료를 볼 때 학생의 개인적인 고통보다는 주로 

“독일의 명예(Ansehen Deutschlands)”에 주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발이 있었던 

이후 줄곧 프로젝트를 계속하여 지원할지, 호만이라는 인물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만 고민하였다.352 이는 그 당시 외교 정책 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나치 시대 후에 서독 정부의 새로운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여주려 하는 한편 

세계에서 독일의 대표성을 두고 동독과 경쟁하기도 하였다. 호만애암에서 발생한 

사건이 공개되었다면, 독일에 대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래서 특히 외무부에서 이 사건을 빨리 처리하려 노려하였다. 

 

																																																								
349 BA 213/11961, 학생의 증언 3, 1967년 6월 28일, 1 쪽.  
350 BA 213/11961, 문교 담당관의 검토 보고서, 4 쪽.  
351 BA 213/11961, 주한독일대사관이 외교부에 보낸 서한, 1967년 7월 6일, 1–2 쪽. 스캔들 
전에 개발부에서 작성된 내부 서한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호만에게 자녀 4명이 있었다는 
배경으로 인해 저질렀던 범죄가 더욱 부정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것은 공식적인 
자료에서 침묵되었다. BA 213/24745, 개발부 내부 서한, 1966년 8월 25일, 2 쪽. 
352 BA 213/11961, 주한독일대사관이 외교부에 보낸 서한, 1967년 7월 6일, 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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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만애암의 아동성범죄 스캔들의 해결 방식은 인천 한독실업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와 비슷하였다. 독일 대사와 한국 정부 측은 프로젝트를 

지원하던 박정희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진행을 계속하려 하였다.353 

또한 결과적으로 호만이 먼저 자발적으로 나주를 떠나긴 했지만, 원래 계획은 

호만을 서둘러 다른 곳으로 전근시키는 것이었다. 354  이는 인천으로부터 다른 

나라로 전임된 독일 작업 감독과 프로젝트 기획자의 경우와 다른 바 없다. 

그 당시 한국에 거주하는 독일인들은 거의 모두 아는 사이였고 서로 협력했던 

것 같다. 이런 관계속에 있었기에 호만애암이 원조 프로젝트로 선정될 수 있었던 

측면도 있다. 독일인 경제 전문가와 대사는 호만과 아는 사이였고 박정희 대통령의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개발부에 추천서를 보낸 것이다. 하지만 호만애암에서 

발생한 스캔들이 이 독일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독관계에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3.2.1장에 언급된 것처럼 독일인 팀 교원들은 

이처럼 악화된 관계를 한국인과의 대화에서 실감했다고 한다.355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만은 이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지도 않았고 경력 상의 

어려움을 겪지도 않았다. 그는 사건 이후 몇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 1967년 

11월에 한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중앙일보』 기사에는 그의 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되었다.  

무부는 [1967년 11월] 30일 독일인으로는 처음으로「프리트·호만」(58·여수시 봉서동) 

씨에게 한국인으로의 귀화를 허가했다. 「호만」씨는 8년 전 나주호남비료의 서독인 

기술자로 입국, 여항중학을 설립, 교장으로 있으면서「호만·애암」이라는 

청소년직업학교를 설립하는 등 사회사업활동에 많은 공로를 쌓았다. 「호만」씨의 한국 

이름은 호만영부이다.356 

귀화신청서에 신원보증인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였다고 보도된 

것은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긴 했을 것이다. 당시 호만은 

																																																								
353 같은 자료, 3 쪽. 
354 같은 자료, 4 쪽.  
355 BA 213/24261, 슈뢰더의 프로젝트 보고서, 1968년 3월 1일. 
356 『중앙일보』, 1967년 11월 30일, 「독일인 첫 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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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 언급하고 있는 여항중학, 즉 호만애암의 분교에 머물다가 이후 대구 

영남대학교에 교수로 취임하였다. 독일 자료에는 이 교수직은 독일 교수직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고 평가된다.357 사망하기 직전 독일에 돌아간 뒤 1982년 3월 

하노버(Hannover)에서 73세의 나이로 사망하였고 유언에 따라 나주에 

매장되었다.358 

호만애암의 성범죄 사건은 제대로 수사되거나 고소되지 않았다. 성범죄 사건과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성범죄 사건이 갖는 법적 측면을 살펴본 후, 

다른 사건과 비교해보자. 첫번째로 그 당시 독일 형법전(약어: StGB)	 174	조에 

따르면 21세 미만인 피보호자에 대한 성폭행은 6개월 이상의 구속형을 받는다. 

두번째로 182 조에 따르면 16세 미만인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가해자는 1년 

이하의 구속처벌을 받는다. 세번째로 서독에서 1969년 혹은 1973년까지 적용된 

동성(同性) 성관계에 관한 175조의 처벌은 판사에 따라 벌금부터 구속까지 처벌이 

다양하였다. 그러나 당시 독일 사회에서는 175조를 근거로 처벌받은 동성애자가 

겪는 사회적인 체면 손상이 형벌보다 타격이 컸다. 359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았지만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었다. 

1953년 한국 형법 제 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에 의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이었다고 한다.360 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었으므로 한국과 

독일 모두 호만을 기소하고 응당한 처벌을 내렸어야 하였다.	

오덴발트학교(Odenwaldschule)에서 일어난 성범죄와 호만애암 사건을 

비교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반응 및 피해학생 학부모의 대처 방식, 그리고 학생의 

트라우마를 밝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361 호만애암처럼 사립 중 고등 

																																																								
357 BA 213/11961, 주한독일대사관이 외교부에 보낸 서한, 1970년 12월 2일, 2 쪽 
358 『금성학원 45년사, 1964-2009』, 84–85 쪽. 
359 독일 제국과 나치 독일과 서독의 형법전 (약어: StGB)을 참조하라. 
360 한국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제 293호, 1953년 9월 18일, 제정].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8999# 
361 호만애암 사건에 비해 장기간에 걸쳐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 
독일에서도 학부모와 학생의 반응이 별반 다르지 않았으리라고 추측된다. 그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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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교였던 오덴발트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대안적인 교육 방식을 

표방하였다. 이 학교에서는 1965년부터 1998년까지 132명 이상의 학생들이 

성범죄를 당하였다. 오덴발트학교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은 2010년 언론에 의해 

밝혀졌고 판사와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같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362  이 

보고서에는 일단 성폭행이 5개 단계로 분류되는데, 첫번째 단계는 성폭행을 

간접적으로 보거나 당한 사람으로부터 듣는 것이며 다섯번째 단계는 바로 

폭력적인 강간이다. 363  호만애암 학생의 증언만을 근거로 단계를 매기기는 

불가능하겠지만 간접적으로 성범죄를 경험한 학생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피해자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성폭행을 당한 대부분 

피해자들에게서 트라우마와 후유증이 나타났다고 한다. 해리 장애, 성장애, 우울증, 

불안 장애, 중독 등의 증상이 일어났으며 피해자 12명이 이후 트라우마 때문에 

자살하였다. 364  피해자에게 있어 성범죄 경험이 이후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오덴발트학교의 경우 수십년이 지나도록 이 경험을 극복하지 

못한 피해자가 많았던 것처럼 호만애암 학생 중에도 현재까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학생이 적지 않을 수 있다.  

호만애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덴발트학교에서도 가해자가 교장인 경우 

다른 교사들은 학생을 도와주지 않거나 모른체하였다. 가해자가 교사였던 경우 

호만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임이 가장 강한 처벌이었으며, 법적인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2010년까지 없었다. 학부모의 반응도 한국과 상당히 비슷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거나 성폭행 피해 사실에 대해 알게 

된 부모들도 그 당시 사고방식에 따라 “불쾌한 인생 경험이었다고 생각하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호만애암과 다른 점이 있다. 

