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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동양 최고의 공업고등학교”라는 수식어와 함께 1973년에 설립

된 금오공업고등학교는 당대 최고의 기능 인력 양성기관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국내외에서 파견된

최고의 기술교사 아래에서 최첨단 실습 장비들을 가지고 집중적으

로 훈련을 받았다. “조국 근대화의 기수”, 혹은 장차 한국의 공업

을 짊어지고 나갈 “공업 역군”, “산업 전사” 라고 일컬어졌던 금오

공고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중견급 이상의 기능을 갖춘 기능 엘리

트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와 주목을 받았고, 각종 기능대회의 석권,

국제기능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 등이 그 명성을 입증해 보이는

듯 했다. 금오공고생들이 본격적으로 출전하기 시작한 1977년 국

제올림픽에서 한국은 첫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이들의 선전은 곧

중화학공업화의 성공과 첨단산업 국가로의 진입을 암시하는 것으

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고의 기능 교육 기관이었던 금오공고가 군 기술하사관

양성학교였으며, 따라서 금오공고생들이 졸업 직후에 산업 현장이

아닌 군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 이는 거의 없

다. 금오공고는 개교를 불과 몇 달 앞둔 1972년 말에 군 기술하사

관 양성학교로 긴급히 전환되었으며, 이후 금오공고의 운영 전반

에는 군에서 활용할 우수한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자 했던 정부의

의도가 적극 반영되었다. 상급학교 진학이 어려운 우수한 학생들

이 무시험 전형에 의해 선발되었고, 이들은 3년 동안 강도 높은

기술훈련과 군사교육을 함께 받았다. 특히 군에서는 금오공고생들

이 졸업 후에 예비역 훈련을 받지 않고 곧바로 기술하사관으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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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될 수 있도록 예비역 하사관 훈련에 의거한 기초적인 군사교육

을 재학 중에 별도로 실시하였다. 1975년 금오공고 1기생이 졸업

하기 직전에 군 의무복무 조항이 삽입되었고, 금오공고생들은 선

택의 여지없이 졸업과 동시에 군 기술하사관으로 임용되었다. 따

라서 실질적으로 중견 기능 인력에 대한 수요가 가장 치열했던

1970년대 말까지 금오공고생들은 산업계에 기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것이다.

상공부와 군에서 각각 금오공고 출신 기능 엘리트에게 요구한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본 연구에 따르면 상공부와 군 사이에서 금

오공고의 전환과 운영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의 추진 배경 및

과정과 밀접하게 닿아있다. 안보 불안과 경제 위기라는 총체적 위

기상황에서 박정희 정부가 타개책으로서 선택한 1973년 중화학공

업화 선언에는 자주 국방과 경제 발전이라는 두 가지 논리가 혼재

해 있었다. 특히 중화학공업화의 출발 단계에서는 방위산업의 육

성이 일차적인 목표였으며 민간 중심의 병기생산 체제에서 군은

무기 국산화와 병기 생산의 최종적인 단계를 맡을 것으로 기대되

었다. 금오공고는 바로 이러한 최종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할 우수

한 기술 인력을 군에 공급할 목적으로 긴급히 전환된 것이었다.

그러나 중화학공업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 산업을 추동한 것은 국

방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였고 중화학공업화와 방위산업에서 군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었다. 게다가 군에서는 금오공고 졸업생들을

일반 기술하사관으로 임용하며 그들의 역할을 단순 기능공으로 제

한시켰다.

반면 금오공고 설립을 추진하던 당시에 상공부가 금오공고에 요

구했던 역할은 두 가지로 기술교육의 이상적인 표본이자 중화학공

업화에 요구되는 숙련 기능공의 실질적인 양성기관이었다. 이는

당시 금오공고생들의 기대와도 일치하는 것이었으며, 전환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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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금오공고가 기술 교육에 있어서만은 상공부의 구상을 따르며

기술교육의 표본으로서 여전히 기능하였다. 그러나 금오공고의 전

환과 동시에 상공부의 두 번째 목적은 군에서의 활용 이후의 이차

적인 문제가 되었고, 졸업생들은 일차적으로는 일반 기술하사관으

로서 5년간 복무해야 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금오공고 졸업생

들은 자신들의 기능 수준과 기대에 부합하는 역할을 찾을 수 없었

고 결국 상당수가 전역 후 다른 진로를 선택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군과 산업 현장 모두에서 이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금오공고 사례를 재조명함으로써 엘리

트 기능 인력이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에서 부여받았던 역할과 기

대를 살펴본다. 자주 국방과 경제 발전이라는 두 논리 사이에 접

해있는 금오공고 사례를 통해 과학기술 인력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기대가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따라 어떻게 다양하게 형상화되는

지를 볼 수 있다. 동시에 인력 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함은 물론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향해 일관되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었다고 믿어져 왔던 박정희 시대의 과학기술 정책의 또 다

른 단면을 볼 수 있다.

주요어: 금오공업고등학교, 중화학공업화 선언, 과학기술인력 정책,

엘리트 기능 인력, 공업교육 개편, 군 기술하사관 양성

학 번: 201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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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의 1970년대는 권위적인 독재 정권 하에서 국가 주도로 고도의 경

제 성장을 이룩한 시기로 기억된다. 장기적인 국가 계획과 중화학공업의

전략적인 육성을 통한 압축적인 산업발전의 이면에는 1971년 국가 비상

사태 선포와 1972년 10월 유신체제 등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부가 있었다. 사람들의 기억뿐 아니라 한국의 근현대사 연구에서도 이

시기는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그 동안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각도에서 이 시기가 조명되어 왔다.1)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관심을 반영

하여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형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물음들이 제기되었고, 강력한 권위주의적 정

부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 동원과 산업 발전을 뒷받침한 국가 과학기술체

계의 형성 등이 중요한 연구 과제로 주목받았다.2)

1) 박영구는 정책 결정자와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분석했고,

김형아는 박정희의 선택과 결정을 중심으로 유신 체제와 중화학공업화에 대해

서술했다. 박태균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더욱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한 발전국가

담론에서 박정희 시기를 다루었고, 김인수는 정부와 재벌 사이의 전략적 관계와

기술 지식의 습득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 중에서도 가장 빈

곤했던 한국에서 산업발전에 성공한 요인을 찾고자 했다. 이외에도 문만용은 한

국과학기술연구소(KIST)라는 기관을 중심으로, 홍성주는 KIST와 과학기술처 설

립에 영향을 미친 정치가 및 과학기술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강미화는 과학기술

처 장관이었던 최형섭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각각 1960-70년대를 서술했다. 박

영구,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해남, 2012); 김형아,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유신과 중화학공업』, 신명주 옮김 (일조각, 2005); 박태균, “박정희 정부 시기를

통해 본 발전국가 담론에 대한 비판적 시론”, 『역사와 현실』 74호 (2009),

15-43쪽; 김인수, 『모방에서 혁신으로』, 임윤철, 임호선 역, (Sigma Insight,

2000); 문만용, 『한국의 현대적 연구체제의 형성』, (도서출판선인, 2010); 홍성

주,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형성과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등장, 1945-1967”, 서울대

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Tae-Ho Kim, “‘Technicians’ Olympics’: Vocational

Skills as Signs of National Potential in South Korea in the 1970s,” oral

presentation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Chicago, IL, U.S.A., (March 26-29, 2009); 강미화, “최형섭의 개발도상국 과학기

술정책론”,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2) 존슨과 암스덴, 웨이든 등의 연구에서 일본과 한국의 사례로 대표되는 아시아 발

전국가 모델은 강력한 권위주의적 정부의 총체적인 개입과 동원을 핵심적인 요

소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권위주의적 정부 하에서는 정부에 의

해 설정된 목표를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경제 발전



- 2 -

1960-70년대에 대한 한국 과학기술사 연구에서 대체로 이 시기는 대

통령 박정희와 엘리트 기술 관료들이 경제개발계획에 요구되는 과학기술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황금시대

로 서술되어 왔다. 경제 개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

할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국내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했고,

이를 위해 박정희가 “과학 대통령”을 자처하며 과학기술의 진흥을 독려

했다는 것이다. 박정희가 설립자가 되어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대우를 제

시했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설립이나 이후 과학기술처 장관을

역임했던 최형섭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처의 설립, 산업에서의 활용을

위한 기술 학습 및 연구 기관으로서의 한국과학원(KAIS)와 여러 정부출

연연구소의 설립 등은 과학기술에 대한 박정희 정부의 확신과 장기적인

비전을 방증하는 사례로 다루어졌다.3) 한편 최근에는 대중의 기억에 향

수처럼 남아있는 합리적인 “과학 대통령”으로서의 박정희 신화를 해체하

는 연구들도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경제 성장을 위한 주요 수단으

로서 인식되는 과학 기술의 이미지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박정희 시대의 중화학공업화 선언과 과학기술 정책을 정치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의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시도한다.4)

뿐 아니라 기술 지식 습득과정에서도 정부를 강력한 조정자(coordinator)로 묘사

한 김인수의 연구 역시 이러한 관점과 상통한다. Chalmers Johnson, MITI and
the Japanese M iracle ;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1975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 Alice H. Amsden,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Robert

Wade, Governing the Market: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김인수, 앞 책; 박태균, 앞 논문.

3) 김동원은 한국의 후발 산업화 전략이라는 맥락 속에서 KAIST의 설립 목적과 과

정을 분석한 연구에서 박정희가 근대 과학의 신봉자(Park was a "true believer

in modern science")였다고 서술하였다. 학계에서뿐만 아니라 과학대통령으로서

박정희의 이미지는 일반 대중에게까지 확산되어 있다. Dong-Won Kim and

Stuart W. Leslie, "Winning Markets or Winning Nobel Prizes?: KAIST and

the Challenge of Late Industrialization," Osiris 13 (1998): pp. 154-185; 김기형

외, 『과학대통령 박정희와 리더십』, 엠에스미디어(2010).

4) 위(각주 3)와 같은 서술들에 대해 김근배는 박정희 시대의 과학기술에 관한 하나

의 신화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문만용 역시 현 과학기술자들의 박정희 시대에

대한 향수가 반영되어있다고 진단한다. 김근배, “과학기술입국의 해부도-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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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국가에 의해 동원된 과학기술 체계

의 일부 엘리트 집단을 통해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와 과학기술 정책 사

이의 관계를 제한적으로 파악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에 추진되었던 과학기술 인력정책에서 고급 과학기술자는 큰 비중을 차

지하지 못했음을 고려해볼 때 이 한계는 더욱 두드러진다. 산업 구조의

측면에서 이 시기의 산업은 여전히 노동집약적이었고 기술 수준도 단순

모방에 지나지 않았으며, 연구 수행을 위한 과학기술자보다는 기술공과

기능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단계였다. 즉 “기능공이야말로 국력 배양

의 역군”이라는 박정희의 말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1970년대 조국근대

화를 책임질 산업 역군은 곧 기능 인력이었다.5) 이에 따라 정부는 이원

화된 인력 양성체계를 실시하여 고등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자를 양성하

는 한편 실업 교육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현장에서 근무할 기능 인력들

을 최대한 배출하고자 하였다. 기술공과 기능공 양성에 대한 반복되는

강조는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의 과학기

술 정책, 특히 과학기술계 인력 정책의 중심에 기술공과 기능공이 있었

음을 드러낸다.6)

대 과학기술 지형”. 『역사비평』 85호(2008), 236-261쪽; 문만용, “박정희 시대

담화문을 통해 본 과학기술정책의 전개”, 『한국과학사학회지』 34(1) (2012),

75-108쪽.

5) “기능공은 국력배양의 역군”, 『동아일보』 1975. 11. 14, 1면.

6) 『제2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의 목표는 “창의력의 원천인 인간두뇌와 기능

개발을 극대화하며, 연구활동의 촉진, 선진과학기술의 도입으로 경제개발계획 수

행을 뒷받침 하는데 두고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정책 수단으

로 기능공 양성만 제시되어 있을 뿐 연구 수행을 위한 과학자 및 공학자 양성에

대한 언급은 없다; 『중화학 공장건설에 따른 기술 및 인력의 수요분석과 그 개

발방안』에서는 기능군 별 과학기술인력의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아 주요

공급원을 참고하였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과 같은 4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하

면 과학기술자, 인하공전과 같은 2년제 공업전문학교 혹은 금오공고나 성동기계

공고와 같은 공업전문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기술공, 전문공고가 아닌 일반 공업고

등학교를 비롯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기능공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최규남, 『제2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안에 관한 건』, 경제·과학심의회

의 (1966), 25쪽; 경제기획원 총무처, 『제2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 주요골

자』, (경제기획원, 1966); 경제기획원, 『제2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안)』,

(경제기획원, 1966); 과학기술처, 『중화학 공장건설에 따른 기술 및 인력의 수요

분석과 그 개발방안』, (과학기술처, 1973), 214-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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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 인력은 그동안 한국 과학기술사에서 주목받지

못했다. 그 원인으로는 기존의 과학기술사 연구에서 분석했던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 정책의 범주가 당시의 맥락을 반영하기 보다는 최근의 맥락

에서 형상화된 과학기술의 이미지를 투영시키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박정희 시대 이후로 ‘경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이라는 이미지가 고

착화되었고 현재에 와서는 경제발전을 위한 ‘기술 혁신’을 가능케 하는

고급 첨단 과학기술의 이미지가 곧 과학기술과 동치가 된 것이다.7) 실례

로 박정희가 “전국민의 과학화운동”에서 ‘아는 과학’이 아닌 ‘하는 과학’

을 강조하고 1인 1기능을 천명하는 등 1970년대의 과학기술 담론은 현재

의 지식 개념보다는 기능의 개념에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8) 그러나 현

대의 과학기술사 연구들은 지식 생산기관과 과학기술 연구자들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1970년대 과학기술 정책의 맥락에서 기능과 기능공의 영역에

꾸준히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1970년대 최고의 기능 인력 양성기관

이었던 금오공업고등학교의 설립과 성과를 고찰함으로써, 엘리트 기능

인력이 당시 중화학공업화라는 맥락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주목하고 있는 엘리트 기능 인력이란 실업

고등학교나 전문학교에서 기술 훈련을 받고, 산업 현장에서 단순한 반복

업무 이상의 기능 수준을 요구하는 중견 숙련공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지칭한다. 기능 인력 양성기관 중에서도 “동양 최대의 공업고등

학교”라는 수식어와 함께 1973년에 설립된 금오공업고등학교는 1970년대

내내 가장 상징적인 기술교육 기관으로 표상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도 최고의 산업 전사들을 양성했던 곳으로 기억되고 있다.9) 박정희가 직

접 설립자로 나서서 학교를 챙겼다는 사실은 금오공고에 대한 박정희의

7) 박정희 시대의 과학정책에 대한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현재 과학기술자의 향수를

반영하고 있다는 문만용의 지적과도 유사한 지점을 찾을 수 있다. 문만용, 앞 논

문.

8) 송성수, “전(全) 국민의 과학화운동‘의 출현과 쇠퇴,” 『한국과학사학회지』 30(1)

(2008), 171-212쪽.

9) “금오공고 개교식:동양 최대 규모와 최신 학습시설을 갖춘 금오공고”, 『매일경

제』 1973. 3. 5, 7면; “공고생 77만명이 대한민국 산업혁명을 일으켰다”, 『주간

조선』 2282호. (2013.11.1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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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애착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금오공고생들은 “조국 근대화

의 기수”, 혹은 장차 한국의 공업을 짊어지고 나갈 “공업 역군”, “산업

전사” 라고 일컬어졌고 각종 기능대회의 석권, 국제기능대회에서의 우수

한 성적 등이 그 명성을 입증했다. 이 같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던 금

오공고는 당시 최우선 과제였던 중화학공업화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

고 있었을 것이며, 본 연구는 바로 그 관계를 파헤치고자 한다.

최근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김태호와 박영구, 김형아 등의 연구자

들이 금오공고를 중심으로 1970년대 기능 인력의 역할과 위치를 재조명

하고자 시도한 바 있다. 박영구는 1973년 이후에 정비된 공업교육제도의

특징을 금오공고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김형아는 소위 ‘산

업 전사’로 불리던 1세대 기능공을 양성해내는 최선봉 기관으로서 금오

공고를 꼽았다.10) 지민우는 금오공고를 당시 최고의 엘리트 고등학교였

던 경기고등학교와 비교하며 금오공고 초기 졸업생들의 생애 경로를 추

적하는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11) 이들 연구에서 금오공고는 산업 발

전을 담당할 중견 기능공을 양성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효과적인 공업교

육에 대한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 상징으로 그려져 왔다.

그러나 당시의 기대나 현재의 기억과는 달리 금오공고 출신의 우수한

기술력은 곧바로 학계나 산업계로 흡수될 수 없었다. 금오공업고등학교

졸업생은 졸업과 동시에 군 기술하사관으로 임용되어 무려 5년간의 장기

복무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했다. 많은 초기 졸업생들이 느꼈던 것처럼

산업 전사, 공업 역군을 양성한다는 금오공업고등학교의 설립 취지와 모

순되는 규정처럼 보인다.12) 졸업생 대부분이 대학 진학을 희망했지만 지

10) 특히 이 연구들에서는 1973년 중화학공업화 선언과 거의 동시에 추진된 공업고

등학교 교육의 개편과 확장을 과학기술 인력 특히 기능공 양성을 위한 정부 대책

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다. 정부는 공업고등학교에 대한 전체 예산을 확대하는 한

편 소수의 엘리트 공업고등학교에 투자를 집중시켜 개편된 교육과정을 시범적으

로 운영하게끔 하였다. 박영구, “중화학공업화 선언과 1973년 공업교육제도 변

화”, 『한국민족문화』 40 (2011), 347-388쪽; 김형아, “공고생 77만명이 대한민국

산업혁명을 일으켰다”, 주간조선 2282호 (2013. 11. 18) http://weekly.chosun.com/

client/news/viw.asp?ctcd=C01&nNewsNumb=002282100002.

11) 지민우, “중화학공업화 초기 숙련공의 생애사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12) 금오공고 초기 졸업생들은 일부 학생들이 탈영과 이탈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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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능올림픽에서 수상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학 진학이 허용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병역특례법의 제정으로 금오

공고를 제외한 여타 기계공업고등학교의 졸업생들은 지정된 산업체에서

의 근무로 현역 복무를 대체할 수 있었으나, 금오공고생에게는 대체 복

무가 전혀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기존 연구들은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우수한 기능 인력의

산실로서 금오공고의 기술 교육과 산업현장에서의 성과에 집중하면서 군

복무 규정을 기능인력 정책 실패의 요인으로 묘사하는데 그치고 있다.13)

그러나 경력의 단절 없이 기능공들이 산업 현장에 가능한 빨리 투입될

수 있도록 병역 혜택까지 확대했던 정부가 동일한 시기에 가장 우수한

기능 인력들을 모아 군에서 장기 의무복무를 하도록 한 점은 단순한 대

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 발전과 자주 국방이라는 두 가지 맥락 속에서 금

오공고의 위치와 역할을 재확인함으로써 이러한 설립 취지와 군 복무 규

정 사이의 비일관성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국가 안보와 경제 위기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추진된 1970년대 초 중화학공업화 선언에는 두 가지

논리가 혼재해 있었고, 둘 사이의 역학 관계가 변화하기도 하였다. 이러

한 상황 속에서 금오공고는 산업 구조의 개편을 이끌어갈 중견 기능공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 계획되었지만, 개교 직전 군 기술하사관 양성학

교로 전환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이상적인 공업교육의 표본으로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교육을 실시한다는 상공부의 구상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었지만, 전반적인 학교 운영과 졸업생의 활용은 군의 필요에 따라 결

정되었다. 금오공고생은 산업계에 투입될 산업 전사이기 이전에 일차적

으로는 군에 공급될 인력 자원이었고, 금오공고생의 군 복무는 기능 인

력 공급 정책에 모순되는 규정이 아니라 학교 운영 목적 그 자체였다.