																																																																																																																																																								
한국에서 일어났던 사건 중 비교할 만한 사건을 찾을 수는 없었다. 만약 사건이 일어났다 
해도 호만애암 사건처럼 그에 대해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362 Burgsmüller, Claudia / Tilmann, Brigitte: Abschlussbericht über die bisherigen Mitteilungen 
über sexuelle Ausbeutung von Schülern und Schülerinnen an der Odenwaldschule im Zeitraum 
1960 bis 2010, 오덴발트학교 성범죄에 관한 최종보고서, Wiesbaden / Darmstadt 2010. 
363 같은 자료, 9–10 쪽. 
364 같은 자료, 9; 3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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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오덴발트학교에서는 학생 사이에서 성폭행이 일어난 사례도 있었지만, 

서로 협력하여 가해자인 교사에게 저항한 경우도 있었다.365  

 

4.2.3 현재  호만애암에  대한  보도  및  기억  방식  

한국과 독일에서는 오랫동안 이 성범죄 사건에 대한 보도가 아예 없었지만 

2013년에 한국계 독일인 활동가 마틴 현(Martin Hyun)이 온라인 기사에서 기록원 

자료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주해하였다.366 그 일로 인해 좌파당(Die 

Linke)의 관심을 끌게 되어 독일 국회에서 외무부의 공식적인 해명이 요청되었다. 

외무부에서 발표한 해명 자료에 따르면 주한독일대사관과 외무부는 호만에 대한 

고소를 꼼꼼히 검토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피해자인 학생들이 호만을 한국 법원에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호만이 구속처벌을 받지 않게 된 것이라고 한다.367 

이어서 한국에서도 『한국일보』 기사를 통해 성범죄 스캔들이 보도되었다. 

널리 알려진 호만의 유학 프로젝트와 학교 설립자로서의 역할이 요약적으로 

제시된 후 그의 “몹쓸 짓”은 아동성범죄라고 한다.368 하지만 여전히 호만애암이 

회자되는 경우에 이 사건이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금성학원 45년사』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호만선생은 학교 

운영의 궁핍한 재정 그리고 독일 루루기 본사로부터의 귀국 명령 등으로 나주지역 

독지가로 육영사업에 뜻을 가진 박만영 씨와 김혜자 여사에게 학교의 운영권을 

맡기게 된다.”369 그러나 이는 실제로 같은 시기 진행되었던 호만의 귀화 과정을 

설명해주지 못한다. 학교 운영을 인계한 후 독일에 갈 생각이었다면 갑작스럽게 

독일 국적을 포기한 것은 모순적이다.  

																																																								
365 같은 자료, 19 – 20. 
366 『Migazin 』2013년 8월 20일, 「Sexuelle Misshandlung von Kindern. Wie Deutschland 
und Korea wegschauten」 아동성범죄. 독일과 한국이 간과한 것, http://www.migazin.de/2013/ 
08/20/sexuelle-misshandlung-kindern-wie/.  
367 Deutscher Bundestag, 17. Wahlperiode 제 17 대 독일 국회, Drucksache 국회 유인물 
17/14744, 7 쪽. 
368『한국일보』, 2016년 03월 18일, 「낮에는 존경받는 교육자, 밤에는 아동성범죄자」, 
http://www.koreatimes.co.kr/ www/common/vpage-pt.asp?categorycode=665&newsidx=200641  
369 『금성학원 45년사, 1964-2009』, 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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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2일에 나주에서 호사모 (호만애암을 사랑하는 모임)라는 단체가 

호만을 위한 추모제를 열었다. 이 모임의 주요 인물은 바로 남 봉이다. 호만애암의 

제자들이 호만을 기리는 한편 그의 업적을 대중에 알리고자 준비한 행사였다. 

행사에 참여한 한 나주 시민은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분이 나주에 계신 줄 

처음 알게 되었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진실에 대해 나주시민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나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370 그러나 이러한 보도와 

현재 호만이 기억되는 방식을 보면, 성범죄 사건이 사람들의 인식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나주 시민은 호만의 부정적인 면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4.3 한독고등기술학교   

4.3.1 새로운  학교로의  이행  

호만애암의 성범죄 스캔들 이후 유학생의 재정보조 및 학교 운영 여부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였다. 첫번째로, 호만의 지원을 받고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파견된 유학생들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해결 방법을 찾았다. 

학생들은 한독 정부의 장학금을 받거나 자신의 견습생 급여로 학비와 생활비를 

해결하였다. 또한 그들은 관할 주정부의 교육부 장학금 프로그램에 선발되거나 

다른 독일인 후견인을 찾게 되었다. 371 

두번째로, 호만애암 학생들의 경우 학부모의 주도하에 과도기적인 해결책을 

찾았으며 학교 유지를 위한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학부모들과 이 지역의 영향력 

있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양측 정부의 자금을 확보하고 

																																																								
370 『나주토픽』, 2018년 5월 18일, 「최초 귀화 독일인 프리츠 호만(Fritz Hohmann) 선생 
추모제 열려」, http://www.najutopic.com/news/articleView.html?idxno=3463. 
371 BA 213/11961, 주한독일대사관이 외교부에 보낸 서한, 1967년 9월 21일, 1–2 쪽; BA 
11961, 개발부 내부 서한, 1967년 11월 / 196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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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교사와 프로젝트 기획자를 찾는 것이었다.372 처음에는 호만을 호만애암의 

분교로 보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러한 안은 학부모의 우려 때문에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독일 외무부 측에서는 다시금 호만애암에 지원을 허가할 것을 고려하였다. 

같은 시기 일어났던 동백림 사건으로 인해 한독관계가 이미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나주 프로젝트의 실패를 서둘러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373 

그러나 한국에서 이 학교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석학원(爾石學園, 혹은 

독일자료에 이석 단체)이라는 사립단체가 등장했고, 이 단체에서 1967년 11월부터 

학교 운영을 맡게 되었다. 이석학원의 이사장인 김혜자는 박만영 전라남도 

경찰국장의 부인이자 부유한 공장 사장인 김상두의 자녀였다. 칼 뒤스베르크 

단체는 이사장의 보유 재산으로 미루어 볼 때,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이미 교육에 대한 관심보다 재산을 

투자하고 증식하려 하는 의도로써 학교 운영을 맡은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독일 

측으로부터 제기된 바 있다.374 이석학원의 이사장 김혜자는 학교를 설립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조국 근대화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민족주체성이 확립되어가는 현금 무엇보다도 근대적 

공업기술교육이 절실히 요구되어 온 바 본 지방은 벽촌에 위치하여 중등교육과 

기술교육기관이 없는 관계로 거개 지방 학동들은 빈약한 농촌 경제 실정으로 도시 

상급학교에 진학할 길이 막혀 그들의 개인은 물론 향토의 장래 발전에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이에 오등은 진학을 강망하는 학동들을 모아 세계 공업기술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서독의 

공업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낙후된 우리 공업계의 발전을 꾀하고 나아가서 생활인으로서의 

완전한 기술과 원만한 인격 완성을 기함과 아울러 진리탐구의 정신과 과학적 사고력을 배양, 

창의 활동과 합리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향토 발전과 문화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 

공민으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구유케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고자 우선 

한국남자중학교 2학급씩 남자 6학급 및 한독남자고등기술학교를 본 법인에 설립코자 

																																																								
372 BA 213/24745, 주한독일대사관이 칼 뒤스베르크 단체에 보낸 서한, 1967년 11월 29일, 
1–2 쪽. 
373 BA 213/24745, 외무부가 개발부에 보낸 의견서, 1967년 10월 6일. 
374 BA 213/24745, 주한독일대사관이 칼 뒤스베르크 단체에 보낸 서한, 1967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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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375 

김혜자는 가난한 농민 가정에서 태어난 나주 청소년에게 기초 교육과 진학의 

기회를 마련하고 한국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학교를 설립하였다. 즉 

설립은 인도주의적이고 개인적인 의도뿐만 아니라 근대화와 개발 담론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서양 및 서독의 기술 교육을 롤모델로 삼았지만, 

공동프로젝트라는 점과 서독 단체로부터 원조를 받았다는 점은 글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보다는 학생들이 교육받은 시민으로서 한국의 개발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강조하였다. 

1968년 1월 27일에 – 성범죄 스캔들이 공개된 지 약 6개월이 지난 후 – 

호만애암의 후신이 한독기술고등학교(Koreanisch-Deutsche Technische Schule, 

KDTS)라는 이름으로 개교하였고 오맹선은 새로운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376 

오맹선과 그의 후임자 박광문에 대한 정보는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금성학원 

45년사』에 따르면 그들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했고 기술교육 전문가가 

아니었다. 377  대사관 경제 담당자는 개교식에 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호만의 계획대로 새로운 학교 건물이 건축되었고 교육도 독일식으로 실시되었다고 

하였다. 교육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대사관 직원에 따르면 건물들이 

대부분 깨끗해서 전체적으로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만약에 새로운 

독일인 프로젝트 기획자가 파견된다면 그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겠다고 적었다.378  

이후 대사관에서는 호만 사건으로 인해 악화된 한독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계획대로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을 권고하였다.379 이에 따라 칼 뒤스베르크 단체와 

개발부 모두 비슷한 견해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개발부 예산관리 원칙에 

따르면 “프로젝트의 불허를 통해 독일연방공화국에 생길 단점을 명백히 제시해야 

																																																								
375 학교법인 이석학원 설립대표 김혜자, 1967년 10월, 『금성학원 45년사, 1964-2009』, 
89–90 쪽, 재인용. 
376 BA 213/24746, 이석학원으로부터 출판된 나주한독공업고등학교 안내서 (한글), 1973년, 
학교 연혁.  
377 『금성학원 45년사, 1964-2009』, 14 쪽. 
378 BA 213/24745, 주한독일대사관이 칼 뒤스베르크 단체에 보낸 서한, 1968년 2월 9일.  
379 BA 213/24745, 주한독일대사관이 외무부에 보낸 서한, 1968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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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적혀 있다.380  허가의 장점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단점을 제시하라는 요구는 매우 특이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 원조 

실행가들도 요구된 방식대로 답하지 않고, 긍정의 방식으로 장점을 설명하였다. 

답변에 적기를, 한독고등기술학교는 독일의 지원으로 설립된 호남비료공장의 보충 

프로젝트로서 세워졌으며, 전라남도 지역을 위해서도 유익한 원조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이 지역에서 성범죄 스캔들로 인해 손상을 입은 독일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한 것이다.381 

원래 칼 뒤스베르크 단체는 호만의 대리인으로서 링크(Wilhelm Link)라는 

기술교육자를 선발하였지만 호만 사건 이후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파견하지 않았다.382 그러나 이제 학교 건물이 건축되었고 새로운 파트너 

단체가 등장함에 따라, 일단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1968년 2월부터 한 달간 한국에 

파견되었다. 이 기간 동안 학교를 견학하기도 하고 이석학원 이사장과 교장, 대사관 

경제 담당자 등과 같이 학교 운영에 대해서 상의하기도 하였다. 383  당시 칼 

뒤스베르크 단체는 프로젝트 지원 내용과 관련하여 이석학원과의 합의를 맺었지만 

계약서는 자료로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다른 자료를 통해 독일 측에서 기계와 장비, 

프로젝트 기획자의 봉급, 한국 파트너의 기술연수를 분담하는 반면 한국 측에서는 

학교 건물, 학교의 유지비와 잡비, 한국인 교사와 교장의 봉급을 부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천 한독실업학교와 상당히 비슷한 역할 부담이었다. 프로젝트 

기획자는 기술교육 과정을 지도하고 독일 측과 중개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한국인 

교장이 경영을 담당하였다. 일주일에 한 번 협의한 사항을 이석학원 이사장에게 

보고한다는 계획도 있었다.384 그러나 이후 실질적으로 담당한 분야와 협의와 관련 

제반사항이 처음 이야기된 것과 달랐다는 점이 드러난다. 

																																																								
380 BA 213/24745, 개발부 각서, 1967년 2월 8일. 
381 BA 213/11961, 주한독일대사관이 외교부에 보낸 서한, 1967 년 7 월 6 일, 3 쪽. BA 
213/11961, 개발부 내부의 각서, 1967년 7월 26일, 2 쪽. 
382 BA 213/24745, 칼 뒤스베르크 단체가 개발부에 보낸 서한, 1968년 2월 21일.  
383 같은 자료. 
384 BA 213/24746, 1969년 프로젝트 심사 보고서, 12 쪽. BA 24746, 1970년 프로젝트 심사 
보고서, 1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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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는 프로젝트를 심사하고 한국에서 계약을 맺은 후에 독일에서 기계를 골라 

한국으로 보냈다. 그의 나이는 20대 후반으로 추측되며 1968년 11월 프로젝트 

기획자로 취임하기 전에 독일에서 결혼을 하였다는 개인 정보가 확인된다. 부인도 

1969년에 한국에 입국하여 약 1년 동안 독일어 수업을 담당하였다. 385  초기에 

링크와 이석학원 간에 갈등 혹은 오해가 존재하였다. 링크가 1968년 11월에 학교에 

도착할 때 건물들이 계약대로 건축되지 않았고 아직 전기와 수도도 공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프로젝트 기획자를 위한 주택도 완공되지 않았기에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링크는 임시로 인천에 사는 독일인 지인의 집에 머물거나 

왜관수도원에서 독일인 선교사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386 

링크는 학교 측에서 계약서에 합의된 것보다 더 많은 신입생을 입학시키는 

한편, 양측 계약에 해당사항이 없는 학생도 독일 측에서 지원해준 건물에서 수업을 

받았다고 비판하였다. 이석학원이 같은 부지에 중학교 하나를 함께 설립했기에 

생긴 일이었다. 학교에 교원 수가 부족하여 링크의 개인 통역가가 이론수업을 맡게 

되어 정작 통역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링크는 이러한 파행적인 계약 이행 

때문에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없다고 하며 왜관수도원의 독일인 선교사와 같이 

일할 것을 제안하였다.387 대사관 직원과 개발부 직원은 이러한 뜬금없는 제안을 

링크의 젊은 나이와 경험 부족 탓으로 설명하였다.  