1970년대 금오공고와 금오공고 출신 기능 엘리트를 둘러싼 정책적 상

학생들 사이에서 의무 복무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았다고 회고한다. 지민우, 앞

논문, 62-81쪽.

13) 군 복무 규정은 단기적으로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금오공고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장애 요소였지만, 국가적 지원에 대한 피할 수 없는

대가로서 언급되고 있다. 지민우, 앞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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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들을 보이기 위해 이 글에서는 1970년대 금오공고의 설립 및 초기 운

영과 관계된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그동안 금오공고와 관련된 기

존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오원철과 김정렴을 중심으로 한 핵심 인물들의

증언과 졸업생들의 회고 등에 의존해왔다. 특히 금오공고 초기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지민우의 구술사 연구는 금오공고생들의 배경과 이후 생애

경로를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금오공고생들의 기억을 전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회고와 증언들을 반영하는 한편 당시 금오공고 설

립과 운영에 실제로 관여하고 있는 사료들에 더욱 집중하고자 한다. 사

료로는 1970년대 대통령비서실에서 생산한 정책 자료들을 비롯하여 금오

공업고등학교 설립준비위원회와 금오공업고등학교에서 생산한 책자, 교

내 신문과 잡지 등이 주로 활용되었다. 이를 통해 금오공고의 이후 성과

나 금오공고에 대한 후대의 기억을 넘어서 1970년대 당시 금오공고의 실

제 위치와 역할을 파악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과학기술사 연구에서 소외되어 온 금오공고와 엘리트 기능 인

력을 1970년대 과학기술정책의 범주에 다시 포함시킴으로써, 시대와 상

황에 따라 과학기술 인력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어떻게 형상화되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금오공고 학생들이 자주 국방을 위한 첨병으

로서 양성되었다는 사실은 과학기술 인력이 시대적 요구에 따라 경제발

전 뿐 아니라 다양한 비전을 부여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문에서 살

펴볼 금오공고의 사례에서 드러나듯 이러한 비전들은 동시대 안에서 충

돌하기도 하며 비합리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비

전을 향해 일관되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었다고 믿어져 왔던 박정

희 시대의 과학기술 정책의 또 다른 단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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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 배경

본 장에서는 기능공 양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금오공업고등학교가 설

립되는데 영향을 미친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의 역사적 배경을 살핀

다.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이 추진되었던 1969-1973년은 국내·외의 여러

사건들이 한국을 변화시킨 격동의 시기였다. 남북 간 체제 경쟁의 심화,

산업화의 부작용과 한계, 미국으로부터의 방기 위험 등으로 한국은 경제

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위기에 직면했다. 이와 같은 총체적 위기를 타개

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화 선언을 선택했고, 따

라서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추진에는 필연적으로 경제발전과 자주국방

이라는 두 가지 논리가 맞닿아 있었다. 금오공업고등학교의 설립과 기능

공 양성은 바로 이러한 복합적인 시대적 맥락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2.1 1970년대 초 한국 정부가 느낀 위기감

남한 정부 수립 이래로 줄곧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은 한국 정부의 최

대 과제였고, 특히 1960년대 말부터서는 안보와 경제 영역 모두에서 위

기감이 고조되었다. 냉전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분단된 한반도를 둘

러싼 남북간 체제 경쟁은 피할 수 없는 대결이었고, 한편으로는 60년대

내내 계속되어온 일상이기도 했다. 그러나 1968년 이후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국내에서 축적된 문제의 가시화로 인해 한국 정부는 더 큰 위기

감을 느꼈고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행보를 택하였다.

박정희 정권이 안보 불안을 느끼게 된 데에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물론이고 한미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탓이 컸다. 1968년 1월 21

일에 31명의 북한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급습하여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

고, 이에 격분한 박정희는 즉각적인 보복을 선언하고 미국의 지원을 요

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발발하는데 반대하였으

며 한국의 보복을 지원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14) 뿐만 아니라 그

14) 지민우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정을 ‘미국과의 갈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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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뒤인 1월 23일에 북한이 미 군함 푸에블로(Pueblo) 호를 억류하자

청와대 습격사건에 대한 대응보다는 미국인 승무원의 보호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1969년 4월 15일 미군 EC121 항공기가 북한에 의해 격

추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내의 불안은 더욱 커졌지만 이미 베트남전

으로 압박 받고 있던 미국은 북한과의 정면충돌을 자제하였다.15) 뿐만

아니라 1960년대 말 미국은 중국과 수교하면서 새로운 동아시아 정세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북한과의 충돌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며,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은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16)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행되었던 주한미군의 감축은

한미 관계의 변화를 결정적으로 드러낸다. 1969년 7월 29에는 아시아 국

가들의 방위는 스스로 책임지라는 새로운 동아시아 정책을 골자로 한 닉

슨독트린이 발표되었고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1969년 8월 샌프란

시스코에서 닉슨을 만나고 돌아온 박정희는 한국만큼은 예외이고 한미

관계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믿었으나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미국

은 주한미군 감축을 1969년부터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한국 정부와 사전

합의를 이루려 하지 않았다. 결국 닉슨 행정부는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감축방안을 일방적으로 통고했고, 한국 정부가 공식적인 통고를 받은 것

도 이미 주한미군 철수가 6개월 이상 진행된 이후였다.17) 미국은 군 현

대화가 완료되어 한국군이 스스로 국방을 방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한국 정부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1971년 3월까지 미군 7사

단을 완전히 철수시켰다.18) 1970년 연평도에서 발생한 경비함 납치 사건

동맹 관계’ 속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민우, 앞 논문, 33-35쪽.

15) “닉슨 보복과 자제의 순간, EC121기 사건 처리의 비화: 북괴남침을 우려”, 『동

아일보』 1969. 5. 7, 1면.

16) 박태균, “(현대사의 분수령: 1970년) 와우아파트,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 『역사비평』 통권 93호 (2010), 184쪽.

17) 앞 논문, 185-190쪽.

18) 이는 1970년 8월에 방한한 애그뉴 미국 부통령이 약속했던 1971년 6월말보다 3

개월이나 앞당겨진 일정이었으며, 규모로는 6만2천 명의 주한미군 병력 중 3분의

1이 완전히 철수하였다. 박영구, 앞 책, 48-50쪽; 오원철, 『한국형 경제건설 제5

권』 (기아정책연구소, 1996), 18-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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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국립묘지 현충문 폭파사건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

의 불개입 정책과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이 남한의 안전을 지켜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을 확대시켰고, 국가 안보는 박정희 정부의 최

우선 과제가 되었다. 동시에 이 시기에는 1971년 남북 적십자회담을 비

롯한 남북 대화가 전개되기도 하였는데, 이 역시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

에서 남북한이 택할 수 있었던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19)

안보 위기와 더불어 경제 위기도 찾아왔다. 1960년대 경제성장을 이끌

었던 경공업 중심의 수출 정책은 점차 한계에 부딪혔고 성장 중심 정책

의 부작용마저 드러나며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박정희 정부는

1964년 중반에 국가 파산 직전의 재정 위기에 직면했고 이에 대한 근본

적인 조치로 수출주도산업건설 정책을 수용했다.20) 박정희는 1965년 1월

에 수출진흥종합시책을 승인하였고, 이후 상공부의 주도로 활발한 해외

자본 유치와 함께 급속한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1967년 3억 달러라는

수출 목표액의 달성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과도한 해외 유치와

국내 자본의 부족, 산업 비능률의 문제 등은 점차 심화되었고, 1960년대

말부터 금융위기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국제 수지 악화가 지속되었다.21)

국제 경제 역시 한국에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는 유럽의 경제 위기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노동집약적 제품에 대한 수

19) 1960-70년대의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남북대화의 시작 및 교착, 그리고 중단에

대해서는 홍석률, 『분단의 히스테리: 공개문서로 보는 미중관계와 한반도』(창

비, 2012) 참조.

20) 김형아, 앞 책, 197쪽.

21) 박태균에 따르면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출을 중심으로 한 산업성장 전략은

반대로 수입의 급증을 가져왔다.” 또한 수출을 주도했던 기업들은 부실기업으로

서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막대한 부채를 갚지 못하고 있었다. 국제수지의 악화에

대해 박영구는 “1960년대 말 이후 한국경제의 위기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나타

났다.……1969년 이후 사실상의 한국 최초의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있었다.……처

음에는 이러한 현상을 경기의 일시적 하강이라고 가볍게 보는 견해도 있었으나

이러한 수출 신장률의 현격한 하락, 설비투자의 위축, 재고의 누증, 자금난의 심

화, 고용과 수요의 감퇴 등 부정적인 현상들은 한국이 경제개발계획에 착수하여

고도성장을 줄기차게 달려온 10년 이래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다”고 평

가한다. 자세한 내용은 박태균, “박정희 정부 시기를 통해 본 발전국가 담론에 대

한 비판적 시론”, 23-24쪽; 박태균, “8ㆍ3 조치와 산업합리화 정책”, 『역사와 현

실』 제88호 (2013), 101-144쪽; 박영구, 앞 책, 120-128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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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장벽이 높아졌다. 특히 섬유가 1970년 수출의 40%를 차지했던 한국

에게 1971년 한미섬유협정은 결정적인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미국은 일

본, 한국, 대만, 홍콩 4개국의 대미 섬유 수출을 제한하는 보호무역주의

적 성격의 섬유 협정을 맺고자 했고,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한국을 보살펴주지 않는다는 인상을 심어 주기에 충분했

다.22) 게다가 1960년대 말부터는 다른 발전도상국들이 경공업 시장에 본

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원자재를 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했던 한국은

더욱 불리한 입장에 놓였고, 다른 개도국들에 비해 임금 상승률도 높아

가격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23) 1960년대 말 한국 재정

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고 1970년대 초 박정희 정부가 직면했던 경제 상

황은 대외적 환경 변화와 함께 그동안 지적되어온 대내적 문제들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분명한 위기로 인식되었다.

미국이 안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한국을 방기한다고 느낀 한국 정부

는 1970년대 초에 자주국방과 자립경제를 목표로 내세운 일련의 극단적

인 조치들을 취했다. 1971년 12월 6일에 박정희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하였고 국가 안보를 최우선시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24) 그럼

에도 여전히 경제 발전은 국가 안보만큼이나 중요한 국가적 과업이었

다.25) 정부는 1972년 8월 3일에 부실기업 정상화를 위해 사채를 동결하

고 금리를 인하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8.3조치라 불리는 긴급명령을 발표

했다.26) 하지만 8.3조치는 결국 미봉책일 수밖에 없었는데, 국민의 재산

권을 침해하면서 부실기업을 살린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한국이 자주

22) 박영구, 앞 책, 120-128쪽; 김정민, “An Analysis on the US-ROK Textile

Agreement”,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23) 김정렴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중화학공업의 이점과 타당성 외에 중화학공업화의

결단을 내리게 된 근본적 이유의 하나가 그때까지 추구해 온 경공업 위주의 수출

입국 전도가 밝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노동력의 상대적 저렴이라는 이점의 약

화, 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 때문에 수출주도에 의한 경제발전을 계속 시도하기

위해서는 중화학공업화로 전환하는 것이 긴요하였다고”고 증언하였다. 같은 책,

114쪽.

24) “박대통령 국가비상사태 선언”, 『동아일보』 1971. 12. 6, 1면.

25) “경제 건설은 국력의 시초”라는 박정희의 슬로건은 잘 알려져 있다. 대통령비서

실,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제8집 (대통령비서실, 1971), 19쪽.

26) 8.3 조치에 대해서는 박태균, “8ㆍ3 조치와 산업합리화 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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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 자립경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원조에 의존했던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 자주국방을 공식적으로

표방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기술 교역 대상을 다각화하고 경제 발

전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27) 즉 이 시기에 누구보다 큰 불안을 느꼈던

박정희와 그의 관료들은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발맞춰 전략적으로 대

응할 방안을 독자적으로 모색하였고, 그 해결책으로서 1970년대 방위산

업 육성 정책과 중화학공업화 추진이 선택된 것이다.

2.2 중화학공업화 선언의 두 배경

“일면 건설, 일면 국방”이라는 국정 지표가 말해주듯 1970년대에 접어

들면서 한국 정부는 국방력 강화와 경제 발전이라는 이원적 목표를 공공

연하게 표방했고, 두 가지 목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28) 박

정희 정권은 ‘1973년 중화학공업화 선언’을 전후로 이전에는 국가주도적

인 방위산업이, 이후에는 민간 중심의 중화학공업이 그 둘을 동시에 만

족시켜줄 것이라 보았다. 즉 중화학공업의 육성에는 산업 고도화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가능케 한다는 표면적인 이유와 함께 자주방위 태

세를 확립하겠다는 박정희의 의도가 담겨있었다고 볼 수 있다.29)

중화학공업화 선언의 중요한 배경이 된 방위산업 육성 정책은 경제 논

리와는 별개로 국방의 맥락에서 시작되었다. 북한과의 충돌이 심화된

1960년대 말부터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군사력 강화는 박정희 정권의 최

27) 박영구와 김형아 등은 한국의 관료들이 미국의 일방적인 충고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한국에 맞는 방식으로 독창적으로 경제발전을 계획하고 추진했다고 평가한

다. 이는 오원철이나 김정렴 등의 회고와도 일치한다. 한편으로 김정민은 한미섬

유협정으로 인해 한미관계에 변화가 오면서부터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이 급진전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28) 68년 청와대 습격사건이 발생한 직후 “경제건설 제일주의”라는 국정 지표는 “일

면 건설, 일면 국방”으로 급히 수정되었고, 이 국정지표는 71년까지 거의 4년간

계속해서 사용되었다.

29) 실제로 정밀가공과 전자기기 등의 기술과 설비를 상당부분 공유하고 있는 방위

산업과 중화학공업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

한 주변국들이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추진을 견제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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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로 자리매김했으며, 시작 단계부터 군수산업 육성 전략은 미국

의 원조를 전제로 계획되었다. 1968년 1월 청와대 습격사건이 발생한 직

후 1968년 2월 7일 박정희는 전국에 예비역 250만 명 규모의 향토예비군

을 창설하였고, 1968년 5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1회 한미 국방장관회의에

서는 향토예비군을 경무장할 국산무기 생산을 위해 한국에 군수공장을

건설해줄 것을 건의하였다.30) 이어지는 주한미군 감축 협상에서도 박정

희는 지속적으로 한국군 현대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으며 한국에서

자체적인 군수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미국이 군사 기술 원조와 자본을

제공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31) 그러나 미국은 한국 방위는 일차적

으로 한국군 책임이라는 닉슨독트린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자체적인

방위산업 육성에는 반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고, 이에 따라 1960년

대 말 한국 방위산업은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32)

1968년 워싱턴 회의에서 결정된 이후 3년이나 끌어온 M16 소총공장 건

설사업의 사례에서 드러난 미국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주한미군 감축 이

후 미국의 무상군사원조체제에서 무기수출체제로의 이행은 박정희 정권

으로 하여금 1970년대 초 독자적으로 방위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추

진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33)

4대핵공장 건설사업은 무기 생산을 통한 국방력의 신장을 최우선 과제

로 삼았던 1970년대 초 박정희 정부의 태도를 잘 드러낸다. 1970년대에

30) “향토예비군 설치법시행령　(전문)”, 『동아일보』 1968. 2. 21, 1면; 김형아, 앞

책, 193-195쪽.

31) 박영구, 앞 책, 48-51쪽.

32) 한국 정부는 M 16 소총 공장의 건설을 서둘러 1969년 하반기부터는 생산에 들

어가길 원했으나, 협상이 시작된 지 1년이 훨씬 지난 1969년 하반기에도 미국과

한국, “콜트” 사 사이에서 군원 문제와 기술이전 문제 등을 놓고 합의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통령비서실, “미국방성 국제안전담당 부차관보와의 회담

결과 보고”,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EA002602 (1968.11.2.); 대통령비서실, “M 16

및 탄약공장 설치를 위한 차관 교섭”,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EA0002733 (1969.

7. 7.).)

33) 미국은 무기판매대금을 차관형태로 지원했는데, 이 차관은 군수산업 기반 조성

을 위한 각종 시설로 대체되어 지원되기도 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지원 대상국

의 자체적인 무기생산을 돕는 한편 미국 기업의 무기 생산 체계 안으로 자연스럽

게 각국을 포섭하여 무기 시장을 국제적으로 확대했다. 김진균, "1990년대 한국군

수산업의 동향과 '경제의 군사화' 문제", 『이론』(1992), 319-3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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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와서 박정희 정권은 소수의 군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단기간

내에 국산 병기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앞세워 4대핵공장 건설사업과 기

본 병기 국산화를 신속하게 추진하였다. 이러한 구상에는 김학렬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에 의해 주도된 ‘한국 기계공업육성방향 연구조사 보

고’에서 최양화 박사가 작성한 ‘중화학공장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서’

가 기초가 되었다.34) 이 보고를 토대로 김학렬은 박정희에게 대일차관으

로 4개의 기계공장만 건설하면 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달했

고, 당장 1970년 7월 군수공업을 위한 ‘4인 위원회’를 발족시켜 ‘4대핵공

장 건설사업’의 계획수립을 지시했다.35) 무기 생산과 직결되는 주물선 공

장, 특수강 공장, 중기계공장, 조선소 등 4대 공장이 방위산업의 기반 마

련을 위한 4대핵공장으로 선정되었고, 한국 정부는 1970년 7월에 열린

제4차 한일각료회담에서 중화학공업 공장을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차관을

제의하였다. 이 시기에 정부는 4대핵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동시에 역엔

지니어링을 통한 무기 국산화에도 총력을 기울였는데, 1970년 8월 16일

‘무기개발위원회(WEC)’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창설하였고 1971년

말에는 ADD에 코드명 ‘번개사업’이라는 병기 시제품 제작 사업을 지시

하였다. 1971년 12월과 72년 3월 총 2차의 작업완료 기한에 맞춰 M1 카

빈, M19, A4 기관총, 수류탄, 박격포, 로켓포, 대인지뢰 등 8종 무기의

시제품이 제작되었고, 1972년 4월 시제품 시사회는 매우 성공적이었

다.36) 그러나 ADD가 고무적인 성과를 낸 것과는 달리 4대핵공장 건설

사업은 별다른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되

었다. 미국과 일본은 여전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견지했고 전체적인 중화

학공업의 기술 수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병기 군수공업만을 따로 떼어내

34) 해리 최라는 영문 이름으로 불렸던 최양화 박사는 MIT 박사 출신으로 당시에

는 미국 바텔연구소 수석연구원을 역임하였다. 박정희 시대에 촉망받던 재외과학

자 중 하나로 KIST와 KAIST의 설립뿐 아니라 이후 중화학공업화 계획 수립 등

에도 폭넓게 관여하였다. (경제기획원, 『한국기계공업육성방향 연구조사보고서』

(경제기획원, 1970).)

35) 4인 위원회는 경제기획원 운영차관보 황병태, 상공부차관보 오원철, 국방부 군수

차관보 신원식, 한국과학기수련구소 부소장 심문택으로 구성되었다.

36) 국방과학연구소의 기구 개편과 번개사업에 관한 오원철의 상세한 회고는 오원

철, “제2장. 기본병기의 개발과정” 앞 책, 37-74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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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로 밀어붙이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했다. 무엇보다 중요

한 지적은 이러한 과정에서 무기 제작 및 조립과 직결되는 정밀가공, 기

계공업, 전자공업의 질적 측면이 문제가 되었다는 점이다. 중화학공업의

전반적인 수준과 산업 간 연계성을 무시하고 무기 공업만을 우선적으로

밀어붙이려 했던 이 전략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었다.37)

이와 같이 4대핵공장 건설사업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박정희와 청

와대 관료들은 방위산업의 육성을 최종 목표로 하되 우선 방위산업에 기

초가 되는 중화학공업의 전반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전략을 수

정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는 당시 상공부차관보였던 오원철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오원철은 박정희에게 민간 기업에서 평시산업과

병행하여 부품을 생산하고 군공창에서 조립하는 형태가 되어야만 유휴시

설과 경제적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따라서 방위산업을 민간 중

화학공업사업의 일부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38) 오원철과 김정렴의

보고를 받은 박정희는 청와대 내 경제제2비서실을 재설립하고 오원철을

경제제2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한 뒤 청와대에서 직접 중화학공업의 건설을

책임지도록 하였다.39)

37) 박영구는 4대핵공장 건설계획에 처음부터 경제 원리가 결여되어있었다고 지적한

다. 뿐만 아니라 첫째는 경제기획원이 방위산업 자체의 미시적인 성격과 중화학

공업의 내용 등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하였고, 둘째는 장기적인 계획 없

이 결과로서의 병기군수공업만을 위해 단기적인 4대핵공장을 떼어내 완성했다는

점에서 공업연계구조상, 기술상 원천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내재적

한계가 존재했다고 평가한다. 박영구는 1971년 국방부가 “역시 특수강이나 철강,

비철금속공업, 정밀가공의 기계공업, 전자공업 없이 방위산업은 한계가 있으며,

중화학공업의 성숙화, 산업화 없이 조립가공 무기 공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당

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박영구, 앞 책, 54-55쪽 참고.

38) 대통령비서실, “방위산업에 관한 업무조정회의 결과 보고”, 대통령비서실 관리번

호 EA0004521 (1971.12.8.).

39) 오원철의 회고에 따르면 이 보고에는 박정희대통령 이외에 김정렴과 오원철 두

사람만 참석하였고 따라서 여기서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오원철과 김정렴의

개인 기록과 회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향후 병기개발체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

요한 결정들임에도 불구하고 박영구와 김형아 역시 이에 대해서는 오원철의 회

고와 증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박영구는 이 결정을 바탕으로 1971년 11월

부터 1973년 1월까지의 전환기에 중화학공업 정책의 주체가 경제기획원에서 청

와대로 이동하고, 방위산업과 그것을 위한 중화학공업의 실행 주체가 국방부, 군

수창, 정부공업에서 민간기업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한다. 오원철, 앞 책, 32-37쪽;

박영구, 앞 책, 71-76쪽; 김형아, 앞 책, 287-2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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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에서 적어도 태동 단계에서의 중화학공업화는 분명히 방위

산업 육성을 위한 우선 단계이자 중간적 목표로 시작되었으며, 여전히

국방력 강화가 우선시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40) 박태균에 의하면 중

화학공업과 군수산업은 누가 먼저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연결

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1960-70년대의 한미관계의 특수한 상황 속

에서 군수산업이 훨씬 먼저 시작되었다.41) “특수강공업 육성 방안”이 포

신, 총신, 탄약, 각종 총류 스프링, 로켓트 발사기 및 방아틀, 탄약 등의

병기생산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제안되었다는 사실은 중화학공업과 방

위산업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42)

그러나 중화학공업화 선언을 오로지 자주 국방을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한국 정부가 중화학공업화를 선택함에 있

어서 경제적 위기는 안보 위기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였다. 1972년의 8.3조

치 이후 기업에 지급된 이른바 ‘산업합리화 자금’의 가장 큰 혜택을 본

기업이 중공업을 하던 현대였다는 사실은 이미 한국 정부가 경제 위기

타개책으로도 중화학공업화를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암시한다.43) 따라서

중화학공업화는 경제 개발을 위한 중요한 선택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측

면이 있으며, 중화학공업화 선언에서 군사적 목표가 아닌 경제적 목표가

선행된 것은 결코 수사적인 의미만이 아니었다.

박정희는 1973년 1월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선언하며 1980년대 초 수출 100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 GNP 1,000달러

라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였다.

40) 오원철은 “10월 회의에서는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안건과 중화학공업 육성에 관

한 안건이 동시에 보고됐다. 고쳐 말하면 중화학공업 육성은 방위산업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출발시켰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중화학공업이 육성되면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반석 위에 올라가는 동시에, 북한의 공업력 특히 중화학

공업을 압도하게 되는 것이다”고 회고한다. 오원철, 앞 책, 76쪽

41) 박태균 해, 『박정희 대통령 시기 국방관련 문서 해제』,

http://www.pa.go.kr/research/contents/open/index_list03.jsp 61쪽.

42) 대통령 비서실, “특수강공업 육성 방안”, 대통령 비서실 관리번호 EA0004630

(1972년 10월 20일); 박태균 해, 『박정희 대통령 시기 국방관련 문서 해제』, 61

쪽.

43) 8.3 조치에 대해서는 박태균, “8ㆍ3 조치와 산업합리화 정책”, 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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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는 이제부터 중화학공업 육성의 시책에 중점을 두는 중화학공

업 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80년대 초에 우리가 100억 달러의 수출목표를

달성하려면 전체 수출상품 중에서 중화학제품이 50퍼센트를 훨씬 더 넘게 차지해

야 되는 것입니다.”44)

중화학공업화 선언 이후 1973년 2월 2일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가 발족하

였고, 위원회는 수출확대와 산업 연계효과, 자주 국방 등을 근거로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 등의 산업을 주도산업으로 선정하였다.

기획단장 오원철과 상공부 기술 관료들이 중심이 되어 100억 달러 수출

과 공업구조의 개편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맞춰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

획을 수립하였고, 국가 권력에 힘입어 이를 철저하게 성과 중심적으로

운영하였다.45) 정부 주도의 중화학공업화는 박정희에게 막강한 권력이

집중되었던 유신체제 하에서 원활히 진행되었고, 중화학공업화의 핵심에

있었던 기술 관료들은 수출 100억달러, GNP 1000달러라는 지도자의 비

전을 실현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움직였다.46)

상공부 기술 관료들을 중심으로 중화학공업화가 추진되는 이후 과정들

은 중화학공업화에서 점차적으로 국방 논리가 축소되고 경제 논리가 더

욱 강조되는 양상을 보인다. 앞서 방위산업 육성을 국방부가 전담했던

것과는 달리 중화학공업화 추진위원회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재무부, 상

공부, 건설부 장관이 들어가 있을 뿐 국방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박

영구의 분석에 따르면 중화학공업화 선언 이후 계획 단계에서부터 방위

산업과의 연계성보다는 경제 산업적 측면이 더 크게 고려되었으며, 실제

로 1973년 이후 민간 산업체들은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수품 생

44) 대통령비서실,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제10집 (대통령비서실, 1973), 58-59

쪽.

45) 오원철은 한국형 경제건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엔지니어링 어프로

치’라고 칭한 공학적 접근법 덕분이었다고 주장한다. 오원철이 제시하는 엔지니어

링 어프로치의 특징으로는 숫자로 제시되는 뚜렷한 목표, 구체적인 방향과 세부

계획의 제시, 합리성에 기반한 이윤 극대화 추구, 우수한 공업조직자와 국가적 체

제와 단계별 육성책의 존재, 유인과 보상, 미시정책과 거시정책의 공존(이중정책)

등이 있다. 오원철, 앞 책.

46) 김형아는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 하에서 한국의 중화학공업화가 이루어

질 수 있었으며 따라서 중화학공업화와 유신 체제는 양날의 검과 같은 관계라고

주장한다. 김형아, 앞 책, 290, 313-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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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주력하고 있었다.47) 이에 대해서는 경제 발전은 단계론적 목표였으

며 여전히 중화학공업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 안보와 방위산업의 육

성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48) 혹은 중화학공업화에

경제 논리가 도입되고 수출산업화가 최우선 과제로 공론화되면서 방위산

업 육성은 차순위의 추가적인 목적으로 전환되어 갔고 실제로도 중화학

공업화 추진이 방위산업 육성과는 다른 방향으로 실행되었다고 해석해볼

수도 있다.49) 이와 같은 두 가지 해석은 경제발전과 자주국방 사이의 관

계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이지만 적어도 중화학공업화의 시작과 진

행 단계에서 군의 실질적인 역할이 변화했음에는 동의하고 있으며, 이는

이후에 논의될 금오공고 졸업생의 역할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3 기능 인력 수급을 위한 공업교육제도 개편

한국이 천연자원의 부족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딛고 중화학공업화를 성

공시키기 위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인적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기술력을 갖춘 인적 자원의 확보는 중화학공업화의 향방을 결정

짓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민간 중심의 병기 생산

체제에서는 민간 기업들이 도면에 제시된 정확한 규격대로 각 부품을 생

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므로 결국 선진국 수준의 중화학공업 기

술과 기능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

술처가 1973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과학기술인력, 특히 중화학공업계

직종 인력의 공급 부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50) 특히 기능

47) 박영구는 방위산업체에서 생산된 방위산업 군수물자의 비중이 작았을 뿐 아니라

방산품은 부산물에 그쳤다는 점에서 실제 기업 운영에 방산 생산이 미친 영향은

적었음을 보이고 있다. 박영구, 앞 책, 103-111쪽.

48) 김형아는 당시 박정희와 테크노크라트들이 “국가의 부와 힘을 창출하는 것을 최

대의 그리고 절대적인 목표”로 삼았으며, 중화학공업화야말로 북한과의 경쟁에서

전면적 우위를 차지하는 동시에 대미의존도를 줄이고자 한 박정희의 의지를 대

표했다고 평가한다. 김형아, 앞 책, 290, 313-314쪽.

49) 한편 박영구는 방위산업이 여전히 중화학공업화의 숨겨진 잠재적 목적이기는 하

지만 73년 중화학공업화 선언을 전후로 방위산업과 중화학공업 사이의 관계가

질적으로 변화했다고 주장한다. 박영구, 앞 책, 103-105, 121-128쪽.

50) 과학기술처, 『중화학공장 건설을 위한 인력수급계획』, (과학기술처,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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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 수급 상황이 가장 심각했는데 73-81년까지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

요는 199만1600명으로 예상소요에 비해 134만800명의 공급부족이 발생

할 것이며, 그 중 중화학공업 직종의 수요는 90만5000명, 예상소요는 83

만6200명에 비해 현재 공급능력은 18만8000명으로 64만8200명의 공급부

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51)

구분 년도 1972 1981 1973-1981

과학기술자
전 직 종 27,400 126,700 +54,900 (공급과잉)

중화학직종 10,300 66,300 -8,000 (공급부족)

기술자
전 직 종 71,800 258,200 -160,300 (공급부족)

중화학직종 25,500 121,500 -89,700 (공급부족)

기능공
전 직 종 451,400 1,991,800 -1,340,800 (공급부족)

중화학직종 177,000 90,6000 -648,200 (공급부족)

계
전 직 종 550,600 2,376,700 -1,446,200 (공급부족)

중화학직종 212,800 1,098,800 -745,900 (공급부족)

표 1. 과학기술인력 수급계획

(※출처:　과학기술처, 『중화학공장 건설을 위한 인력수급계획』, (과학기술처,

1973), 215, 217, 222, 225쪽에 제시되어 있는 표와 자료들을 재정리함.)

기술 인력의 부족 특히 숙련된 기능공의 공급 부족은 중화학공업화 선

언 이전에 이미 60년대 말부터 지속적으로 누적되어온 현상이었다.52) 60

년대 공업고등학교는 실질적으로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기술 인력을 공급

하는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받았으며, 1962년 기술인력수

급조사에서부터 공업고등학교 내에서의 기술교육은 많은 문제점과 한계

212-215쪽.

51) 같은 책, 215, 217, 222, 225쪽.

52) 숙련 기능공의 과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업체 간 기능공 스카우트 현상이 갈수

록 치열해졌다. 1973년 대한상의의 조사에 따르면 숙련 기능공의 잦은 이직으로

생산성은 더욱 하락하였으며, 산업 현장에서는 정부가 하루빨리 급증하는 기능공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부심하는 기능공

확보, 업종별로 그 실태를 보다”, 『경향신문』 1973. 7. 24, 4면; “기업활동을 압

박 -상의조사 기능공 스카웃 임금 실태”, 『매일경제』 1973. 7. 25, 5면.) 기술공

및 기능공의 수급부족을 예측했던 정부 보고로는 다음의 보고서들을 참고. 최규

남, 『제2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안에 관한 건』, (1966), 25쪽; 경제기획원 총

무처, 『제2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 주요골자』, (1966); 경제기획원, 『제2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안)』, (1966); 과학기술처, 『중화학 공장건설에 따른 기

술 및 인력의 수요분석과 그 개발방안』, (1973), 214-225쪽.



- 20 -

를 드러내고 있었다.53) 당시 공업고등학교들은 기본적인 설비와 기술교

사가 갖추어지지 않은 채 인문계고등학교를 대신하는 또 하나의 입시 기

관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기술교사는 교과 내용과 전공이 다르거나 무자

격인 경우가 다수였고, 실습 교과과정이나 실습 설비들은 실제 산업체

환경들을 반영하지 못한 구식이어서 졸업생들이 현장에 투입된다고 하더

라도 별 쓸모가 없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 입시 준비에 매진하고

있었으며 학교에서도 전문과목 수업보다는 인문과목 수업에 치중하여 교

육하고 있었다. 기술은 여전히 인문에 밀려 경시되고 있었고 그나마 공

고 출신들은 졸업한 이후에 취직도 잘 되지 않아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

하려 하지도 않았다.54) “당시 공업고등학교는 사회에서 돌보지 않는 버

려진 학교였다”라는 오원철의 회고는 공업고등학교를 둘러싼 사회적 분

위기를 잘 보여준다.55)

따라서 정부는 공업교육제도를 정비하여 중화학공업에 투입할 기술 인

력과 기능 인력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

다. 가장 수요가 많았던 기능공을 보충하기 위해 정부는 실업교육과 직

업훈련을 강화하였는데, 특히 고졸 출신의 기능공을 양성하기 위해 공업

고등학교를 대폭 확충하고 공고의 실습 교육을 질적으로 현저하게 개선

시킬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았다.56) 그러나 여전히 공업고등학교의 예산

은 턱없이 부족했고, 정부는 소수의 공업고등학교를 특성화학교로 지정

하고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시범 운영하는 특성화 정책을 선택했다. 문

교부는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고를 기계공고, 시범공고, 일반공고 3

가지 유형으로 지정하였고, 그 중 금오공고는 정밀가공사 양성 실험학교

로 지정된 첫 4개교 중 하나로서 개교하였다.57) 금오공고는 공업고등학

53) 전상근, 『한국의 과학기술개발: 한 정책입안자의 증언』 (정우사, 1982).

54) 문교부, 『조국근대화의 기수–공업고등학교 기능사 양성-』 (문교부, 1977),

24-25쪽.

55) 오원철, 앞 책, 195쪽.

56) 박영구, 앞 논문.

57) 문교부(1977)의 자료에서는 공고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지만, 지

민우, 박영구, 김형아 등의 기존 연구들에서는 공고가 시범공고, 특성화공고, 기계

공고, 일반공고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졌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 참고한 문교

부 사료는 1976년까지의 현황을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연구들은 1977년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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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교육제도의 개편이 진행되던 시기와 맞물려 설립되었을 뿐 아니라 문

교부의 정비된 교육과정을 현실로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기능

사 양성 방침과 문교부의 새로운 교육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

적인 공업교육기관으로 인식되어왔다.58)

유형 학교 수 운영 목적

기계공고 11개 방위산업 육성과 기계공업 정밀화에 공헌할 정밀가공사 양성

시범공고 11개 해외진출 기업체에 종사할 해외진출 기능사를 중점 육성

일반공고 - 일반 산업계가 요구하는 질 높은 기능사 양성

표 2. 공업고등학교 중심의 기능사 양성체계

(※출처: 문교부, 『조국근대화의 기수–공업고등학교 기능사 양성-』 (문교부,

1977), 25-27쪽의 내용을 표로 정리함.)

그러나 1973년 중화학공업화 선언과 거의 동일한 시기에 개교한 금오

공고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중화학공업화와 훨씬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었으며 다른 공업고등학교들과는 차별화되는 특징들을 지니고 있

었다. 본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화학공업화는 산업 고도화와 자주 국

방이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으며, 그 두 가지 의미 사이의

관계가 변화해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였던 방위산업이 중화학공업의 일부로 포함되고 병기

생산 체제의 중심이 민간 산업으로 옮겨가면서 방위산업의 육성에서 국

방부와 군의 역할이 갈수록 축소되었다는 점이다.59) 이에 따라 실질적으

로 병기생산 현장에서 생산 업무를 직접 도맡아야할 기능공, 특히 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던 금오공고 졸업생의 역할과 그에 대한 기대는 상

당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현황을 기록한 사료들을 참고한 데에서 발생한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변화된 체

제에서 금오공고는 1974년에 기계공고로 개칭되었다가, 1978년에는 ‘중견 기술요

원 양성 공업고등학교’로 특성화되었다.

58) 실제로 금오공고는 다른 공업교육 기관들이 따라야 할 모델이었고 다른 학교들

의 시찰 대상이기도 하였다. 박영구는 금오공고의 대표성을 설명하며 문교부가

다른 공고들을 금오공고와 같은 시설, 교육 방법으로 유도하고자 하였다는 사실

을 근거로 들고 있다. 박영구, 앞 논문, 373쪽

59) 부분적으로는 오원철과 김정렴 등의 증언에서 드러나듯 군 스스로가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 국산화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던 탓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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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오공고 설립 구상의 변천

1960년대 말 금오공고의 설립 제안은 경제, 산업적인 필요에 의해 시

작되었으나 1973년 개교 당시에는 군의 기술 인력을 보충하는 것으로 용

도가 전환되었다. 1960년 대 말 상공부가 산업 구조의 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공업교육의 양적 확대는 물론이고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되어 기량

을 발휘할 숙련 기능공을 배출할 수 있도록 공업교육을 질적으로 변혁시

키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공부에 의해 제안된 설

립 단계의 금오공업고등학교는 산업현장에서 기능할 가장 우수한 기능엘

리트를 양성하는 산실이자 이상적인 공업교육의 표본이라는 두 가지 의

미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 민간 주도의 병기생산체제가 결

정되고 군이 최종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우수한 군 기술

인력의 보충이 더욱 시급해졌다. 결국 1973년 개교를 준비하고 있던 금

오공고가 군 기술하사관 양성학교로 서둘러 전환됨으로써, 금오공고 출

신의 엘리트 기능공은 방위산업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군에서의 자주국방

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다.

3.1 한일협력 기술고등학교 설립사업 추진

1969년 상공부의 기술고등학교 설립 건의는 당시 한국 산업현장이 직

면해 있던 기능 인력 문제를 공업교육의 육성과 개선을 통해 해소하겠다

는 상공부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처음부터 상공부가 기술 교육을 강

조했던 것은 아니었다. 1962년 ‘기술인력 수급 조사’에서 이미 기능공 부

족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졌고 공업고등학교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결론

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공부는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업교

육의 개편을 매년 미뤄왔다.60) 그러나 1969년 전자공업진흥법61)의 제정

60) 전상근, 앞 책.

61) 김완희의 <전자공업진흥을 위한 조사보고서>(1968년)를 골자로 한 「전자공업

진흥법」 (법률 제2098호)은 1969년 1월 28일 제정·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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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구미 공업단지의 조성은 상공부의 입장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

다. 상공부는 ‘전자공업 육성 방안’을 입안하면서 전자공업의 단지화 계

획을 제시했고 1969년 구미 공업단지의 조성이 최종 결정되었다.62) 이

과정에서 기능공 부족 문제가 다시 심각하게 대두되었고 구미에 기술고

등학교를 세워 공업단지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우수한 기능공을 양성

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공부 내부에서 힘을 얻었다.63) 당시 상공부 광공

전 차관보(1969-1971) 오원철을 주축으로 한 상공부 관리들은 중견 기술

공들을 양성하여 배출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시범적인 공업고

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상공부에서는 숙련 기술공의 양적 증가와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도 제

고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실습에 중점을 둔 기술고등학교의 설립을 주장

하였다. 전상근으로부터 62년 기술인력 수급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받은

오원철은 특허국 이광덕 심사부장에게 학교 설립 계획서의 작성을 지시

하였고, 이광덕 심사부장은 특허국 김석중 심사관, 한국정밀기기센터 박

수명 부소장과 함께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작성된 계획서 중 일부

인 학교 설립 동기에는 총 다섯 가지 항목이 나열되어 있는데 ‘기술고등

학교’를 설립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1969년 우리나라의 기술공 1인당 인구수는 선진국인 미국에 비하여 약 6

배에 해당하는 1 : 410이며, 기술자(대졸 이상) : 기술공(중졸 이상) : 기

능공(국졸 이하)의 구성비는 1 : 2 : 15로 미국의 1 : 25 : 5에 비해 기술

공이 현저히 부족하다. 둘째, 대부분의 기업에서 저임금인 연소자를 많이

취업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제품 생산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쳐 수출

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셋째, 대학 졸업자는 기술자로 공장에

서 일하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학 졸업과 병역을 마치고 나면

나이가 많아 제대 후에 기술 계통으로 복직하려 하지 않는다. 넷째, 반면

기술고등학교의 학생들은 18-19세에 졸업하여 입대까지 2, 3년간 기술공

62) “전자공업단지 조성”, 『매일경제』 1969. 2. 8, 2면.