프로젝트 기획자는 상대적으로 젊고 인생 경험이 적다. 독일로 보낸 편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일시적인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나주에서 잠깐만 머무렀다가 나주와 

270km 떨어진 곳에 독일인 선교사와 같이 생활한다. [...] 프로젝트를 마음대로 수정하고 

선교사의 프로젝트로 변형할 의도가 있었나 보다.388 

이 서한에서는 오히려 이석학원 이사장인 김혜자를 긍정적으로 묘사한다. 그는 

“믿음직하고 호감이 가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링크가 이석학원 이사장과 

																																																								
385 같은 자료, 10–11 쪽. 
386 BA 213/24745, 프로젝트 기획자 링크가 칼 뒤스베르크 단체에 보낸 서한, 1968년 12월 
10일, 1쪽. 
387 같은 자료, 2–6 쪽. 
388 BA 213/24745, 개발부 내부의 각서, 1969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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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할 수 없을 경우 그를 전임시키는 안을 제시하였다.389 그러나 결국에는 링크가 

상황에 점차 적응하여 모범적인 프로젝트 기획자가 되었다. 이후 김혜자 이사장은 

칼 뒤스베르크 단체에 보낸 서한에 “링크와 그의 부인의 수고와 노력에 만족하고 

감사한다”고 하며 그들이 “조국에서 기술교육의 아방가르드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390 

링크 부인의 이름은 자료에 나오지 않지만, 부인의 역할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실업학교 교사였던 링크 부인은 한국에 오기 전에 독일문화원에서 

독일어 교사 자격증을 획득하였다. 따라서 독일어수업 시간에 보조교사로서 일할 

수 있었다. 그리고 특유의 개방적인 성격을 통해 지리적으로 고립된 나주에서 

링크를 도우며 프로젝트의 성공에 기여하였다. 마쓰의 연구를 보면 링크 부인은 

1960년대의 이상적인 여성 원조 주체에 대한 기대를 성취시켰다. 따라서 

한독고등기술학교에서도 성역할을 당대의 맥락 안에서 고려할 필요를 잘 

보여준다.391 

성명 지위 업무 기간 

호만(Fritz Hohmann) 프로젝트 설립자 / 

교장 

1964년 1월 – 1967년 6월  

사세(Werner Sasse) 보조 교사 (분교) 1966년  
	

링크(Wilhelm Link) 교장 대리 ! 

프로젝트 기획자 

1968년 2월 – 1971년 1월 

링크 부인(‘Frau’ Link) 보조 교사 1969년 4월 – 1971년 1월 

치머만(Reinhold Zimmermann) 프로젝트 기획자 1971년 1월 – 1973년 12월  

<표 6> 나주에서 근무한 독일인의 성명, 지위와 업무기간. 
																																																								
389 같은 자료. 
390 BA 213/24746, 인석학원 이사장 김혜자가 칼 뒤스베르크 단체에 보낸 서한, 1969년 
12월 10일. 
391 Mass, Eine Art sublimierter Tarzan, 순수한 다잔과 같다, 87–8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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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언급되지 않지만 프로젝트 기획자 링크는 1971년 1월에 사직하고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자 치머만(Reinhold Zimmermann)이 취임하였다.392 약 4년간 

진행된 프로젝트는 이처럼 링크가 있던 2 년, 침머만이 있던 2년으로 나뉘어진다. 

독일인 프로젝트 기획자는 평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에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였다. 393  보고서에 프로젝트 기획자의 어려운 환경이 

설명된다.  

그는 세상과 고립된 곳에 살면서 일을 하고 있다. 나주라는 마을은 꽤 먼 거리를 걸어서야 

도달할 수 있다. 한국어를 배우기가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한국인과의 소통은 대부분 통역자를 

거쳐 이루어진다. 또한 이석학원으로부터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의 절망감도 크다. 

그래서 링크와 마찬가지로 치머만도 직업적, 일상적인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대사관 측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394 

그 당시 독일인으로서 나주에서 생활하는 것은 서울이나 인천에서보다 더 

어려웠을 것이다. 호남비료공장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독일인들이 

귀국한 후 주변에 동향인이 없었다. 호만은 호만애암을 설립하기 전부터 이미 

한국에 오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1965년부터 1967년까지 거의 매주 서울에 갔다고 

보고되었으며 당시에는 학교에 독일어를 잘하는 교사와 학생도 많았다. 그러나 

링크와 치머만이 프로젝트 기획자로 근무할 때에는 독일인들이 서울, 인천과 

부산에만 있었고, 내내 통역자가 필요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볼 때 교원과 

학생들의 독일어 실력이 호만애암 때보다 부족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물론 새로운 학교 운영과 교육 방식과 관련되기도 한다. 1969년부터 

1973년까지 거의 매년 칼 뒤스베르크 단체나 기술교육 전문가 혹은 대사관 경제 

담당자로부터 학교 심사가 진행되었는데, 다음 장에서는 이 때 작성된 다수의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학교의 운영, 교육방식, 기술원조로서 가지는 의미 

등을 자세히 다룰 것이다.  

 

																																																								
392 BA 213/24746, 1970년 프로젝트 심사 보고서, 10 쪽. 
393 같은 자료, 14 쪽. 
394 BA 213/24746, 주한독일대사관이 외무부에 보낸 서한, 1972년 8월 24일, 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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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프로젝트의  실행 , 교육  방식과  프로젝트  평가  

크게 세 종류의 심사보고서를 통해 한독고등기술학교 프로젝트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번째로, 1969년 보고서에는 초기 프로젝트 실행과정이 설명되고 프로젝트 

진행상의 문제를 극복해낸 점과 프로젝트의 현황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두번째로, 1970년 보고서에는 프로젝트 실행과 학교의 확장에 대해 서술되는 

동시에 교육내용과 교직원 및 학생의 구성에 관해 설명되며 프로젝트가 

전체적으로 평가된다. 이 보고서는 40 페이지 분량으로 매우 상세한 것이다. 

세번째로, 1972년 보고서에는 주로 프로젝트의 지속 여부가 평가되는데, 

프로젝트의 실행과 현황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먼저 프로젝트 실행 과정을 

보고서의 서술에 따라 시간순으로 분석할 것이고, 교육적인 측면에 대해 대부분 

두번째 보고서를 바탕으로 설명한 후 특히 세번째 보고서를 토대로 프로젝트의 

문제점과 개발원조로서의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이 보고서들은 독일에서 칼 뒤스베르크 단체의 직원이 대사관 경제 담당자, 

기술교육 전문가와 프로젝트 기획자의 서한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두번째 

보고서의 저자가 심사를 위해 직접 한국에 파견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간접적으로 전달된 것이다. 또한 보고서 저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성씨와 

칼 뒤스베르크 단체 소속이라는 점만 알려져있을 뿐, 정보가 완전하게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과 그들이 가진 편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프로젝트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있는 부분은 한국 자료와 비교하여 검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프로젝트의  실행  

4.3.1 장에서 서술했듯이, 프로젝트 기획자가 1969년 11월에 나주에 도착했을 

때 협의했던 내용과 달리 학교 건물들이 완공되지 않았고, 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프로젝트 기획자 링크와 이석학원 이사장과 교장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특히 건물의 미완성으로 인해 실습 수업은 결국 몇 개월 지체된 196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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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에야 시작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 기획자와 칼 뒤스베르크 단체가 

주한독일대사관 경제 담당자와 주독 대한민국대사를 통해 이석학원을 압박한 것은 

특히 적절한 전략이었다고 평가된다.395 그 덕분에 건물의 건축과 실습장의 설치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인천 실업학교와 마찬가지로 실습장 설치 과정에 

교사와 학생들이 힘을 보탰다.396 한국측 교장이 모든 학교 자금을 관리했기 때문에 

조그마한 수리 작업이나 공구 구입이라도 프로젝트 기획자는 교장의 허락을 

구해야 하였다. 이는 인천 실업학교 작업장 감독 함멘이 불만스러워 했던 문제와 

일치한다. 이 문제는 나주에 독일 계좌를 만들어 직접 자금을 융통함으로써 

해결되었다.397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초기에 발생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이루어낸 

한국인 파트너와의 협력관계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한국 언론에도 

보도가 많아지고 한국 정치계의 주요 인물도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였다.398 

첫번째 보고서에서부터 학교의 확장 계획은 중요한 문제로 다뤄졌다. 