63) 62년 기술인력 수급조사를 담당했던 전상근은 당시 오원철이 부임 직후 공업교

육의 실정과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것이 공업 교육 개편의 시발점이 되

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전상근, 앞 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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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으며, 제대 후에도 다시 기술 계통으로 복직하여

평생직장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술계에 공헌할 바 클 것이

예상된다”. 다섯째, 1960년대 말 현재 공업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을 위한

학습을 위주로 교과 과정이 편성되어 있어 기술교육이 역부족이다. 따라

서 실험실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술고등학교가 필요하다.64) 이러한

근거로 상공부에서는 공과대학이나 전문대학, 직업훈련소 등이 아닌 공

업고등학교를 설립하여 현장에 기술공으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대거

양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공부 관리들은 현실

적인 정부 예산으로는 상공부가 원하는 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

고 판단했고, 상공부 주관 하에 일본 정부원조자금을 사용해서 시범적인

기술고등학교를 설립해보자는 대안을 내놓았다.65)

한일협력 기술고등학교를 설립하자는 상공부의 제안은 한일 양측 정부

의 동의를 얻어 원만하게 합의되었다. 제1차 한일경제각료 회담(1967)

때부터 실무국장으로 참여해 왔던 오원철은 일본 정부원조로 시범적인

공업고등학교를 건설하자는 안건을 제출하였고, 이 안건은 이낙선 당시

상공부 장관과 박정희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1970년 5월 17일 EXPO-70

한국의 날 행사 참석차 일본에 방문했던 이낙선 장관은 일본 통상산업대

신에게 기술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일본정부의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학

교설립 계획개요를 전달했고, 1970년 7월 24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64) 오원철, CEOI 온라인 기념관, Ⅲ -1. 한국인의 재발견, “24) 한국인에게 정밀가

공 능력이 있느냐?”, “25) 기술고등학교를 택한 이유”. http://www.ceoi.org/

(2014. 11. 17 확인).

65) 오원철은 무엇보다 한국인 기능공 양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들이 정부 내부

에서 지배적이었으며, 이러한 국회 분위기 탓에 금오공고 설립안이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고 회고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일제 식민시대부터 “한국인(당시는

조선인)은 정밀작업은 못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기계공업에는 적합하지 않다”라

는 평을 받아왔고 이것이 상식화되어 한국인들도 사이에서도 수용하는 사람이

많았다. 끝까지 완벽을 기하는 일본 장인의 소위 ‘시아게 정신’이 한국인에게는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천부적으로 한량 기질을 지니고 태어난 한국인들에게 정밀

공업을 가르친다는 것은 결국 사상누각이 아닌가하는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오원

철은 자신의 회고에서 실제로 실험을 해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즉 상공부

가 소질 있는 청소년을 선발하고 집중적인 교육과 실습을 통해 시아게 정신을 도

입시킴으로써 그들이 우수한 기술공이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해봐야 했다는 것이

다. (오원철, CEOI 온라인 기념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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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각료회담에서 일본의 동의를 얻어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학교를

설립한다는 원칙적인 합의 하에 양국의 각료는 가능한 한 속히 학교설립

을 위한 조사단을 파견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제22항에서 합

의”하였다.66) 이 회담에서 한국은 시설공사, 일본교사파견비, 한국인교사

훈련비, 시설장비도입 등 4개 항목의 총 소요금액 3,672,560달러 중 외자

2,600,530 달러를 일본정부에서 무상 공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67)

가칭 삼정공업기술고등학교였던 금오공고의 설립은 이때부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68) 1970년 10월 15일 삼정기술고등학교 설립기초조사서를 일

본정부측에 제출하였으며, 1970년 11월 4일부터 12일까지 문부성 모로사

와 마사미치(諸澤政道) 심의관을 단장으로 한 일본정부 조사단 8명이 내

한하여 약 10일간 한국의 실업고등학교들과 구미공업단지를 시찰하였

다.69) 1971년 3월에 일본정부의 71년도 원조액이 36만 달러로 확정되었

고 1971년 4월 30에는 일본과의 협의 끝에 ‘학교설립을 위한 종합소요자

금 계획’이 수립되었다(내자 총 소요 3,243,766 달러, 외자 총 소요

66) 설립준비위원회, 「한일협력 금오공업고등학교사업 소개」 (1971. 6. 1.).

67) 상공부, 「제4차 한일각료회의 (통상관계의제)」 (상공부, 1970. 7).

68)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기계 기술공은 「정성 들여, 정

밀하게 도면대로, 끝까지 정직하게 작업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된다. 이때부터

「정성, 정밀, 정직」은 이 학교의 교훈이 되었는데, 학교가 설립도 되기 전에 교

훈부터 먼저 정해졌던 것이다. 세 단어에 모두 「정」자가 들어있어 「3정주의」

라고 했으며, 학교의 이름도 (가칭)삼정공업기술고등학교라고 했다.” 오원철,

CEOI 온라인 기념관, Ⅲ -1. 한국인의 재발견, “26) 금오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하

다”.

69) 상공부, “기술고등학교 일본 조사단 내한 대비”, (1970.11.3.)의 <부표1. 일본 조

사단 명단>에 따르면, 일본 조사단은 “단장: 문부성 초중등교육국 심의관 諸澤政

道, 단원: 문부성 직업교육과 교과조사관 土井正志智(공업교육–기기), 관리국 교

육시설부 공영과 과장보좌 福田純一郞(학교건축), 직업교육과 과장보좌 小山忠男

(행정사무), 도립북풍도공업고등학교 전자과장 緖方興助(공업교육-전기), 외무성

경제협력국기술협력과 (○○○○), 경제협력2과 原口幸市, OTCA Center 과장보

좌 田中(○○)”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부표2. 한국측 실무단 명단>에 따르면 한

국측은 “단장: 상공부 관공차관보 오원철, 단장보좌: 상공부 특허국 제2심사장 최

규배, 단원: 상공부 공업진흥관 실기업담당관 조창석, 상공부 특허국 제3심사관

김석중, 문교부 과학교육국 교육외자과장 송복주, 노동청 직업훈련과장 홍종영,

과학기술처국제협력국개발과 행정사무관 곽종선, 한국정밀기기 Center 소장대리

박수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었다. (별첨: 기술고등학교 조사단 일정표

(1970.1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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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820 달러(별도 50만달러 증여)). 동시에 한국에서는 1971년 1월 20

일 김병탁 상공부 총무를 위원장으로 한 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3월10일 학교 이름이 금오공업고등학교(학교법인금오학원)로 정식 결정

되었다. 71년 3월 22일, 경상북도 선산군 구미읍 공업단지 내에 59,500평

부지를 확보하고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8월 16일에는 문교부로부터 학교

법인 금오학원설립 인가(문교부 교행 1042.1호)를 받았다. 오원철이 “모

든 일은 풀 스피드로 진행되어 나갔다”70) 라고 회고할 만큼 금오공고의

설립은 당시 72년 5월로 예정되어있던 구미 전자공업단지의 완공 시일에

맞춰 73년 개교를 목표로 상당히 급하게 진행되었다.71)

3.2 상공부의 두 가지 목표

상공부는 금오공업고등학교의 설립을 통해 공업계, 특히 중공업분야에

절실히 요구되는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금오공고를 상공부가 이

상적으로 생각하는 공업교육의 본보기로 삼겠다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

고 있었다. 상공부로서는 공업계, 특히 중화학공업의 현장에 중견급으로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우수한 인력들을 양성하는 것이 일차적인 급선무였

다. 일본의 원조로 동양 최대의 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한 후에 입학정원을

점차 늘리는 동시에 이차적으로는 금오공고와 같은 학교들을 여러 개 더

설립함으로써 국내 공업교육을 전반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었다.72)

이러한 상공부의 구상은 여러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명시되고 있는데, 예

를 들면 제4차 한일각료회의에서는 “경제발전계획의 추진에 따라 과학기

술계인력 특히 기계공업분야의 고등기술공의 수요가 급증되므로 공업기

술학교를 설립토록 계획수립”이라고 제안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73) 국제

70) 오원철, CEOI 온라인 기념관, Ⅲ -1. 한국인의 재발견, “26) 금오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하다”.

71) 상공부는 71년 당시 목표였던 72년 5월 완공 계획을 수정하여 72년 6월까지 구

미 전자공단을 완공하기로 했으며, 실제로 구미 전자 제1공단은 8월 31일에 완공

되었다. “활기찬 전자업계” 『매일경제』 1972. 2. 22, 5면.

72) 오원철, 앞 책, 197-198쪽.

73) 상공부, 「제4차 한일각료회의 (통상관계의제)」 (19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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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규모와 내용을 구비한 한일협력의 상징적인 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함으

로써 “우리나라 공업현대화를 위한 합리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공

업고등학교 교육의 표본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힌 금오공업고등학교 설

립준비위원회의 학교 설립 취지 역시 상공부의 의도를 분명하게 전달하

고 있다.74) 즉 금오공업고등학교는 중견급 기술공들을 실제로 배출하는

장소인 동시에 공업교육의 표본으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상공부는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실험 중심

의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당시 공업고등

학교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이론과 실제가 유리되지 않은 교

육’과 전문교과 실습에 대한 특별한 강조는 설립준비위원회가 밝힌 기본

방침에서도 잘 드러난다. 1971년에 상공부가 작성한 금오공고 설립의 기

본방침에서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의 비율은 40 : 60로 하며 전문교과

내에서 이론 대 실습시간의 비율은 30 : 70로 하고 전문교과의 이론과

실습은 가능한 동일한 교사가 가르치게 함으로써 두 과목이 서로 분리되

지 않도록 할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75) 실제 설립준비위원회가

당시 계획서에 첨부한 교육과정 요강을 살펴보면,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를 각각 85단위와 137단위씩 이수하도록 하고 전문교과의 필수과목 115

단위 중 실습 및 제도를 97단위, 원리학습을 18단위로 정하였다. 즉 학생

들은 3년 동안 주37시간씩 43주간 수업을 받으며 절반이 넘는 주당 평균

약 23시간을 전문교과에 할애한다. 전문교과 중 필수과목은 주당 19시간

으로 이 중 실습 및 제도는 주당 약 16시간에 해당한다. 보통교과 대 전

74) (원문) “학교 설립 취지: 우리나라는 최근 제1차 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성공적으

로 달성했으며 제2차 5개년계획의 최_년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동시에 바야흐

로 제3차 5개년계획을 목전에 두고 있으나 기간 장족의 경제발전과 급속한 공업

화로의 추이에 수반하는 과학기술계 인력소요의 격증과 특히 중공업분야에 종사

하는 우수한 기술자의 부족이 현저함에 비추어 공업계 중견 직장급 기술공을 긴

급히 양성 공급함이 절실한 문제로 대두되었음. 이에 정부는 한일 양국의 경제

및 기술협력 하에 다수의 정통적인 기술자 양성기관으로서 이론과 실제가 상부

하고 실험 실습과목에 보다 중점을 둔 교육에 손색이 없는 국제적 규모와 내용을

구비한 한일협력의 상징적인 정규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함으로써 우리나라 공업현

대화를 위한 합리적인 기반조성과 아울러 공업고등학교 교육의 표본화에 이바지

하는데 있음” 설립준비위원회, 앞 책.

75)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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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과의 비율은 약 38 대 62로 위에서 언급한 40 대 60의 비율과 거의

일치하며, 전문교과 중 필수과목의 이론 대 실습 비율은 약 16 대 84로

30 대 70 비율보다 실습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76) 적어도

실습 시간의 확보와 실습의 양적 증가라는 측면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기

본 방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목 구분
1-3학년

복수단위

주당 평균

수업시간

보통

교과목

필 수 58 약 10시간

선 택 27 약 4시간

합 계 85 약 14시간

전문

과목

필

수

실습 및 제도 97 약 16시간

원리 학습 18 약 3시간

합 계 115 약 19시간

선 택 22 약 4시간

합 계 137 약 23시간

총 계 222 37시간

표 3. 교과 과정 요강

(※출처: 설립준비위원회, 「한일협력 금오공업고등학교사업 소개」 (1971.6.1.).

7쪽의 표를 재정리함)

상공부는 단순히 실습 시수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최고 수

준의 실습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실습 환경을 금오공고에 마련하고자

했다. 설립준비위원회가 밝힌 기본방침과 설립 진행상황에 따르면 이들

은 효과적인 실습을 위해 각 과마다 전문화된 설비를 독립적으로 확보하

게끔 하였으며, 무엇보다 실험실습용 기기는 현재에 사용되는 것뿐 아니

라 앞으로 사용될 것까지 고려하여 최신형으로 구비하게끔 하였다. 계획

서에 첨부된 실습 실험 설비 규모를 살펴보면 제도실 등 공용 실험·실습

실 10개실, 기기공작과 4개실, 판금용접과 4개실, 금속공업과 11개실, 전

76) 전문교과 중 선택과목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전부 이론

수업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전문교과 전체에서 이론 대 실습의 비율은 ‘약 29% 대

71%’로 30% : 70%라는 비율과 유사하며 역시 실습이 이론보다 훨씬 많다.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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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과 5개실을 각각 건설할 예정이었다.77) 금오공고와 함께 1973년 3월에

정밀가공사 양성 실험학교로 지정되었던 4개 공고 중 학생 정원이 900명

으로 가장 규모가 컸던 부산공고의 경우에는 77년도에 총352종의 실습시

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금오공고는 이미 71년에 공용실습실에 총 673

종을 구비하고 그 외에도 각 분과마다 전문화된 실습 시설을 완비하게끔

한 것이다.78) 예를 들면 전자과는 전기계측실습실(기기 46종류), 전자기

기실습실(기기 51종류), 사용계측실습실(기기 11종류), 전자공작실습실(기

기 24종류), 전자공학실습실(기기 50종류) 등 총 182종의 기기를 갖춘 5

개실의 실습시설 규모가 71년에 결정되었다.

이렇게 특별한 시설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실험실습에 필요한 설비와

기기 일체를 일본 측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시설 규모와 함께 예산 규모도 비교해볼 수 있는데 문교부가 1974년 전

국 공업고등학교 확충 비용으로 요구했던 34억 2190만원 중 6억 1595만

5천원이 책정되었고 이전 년도들에 비해 대폭 신장되었다고 기록하고 있

는 데에 비해, 금오공고 설립예산은 총 21억 9027만원이 소요되었다.79)

이 중 한국 측에서 부담한 금액은 71년부터 74년까지 총 10억 3800만 5

천원이며 일본에서 실험실습기기와 교사훈련 등에 지원한 금액은 11억

5226만원으로 전국 공업고등학교 전체에 1년간 지원한 예산을 훨씬 상회

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80)

이와 같은 실습 환경 안에서 강도 높은 실습훈련을 통해 최정예 기술

공을 배출해내기 위해서는 실습 설비 못지않게 기술 교사와 학생의 질도

중요했고 상공부 역시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우선 실험 수업

의 양적, 질적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술 교사의 확보와 그들의 기

술력 향상이 시급했다. 설립준비위원회가 작성한 교직원 소요에 따르면

상공부는 73년부터 75년까지 인문계 교사 총 15명과 그 두 배가 넘는 실

77) 같은 책, 책, 9-10쪽.

78) 문교부, 앞 책, 68쪽.

79) 박영구, 앞 논문, *<표6> 1974년 중화학공업교육 예산 요구액 (1973.9.), 자료:

문교부, 『중화학공업추진을 위한 공업기술계 인력공급계획 및 공업교육개선방

안』, 1973, 97-99쪽

80) 설립준비위원회, 앞 책,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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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교사 총 35명을 요청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설립준비위원회에서

기술 교사들로 하여금 일본의 공업고등학교나 산업현장에 파견되어 반드

시 일정 기간 동안 기술 연수를 받고 돌아오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이

다.81) 이는 금오공고 설립을 제안했던 제4차 한일각료회담에서 이미 상

의되었던 내용으로 일본은 기술교사 훈련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뿐 아니

라 1기생이 졸업하는 년도까지 일본인 기술교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

다.

한편 상공부는 기기공작과, 판금용접과, 주물목형과, 금속공업과, 전자

과 총 5개과에 각 60명씩 한 학년에 총 300명, 전교생 총 900명을 전국

에서 선발할 계획이었는데,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구체적

인 혜택들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제시되었다. 첫째로 전 학생에 대

해 일체의 공납금을 면제해주고 전원에게 숙식 제공과 함께 100% 장학

혜택을 제공하는 공업고등학교는 금오공고가 유일했다.82) 둘째로 상공부

는 졸업 시 국가 2급 기능공에 해당하는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셋

째로 ‘졸업 후 취업 100% 보장’이라는 특전을 제시하였다.83) 특히 공업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진로가 불안정하여 공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졌

다는 위의 지적들에 비추어볼 때, 이는 금오공업고등학교 졸업생들을 공

업계 현장에 투입하여 적극 활용하겠다는 상공부의 강력한 의지와 그에

대한 확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학교 설립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한일 각료회담에

서 학교 설립을 제안한지 약 2년만인 1972년에 이미 학교가 완공 단계에

이르렀고 상공부는 위와 같은 구상을 토대로 1973년 개교를 준비하고 있

었다. 그러나 정부가 군의 기술하사관 양성학교로 당장 활용하기로 결정

하면서 이후 금오공업고등학교의 의미와 역할은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81) 같은 책.

82) 문교부 소속의 공업고등학교 중 장학혜택의 규모가 가장 컸던 부산기계공업고등

학교는 1977년을 기준으로 전원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전학생의 75% 장학금

지급 등의 혜택이 있었으며 기숙사는 전교생 중 2/3까지만 수용할 수 있었고 이

학생들에 한해 식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었다. 문교부, 앞 책, 68-69쪽.

83) 설립준비위원회, 앞 책,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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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술하사관 양성학교로의 전환

1972년 금오공업고등학교의 갑작스러운 성격 전환은 당시 한국 방위산

업이 처해있던 상황과 함께 방위산업의 육성과 국가안보 강화에 대한 정

부의 집념을 반영하고 있다. 위의 배경에서 설명했듯 1970년대 초 한국

정부의 최우선과제는 경제건설에서 국가안보 강화로 바뀌었다. 1972년 2

월과 10월에는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 방향과 생산 체제를 결정지은 두

차례의 ‘제 1, 2차 방위산업 육성회의’가 개최되었는데, 바로 이 회의에서

군 기술 인력의 한계가 지적되었고 당시 개교 직전이었던 금오공고를 군

기술하사관 양성학교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84)

이 두 차례의 회의와 이후 방위산업의 육성에서 중심에 있었던 오원철

은 병기 개발과 보수, 유지를 담당할 기술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당시 병기 개발을 위해서는

1/100mm 수준의 정밀도가 요구되었지만 한국의 정밀가공업은 그 정밀

도가 1/10mm 수준에도 채 미치지 못했으며, 그나마 자격 있는 정밀가공

사도 극히 부족했다.85) “정밀공업과 방위산업은 똑같은 기술수준에서 발

전해 간다. 정밀공업 없이 방위산업은 존립 못 한다”는 오원철의 확고한

믿음은, ‘2월 회의’라고 불리는 제1차 방위산업 육성회의에서 박정희에게

까지 전해졌다. 이 회의에서 대통령은 병기 개발의 기술저변을 확대할

84) 오원철이 각각 1972년 2월 8일, 10월 26일에 개최되었다고 주장하는 두 차례의

방위산업 비상회의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회의록이나 기록 문서를 찾아볼 수 없

었다. 이후 신문 기사와 국회 회의록 등에서 2월 회의를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

는 것으로 보아 방위산업과 관련된 회의가 열렸던 것은 분명하나, 구체적인 내용

을 파악할 수 없었다. 박영구도 2월 회의를 중요하게 언급하지만, 오원철의 개인

기록 이상의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 (같은 책, 142쪽.) 대신 오원철이 2월 회

의에서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는 병기생산체제의 내용은 1972년 2월 15일의 대통

령 보고에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10월 회의 역시 공식적으로 기록해놓은

사료는 없었으나 그 시기 전후의 대통령 보고를 비교해볼 수는 있었다. 1972년

10월 20일의 보고까지는 중화학공업화 정책이라는 말이 언급되지 않았으나 1973

년 1월 31일에는 “방위산업 및 중화학공업화 정책”이라는 제목의 대통령 회의가

열렸다. (대통령비서실, “병기생산체제”,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EA0004549 (1972.

2. 15.); 대통령비서실, “방위산업 및 중화학공업화 정책”,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EA0004652 (1973. 1. 31.) 참고.)

85) 김형아, 앞 책, 281-282쪽; 오원철, 앞 책, 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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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고 군산학 각 영역에서 기술요원들을 총 동원할

것을 명령했을 뿐 아니라 정밀가공사 양성 방침을 별도로 수립하게끔 지

시하였다.86) 이에 따라 ‘첫째, 병기는 정밀가공을 요하므로 정밀가공 유

자격 업체 및 기능공으로 하여금 병기를 생산하게끔 한다. 둘째, 정밀가

공 자격자의 절대수가 부족하므로 훈련, 양성하여 확보한다. 셋째, 상공

부는 정밀기기센터로 하여금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검정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교부한다. 넷째, 국방부는 정밀가공 자격자에 대하여 우대한다.’

로 요약되는 정밀가공사 양성 방침이 2월 회의에서 최종 결정되었다.87)

1973년 2월 23일에 제정 공포된 일명 ‘병역특례법’은 기술저변 확대라

는 목표와 기술자, 기능공 동원이라는 지침을 실현하기 위한 한 가지 대

안으로 기능했다.88) 이 법에서는 병역 특례의 대상을 한국과학원생, 군

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군수업체(군공창, 군정비창) 및

연구기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 및 기능자, 국가기능

검정에 합격하거나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국가 주요 산업체(공업, 광업,

수산업, 해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특기자 선발위원회가 선발한 학술

예술 체능의 특기자 등의 네 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

르면 해당 대상자가 보충역에 편입되어 3-5년 동안 해당 기관 또는 분

야에 계속 종사하면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된다. 특이한 부분은

제4조(입영연기)로, 실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수업체 또는 국가 주요

기간산업체에 취업 중인 자는 22세가 되는 12월 31일까지 현역병 입영을

일단 연기해주도록 되어 있다. 입영이 연기된 기간에 대상자가 국가기능

검정고시에 합격하거나 면허를 취득하면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으며 그

후 5년 이상 해당 기관에 계속 근무할 경우 병역을 마친 것으로 조치된

86) 오원철은 2월 회의에서 결정된 ‘병기개발의 기본방침’에 대해 “국가안보의 관점,

비상시국에 대한 입장에서 국가의 과학기술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이다. 군이나 산

업계나, 과학계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과학기술에 대한 총동원 명령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오원철, 앞 책, 120, 133쪽.

87) 같은 책, 142쪽.

88)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병역 특례법의 법령 연혁에는 동일 법령 제2562호가 1973

년 3월 3일에 제정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당시 신문기사들에 따르면 이 법

은 2월 23일 제정 공포되었다. 「병역 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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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9) 이 법안은 국가기능 검정고시의 합격을 전제로 하고 있기는 하나,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실질적인 병역특혜 조치를 제시함으로써

기술 인력을 병기 개발 현장으로 최대한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었다.

그러나 기술 병력의 수적 부족보다도 더 큰 문제는 기술 수준의 질적

부족이었다. 군의 기술 요원들은 대부분 공고나 초급 공과대학 출신으로

제대로 된 실습 경험이 부족했고, 정밀한 기계를 다루는데 있어 그들의

전반적인 기술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불만이 국방부에서 제기되었다. 이

는 위에서도 설명한 60년대 공업 교육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당시 공

업고등학교에는 실습 시설이나 실습비가 부족하여 학생들이 제대로 된

실습을 못해보고 졸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공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좋지 않아서 우수한 학생들은 공업계에 종사하지 않으려

했다. 따라서 군에 임용된 기술 장교들은 군에서 거의 처음으로 실제 기

계를 접해보는 초보 수준이었고, 기술 전문성에 대한 군의 요구를 충족

시키기엔 당연히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이후에 전개된 ‘군의 과학화’ 논의에서는 국내에

남아있던 기술 인력들을 동원하는 것 이외에 전문적인 기술 인력의 양성

을 위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요구되었다. 오원철을 중심으로 한 정부

시찰단은 무기 국산화와 병기 개발에 대한 기본 방침이 결정되었던 2월

회의 직후에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스위스, 이스라엘, 일본, 대만 등

각국의 방산공장들을 순방하였다. 그곳에서 그들은 현대전은 과학전이자

기술의 싸움이며 최신 병기의 개발과 유지, 운용 능력이 곧 전력이라는

사실을 목격하였고, 대만의 중정이공학원(군 기술 장교 양성기관)을 비롯

하여 기술 요원의 확보를 위한 각국의 노력을 관찰하였다.90) 한국에 돌

89) “해설: 기술요원 저변 확대, 특기자 병역 특혜”, 『매일경제』 1973. 2. 24, 7면;

“연구기관 학술 예술 체능 특기자 병역 특혜 –비상각의 병역의무 특례법률안 의

결”, 『경향신문』 1973. 2. 23, 1면.

90) 시찰 보고에서는 대만의 군 기술장교 양성기관인 중정이공학원에 대해 구체적으

로 언급하고 있으며, 우수한 기술장교의 양성 및 배치에 의한 과학화가 한국에서

의 군의 과학화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대통령비서실, “중화민국 대한

정밀기계공업 시찰 보고”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EA0004613 (197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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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온 시찰단은 ‘군의 과학화’와 ‘전자공업 전략화’라는 두 가지 쟁점에 대

해 보고를 올렸고, 이어서 1972년 10월 26일에 열린 제 2차 방위산업 회

의(이하 10월 회의)에서는 군의 과학화가 중요한 국정 과제로 채택되면

서 군 인력의 기술 수준 향상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고

도로 정밀화된 최첨단 무기의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고, 그것이 완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할 우수한 기술 하사관이 필요해지

는 것이다. 게다가 당시 회의에서는 미국에 기술습득을 위해 사람을 보

내려 해도 기술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실질적인 문

제가 제시되었고, 이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다.91) 오원철의 회고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직접 “군의 과학화에는 군 장비의 현대

화가 필수적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군 인력의 기술수준 향

상 문제이다. 기술장교와 기술하사관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지시를

내렸다.92)

군에서 위탁교육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

으나 당시의 낙후된 기술교육 환경에서는 우수한 기술하사관의 양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다.93) 이러한 판단 하에 군에서 기술하사관 양

91) 1973년 1월 30일의 “방위산업 및 중화학공업화 정책”에 관한 대통령 회의에서

박정희는 “1. 방위산업 -아. 중화학공업화 정책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자 기능공 양성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직접

지시하였다. 이러한 박정희의 지시는 오원철의 회고와도 일치한다. (대통령비서

실, “방위산업 및 중화학공업화 정책”, (1973. 1. 31.).

92) 오원철은 당시 방산공장 시찰에 대해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은 것은 각국마

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의 과학화였다. 현대전이 기술의 싸움이고 최고

의 과학병기를 사용하게 되니 최신병기의 연구개발, 최신병기의 유지, 최신병기에

대한 숙달 등이 중요한 과제이고, 이런 능력이 곧 전력이었다. 그래서 각국마다

기술의 축적과 기술요원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특히 전자계통에 주

력하고 있었다. 그래서 시찰보고서에도 첫머리가 군의 과학화 문제가 된 것이었

다. 즉 군의 과학화 문제는 구체화되어 동년 1972년 10월 26일에 개최된 병기개

발 확대회의(제2회)에서 중요한 과제로 채택하게 된다…” 라고 회고하고 있다. 오

원철, 같은 책, 150, 190-195쪽.

93) 군의 기술병 충원을 위해 재학생에게 연간 5만-6만5천7백원의 장학금을 지급하

고 입대 후에는 전공 분야에서 복무하도록 보장하는 군 기술 위탁 교육 제도를

확대, 강화하며 RNTC(Reserve Non-commissioned Officer's Training Corps: 부사

관학교) 제도를 실시한다는 등의 특별 조처가 발표되었다. “기술교육 혁신의 지름

길, 실업계고 전 졸업자 병역 혜택”, 『매일경제』 1972. 11. 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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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당장 학교를 설립하려면 계획

단계에서부터 학생 모집 단계까지 적어도 몇 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

로 예상되었고, 당시 방위산업을 추진하던 각료들에게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결국 이 10월 회의에서 당시 개교 직전이었던 금오공고

를 군의 기술하사관 양성학교로 활용하기로 결정되었다. 특히 상공부에

서 금오공고 설립을 제안한 당사자이자 금오공고의 전환 당시 방위산업

추진의 책임자였던 오원철의 “…당시의 비상시국 하에서는 이러한 시간

적 여유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금오공고를 군의 기술하사관 양성학교로

활용키로 했다. 비상조치였다.”라는 회고는 금오공고가 군의 기술하사관

양성학교로 갑작스럽게 전환된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다.94)

학교 설립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지만, 전환은 그것보다도 더 순식간

에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상공부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공업고

등학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장 먼저 금오공고의 설립을 제안하고 기

획했던 오원철이 금오공고의 전환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변호했다

는 사실이 흥미롭다. 다른 일반고와 실업계 고교들이 문교부 소관인 것

과 달리 원래 상공부 소관이었던 금오공고는 이제 국방부 소관이 되었

다. 당시 사람들은 금오공고 학생들을 ‘산업 전사’라 불렀고 후대 사람들

역시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들을 실제 ‘군 하사관’으로 양성

하고자 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차이로 인해 금오공고의 운영이

앞 절에서 설명한 상공부의 계획과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군 기술하사관

을 양성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94) 갑작스런 전환과 이에 따른 일본정부와의 충돌에 대해서도 오원철은 다음과 같

이 언급하고 있다. “금오공고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73년부터는 신입생을 모

집할 수 있는 단계였다. 이렇게 금오공고는 상공부나 필자로서는 손때가 묻은 연

관이 있었으나, 국가의 안보 비상시국이니 만치 군의 기술하사관 양성기관으로

활용하기로 했던 것이다. 일본 정부에서는 군사학교로 전환한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결국은 “한국 남자는 모두 군에 복무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니 졸업후에 군에 입대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하고 설득을 해서

겨우 해결을 보았다.” 오원철, 앞 책, 194-195, 197-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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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오공고의 개교와 실제 운영

금오공고는 경제 및 산업 발전 논리와 국방 논리가 혼재해있는 형태

로 운영되었다. 무엇보다 상공부의 구상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기술 교

육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공업교육의 표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하게끔 하였다. 그러나 산업 현장으로 중견급 기능공을 투입하겠다는 초

기의 목적은 변경되었다. 정부에서는 군 의무 복무조항을 삽입하고, 군사

교육을 통해 기술하사관 즉시 임용을 준비하는 등 졸업과 동시에 금오공

고생들을 군의 목적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

4.1 군 활용을 위한 학생 선발과 구성

금오공고가 기술하사관 양성학교로 전환되면서 일차적으로는 군에서의

예상 소요에 맞춰 학생 정원과 학제 구성이 기계과와 전자과를 중심으로

변경되었다. 기기공작과, 판금용접과, 주물목형과, 금속공업과, 전자과 총

5개과에 각 60명씩 한 학년에 총 300명을 구상했던 상공부의 계획은 개

교 직전 <표4>와 같이 수정되었다.95) 병기 개발과 최첨단 기기의 유지

보수와 관련하여 당시 군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었던 기계공작과와

전자과의 정원은 원래 계획의 두 배인 120명으로 각각 증원되었고, 주물

목형과와 금속공업과의 정원은 원래 계획의 절반 규모인 30명으로 감원

되었다. 오원철은 국방부 소요에 의해 기계과, 전자과, 판금용접과의 입

학 정원이 결정되었으며, 별도로 민간 방위산업체에서 요청하는 금속과

30명, 주물목형과 30명을 합하여 총 정원을 360명으로 했다고 설명한

다.96) 1972년 10월 회의에서 금오공고의 전환이 결정되었다는 기록에 비

추어볼 때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제1회 신입생 선발을 앞두고 이상과 같

95) 개교 당시의 변경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공부 산하의 금오공고설립준비위

원회가 작성했던 『금오공고 설립사업 소개』 (1971)와 1973년 신입생 모집요강

과 함께 작성되어 배포된 것으로 보이는 『금오공고』 (1972) 소개 책자를 비교

해볼 수 있다.

96) 오원철, 앞 책, 197-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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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제 구성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은 학교 전환이 상당히 급박하게

이루어졌을 당시 상황을 짐작해볼 수 있게 한다.

과별인원수 과인원 전공별 과목 및 인원 수

기계공작과 120 선반 60명, 기계조립 20명, 밀링 20명, 연삭 20명

판금용접과 60 판금용접 60명

주물목형과 30 주물목형 30명

금속공업과 30 금속공업 30명

전 자 과 120 무선통신기기 60명, 무선중계기기 30명, 전자기기 30명

표 4. 과별, 전공별 과목 및 인원 수

(※출처: 금오공고 (1972), 「금오공고」)

개교 이후에는 전자계의 기술 요원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군의 요청에

따라 1979년까지 전자과만 두 번 더 증원되었다. 제1회 신입생이 선발된

이후 전자과가 40명 증원되어 1974년 제2회 신입생부터 적용되었고,

1978년까지 기계공작과 120명, 판금용접과 60명, 주물목형과 30명, 금속

공업과 30명, 전자과 160명 총 400명이 매년 선발되었다.97) 전자과는

1978년에 다시 80명이 증원되어 전자과 정원이 240명, 총 정원이 480명

으로 늘어나면서 전자과가 총 학생 수의 절반을 차지했다.98) 특히 두 번

째 개편 과정에서는 군에서의 건의와 요청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으로 보인다. 1977년 10월 금오공고 졸업생의 현황에 대한 대통령 보고

에서 보고관 김광모(청와대 제2경제담당비서실)는 육해공군 각 부대장의

건의를 종합한 결론을 제시하였는데 그 첫 번째 항목이 바로 금오공고

전자과의 증원 요청이었다. 해당 보고에서는 고정밀 병기의 구매 및 미

97) 금오공고의 학교 연혁을 살펴보면 이후 1978년에 학제를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학칙 수정 사항을 기록하고 있지만 1974년 제2회 신입생의 증원에 대해서는 학

칙 수정 여부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 또한 오원철 회고록에서도 군의 요청에 따

라 제1회에는 120명까지, 제2회에는 160명까지 전자과를 증원했다고만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1978년 전자과 증원은 군에서의 추가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반면

1974년 전자과 증원은 처음부터 합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즉 60명으로

계획되어 있던 전자과 정원을 개교 직전에 160명까지 대폭적으로 늘리기에는 교

사나 실습시설 확보 등에 무리가 따랐을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2년에 걸쳐 증가

시켰을 것이라 짐작해볼 수 있다. 금오공업고등학교 학교 소개 -학교 연혁

(http://www.koths.or.kr 2014. 11. 17 확인); 오원철, 앞 책, 197-198쪽.

98) 1978년 7월 24일 학칙변경 (전자과 4학급, 기계과 2학급, 판금용접과 1학급, 금

속과 1학급, 총 8개학과 1,380명 정원). 금오공업고등학교 학교 소개 -학교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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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으로부터의 인수에 따라 이를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전

자계 기술하사관의 소요가 증가되므로 전자과 학생 정원을 증가시킴이

요망”되며, 이미 “78학년도에 전자과 60명을 증가하고자 하였으나 예산

미반영으로 불가능”했다고 설명하고 있다.99) 79년 전자과 80명 증원은

이와 같은 군 내부의 요청들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학제 개편 과정은 단순히 금오공고가 국방부로부터 예

산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 이상으로 금오공고의 성격과 역할이 어떻게 규

정되어 있었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준다. 군에서는 정밀한 무기 특히

첨단 전자 무기들을 보수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술 요원을 공급하

는 장소로서 금오공고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금오공고는 학제 개

편을 통해 군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군의 예상 소요에 맞춰 학생 수를 조정하는 것 이외에도 ‘어떤 학생을

어떻게 선발해야 최정예 군 기술 요원으로 길러 내고 졸업 후에는 군에

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별개의 문제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

수한 자질을 갖추었으나 생활환경으로 인해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들을 발굴해서 양성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보였다. 실제로

제1, 2회 신입생 선발 절차와 모집 결과는 오원철을 통해 대통령에게 직

접 보고되었는데, 이 보고들은 공통적으로 1차 합격생과 최종 합격생의

출신지역 분포, 성적 수준, 생활환경 등과 관련된 정보들을 담고 있으며,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학습 수준은 매우 뛰어난 농어촌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특히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다.100)

당시의 신입생 모집 요강을 통해서도 금오공고가 요구했던 인재상을

엿볼 수 있다. 1973년 신입생 선발에 대한 보고에서는 “자질이 우수하고

근면한 모범학생”이 선발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같은 해에

발표된 1974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의 ‘입학지원 자격’에서 구체화되고 있

99) 대통령비서실, “금오공고 졸업생의 진학 및 군부대 노무 현황 (보고관: 김광모)”

(1977.10.5.).

100) 대통령비서실, “금오공고 학생 모집(보고관:오원철) (*첨부: 각 시도별 선발 현

황)” (1972.12); 대통령비서실, “금오공고 학생 모집” (1973. 1. 14); 대통령비서실,

“금오공고 학생 모집 (*첨부: 1974 신입생 모집요강 (금오공업고등학교))” (197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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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74년 모집요강에 따르면 금오공고에서 요구하는 입학생은 “중학교

장이 장래 공업 기술계에 유능한 인재로 활약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엄

선 추천한 자”로서, 학업 성적은 학년 10% 이내에 들어야하고 적성검사

에서 공업계에 흥미와 소질을 보여야하며 신체 조건과 체력장 2급을 충

족해야 했다.101) 즉 금오공고에서 학생들에게 요구했던 우수한 자질이란

명석한 두뇌와 성실한 태도, 군대가 요구하는 신체조건 등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학생들 중에 상급학교 진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모아서 국비로 교육시킨 뒤 군으로 보내겠다는 의도였던 것이

다.

특히 금오공고의 ‘무시험’ 선발제도는 이와 같은 정부의 의도에 잘 부

합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금오공고를 ‘전국의 수재들을 대우하기

위해 지어진 특별한 학교’로 차별화하는데 일조했다. 금오공고의 입학 지

원은 전국 각 시도 학교장 및 교육청의 추천을 원칙으로 하며 학력시험

대신 적성검사와 체력검사를 통해 신입생을 최종 선발했다. 당시 최고의

엘리트 학교로 손꼽히던 경기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소위 명문 고등학교들

이 철저하게 학력시험의 결과에 따라 학생들을 선발하던 방침에 비교된

다.102) 오원철은 회고에서 학과 시험에서 드러나는 시골학교와 도시 일

류학교 간의 성적 차이는 중요하지 않으며, 학교에서 우수한 학업성적을

101) 대통령비서실, “금오공고 학생 모집 (*첨부: 1974 신입생 모집요강 (금오공업고

등학교))”,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EA0005055 (1973. 12. 11)에 의하면 지원 자격

은 다음과 같다.