이석학원은 당장 학생수를 두배로 늘릴 것을 요구했지만 독일측 – 특히 개발부가 – 

재정적인 부담을 이유로 꺼려하였다. 한편 이석학원에 따르면 나주 주변에 

산업지대가 만들어질 계획이 있으므로 숙련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프로젝트의 중요성도 커질 전망이었다. 이렇게 되면 졸업생을 위한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고, 독일 대사관에서도 1970년 신입생 정원을 늘리는 안을 

승인하였다. 399  그러나 독일 측의 예상대로 1970년에는 교원 및 작업실 공간 

부족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 프로젝트 기획자 링크가 독일 대사관으로 보낸 

급신에는 실습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게 된 학생들이 1970년 6월에 단식 파업하고 

수업 참여를 거부하였다고 한다. 한독실업학교의 학생 맹휴와 마찬가지로 

한독고등기술학교에도 학생들이 자극적으로 행동하는 등 프로젝트의 이행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교사들 중에 한 명이 입대하고 또 다른 한 명이 

																																																								
395 BA 213/24746, 1969년 프로젝트 심사 보고서, 2–6 쪽. 
396 같은 자료, 7 쪽. 
397 같은 자료, 7–8 쪽 
398 같은 자료, 12–13 쪽.  
399 BA 213/24746, 대사관 경제 담당자가 칼 뒤스베르크 단체에 보낸 서한, 1968년 8월 20일. 
1969년 심사 보고서에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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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학원과의 갈등 이후에 사직하는 바람에 새로 들어온 많은 수의 신입생에게는 

기초 교육만 시킬 수 있었다.400 이석학원 단체 측에서 새로운 교사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무는 독일인 프로젝트 기획자가 맡게 되었다. 1970년 10월에 몇 

달간 임금이 체불됨에 따라 교사들이 파업하고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의도도 

있었지만 프로젝트 기획자 링크의 설득으로 학교를 떠나지 않았다.401 

이석학원이 재정적인 부담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이후 보고서에는 이석학원의 재산과 자금이 충분하다는 평가도 

나타난다. 따라서 교사의 임금을 왜 제대로 지불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추측만 

가능하다. 이를테면 이석학원이 한독고등기술학교 운영 이외의 다른 사업에 

자금을 사용하느라 부담을 느낀 것인지, 학비를 미리 보유자금에 포함시킨 탓에 

자금상황이 실제보다 좋게 보인 것인지, 혹은 이석학원 측에서 이 프로젝트에 

충분히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교사의 입대 문제는 이미 인천 한독실업학교에서도 만성적인 교원 부족의 주된 

원인이었다. 이것이 인천에서의 프로젝트에 큰 어려움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징병제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채 또다시 나주에서 입대 전의 남성을 

교사로 채용하여 독일에서 파트너 연수까지 시킨 것은 독일측의 실책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는 한국인 파트너 교사를 찾기 어려운 이유로 특히 임금의 

미지급 문제와 주요 거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나주의 지리적 제약을 

제시하고 있어, 한국 측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프로젝트를 원래 1967년부터 1970년까지만 지원을 할 예정이었는데, 

초기의 지연 때문에 칼 뒤스베르크 단체가 개발부에 프로젝트 연장을 신청하였고 

결국 1973년까지 지원을 연장할 것이 결정되었다. “그 동안 발전된 우수한 관계” 

때문에 예외적으로 연장이 허가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독일정부의 총 지원은 

750,000 마르크로 확대되었고 칼 뒤스베르크 단체의 지원은 200,000 마르크에 

																																																								
400 BA 213/24746, 프로젝트 기획자 링크가 대사관 경제 담당자에게 보낸 서한, 1970년 6월 
1일. 
401 BA 213/24746, 1970년 프로젝트 심사 보고서, 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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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였다. 프로젝트의 지원 연장을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앞에 인용된 개발부 원칙 

제 2302장 제611조에 따라 한국 측, 즉 이석학원에도 자금 투입의 증가를 요구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1970년부터 작업장과 교실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968년 당시 교명에 '고등학교'라고 되어있었음에도 실제로 고등학교로서 

인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1972년 6월에 나주한독공업고등학교라는 새로운 

교명으로 예비인가를 받고, 12월에 설립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학교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였다. 이는 인천 한독실업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사의 지위와 졸업장의 효력이 불확실하였다는 의미였다. 

 

교육  방식과  학생의  배경  

나주에서 교육 과정은 1년의 이론교육과 2년의 실습교육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졸업생들이 금속공으로서 기술상의 기초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였다. 실습은 교육 시간의 75% (주당 33.5시간)에 달했는데, 이는 인천 

한독실업학교보다 많은 것이다. 실습교육의 내용은 대체로 금속 처리(Blechver-

arbeitung), 용접(Schweißen/Schmieden), 기계 수리(Maschinenabteilung)로 분류되어 

있다. 이석학원에서 출간한 학교 안내서에 따르면 2-3학년의 실습과목으로 

가스용접 (Gasschweißen), 철판 가공 (Blechverarbeitung und Stahlbau), 기계기초, 

선반 (Hobeln), 공구실 (Werkbankarbeiten), 전기 용접 (elektrisches Schweißen), 단조 

(Schmieden), 공구제작 (Werkzeugausgabe), 밀링 (Fräsen), 연마 (Schleifen), 제도 

(technisches Zeichnen)가 있었다. 402  교육기간은 1970년 심사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지만 과목은 대체로 비슷하다.403  작업장의 공간 부족 때문에 실습 

수업은 상세히 계획되었다. 그래서 작업대 28명, 기계 10명, 용접 4명, 단조 2명이 

동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404 

그 외에 이론 수업으로 금속공 이론 수업 (일주일 13.5시간), 독일어 수업 

																																																								
402 BA 213/24746, 이석학원으로부터 출판된 나주한독공업고등학교 안내서 (한글), 1973년. 
403 BA 213/24746, 1970년 프로젝트 심사 보고서, 32 쪽. 
404 같은 자료, 3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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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3시간), 체육 수업과 실제적 금속공 수업 (일주일 각 1시간)이 있었다.405 

모든 수업은 독일어와 한국어로 진행되었고 독일의 교육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한다. 프로젝트 기획자와 한국인 교사들이 프로젝트 초기부터 

교재를 번역하였다는 것은 보고서에서 특히 강조된다. 406  금속공 기초 교육인 

관계로 교육 단계는 인천보다 낮은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습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서술된다.407 1970년에 

작성된 보고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서술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교육 과정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이 만든 작업물을 학교에서 전시하고 

다른 직업학교 교장에게 보여주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또한 프로젝트 

기획자가 담당하는 실습수업의 수준은 독일 학교와 비슷하다고 주장된다.408 

프로젝트 기획자 링크는 이미 1969년에 이석학원에서 출간한 학교 홍보물에서 

졸업장으로 “크루프(Krupp) 2금 기능공 자격증 수여”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서독에 유학케 한다”고 한 것을 비판하였지만, 1973년의 안내서에도 이처럼 잘못된 

정보가 그대로 실려 있다.409 그 당시 한국에서 학교가 인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의 졸업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서독으로 학생을 보냈다는 증거도 없다. 