3. 입학 지원 자격

가. 73학년도 남자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다음 각항 해당자로서 당해 중학교장

이 장래 공업 기술계에 유능한 인재로 활약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엄선 추천한 자.

1) 재학 중 품행이 방정하고 근면하며, 학업성적이 학년 10% 이내에 드는 자.

2) 적성검사 결과 공과계에 흥미와 소질을 가진 자.

3) 학령 (58.3.2. 이후에 출생한 자)

4) 신체 강건하고 질병이 없는 자로 다음의 각항 해당자

가)신장 150cm이상. 나)체중 41kg이상. 다)시력 1.0이상이고 색맹이 아닌 자. 라)체력

장 2급 이상.

나. 추천인원: 전국 각 중학교 1명.

102) “고교 입시 관문, 어떻게 뚫어야 하나 <上편 학교 선택>”, 『경향신문』 1973.

1. 18, 6면.; “고교 입시 관문, 어떻게 뚫어야 하나 <中편 실력 판단>”, 『경향신

문』 1973. 1. 19, 6면; “고교 입시 관문, 어떻게 뚫어야 하나 <下편 마무리>”

『경향신문』 1973. 1. 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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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했다는 사실이 곧 그 학생의 두뇌가 명석하고 재능이 있다는 증거가

되었다고 설명한다.103) 실제로 ‘1974년 제2회 금오공고 신입생 모집요강’

에 따르면 입학 지원 원서는 개인에게 교부되지 않고 각 시도 교육위원

회를 통해 전국 중학교장 앞으로 발송되었으며, 학교에서 각 시도 교육

위원회 중등교육과에 직접 접수하도록 했다. 1차 전형(서류 전형)에서는

입학원서, 출신학교장의 추천서 및 생활기록부 사본, 건강 진단서, 체력

검사 확인서(시, 군 교육장 발행), 호적등본 1통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고 합격자의 2배수에 해당하는 800명이 선발되었다. 각 시도 교육감이

1차 합격자를 발표하였으며, 적성 검사, 정밀 신체검사 및 면접으로 구성

된 2차 전형을 거쳐 선발된 최종 합격생은 해당 중학교장에게 등기를 우

송함과 동시에 서울신문 동년 12월 11일자에 발표하였다.104) 금오공고의

제2대 교장 이동호는 74년 대통령 보고에서 무시험 전형을 금오공고의

중요한 특징으로 설명하며 학과 시험을 치루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가난한

농어촌에서 공업계 적성에 맞는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105) 이러한 선발 방식은 정부가 앞장서서 학력시험을

준비할 여유가 없었던 가난한 학생들에게 새로운 사회진출의 통로를 열

어주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특히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해야했던 학생들

의 관심을 끈 것은 당연했다.

정부의 예상과 의도대로 금오공고의 입학 경쟁은 매우 치열했고, 개교

당시부터 전국 각지의 최상위권 학생들이 금오공고로 모여들었다. 73년

도 신입생(1기)의 경우 총 1131명(1131개교)이 지원했으며 이 중 500명

만이 서류 전형을 합격하고 그 중 360명만이 최종 합격되었다. 최종 합

격자 360명 중 수석 졸업 예정자가 146명(40.5%), 성적 5% 이내가 209

명(58.1%), 성적 5-10% 이내가 5명(1.4%)으로 입학생 360명 중 355명

103) 오원철, 앞 책, 197-198쪽.

104) 대통령비서실, “금오공고 학생 모집” (1973).

105) (보고 기록 원문) “장차 공업역군이 될 우수한 인재, 특히 가난한 농어촌에 숨

은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하여 학과 중심의 입학시험 제도를 철폐하고 전국을 대

상으로 1교 1명 중학교 교장의 엄밀한 검증에 의한 (수험)자가 기구를 활용한 적

성 검사와 신체 검사, 면접 등을 실시하며 전원 공업계 적성에 맞는 자를 입교시

키고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실, “금오공업고등학교 현황(녹음기록)” 대통령경호실

관리번호 CEA0000731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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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가 중학교 졸업 성적이 5% 이내였다(표5 참고). 74년도 신입생(2

기)의 경우 최종 합격자 400명 중 수석 졸업 예정자가 163명, 성적 5%

이내가 221명으로 수석을 포함하여 졸업 성적이 5%이내인 학생이 96%

에 달했다(표6 참고). 그 이후로 수치는 조금씩 감소했지만 여전히 76년

도 신입생 400명 중 수석 졸업자(30.3%)를 포함한 성적 5% 이내 학생이

94.3%, 77년도 신입생 400명 중 수석 졸업자(25%)를 포함한 성적 5%

이내 학생이 90.8%였다.106) 지방 출신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던 금오공고

와 서울 시내 명문고 입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단순히 중학교 졸업 석차

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당시 경향신문에서 연재한 73년도 입시

분석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남학생은 4% 이내여만 소위 명문 5개교의 합

격권 내에 들어갈 수 있었다.107) 즉 석차 5% 이내가 96.7%였던 금오공

고 입학생들은 당시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의 명문고 입학생들과 견주어

보더라도 충분히 우수한 학생들이었던 것이다. 오원철의 말처럼 “당시

금오공고는 수재만이 입학할 수 있는 학교였다.”108)

구 분 일차 전형 결과 최종 합격자

수석 졸업 예정자 192명 (38.4%) 146명 (40.5%)

성적 5% 이내 296명 (59.2%) 209명 (58.1%)

성적 5-10% 이내 12명 (2.4%) 5명 (1.4%)

표 5. 금오공고 1기 입학생 중학교 졸업 성적

(※출처: 대통령비서실, “금오공고 학생 모집” (1973. 1. 14.))

106) 오원철, 앞 책, 199쪽.

107) 금오공고 1기생이 입학했던 1973년은 무시험 추천제로 중학교에 진학했던 학

생들이 서울에서는 두 번째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고교 입시 시험을 치르던 해

였다. 경향신문에서는 1973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새로워진 고교 입시 관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사를 3일간 연재했다. 이 기사에서는 경기, 서

울, 경복, 경기여고, 이화여고를 명문 5개교로 분류하고 있는데, 지방 출신과 재수

생을 포함하여 전체 지원자의 3%만이 이 5개교 중 하나에 들어갈 수 있었다. 73

년도 졸업생들만 고려할 경우 남학생은 4%, 여학생은 5%만이 들어갈 수 있으며,

남자는 자기 반에서 석차가 3등 이내가 아니면 5개교의 합격권 내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고교 입시 관문, 어떻게 뚫어야 하나 <中편 실력 판

단>”, 『경향신문』.

108) 오원철, 앞 책, 1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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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차 전형 결과 최종 합격자

수석 졸업 예정자 321명 (40.1%) 163명 (40.75%)

성적 5% 이내 453명 (56.6%) 221명 (55.25%)

성적 5-10% 이내 26명 (3.3%) 16명 (4%)

표 6. 금오공고 2기 입학생 중학교 졸업 성적

(※출처: 대통령비서실, “금오공고 학생 모집” (1973. 12. 11.))

무시험 선발 전형과 학생에 대한 각종 특전들 덕분에 금오공고 학생

선발은 순조로웠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

다. 위와 같이 입학생들의 성적 분포도 대단했지만, 전국 농어촌 지역에

서 가난한 학생들이 골고루 선발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컸다. 실제

로 73년도 합격생 360명 중 단 24명(약6.7%)만이 서울 출신이었으며, 74

년도 합격생 400명은 총 24개 시, 127개 군 출신으로 농촌 출신 학생이

218명(54.5%)이었다.109) 뿐만 아니라 74년 재학생(1,2기) 758명 중 생활

경제수준이 중인 학생이 215명(약 28.4%), 하인 학생이 543명(약 71.6%)

으로 대부분이 가난한 학생들로 분류되었다.110)

이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였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정부는 우수

한 인재를 발굴하여 금오공고에서 국가 지원으로 훈련시킨 뒤 졸업 후에

는 군에서 기술 하사관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학력이

월등히 뛰어난 것보다도 성실하게 훈련을 견뎌 내고 졸업 후에는 군에

남아 계속해서 기능 임무를 맡아줄 인재를 선별해내는 것이 더 중요했

다. 즉 정부는 어려운 환경에서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마친 학생들이야말

로 강도 높은 기술훈련을 받고 우수한 기술하사관이 될 만한 인재라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기준에 의해 선발된 금오공고 입학생들은 다음 절에

서 설명할 기술 교육과 군사 교육을 성실하게 완수해갔다.

109) 대통령비서실, “금오공고 학생 모집”,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EA0005003 (1973.

1. 14); 대통령비서실, “금오공고 학생 모집” (1973. 12. 11).

110) 이 통계에 따르면 생활 경제 수준이 상인 학생은 1,2기 전교생 중에 단 한 명

도 없다. 대통령경호실, “금오공업고등학교 현황(녹음기록)”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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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혁신적인 기술교육을 통한 기능 엘리트 양성

실습 위주의 교육 제도나 최신식 실습 환경 제공, 기술 교육의 질적

여건 개선 등 기술 교육과 관련된 방침들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한편

전공 실습 시간이 더욱 강조되었다. 금오공고가 밝힌 ‘기본방침’에서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의 시간 비율을 40 : 60로 하고 이론과 실험의 시간

비율을 30 : 70 로 한다는 상공부의 기존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

나, 실제로는 총 수업시간, 특히 전문교과 시간을 훨씬 증가시켜 실험실

습 시간을 주당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렸다(표7 참고).111) 상공부의

1971년 계획뿐 아니라 금오공고 개교 당시의 문교부 기준이나 다른 공업

고등학교의 교과 시간과 비교해보더라도 금오공고가 얼마나 실습을 강조

하고 있었는지 실감할 수 있다(표8 참고).112) 금오공고의 수업 시수는 일

반 공업고등학교보다 연간 7주, 주간 7시간이 더 많았으며, 특히 실습 시

수는 두 배로, 주간 10시간이 더 많은 수준이었다.113)

구 분 시 간

보 통 교 과 1820

전문

교과

원 리 학 습 1290

공통기초실습 860

전공실습 1720

표 7. 교육과정 및 이수시간

(※출처: 금오공업고등학교(1972), 「금오공고」)

111) 교육과정 및 이수시간은 연간 43주, 주간 44시간 수업으로 상공부의 계획보다

주당 7시간씩 총 수업시간이 늘어났고, 보통교과와 전문교과의 시간 비율은 약

32% : 68%, 전문교과 내 이론과 실습의 시간 비율은 약 33% : 67%로 각각 상공

부의 기본방침에서 제시했던 40% : 60%, 30% : 70%과 거의 일치한다. 금오공업

고등학교, 「금오공고」, (금오공업고등학교, 1972).

112) “신입생에게 보내는 글”, 『금오학보』, 제6호 (1975.2.24.)에서 금오공고 교무부

장 이동재는 금오공고의 실습 중심 교육이 금오공고의 가장 큰 특색이며, 다른

공업학교는 주당 10시간이라는 실습 시간마저 진학 준비 등의 용도로 잘못 활용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113) 대통령경호실, “금오공업고등학교 현황(녹음기록)”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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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문교부 기준령 금오공고 기타 공고

연간 주수 36 43 36

주당 시수 34-37 44 37

실습 시간 10 20 10

표 8. 수업주수 및 수업시수

(※출처: 『금오학보』, 제6호 (1975.2.24.))

뿐만 아니라 금오공고는 실습수업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

로 최고의 실습 환경을 갖추어야한다는 상공부의 제안을 실행에 옮겼다.

일본에서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교육 기자재는 74년까지 총 3차에 걸쳐

들어왔으며, 1기생이 전공 실습에 배치되기 직전인 74년 8월에는 각 과

에 완전한 장비가 설치되었다.114) 개교 이전부터 ‘동양 최대의 시설 규

모’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던 금오공고는 당시 국내 어느 곳과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최고 수준의 실습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금오공고를 소

개하는 신문이나 금오공고에서 발간하는 교지 등에서는 실습실의 장비

수준과 실습실 풍경 등이 빠짐없이 등장했고, 예를 들면 “큰 기업체 설

계실에도 몇 개 되지 않는 드라프터가 우리 학교 제도실에 180대가 있

다”는 식의 시설 자랑이 많았다.115) 실제로 금오공고는 방학 중에 산업

체의 기능공들뿐 아니라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국내 공과대학의 학생들

과 연구진들이 최신식 장비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연수 기회를 제공

하였다는 점에서 일반 공과대학이나 산업체보다 훨씬 우수한 환경을 갖

추고 있었을 것이라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116) 즉 중견 기술공을 양성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일본의 대규모 원조로 완성된 금오공고 시설의

압도적인 우위로 발현되었다.

114) “3차분 교육기재 도착”, 『금오학보』, 제2호(1974.7.20.),

“3차 도입분 교육장비 설치 완료”, 『금오학보』, 제3호(1974.9.25.).

115) “구미 공단에 동양 최대 금오공고 내년 개교”, 『동아일보』 1972. 11. 17, 2면;

“금오공고 개교식: 동양 최대 규모와 최신 학습시설을 갖춘 금오공고”, 『매일경

제』 1973. 3. 5, 7면; “각 실 순례: 제도실”, 『금오학보』, 제10호(1975.10.20.);

“각 실 순례: 정밀측정실”, 『금오학보』, 제11호 (1975.12.15.).

116) 금오공업고등학교, 『금오』 제2호(1977), 28-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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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금오공고 실습교육 (지그보오링 실습 장면과 T.M.실 수업 광경)

(※출처: 금오공업고등학교, 『금오』, 제2호 (금오공업고등학교, 1977))

이러한 실습 환경 속에서 우수한 기술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사진

확보를 위하여 금오공고는 상공부가 한일각료회담에서 일본에 요청했던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 일본인 교사진이 금오공고에 파견되어 1기생이

졸업할 때까지 3년간 기술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한편 한국인 기술 교사

들을 일본에 파견하여 의무적으로 연수를 받고 돌아오게끔 하였다.117)

72년부터 74년까지 3차에 걸쳐 총 25명의 기술교사가 일본 연수를 마치

고 돌아왔으며,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교사들이 일본에 파견되었다. 파견

된 교사들은 대부분 약 6개월간 일본 공업고등학교의 교육제도를 보고

배울 뿐 아니라 일본 공과대학과 산업체 연구소 등에서 최첨단 기술연수

를 받아야 했다. 이들은 일본 공업고등학교 교사의 사택에서 하숙하며

가까이에서 그들의 교육을 지켜봤던 것은 물론이고, 예를 들면 전자과

교육용 컴퓨터 실습을 담당할 예정이었던 기술 교사는 약 8개월간 히로

시마 공대에서 전자계산기에 대한 연수도 함께 받아야하는 식이었다.118)

75년까지 거의 모든 기술 교사들이 일본 파견연수를 의무적으로 다녀왔

으며, 한국에 돌아와서는 전문교과 수업을 위한 교과서를 직접 제작하고

전국에 있는 기술 교사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들이 일본

117) 금오공업고등학교에서 발간한 교지인 『금오』와 제1호(1976)와 제2호(1977)

에는 일본인 기술교사가 작성한 글들과 일본국 교사단 이임식(1976)의 사진 등이

실려 있다.

118) “실기 교사 파일”, 『금오학보』, 제1호(1974.6.1.), “민병태 선생님 귀국”, 『금

오학보』, 제7호(197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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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습득해온 최신 기술이야말로 군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기술하사관은

물론이고 산업체에 투입되는 기능공이 갖추게 될 기술 능력의 모체가 되

었던 것이었다.

4.3 군 기술하사관 임용 준비

금오공고의 실제 운영에서 상공부의 계획과 가장 큰 차이를 보였던 부

분은 ‘졸업 후의 특전’ 조항이었다. 1971년 상공부의 구상에서는 금오공

고 졸업생들에게 졸업 시 국가 2급 기능공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

어 있었다.119) 그러나 기능사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상공부가 아닌 군이

실질적으로 금오공고를 맡게 되면서 이 항목은 졸업 시에 국가에서 실시

하는 각종 기능사 자격을 획득하게 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120) 즉 학생

들이 2, 3학년 전공실습 시간 동안 자격시험을 준비하여 졸업할 때에는

2급 정밀가공사 및 2급 기능사(기계공작과, 판금용접과, 주물목형과, 금

속공업과), 3급 무선기술사 및 2급 기능사(전자과) 수준의 기능사 자격을

획득해야 하는 체제였다.

더욱 핵심적인 변화는 병역 혜택에 관한 조항의 삽입이었다. 1971년

상공부가 제시했던 특전에는 군과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었으나 1972년

도 11월에 발표한 73년 신입생 모집요강에서 처음으로 군 기술하사관 임

관을 명시하였고 그 형태가 구체화되어 1975년에는 졸업과 동시에 복무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121) 위에서 설명한 “병역특례법”이 이미 1973년

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음을 고려해볼 때, 1972년도에 제시된 특전

항목은 당시 한국과학원이나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적용되던 병

역특례법과 유사하게 이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금오공고는 병역특례법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었으며 오히려 졸업과

119) 학생에 대한 특전으로는 “전학생에 대한 학비 및 기숙식비 면제, 졸업시 국가

2급 기능공 자격부여, 졸업후 취업 100% 보장, 일본국에서의 고등기술훈련, 졸업

생에 대한 기술적인 추후지도 및 교육” 등 총 다섯 가지 조항이 제시되어 있다.

설립준비위원회, 앞 책.

120) 금오공업고등학교, 앞 책.

121) “1976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금오학보』 제10호 (197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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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5년 의무 복무라는 규정이 강제적으로 생겨남으로써, 기술하사관

양성학교로서 금오공고의 역할을 한층 강화시켰다.

개교 초기에는 군 기술하사관 임관에 대한 학교의 입장이 상공부와 국

방부 사이에서 다소 과도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으나 곧 국방부의 요구

대로 구체화되었다. 한 예로 금오공고의 전환이 결정된 직후인 1972년

11월에 발표된 73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서는 졸업 후 특전으로 “정부가

졸업생들에게 2급 자격을 부여하고 산업체에 취직을 알선, 군에 입대할

경우 기술하사관으로 임관”이라는 두 가지 조항을 제시했다. 전자는 졸

업생에 대해 100% 취업 보장이라는 원래 취지보다는 약하지만 상공부의

계획과 유사했고, 후자는 군 기술 인력의 수요에 대한 입장을 반영한 결

과였다.122) 하지만 기술하사관 임관이 의무이기 보다는 “군에 입대할 경

우” 금오공고생이 누릴 수 있는 혜택 중 하나로 언급되어 있을 뿐이며,

74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서도 졸업 후의 특전 중 두 번째 항목으로 “졸

업 후는 전원 기술하사관으로 임관되며, 전공 특기 분야에 배속시켜 유

급 복무로 병역을 필하게 한다”고 명시할 뿐 아직 복무시기를 구체화하

지는 않았다.123) 그러나 1기생이 졸업하기 직전인 1975년 10월에 발표한

76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에서는 “졸업과 동시에” 기술하사관으로 복무해

야 함을 언급하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특전 조항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의무였다.124) 졸업을 앞두고 산업체 취직이

122) 특전은 “학교 공납금 및 실습비 전액 면제, 교과서 피복 학용품 무료 지급, 학

생 전원 기숙사에 수용, 식사비까지 학교에서 부담함”, 졸업후의 특전은 “정부가

2급 기능사의 자격을 주고 일반 업체에 취직 알선. 군에 입대할 경우 기술하사관

으로 임관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해외파견훈련을 받음.” 라고 명시하고 있다.

“입학상식: 금오고 성적 10% 이내, 적성 검사로 선발”, 『동아일보』 1972. 11.

27, 6면.

123) 학생에 대한 특전은 장학 특전으로 “학교 공납금 및 실습비 전액 면제, 교과서

무료 지급, 각종 피복 지급, 학용품 지급, 전원 기숙사에 수용, 숙식 무료 제공”

졸업 후의 특전으로 “졸업 시에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각종 기능사 자격을 획득하

게 한다. 졸업 후는 전원 기술 하사관으로 임관되며, 전공 특기 분야에 배속시켜

유급복무로 병역을 필하게 한다. 졸업후 성적이 우수한자는 해외파견하여, 고급

기술 훈련을 받게 한다. 졸업생에 대한 취직은 100% 보장한다.” 등이 있다. 금오

공업고등학교, 앞 책.

124) 학생에 대한 특전 중 장학제도는 이전 년도와 동일했지만, 졸업 후의 특전은

“가. 졸업과 동시에 군의 기술하사관으로 임관함, 나. 군복무 후 전공 분야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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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었던 재학생들은 크게 동요하고 반발하였으나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금오공고는 1975년에 결정적으로 발표하기 이

전부터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금오공고 졸업생들을 군 기술하사관

으로 임용하기 위한 준비를 이미 갖추고 있었다.

그림 2 . 금오공고 군사교육 중 분열 광경

(※출처: 금오공업고등학교, 『금오』, 제1호 (금오공업고등학교, 1976))

군 기술하사관 양성학교로서 금오공업고등학교는 전교생에 대해 문교부

에서 권장하는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별도의 군사교육을 실시하였다. 물

론 1970년대에는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교련과목이 필수로 지정되어 있었

고, 군사교육 자체를 군 기술사관학교로의 전환에 따른 금오공고만의 특

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125) 1971년의 상공부 구상에서도 교련과

목은 보통교과의 필수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계획서에 첨부되어

있는 금오공고의 교육과정 요강에서도 보통교과 총 85단위 중 교련과목

은 총 12단위로, 주당 2시간씩 연간 43주, 3년간 총 258시간이 할애되어

있었다.126) 그러나 금오공고 학생들이 실제로 받아야 했던 군사교육은

교련과목의 수준을 훨씬 넘는 것이었다. 금오공고는 고등학교로서는 전

국에서 최초로 학생군사교육단(하사관)을 교내에 창설하여 전교생에 대

업을 보장함. 다. 성적이 우수한 자는 졸업 후 기술훈련을 위해 해외에 파견함.”

으로 변경되었다. “1976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금오학보』 제10호

(1975.10.20.).

125) 문교부에서는 대학생은 주3시간, 고등학교에서는 주2시간의 교련교육을 결정하

였다. “교련교육 강화의 의의”, 『경향신문』 1971. 1. 21, 2면.

126) 설립준비위원회, 앞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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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학기 중에 주당 2시간씩 연간 44주, 총 264시간의 군사학 수업과 학

교 군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보통교과의 한 과목에 해당하는 시수

였다(표9 참고). 뿐만 아니라 매년 하계방학에는 예비군 사단에서 약 2

주간의 입영 훈련을 추가로 실시하여 총 572시간의 군사 교육을 실시하

였다.127) 상공부의 계획이나 문교부의 권장 시간보다 2배가 넘는 군사교

육이 실시되었으며, 학군단 창설과 입영 훈련 등 교육의 성격도 변화했

음을 알 수 있다.

과목 단위

국민윤리 1

국어 3

수학 2

물리 2

화학 2

체육 1

군사학 2

영어 2

일어 2

실습 20

제도 3

기계일반 2

전기일반 2

계 44

표 9. 1학년1학기 교과목

(※출처:　“신입생에게 보내는 글”, 『금오학보』 제6호 (1975.2.24.).）

특히 전국에서 오직 금오공고만 매년 실시했던 하계 입영훈련은 금오

공고의 독특한 성격과 군이 금오공고에 요구했던 역할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상공부가 설립을 주관하던 당시에는 하계 입영훈련이나 군에서의

기술 실습에 대한 계획이 전무했으며, 심지어 이는 1972년에 고등학생에

대해 최대 3일까지 입영 훈련을 허가했던 문교부 지침과도 크게 어긋나

는 수준이었다.128) 매년 약 2주에 걸친 하계 입영훈련에서 금오공고 1, 2

학년 재학생들은 각각 88시간씩 총 176시간에 준하는 병영훈련을 받았으

127) “금오공고 군사교육”, 『동아일보』 1973. 3. 27, 7면.

128) “고교생도 입영 훈련, 방학 중 3일까지 문교부 지침 시달”, 『동아일보』 1972.

7. 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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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3학년은 132시간에 해당하는 군부대 기술실습을 수료했다.129) 병영

훈련은 “일반학(13시간), 병기학(34시간), 전술학(17시간), 기타(24시간)”

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표10 참고),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 보고에서 이

훈련이 예비역 하사관 훈련에 의거한 기초적인 군사교육임을 명시했

다.130)

과 목 교육시간
세 부 시 간

비 고
과목 시간 과목 시간

일반학 13

군법규 2 개인위생 2

화생방 2 통신 4

독도법 3

병기학 34

M1 소총 6 M79발사기 2
CAR:36발

영점사격:9발

연습사격:15발

기록사격:12발

※100m

CAR소총 14 수류탄 3

AR 6 기관총 3

전술학 17
각개전투 6 기초유격 4

분대전투 5 경계 2

기 타 24

예비시간 6 내무검사 3

입퇴소 4 평가 2

지휘관시간 1 제식 8

표 10. 하계 입영 훈련 교육 훈련 시간(1973)

(※출처:　대통령비서실, “금오공고생 하계입영 훈련실시 결과보고” (1973. 9. 4.).）

　즉 금오공고생들이 1,2학년 때 받았던 병영 훈련은 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한 교련과목이나 군사학 수업이 아닌 RNTC(예비역 하사관) 단기 소

집 훈련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문교부와 상공부에서 산학협

동을 강조했던 이 시기에 외부 산업체나 대학에서 금오공고에 연수를 받

으러 오는 것 이외에 금오공고 학생들의 산업체 현장 실습은 거의 이루

어지지 않았으며, 대신 금오공고 3학년 학생들은 졸업 전에 군부대에서

기술 실습을 완료하여야 했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군에서는 이미 73년

개교 당시부터 금오공고생들을 산업체가 아닌 군에 투입할 의도를 가지

129) 대통령경호실, “금오공업고등학교 현황(녹음기록)” (1974).

130) 대통령비서실, “금오공고생 하계입영 훈련실시 결과보고”, 대통령비서실 관리번

호 EA0005038 (197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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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으며, 금오공고 졸업생들이 졸업 후에 예비역 훈련을 받지 않고

곧바로 기술하사관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재학 중에 별도의 군사 교육을

받도록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131)

금오공고 학생들을 최고의 기능 인력으로 양성하여 군에서 적극 활용

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표면화되고, 금오공고의 5년 의무 복무가 정식

으로 결정되면서 금오공고의 위상과 인기는 주춤해졌다. 76년도 이후로

금오공고 입학 지원율과 입학생의 성적이 조금씩 하강했으며, 재학생들

의 불만은 물론이고 자퇴하려는 학생도 늘었다.132)

131) 금오공고 제2대 교장 이동호는 74년 금오공고 현황 보고에서 “고등학교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301 학군단을 창설하여 군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졸업 후

즉각 중견 기술하관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

령경호실 생산, “금오공업고등학교 현황(1974년도).”

132) 1기생은 입학생 360명 중 346명이 졸업했고, 2기생은 입학생 400명 중 380명, 3

기생은 입학생 400명 중 376명이 졸업했다. 의무 복무가 결정된 당해에 1학년이

었던 3기생들은 학교 이탈이나 자퇴를 시도하는 학생이 많았으며, 그들은 대부분

탈영으로 간주되어 다시 학교로 징집되는 일이 빈번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회상

한다. 지민우, 앞 논문의 회고 참고.



- 52 -

5. 금오공고 성과와 졸업생의 역할

군에서는 금오공고생들을 졸업과 동시에 일반 기술하사관으로 임용하

였고, 군에서 기능 엘리트들이 부여받은 역할은 금오공고 기술교육의 목

적이나 학생들이 기대했던 역할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상공부가 계획

했던 혁신적인 공업교육을 받은 금오공고생들은 단기간 내에 기능올림픽

등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중화학공업화에서 당시 금오

공고생들이 맡게 될 역할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였고, 현재까지도 기억되

는 산업전사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군은 단순한 기능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기술하사관으로 금오공고 졸업생들의 역할을 제한시킴으

로써 그들이 가진 기술 역량을 활용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교

육수준에 걸맞은 대우를 제공하는 데에도 실패했다. 이에 실망한 금오공

고 졸업생들은 대다수가 대학 진학을 준비했고 상당수가 산업계를 떠났

다. 이에 따라 결국 군과 산업계 모두에서 금오공고생들을 활용할 수 없

게 되었고, 경제발전과 자주국방이라는 중화학공업화의 두 가지 맥락 모

두에서 금오공고 출신의 기능엘리트들이 이탈하는 결과를 낳았다.

5.1 기능 엘리트 양성기관으로 급부상한 금오공고

3장에서 설명한 실습 중심의 교육환경 속에서 훈련받은 금오공고 학생

들은 각종 경진대회와 자격시험에서 곧바로 두각을 나타내며 대내외적으

로 자신들을 최고의 기능엘리트 집단으로 각인시켰다. 1973년에 입학하

여 1년 동안 공통기초실습 정도를 겨우 마치고 아직 전공과목에 배치되

기도 전이었던 1기생들 중 20명이 1974년 5월 기능올림픽 대구 지방예선

에 처녀 출전하여 금메달 5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였고,133)

5개월 뒤에 열렸던 1974년 10월 제9회 전국기능올림픽에서는 16명이 출

전하여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수상하였다.134) 산업체의

133) “지방 기능경연에 실력 과시”, 『금오학보』, 제1호(197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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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공들이 메달을 휩쓸어가다시피 했던 기능올림픽과 달리 실업계 고교

생들끼리 겨루었던 실고생 경진대회에서는 더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었다. 1974년 제5회 전국 실고생 경진대회 경북 지역예선에서는

지방 기능올림픽에서 1위를 한 학생들은 제외하고 남은 2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8개 종목 24명이 처녀 출전하여 7개 종목에서 1위, 4개 종목에

서 2위, 5개 종목에서 3위를 휩쓸며 종합 1위라는 성과를 올렸다.135)

이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1기생이 3학년에 올라간 1975년부터 금오

공고의 본격적인 전성기가 펼쳐졌다. 1975년도 기능올림픽 대구 지방예

선에는 금오공고생 39명이 12개 종목에 출전하여 10개 종목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7개, 동매달 7개를 획득하였으며,136) 1975년 제10회 전국기

능올림픽에서는 11개 종목에 29명이 출전하여 금메달 4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고 금오공고는 종합 1위를 수상하였다.137) 1975년도

실고생 경진대회 경북예선에서는 8개 종목에 24명이 출전하여 전 종목 1

위를 휩쓸고, 2위 6명, 3위 5명 총 19명이 입상하였으며,138) 1975년도 전

국 실고생 경진대회에서는 8개 종목에 14명이 출전하여 금 1명, 은 3명,

동 2명으로 총 6명이 입상하고 금오공고는 이 대회에서도 종합 1위를 차

지하였다.139)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금오공고생들은 2학년 때 이미 2급 수준의 국가

기술자격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기생은 346명 중 334명(약 97%), 2기생

은 380명 중 373명(약 98%)이 졸업 전에 국가기술자격을 한 개 이상 취

득하였다.140)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최고의 환경에서 남들의 배 이

상 실습훈련을 시켰던 만큼 그들의 높은 성적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빠른 속도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은 것

은 충분히 주목받을 만 했다.

134) “제9회 전국기능올림픽”, 『금오학보』, 제4호(1974. 10. 31.).

135) “실고생 기능경연 본교에서 개최”, 『금오학보』, 제2호(1974. 7. 20.).

136) “1975년도 대구지방 기능경기대회에서 석권”, 『금오학보』, 제8호(1975. 5. 1.).

137) “제10회 전국기능올림픽 전국1위”, 『금오학보』, 제11호(1975. 12. 15.).

138) “실고생 기능대회 본교에서 개최”, 『금오학보』, 제9호(1975. 7. 10.).

139) “제6회 전국실고생 경진대회”, 『금오학보』, 제10호(1975. 10. 20.).

140) 금오공업고등학교, 『금오』, 제1호 (금오공업고등학교, 1976), 85-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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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976년 전국기능대회 종합1위

(※출처: 금오공업고등학교, 『금오』, 제1호 (금오공업고등학교, 1976))

특히 금오공고의 괄목할만한 성과는 단순히 표면으로 드러난 메달의

개수 이상으로 기능계에서 훨씬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 의미를 크

게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는데, 첫째로 금오공고생들은 소위 중화학

공업과 관련 있는 기능 분야에서 특히 우수한 성적을 과시하였다. 예를

들면 1975년 전국 기능올림픽 30개 분야 총 90개의 메달 중에 메달 11개

라는 성적은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능올림픽

은 시계 수리, 미용, 양장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능들까지 전

종목을 포괄하고 있고 금오공고생이 실제 출전할 수 있는 분야는 11개

분야가 전부였다. 금오공고생들이 출전하여 메달을 획득한 종목들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선반, 기계조립, 밀링, 기계제도, 판금, 가스용접, 전기

용접, 배관, 목형, 전자기기, R/TV 수리 등으로 적어도 금오공고에서 실

제로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기술 분야에서만큼은 빠짐없이 1, 2, 3위를 골

고루 휩쓸었음을 알 수 있다.141)

141) “제10회 전국기능올림픽 전국1위”, 『금오학보』, 제11호 (197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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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대회명

성과

비고
금(1위) 은(2위) 동(3위)

1974년

제9회 기능올림픽 지방예선 5 4 1

제9회 전국 기능올림픽 1 2 1

제5회 실고생 기능 경북예선 7 4 5 종합 1위

1975년

제10회 기능올림픽 지방예선 6 7 7

제10회 전국기능올림픽 4 6 1 종합 1위

제6회 실고생 기능 경북예선 8 6 5 전종목 1위

제6회 전국 실고생 기능올림픽 1 3 2 종합 1위

1976년

제11회 기능올림픽 지방예선 9 6 5

제11회 전국기능올림픽 5 5 3 종합 1위

제7회 실고생 기능 경북예선 7 6 6

제7회 전국 실고생 기능올림픽 4 1 2

표 11. 금오공고생의 국내 기능올림픽 출전 성과

(※출처: 금오공업고등학교, 『금오』, 제1호, 2호에서 정리)

둘째로 산업체나 직업훈련소 출신의 기능공들이 각축을 벌이던 기능올

림픽에서 금오공고생이 종합 1위를 차지하면서 기능엘리트를 양성하는

한 축으로서 공업고등학교가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1975년도 제10회

기능올림픽의 경우 90명의 입상자 중에 기업체 출신이 39명, 금오공고를

비롯한 공업고등학교 학생이 37명, 정수훈련소 등의 직업훈련소 출신이

14명으로 금오공고생이 출전하기 직전 해인 제8회 대회에서 입상자 115

명 중 공고생이 24명에 그쳤던 것에 비해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다.142)

셋째는 특히 중화학공업과 관련된 정밀가공분야나 전자 부문에서는 금

오공고생끼리 순위를 다투는 일이 빈번해지고 대회를 통해 다른 경쟁자

들도 함께 배워가면서 경진대회에서 요구되는 정밀도나 전반적인 작품

수준이 급상승했다는 점이다. 1975년도 제10회 전국기능올림픽의 심사

142) 금오공고생이 출전하기 시작한 74년에는 입상자 89명 중 24명이 공고 출신이

었다. “기능경기 1백15명 입상”, 『매일경제』 1973. 10. 31, 7면; “전국기능경기

영예의 메달 89명 발표”, 『매일경제』 1974. 10. 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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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에서는 중화학공업 부문에서 괄목할만한 향상을 보였으며 메달리스

트의 실력이 국제 수준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금메달과 은메달 획

득자의 평균 점수 차이가 불과 1점 정도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 심사기

준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143)

이러한 국내 기능 수준의 성장은 국제 기능올림픽 성적에도 그대로 반

영되었다. 한국은 1967년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16회 국제기능

올림픽에 처음 출전하여 종합 4위를 기록하였고,144) 6년 뒤인 1973년 제

21회 국제기능올림픽에서는 금메달 6개, 메달 총 14개로 종합 2위, 1975

년 제22회 국제기능올림픽에서는 금메달 8개, 메달 총 22개로 연속 종합

2위를 기록하였다.145) 그러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기능올림픽 입상 종

목은 중화학공업 부문과는 거리가 멀었다. 1973년 대회에서 처음으로 기

계조립부문과 프레스 금형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나 1975년 대회에

서도 여전히 금메달 8개 중 4개가 가구, 시계수리, 양복, 양장 부문에서

나왔다. 이러한 입상 종목들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메달리스트들

은 거의 전부가 산업체 소속이었으며, 공업고등학교 소속은 1975년 대회

에서 성동기계공고 학생이 선반 부문 은메달을 획득한 것이 유일했

다.146)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금오공고생이 출전하기 시작했던 1977년 제23회

국제기능올림픽을 기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메달 수가 늘어 1977년 이

래로 줄곧 1위를 놓치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금오공고생의 등장과 함

께 입상 효자 종목이 중화학공업 부문으로 바뀌었다. 한국은 1977년 대

회에서 금메달 12개, 메달 총 27개로 첫 종합 우승을 차지하였고 무엇보

다 용접, 판금, 선반, 기계제도, 정밀제작 등 소위 중화학공업 부문에서

메달을 획득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147) 금오공고 출신은

143) “평준화된 기능수준”, 『매일경제』 1975. 10. 30, 4면.

144) “국제기능올림픽 뛰어난 한국과시”, 『매일경제』 1967. 7. 17, 2면.

145) “서독 '뮌헨' 21회 국제기능 '올림픽'서 한국, 종합순위 2위”, 『매일경제』

1973. 8. 13, 1면; “마드리드 쾌보, 한국 기능올림픽 2위”, 『경향신문』 1975. 9.

22, 7면; “세계에 떨친 한국의 솜씨”, 『매일경제』 1975. 9. 22, 7면.

146) 국제 기능대회 메달리스트는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정도인 산업체 소속의 기능

공들이 대부분이었다. “기능공의 산모는 기업”, 『매일경제』, 1975. 9. 24, 2면.

147) “영광의 첫 종합우승”, 『매일경제』 1977. 7. 11, 1면; “국제기능올림픽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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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금 부문과 라디오/TV수리 부문에서 금메달 2개와 전기용접 부문에서

은메달 1개, 공업전자기기 부문에서 동메달 1개로 총 4개 메달을 획득하

였으며, 다른 기계공고 출신의 입상자가 3명이나 더 있었다는 점도 이전

대회들과 크게 비교된다.

1978년 부산에서 열렸던 제24회 국제기능올림픽은 이러한 변화에 정점

을 찍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금메달 22개, 은메달 6개,

동메달 3개 총 31개로 2년 연속 종합 우승을 차지했으며 사상 처음으로

전 종목 입상이라는 대회 신기록을 세웠다. 정밀 기기 제작 등 기계 분

야 6개 종목과 금속 분야 6개 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했고, 전자

분야는 5개 중 4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점에서 그 성장이 더

욱 놀라웠다.148) 금오공고 출신은 총 6명(재학생 3명, 졸업생 3명)으로

정밀 기기 제작, 타출판금, 판금, 배관 등의 종목에서 금메달 4개, 목형과

공업 전자기기 부문에서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 반면 이전 대회들에서

한국이 강세를 보였던 미장, 가구, 세공 등의 종목들에서는 거의 금메달

을 수상하지 못했으며, 금오공고 이외에도 성동기계공고, 한양공고, 천안

공고 등에서 각각 1명씩 입상자를 배출하였다는 점에서 국내 기능의 축

이 금오공고를 중심으로 한 중화학공업 부문 기능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1970년대 기능공은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을 이끌어나갈 ‘조국근대화의

기수’로 간주되었고, 금오공고는 개교 이래로 명실상부 최고의 기능 엘리

트 양성기관이었다. 국제 기능올림픽에서 거둔 놀라운 성적은 한국의 잠

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방증하는 것처럼 연일 보도되었고,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개선되는 듯 했다.149) 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은

한국의 기술력과 국력을 과시하고 돌아온 주인공들인 동시에 앞으로 한

종합우승”, 『동아일보』 1977. 7. 11, 7면.