1973년 안내서에 졸업생 현황 표를 보면 1966년부터 1972년까지 졸업자 124명 중에 

26명이 독일 유학길에 올랐다고 나와 있지만 호만이 보낸 학생을 제외하면 파트너 

교사 연수 정도가 있었을 것이며, 그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410 1970년 

보고서에 따르면 졸업장은 “인기가 많고 취직을 위해 매우 유익하다”고 하지만 

학생들은 대부분 나주 주변의 공장에 취직했기 때문에 1972년 서한과 보고서를 볼 

때 공장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취직은 보통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학교가 

인가를 받기 전에는 대학에 진학할 방법이 검정고시 밖에 없었지만, 이를 선택하는 

학생은 많지 않았다. 따라서 직업학교의 의의에 따라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405 같은 자료, 21–22 쪽. 
406 같은 자료, 25 쪽. 
407 같은 자료, 21 쪽. 
408 같은 자료, 같은 쪽. 
409 BA 213/24746, 이석학원으로부터 출판된 나주한독공업고등학교 안내서 (한글), 1973년. 
410 같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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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공이 되었다.411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은 다른 학교와 비슷했지만 실습반에 신청자가 많아서 

선발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실습 시험에 합격해야만 하였다. 대개 독일인 프로젝트 

기획자가 학생을 혼자서 선발했는데, 가끔 한국인 교장과 상의하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인천 한독실업학교 학생과 마찬가지로 “학습 동기도 높고 절도 있고 

성실하다(hohe Lernmotivation, strebsam, diszipliniert)”고 평가된다. 또한 가난한 

배경과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주어진 교육 기회를 잘 이용하려 했다고 한다. 80%의 

학부모들이 농민이었기 때문에 학비를 내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1970년 보고서에 

따르면 학비는 4분기 마다 8400원에 달하였다.412 1972년에 학교에는 공식적으로 

70명의 학생이 있었지만, 심사 시점에 44명만 등교하고 있었다. 특히 3학년 

학생들이 높은 학비를 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퇴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적고 

있다.413  

또한 나주 주변의 지역에서 온 학생을 위해 기숙사가 마련되었지만, 높은 비용 

때문에 어떤 학생도 입주하지 못했고 건물은 폐허가 되었다고 보고된다.414 한국측 

사립단체라는 이유로 학비와 기숙사비가 이렇게 높았다고 하는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독일측에서 지원을 했어야 하였다. 약 30%이상의 

학생이 졸업하기 전에 퇴교하게 된 것은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보고서에 

부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 

이석학원은 다른 도시에 있는 직업학교와 경쟁하거나 비교되기도 하였다고 

보고된다. 나주 출신의 학생들이 다른 도시의 직업 학교로 진학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직업학교는 학생수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학교들이었다. 광주에 있는 직업학교는 학생 정원이 약 2500명으로 규모가 제일 

컸고 순천과 목포에 있는 직업학교는 학생 수가 각각 1200명에 달하였다. 물론 교육 

																																																								
411 BA 213/24746, 1972년 프로젝트 심사 보고서, 1972년 8월 25일, 7 쪽. 
412 같은 자료, 15 쪽. 
413 BA 213/24746, 개발부 회의 각서, 1972년 10월 2일. 
414 BA 213/24746, 1970년 프로젝트 심사 보고서, 3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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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도 나주보다 더 다양하였다. 그러나 애초에 나주에 있는 학교를 지원하게 된 

것은, 독일 칼 뒤스베르크 단체나 개발부 측에서 나주를 직접 선정한 것이 아니라 

현지 주민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호만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였다. 하지만 

이석학원의 인수 후에 호만이 설립한 사립학교는 다른 학교와 경쟁을 하게 되었고 

교육목표보다 자본의 원칙에 의해 운영되었다. 이는 정부 측의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교육 체제도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프로젝트의  문제점과  개발원조로서의  의미  

한독부산직업훈련소의 프로젝트 기획자이자 기술자인 야스퍼스(Norbert 

Jaspers)가 1972년에 학교를 심사하기 위해 대사관으로부터 나주에 파견되었다. 

프로젝트의 문제점은 한국측 학교 재단과 관련되어 있는 한편 독일인 기획자들이 

학교의 어려움을 “개인적인 희생(persönliche Aufopferung)”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학교가 한국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고 교사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 당시 고등학교 

졸업은 취직하기 위해 이미 필수적이었다고 한다. 야스파스에 따르면 학교 법인의 

자본주의적인 논리와 학교의 위치도 실패의 원인이라고 한다.415 야스퍼스가 다른 

일 때문에 학교를 단 하루만 방문했다는 점이 보고서 초반에 언급되고 있지만 그의 

‘전문적인 의견’이 이후 대사관 경제 담당자와 칼 뒤스베르크 단체 직원의 견해에 

토대로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대한민국 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중앙직업훈련원 

(Central Vocational Traininginstitute)이라는 프로젝트의 고문 레위(Rudolf E. Lewi)도 

야스퍼스와 함께 심사를 위해 나주에 파견되었다. 그들은 사회적인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끔 기계 수리와 기계공과 같은 교육을 더 본격적으로 지원할 것을 

																																																								
415 BA 213/24746, 야스퍼스가 칼 뒤스베르크 단체에 보낸 프로젝트 심사 보고서, 1972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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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였다.416 그러나 독일 대사관 경제 담당자는 이러한 제안을 실현시키기 위해 

독일 정부의 지원금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레위는 

프로젝트 상황에 대해 잘 모르다”는 이유로 “대사관은 프로젝트 담당자와 협의 

하에, 학교의 위치적인 한계와 이제까지의 운영 경험을 고려하여 이 제한을 

반대한다”고 결정되었다.417 2명의 전문가가 프로젝트에 대해 가진 배경 지식은 

비슷했지만 야스퍼스의 의견은 대부분 받아들여진 반면 레위의 의견은 상황 

판단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완전히 거부되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아마 재정적인 

혹은 외교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즉 이 프로젝트를 위해 더 이상 자금을 댈 

의지가 없었으며, 외교적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검토 과정에서 개발부가 프로젝트에 관한 질문을 독일 대사관 경제 

담당자에게 전하였다. 직업학교의 적용 성공, 졸업생의 취업률, 독일인 직원과 

한국인 교사의 협업과 계약 이행 상황, 프로젝트의 미래 전망에 관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경제 담당자가 학교를 방문하고 프로젝트 기획자 치머만의 대화를 통해 

답변을 작성하였다. 418  답변 서한에서는 야스파스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학교가 

정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사실과 학교의 지리적 위치를 문제삼는다. 1971년 선거 

때 교장의 낙선과 이석학원 설립자의 탈세 사건 때문에 학교의 명예가 

손상당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프로젝트 기획자 “치머만은 인간적으로, 

전문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으로 뛰어난 자질이 있다”고 하며 “오직 그만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고 한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실습 

교육의 중심은 적절하지만 한국에서의 적용은 결국 실패하였다. 보통 수업 시간 

중에 30%가 실습이었지만 돌연 실습 수업을 75%로 확대시키면 교육 방식의 

성공은 매우 의심스럽다고 평가된다. 또한 나주에서 실행된 1학년에 기초 이론 

수업을 받고, 2-3학년에 실습 수업을 받는다는 교육 시스템은 의심스러운 면이 

																																																								
416 BA 213/24746, 레위가 칼 뒤스베르크 단체에 보낸 프로젝트 심사 보고서, 1972년 8월 
29일. 
417 BA 213/24746, 주한독일대사관 경제 담당자가 개발부에 보낸 서한, 1972년 8월 31일. 
418 BA 213/24746, 주한독일대사관 경제 담당자가 개발부에 보낸 서한, 1972년 4월 6일; BA 
24746, 주한독일대사관 경제 담당자가 외무부에 보낸 서한, 1972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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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한다.419 한독고등기술학교는 작업장도 아니고 학교도 아닌 “실패된 잡종 

(missglückter Zwitter)”이라고까지 규정된다.420 이러한 문제가 이미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의 프로젝트 심사 보고서에서 이에 대한 언급 없이, 학교의 교육 

시스템과 전체적인 프로젝트 상황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서술한다.421 

1972년 심사 보고서는 프로젝트의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프로젝트의 문제점은 야스퍼스와 대사관 경제 담당자의 판단과 

비슷하게 이석학원의 자격, 교육 방식, 학교의 위치와 교사 부족으로 분류되었다.422 

그리고 제시된 해결책도 특히 야스퍼스의 의견과 가깝다. 첫째, 치머만이 1973년 

말까지 학교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매년 100명의 학생을 입학시킬 것이 

제안된다. 학생수가 적어서 기술고등학교로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본 것이며, 또한 

한국 파트너에게 학교를 인계한다면 독일 측에 유리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독일 

측의 지원이 1973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되더라도 이석학원과 한독고등기술학교가 

재정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계속적인 재정지원을 요청하려 하였다. 

또한 학생수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교사의 수도 늘려야하므로 독일에서 연수를 

시킨 교사를 치머만의 협조를 받아 교장으로 취임시키고 교사 두 명을 독일로 

유학보낼 계획을 세웠다.423 

이후에 이 심사 보고서를 계기로 개발부에서 칼 뒤스베르크 단체 직원과 함께 

회의를 열었고 학교에 지원을 계속할 것인지를 협의하였다. 학교가 그리 큰 의미를 

갖기 못했기에 프로젝트를 아예 포기하고 광주에 있는 훨씬 더 큰 기술학교와 

하나로 도합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광주는 산업화가 더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졸업생들이 일자리를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규모가 큰 학교 하나를 

																																																								
419 BA 213/24746, 주한독일대사관 경제 담당자가 개발부에 보낸 서한, 1972년 4월 6일, 1 
쪽. 
420 BA 213/24746, 1972년 프로젝트 심사 보고서, 1972년 8월 25일, 5 쪽. 
421 BA 213/24746, 주한독일대사관 경제 담당자가 개발부에 보낸 서한, 1972년 4월 6일, 2 
쪽. 
422 BA 213/24746, 1972년 프로젝트 심사 보고서, 1972년 8월 25일, 3 쪽. 
423 같은 자료, 7–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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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보았던 것이다.424 학교의 지리적 위치와 운영 현황은 

이처럼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결국 야스퍼스와 대사관 경제 담당자의 제안대로 

프로젝트 기획자 치머만이 1973년말까지 나주에서 머물고 인계를 준비하도록 

결정되었다. 425  인계 날짜는 1973년 3월로 결정되었지만 그에 관한 보고서나 

사진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자료가 부족하여 1973년의 학교 상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1974년 9월에 

공동 프로젝트를 인계받은 후의 상황을 설명하는 교장의 서한에서는 이전에 받은 

혹독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내용을 많이 찾을 수 있다. 1974년에는 

졸업생들이 모두 취직하였는데, 그 대부분인 17명이 광주에 있는 기계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과 학교에서 조교로 일하는 졸업생이 각각 두 

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같은 해 새로운 기계공, 시설공, 화학공 반을 개설하고 

반마다 60명의 신입생을 입학시켰다고 적혀 있다. 총 380명 학생 외에 야학 학생도 

70명이 있었다. 작업장 공간과 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학생의 도움을 얻어 일부를 

신축하였다. 학년 당 100명의 신입생을 받기로 한 계획보다 더 많은 학생을 

입학시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없지만, 이는 특히 한국측에게 성공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인천 한독실업학교 학생처럼 전국기능대회에 나가 처음 우승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였다.426 뿐만 

아니라 칼 뒤스베르크 단체의 노력으로 인해 ‘독일 학술 교류처 (약어: 

DAAD)’에서는 장학 프로그램에 매년 2명씩 나주 한독기술고등학교 학생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427 

전 프로젝트 기획자 치머만도 1974년에 개인 사정으로 한국에 왔을 때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여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교장의 말을 확인해주었다. 이는 

1973년 치머만의 진술에 비추어볼 때 많이 달라진 것이며, 다소 모순적이다. 당시 

																																																								
424 BA 213/24746, 개발부 회의 각서, 1972년 10월 2일. 
425 같은 자료. 
426 BA 213/24746, 칼 뒤스베르크 단체가 개발부에 보낸 프로젝트 후기 상황 보고서, 1974년 
9월 11일. 
427 같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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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머만은 학생 수의 갑작스러운 증가를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졸업생의 전망도 

부정적으로 보았지만, 1년 남짓 지나고 나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칼 뒤스베르크 단체는 1973년까지만 해도 프로젝트를 빨리 인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1년만에 상황이 완전히 전환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보고서 두 개 중 하나의 평가가 잘못되었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더불어 결과적으로 나주 프로젝트를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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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지금까지 서독 정부의 교육분야 원조 프로젝트를 두 개 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두 개 프로젝트의 배경, 실행과 교육 방식을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각각의 

프로젝트가 시작된 배경이 상당히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의 실행과 

교육방식에서 많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양국의 

지원 범위와 역할 분담은 비슷하게 이루어졌다 (표 7). 두 학교 모두 사립 학교로서 

운영되었는데, 다른 프로젝트를 보면 일반적으로 독일은 국립학교로 운영하는 

방식을 선호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경우 한국의 조건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처음에는 두 개 학교의 인가 사항이 불확실했지만, 프로젝트가 차츰 진행되어 

가면서 기술고등학교로서 인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교사의 지위가 보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의 취직도 더 쉽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독일식 교육시스템을 

한국의 교육 체제에 적용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보인다. 

	

	 서독 정부 및 단체  한국 정부 및 단체 

한독실업학교 독일인 교사, 프로젝트 
기획자의 봉급 

작업장 기계, 전기 난방 

한국인 교사의 훈련과 연수 

파트너 교사, 관리 및 보조 
인력, 교장의 봉급 

학교 건물, 그의 유지비와 잡비 

345만 독일 마르크 4억 263만 원 1)  

한독고등기술학교	 프로젝트 기획자의 봉급 

작업장 기계, 도구 장비 

한국인 교사의 훈련과 연수 

파트너 교사, 교장의 봉급 

학교 건물, 그의 유지비와 잡비 

약 80 만 마르크  8만 8천 마르크 (이석학원) 2) 

1 억 760만 원 (문교부) 3) 

1) 1963–1967, 2) 1967–1973, 3) 1967–1971 

<표 7> 프로젝트의 공동지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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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하는 교육의 단계가 조금 다르기는 했지만 초창기부터 두 학교 간에 

교육 방식과 관련한 교류가 있었다. 두 학교는 이론적인 기술교육보다 실습에 

중심을 두어 숙련공을 키우려 하는 공통된 목표가 있었다. 한독실업학교에는 

배관과, 전기과와 기계과가 있었는데, 호만애암에서 기초를 쌓은 학생들이 

진학하여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받는 일이 가능했다. 그러나 기술자를 위한 교육 

이외에도 학생의 인격 형성 또한 학교의 중요한 교육목표였다. 그래서 실습 수업은 

독일식 가치관 아래 이루어졌고 공민학(公民學)수업은 ‘훌륭한 국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독일어로 된 교재와 독일인 교사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독일어도 배웠다.  

이러한 인격 형성 교육과 독일어 수업은 서양인의 신식민주의적인 태도와 권한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직업학교 설립에 대한 한국의 반응은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근대화와 개발 담론 때문에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서독 기술원조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경우 상징적인 공식 방문, 연설, 식수(植樹), 표창을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마치 한 

편의 ‘개발원조 연극’처럼 상연하고 국익을 위해 이용하고자 하였다. 한편 양국의 

공동 프로젝트는 한국과 독일 정부의 외교관계 변화나 체결한 협정의 내용에 

영향을 받았다. 독일 정부 측은 1967년 ‘동백림 간첩단 사건’ 이후 호만애암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지원할지 검토한 바 있다. 제 1세계의 원조는 국가주의적인 

면을 갖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에 프로젝트들이 직접적으로 한독관계에 

영향도 미치기도 하였다. 독일 측에서는 나주에서 일어난 성범죄 스캔들, 프로젝트 

기획자 클루게에 대한 비판이 “독일에 대한 외국의 평판”과 “독일의 명예”를 

실추시킬 것을 우려하였다. 두 국가의 관계에 원조 주체들의 행위가 영향을 미친 

것이다.  

개별 주체들의 영향력은 다른 방식으로도 나타난다. 한국인 주체들은 

프로젝트를 비판하기도 하고 독일 측과 협조하여 변화시키기도 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독일로부터의 원조를 언급하지 않고 스스로 일구어낸 성공으로 여기거나 

독일인의 동의없이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한국인 학생들은 기술적인 독일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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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하고 자연스럽게 독일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사용하였다. 포스트 개발 

학자들은 원조가 ‘비정치적인 기계’처럼 제 1 세계에서 제 3 세계로 무차별적으로 

도입되었다고 설명하지만, 원조 구도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위계구조와 불평등한 

권한의 배분을 저개발국가가 주체적으로 뛰어넘었다는 점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독일인 원조 주체들이 처음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팀원과 대사관 직원 외에 독일어가 가능한 사람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인들은 스스로 한국어 능력을 습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통역가에 의존해야만 하였다. 또한 외국인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었던 

1960년대 한국에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파견된 독일인들이 마치 독일의 공식적인 

대표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일상과 업무를 분리하기가 어려웠다. 살펴본 두 

프로젝트 모두에서 초창기에 기획자가 독일적 가치를 대표하는 모범으로서 

인식되었는데, 결국 이러한 기대는 실망으로 끝나고 말았다. 

한독실업학교에서 일하는 독일인 전문가들은 대부분 기술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거나 한국의 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 

하거나 한국의 문화를 무시하기도 하였다. 호만애암에서 호만은 기술교육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점, 그리고 그가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도 원조 체제와 그 안에 

존재했던 권한 불균형이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독고등기술학교에서 

1969년부터 프로젝트 기획자가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편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서독 정부의 개발정책 변화, 그리고 세대 차이와 관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체들이 저마다 다양한 이념적 배경, 의도와 기대를 가지고 한국에 왔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갈등과 스캔들의 해결 과정에 개발부와 

개발국가 지원단체보다 현지에서 프로젝트를 주도한 주한독일대사관 직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외무부의 영향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인 교사들이 한국인 파트너 교사와 학생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에 따르면 특히 학생들은 수업에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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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주었고 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이 교육열은 독일에의 유학 기회와 관련되었을 

것이다. 독일 유학이 많은 학생들의 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학년마다 7명 

남짓, 경우에 따라서는 2명만 독일에 갈 수 있었다. 졸업생들은 대부분 학교 주변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학교가 문을 연 초창기에는 취직이 조금 

어려웠지만, 이후에는 학생의 봉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고 추정된다. 이는 

의도했던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며, 따라서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문제점도 있고 갈등과 스캔들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선행연구에서 연구된 다른 기술원조 프로젝트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 

실시된 직업학교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서독 정부가 지원한 한독실업학교와 호만애암 혹은 

한독기술고등학교라는 두 개의 원조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서독 정부의 

1960/70년대 개발 정책과 독일인 주체의 다양하고 모순적인 측면을 분석해보았다. 

이를 통해 당시 한국에서 실시되었던 직업교육과 개발 담론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원조 프로젝트의 흔적을 짚어볼 수 있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두 프로젝트 이외에 다른 사례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기술교육 현황과 정책을 보다 상세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1960/70년대의 두 

개 직업학교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데 그쳤다는 점을 본고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독 정부의 남한에 대한 원조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동독 정부의 

북한에 대한 원조, 그리고 이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을 이 4개 국가 간의 교류와 

연결지점을 살펴보는 데에는 미흡했다. 이러한 지점에 주목한다면 일상사적인 

접근을 넘어 당시의 역사적인 맥락과 연결시켜 더욱 폭넓게 연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서독 정부가 지원한 한국 교육분야의 프로젝트를 

동시대에 기술원조를 받은 다른 저개발국가의 사례와 비교하여 직업학교라는 원조 

프로젝트의 유형과 이 학교들의 대표성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앞으로 한독관계사라는 큰 틀에서 동독과 북한의 관계와 연결시켜 

냉전시기의 한독관계사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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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examines the developmental aid of the West German government to South 

Korea during the 1960s and 1970s focusing on two technical schools from a daily life 

perspective. It is widely known that especially the US supported South Korea’s 

reconstruction after the Korean War, while West German aid, which ranked third largest 

after the US and Japan, often remains unconsidered.  

West German technical aid to Korea consisted mainly of three sectors: agriculture, 

industrialization and education. In the educational sector the exchange between the 

subjects is the liveliest. Therefore, this research focuses on two major educational 

projects in the 1960s, namely the Korean-German Vocational School in Incheon and the 

Hohmanneum / Korean-German Technical School in Naju. These case studies show the 

complex and often contradictory character of technical aid projects. According to the 

‘Agreement about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projects were cooperatively financed and executed. While the 

German side sent advisors, technicians and the technical equipment, the Korean side 

provided the buildings and their maintenance expenses, as well as the so-called 

counterparts, who worked as teachers in the projects. Both governments tried to take 

advantage of the projects by symbolical ceremonies and official visits. Especiall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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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 German government often considered the ‘German reputation abroad’ over the 

success of the projects. On the other hand, evolving conflicts and scandals during the 

projects had an active influence on the Korean-German relations. 

The vocational education programs quickly became a role model for other schools in 

Korea. Its main purpose was to educate the students to skilled workers. While the school 

in Incheon offered three majors (plumbing, mechanical and technical course), the 

students in Naju first received a basic technical education and could then choose from 

more specialized majors like welding or forging. The amount of practical education was 

higher than in normal Korean schools. Besides, the students were educated in ‘German 

values’ such as diligence, frugality or sincerity to encourage their character building. 

Education at a Korean-German school also included a German language class. On the one 

hand, this was based on a neo-colonial intent of West Germany to educate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with Western values, which were being regarded as necessary 

for modernization and to increase the users of the German language. On the other hand, 

the prevailing modernization and development discourse in 1960s South Korea made the 

government and public willingly accept the West German technical aid and new 

approaches to education. But these political ideals and policies were in the projects 

shaped and adapted through the mutual interaction of the subjects on site.  

Taking a look on the daily life of the German advisors and teachers first, their life in 

Korea was characterized by problems to communicate with the local population and close 

connection of their work and private life. They were seen as official representatives of 

Germany and as role model for the value education, a role that both early project advisors 

could not fulfil. The expectations at home were similarly high, but the lack of applicants 

and insufficient training resulted in many problems and conflicts. Many of the advisors 

and teachers had technical expert knowledge, but were not able to communicate their 

plans, could not adapt to the situation in Korea or simply ignored the Korean culture. To 

crown it all, the project advisor of the school in Naju sexually harassed his students. Only 

the existing hierarchy and asymmetry in the aid sector between German and Korean 

teachers, as well as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enabled the evolvement of these 

conflicts and scandals. Fortunately, the advisors’ successors had a comparatively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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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n the project’s development. This shows not only an existing generation gap 

between the different advisors and teachers, but also implies a change in West German 

aid policies and education of the aid workers starting in the late 1960s. Generally the 

individuals had different ideas, intents and expectations to come and work in Korea. 

The Korean students in the two schools were regarded as diligent and hardworking. Many 

enrolled at the Korean-German schools to continue their studies in Germany, but only a 

few could eventually achieve this dream. Most students later became skilled workers, as 

planned by the two governments. It therefore seems, that – although many problems and 

scandals occurred – from the educational perspective the schools can be regarded as 

successful. This is a contrast to the existing case studies on West German technical aid 

projects in other countries, which are without exception described as a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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