148) 한 기사에서는 이러한 성과에 대해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의 기능수준이 급격히

향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 기능올림픽 2연패 사상처음 전종목 입상”,

『경향신문』 1978. 9. 11, 1면.

149) “선진공업국 대열에 오를 자신감”, 『경향신문』 1977. 7. 19, 1면; “기술시대의

첨병들, 세계 제패 기능한국 시작은 이제부터다”, 『경향신문』 1977. 7. 20, 3면;

“자랑스런 젊은 한국, 국제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들: 외롭게 갈고 닦은 솜씨 세계

의 으뜸 됐다”, 『동아일보』 1978. 9. 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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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중화학공업과 첨단 산업을 이끌어나갈 주역으로 환영받았고, 그 중

심에는 항상 금오공고가 있었다.150) 가정환경이 어려웠던 수재가 금오공

고에 입학하고, 국가의 전면적인 지원 하에 오로지 훈련에만 정진하여

세계 1위에 오르는 극적인 스토리는 사람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림 4. 금오탑

(※금오공업고등학교 교지의 표지를 장식하고 있는 금오탑의 중앙에는 “기술인은

조국근대화의 기수”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출처: 금오공업고등학교, 『금오』,

제1호 (금오공업고등학교, 1976)

실제로 1970년대 말 이들이 중화학공업과 관련된 기술 부문의 거의 전

종목을 휩쓸었다는 사실은 금오공고생이 받았던 기술 훈련의 수준과 강

도가 국내 타 기관들에 비해 얼마나 높았는지를 짐작케 한다. 그러나 이

렇게 집중적인 지원과 훈련을 받은 금오공고생들에게는 다른 기계공고

졸업생들과는 달리 졸업 이후에 산업계에 뛰어들어 기능인으로서 경험을

쌓거나 대학에 진학하여 기술을 더욱 연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다음 절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금오공고생들은 재학 중에 군사교

육을 마친 뒤 졸업 직후에 군 기술 하사관으로 임용되었으며, 위와 같이

뛰어난 성적을 올린 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들까지도 예외 없이 군으로

투입되었다.

150) “기술인력의 산실, 금오공고”, 『매일경제』 1977. 6. 30, 4면; “금오공고 실습비

로만 연 5억원”, 『매일경제』 1977. 6. 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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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규정이 결정된 시기에 입학했던 3기생까지가 모두 졸업하고

난 이후부터는 전국 기능올림픽과 국제 기능올림픽에서도 이전만큼 돋보

이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151) 금오공고는 1978년 제13회 전국기능올

림픽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 총 9개 메달을 획득하였

고, 1979년 제14회 전국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로 총 12개 메달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1977년도 이후 입

학생들이 출전한 1980년대에는 성적이 점차 하락하여 1980년 제15회 전

국기능올림픽에서는 금메달 1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로 총 8개, 1982

년 제16회 전국기능올림픽에서는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로

총 6개를 획득하는데 그쳤다.152)

5.2 기술하사관으로서의 역할

군에서는 우선적으로 금오공고 졸업생 전원을 기술하사관으로 즉시 임

용하여 군 내부에서 요구되는 각종 기능 관련 업무들을 담당하게 하였

다. 금오공고의 전환 과정에서 설명한 바 있듯, 70년대에는 산업계 못지

않게 군에서도 숙련된 기능공에 대한 요구가 절실했다. 미국에서는 주한

미군 일부 철수에 대한 보상의 차원으로 한국 정부가 요청했던 첨단 무

기와 군사 기술을 원조하였고, 군에서는 이것들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에 흡수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했다. 미국에서 기술을 배워오는 것

이외에 군에서 신식 장비들을 실질적으로 운용하고 유지 보수하는 일은

기능공의 업무였고, 이것이 곧 금오공고 출신의 기술하사관이 담당해야

할 임무가 되었다. 국방부는 졸업생들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

도록 전공별로 학생들을 나누어 각 군에 배정하였으며, 금오공고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반드시 전공에 일치하는 보직에 배치하여 활용할 것

을 지시하였다.153) (표12, 표13 참고)

151) 금오공고 출신은 공업 전자기기, 타출판금, 판금 부문에서 금메달 총 3개를 수

상했다. “에이레대회서 한국, 국제기능올림픽 3연패”, 『매일경제』 1979. 9. 15, 1

면.

152) 금오공업고등학교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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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전공

육군
해군 공군 계

조병창 ADD 육군

기계 5 78 15 18 116

판금 2 28 19 10 59

주물 18 10 2 30

금속 5 15 5 3 28

전자 64 30 22 116

계 12 (?) 203 79 55 349

표 12. 1기생 군별 배정 현황 (75.12.2.)

(※출처:　대통령비서실, “금오공고 졸업생 군 활용방침 (국방부 장관)”, 1975. 12. 2.）

군별 조병창 ADD 육군 해군 공군 계

인원 12 3 200 75 55 349

표 13. 1기생 각 군 배정 현황 (75.12.5.)

(※출처: 대통령비서실, “금오공고졸업생의군활용보고 (보고관: 심융택)”, 1975. 12. 5.)

실제로 각 군에 배치된 금오공고 졸업생들은 기술하사관으로서 주로

장비 수리나 부품 제작 등을 도맡았다. 금오공고 졸업생들은 특히 통신

장비나 병기 수리 및 부품 제작에 있어서 일반 기술하사관들에 비해 뛰

어난 능력을 입증해보였으며, 금오공고 1기생과 2기생이 복무하고 있었

던 1977년에 각 군은 특히 수리 부대에 더 많은 금오공고 졸업생들을 배

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 예로 1977년에 육군은 미사일 수리 부대와

방공포대, 항공기 정비 등에 전자과 출신의 졸업생을 증원해줄 것을 건

의했고, 공군은 자체 수리가 불완전했던 무스탕기의 부품을 제작하여 수

리한 금오공고 졸업생들에게 포상 휴가를 주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

다.154) 이러한 예들에서 알 수 있듯 금오공고에서 3년간 갈고 닦아온 졸

업생들의 역량은 군에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군에서는 금오공고 졸업생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을만한

153) 대통령비서실, “금오공고 졸업생의 군 활용계획 보고 (보고관: 심융택)”, 대통령

비서실 관리번호 EA0004863 (1975. 12. 5.), <첨부: “금오공고 졸업생 군 활용방

침 (국방부 장관)”, 1975.12.2.>

154) 대통령비서실, “금오공고 졸업생의 진학 및 군부대 노무 현황 (보고관: 김광

모)”,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EA0001998 (1977.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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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나 방침들을 새롭게 고안하는 대신 금오공고를 기존의 ‘군 기술 위

탁 교육 제도’에 편입시키는데 그쳤다. 군 기술 위탁 교육이란 전문학교

에 재학 중인 지원자에 대해 군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군 입대 시 전

공 분야에서 의무 복무 기간에 장학 수학 연수를 가산하여 복무하게 하

는 제도였다.155) 국방부는 61년부터 전문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해

왔던 이 제도를 72년 11월에 공고에까지 확장하였고, 이를 법적 근거로

하여 금오공고생의 제도상 신분을 ‘군 기술 위탁생’으로 규정하였다.156)

이후 국방부에서는 금오공고생에 대해 군 기술 위탁생 규정 사항을 그대

로 적용하였으며, 예를 들면 5년이라는 복무 기간도 이 법에 따라 금오

공고생들이 학습비와 숙식비 전액을 지급받은 장학기간 3년을 의무 복무

기간에 가산하여 결정된 것이었다.157)

국방부에서는 금오공고생의 군 활용에 대해서도 군 기술위탁생 세칙을

원칙으로 삼았으며, 금오공고생들은 실제로 다른 일반 공고나 전문대학

보다 훨씬 집중적인 실습 훈련을 받았고 기능 역량이 뛰어났음에도 불구

하고 군 내부에서는 주로 단순한 기능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는 일반 기

술하사관과 동등하게 취급되었다. 국방부에서 제시했던 금오공고생 활용

방침에서는 기술하사관으로서 “장비의 정리, 제작 등 기능공으로서의 활

용부서에 우선 활용하고 장비 운영 등은 가급적 억제할 것”이라고 명시

하고 있다.158) 따라서 금오공고 졸업생들은 첨단 장비나 무기의 원리나

운영 체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교육받을 수 없었다. 실제로 금오공고

155) 군 기술 위탁 교육제도는 1961년 ‘군 인사법’(1962.1.20, 법률 제1006호)에 포함

되어 제정·공포되었으며, 군 기술 위탁생 규정 시행세칙(국방부령 제111호)은

1966년 3월 14일에 제정되었다.

156) 금오공고의 기술사관학교로의 전환(72년 10월)과 군 기술 위탁생 범위의 확대

(1972년 11월)는 거의 동시에 일어났음을 볼 수 있다. “기술교육 혁신의 지름길,

실업계고·전 졸업자 병역혜택”, 『매일경제』 1972. 11. 24, 7면.

157) 다른 공업고교 재학생들은 지원자에 한하여 성적 심사를 거쳐 기술 위탁생으로

선정되었던 것과 달리 금오공고생은 입학과 동시에 기술위탁생으로 규정되었으

므로 금오공고생은 선택의 여지없이 가산 복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158) 군 기술위탁생 규정을 준용하여 복무를 규제함. (학생군사 교육실시 9조 및 군

기술 위탁생 규정 사항 세측 13조 준용) 대통령비서실, “금오공고 졸업생의 군

활용 보고 (보고관: 심융택)” (1975. 12. 5.), <첨부: “금오공고 졸업생 군 활용방

침 (국방부 장관)”, 197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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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이 투입되었던 군부대에서는 기존의 군 기술위탁생 규정에서 벗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들을 고민

하기도 하였다. 한 예로 각 군의 부대장들은 금오공고 출신에 대해 일반

기술하사관들에 비해 기술면에서 훨씬 우수하며, 특히 통신, 병기, 방공

등의 전문 분야의 경우 부대에 따라 금오공고 졸업생들을 기술 교관 요

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159) 이들은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사실상 정밀기술 실습을 거의 받지 못했던 일반 기술하사관들을 군 내부

에서 교육시키는 역할을 맡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동등한 기술하사관

신분에 그쳤다.160)

70년대 초 군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긴급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금오공고를 기술하사관 양성학교로 선정하여 운영

하였고, 따라서 금오공고 졸업생들이 기술하사관으로 활용되는 과정은

일견 당연한 결과처럼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봤듯 당시 금오공고

학생들은 국내 최고의 기술교육을 받았고, 그들의 기술적 역량은 직업훈

련소나 일반 공업고교 등에서 위탁 교육받던 일반 기술하사관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금오공고 졸

업생을 일반 기술하사관에 배속시킴으로써 졸업생이 지닌 역량들을 최대

한 활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역할을 단순 기능공에 제한시켰고, 이

는 중견급 기능 인력 혹은 기술공을 양성하고자 했던 금오공고의 설립목

적과 교육성과를 반영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군 일부와 금오공고에서는 금오공전의 설립을 통해 금오공고생의 효율적

인 활용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5.3절 참고).

결과적으로 군은 금오공고 졸업생들에게 단순 기능공 이외에 다른 선택

의 여지를 남겨주지 않음으로써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음은 물론 금

오공고 졸업생들의 불만을 가중시켰다.

159) 대통령비서실, “금오공고 졸업생의 진학 및 군부대 노무 현황 (보고관: 김광

모)”, (1977. 10. 5.)

160) 금오공고 졸업생들은 기술하사관이라는 직급과 금오공고 출신들이 다른 공고생

들과 동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에 공통적으로 불만을 제기했으며, 자신들이

군 현장에서 기술교관요원으로 선발되어 다른 공고생을 교육시켰다는 사실 자체

가 실력 차이를 증명한다고 주장한다. 지민우, 앞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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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금오공업전문대학 설립 제안

장기적인 관점에서 군에서는 금오공고 졸업생들의 기술 장교로의 진출

을 장려하기도 하였다. 우수한 금오공고 졸업생들을 군 기술 위탁생 신

분으로 사관학교나 전문학교에서 교육시키고, 그 기간만큼을 가산하여

기술 장교로 장기 복무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군법 하에서는 금오

공고 졸업생들에 대해 5년 이상의 장기 복무나 기술 장교 진출을 강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군에서는 대만의 중정이공학원을 모델로 하여 금오공

고에 기술 장교 양성 특별과정을 설치해줄 것을 1977년에 건의하였다.

대만의 중정이공학원은 국방부 장관의 직속 기관으로 2년제 기술학교와

4년제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졸업생들을 각각 소위와 중위로 임

명하여 10-15년간 장기복무하면서 병기 생산개발과 병기 운영들을 담당

하게끔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군 현장에서는 금오공고 졸업생들이 기능

보직에 그치지 않고 병기 생산개발 체제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

술 요원으로 성장하길 원했고, 정부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금오공고로 하

여금 군에서 제시한 기술 장교 소요를 바탕으로 금오공업전문학교 설립

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표14 참고).161)

금오공업전문학교는 기술하사관으로 복무하고 있는 금오공고 졸업생들

을 대상으로 무기 체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하

고 무기 개발 및 생산 체제의 전체적인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게 함으로

써 군에서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 장교 양성학교’로 계획되었

다. 군에서 금오공고생의 기술 장교 진출을 건의한지 한 달여 만에 금오

공고에서는 금오공전 설립개요를 완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였는

데, 이 보고에서는 금오공전의 설립 취지가 “고도로 발달된 현대무기체

계와 연관되는 전자 및 기계분야에 대한 기술교육을 가속화하여 국방에

기여할 중견기술 역군을 육성”하는데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162)

161) 대통령비서실, “금오공고 졸업생의 진학 및 군부대 노무 현황 (보고관: 김광

모)” (1977. 10. 5.)

162) 금오공고는 금오공전 지원자격으로 공업고등학교 졸업자(2급 기능사 자격 소지

자) 중 기술 하사관으로 2년 이상 복무한 자라고 언급했을 뿐 그 대상을 금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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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계획된 바에 따르면 금오공전의 학제는 전자과와 기계과 두 과로

만 이루어졌으며 세부 분야도 통신, 레이더, 정밀공작이 전부였고, 교과

과정 역시 현대무기체계와 특수기기 등과 관련된 실습실험 수업이 대부

분이었다(표15 참고).

군별 소요부대명
소요분야

전자 기계 금속 계

육군

방공 포병 대대 30

통신부대 20

병기부대 10 60

군 공 창 10 30

방산국 및 조달본부(검사소) 20 30 5

육 본(기술감실) 20 10

항공부대 10 3

학교 (통신, 병기, 방공) 30 20 5

해군

해군 공창 5 12 3

항공기 수리 부대 6 6 2

유도 장비 군용 부대 10 2

Radar 조작 및 수리 부대 20 5

해군본부 및 학교 10 5 1

공군

정 비 창 20 5 2

Radar 조작 및 수리 부대 30 5

유도장비 정비 부대 15 3

정밀 계측 및 보정 부대 10 3

공군 본부 및 학교 15 3 2

총계 301 202 20 523

연간 충원 소요 60.2 40.4 4 총계/5년

연간 양성 소요 60명 40명

표 14. 군 기술 장교 소요(비공식 추계)

(※출처: 대통령비서실, “금오공고 졸업생의 진학 및 군부대 노무 현황”, (1977. 10. 5.))

고 졸업생으로 한정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당시 공업고등학교에서 2급 기능사

자격 취득률이 금오공고를 제외하면 현저히 낮았던 점과 22살 이하의 자격증 취

득자는 병역특례혜택에 의거하여 산업체 근무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었던 점

에 비추어볼 때,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지원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은 금오공

고 졸업생이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학교법인 금오학원, “금오공업

전문학교 설립에 대한 검토 의뢰 (수신: 국방부장관)”, (1977. 11. 29.); 금오공업

고등학교, 『금오공업전문학교 설립개요』 (19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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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별 코스

학급

수

학 년

1 2 계

전자과

통 신 2 40 40 80

레이더 2 40 40 80

소 계 4 80 80 160

기계과
정밀공작 2 40 40 80

소 계 2 40 40 80

합 계 6 120 120 240

표 15. 금오공전 설립개요: 학제

(※출처: 금오공업고등학교, 『금오공업전문학교 설립개요』 (1977. 11.))

그러나 국방부는 금오공고 졸업생들을 기술 장교로 양성하여 활용하자

는 데에는 동의했으나 금오공고의 계획안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

았다. 무엇보다 학생 정원과 지원 규모가 문제가 되었다. 우선 한 학년에

120명씩 총 240명을 기술하사관에서 차출할 경우 인력의 공백이 생기게

되며, 240명 전원을 국방부에서 지원해줄 수도 없다는 입장이었다.163) 금

오공고는 즉시 1978년부터 금오공고 입학생을 증원하여 기술하사관의 수

적 감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금오공전 지원자격에 해당 기능 자격을 갖

춘 일반 공고 졸업생까지 포함시켜 이들을 방위산업체에 취업시키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64) 군에서는 기술하사

관의 진학을 60명까지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며, 결국 금오

공전은 군민 혼합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고 1979년에 금오공과대학으로

개편되어 개교함으로써 기술 장교 양성학교로서의 금오공전은 실현되지

못했다.

새로운 무기가 계속해서 도입되고 무기 국산화에 대한 요구가 점증되

던 이 시기에 기술 장교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가 가중되었고, 금오공전

설립 제안과 함께 금오공고 졸업생의 역할은 기술하사관에서 기술 장교

로 변화해가는 듯 했다. 그러나 기술 장교 양성학교로서의 금오공전 설

163) 오원철, 앞 책, 206-208쪽.

164) 금오공고는 금오공전 설립 계획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가능한 해

결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금오공업고등학교, 『금오공업전문학교 설립개요』

(197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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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은 실현되지 못했고, 금오공고 졸업생들은 대부분 군 현장에서 기능직

으로 5년간의 기술하사관 복무를 마치고 군을 떠났다. 즉 결과적으로 군

에서는 금오공고 졸업생들을 기술하사관으로 활용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기능 인력을 보충할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그들을 숙련된 군 기술 요

원으로 활용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5.4 군 복무 후 진로를 둘러싼 갈등

군에서의 의무복무가 결정되면서 금오공고 학생들의 미래는 더욱 불투

명해졌고, 금오공고는 군 복무 후에 금오공고생이 선택할 수 있는 길과

다양한 가능성들을 보여주고자 노력했다. 실제로 위의 운영 과정에서 보

인바 있듯 금오공고의 5년 의무 복무가 결정된 1975년을 전후하여 여전

히 우수한 성적이기는 하나 입학생들의 수준이나 기술 수준이 금오공고

초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볼 수 있다.165) 5

년이라는 복무 기간도 문제였지만 졸업과 함께 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는

사실은 금오공고 학생들에게 더욱 충격으로 다가왔다.166) 더구나 금오공

고 초기 입학생들은 중학교 수석 졸업이 거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대부

분이 최상위권 학생들이었으니 그 충격이 더해질 수밖에 없었다. 지민우

의 연구에서는 졸업생들이 5년간 하사관으로 복무하고 있을 동안 중학교

시절 자신들보다 못한다고 생각했던 고향 친구들이 서울의 명문대학교에

입학한 현실은 커다란 “상대적 박탈감”으로 다가왔다고 지적한다.167) 금

165) 신입생들의 중학교 졸업성적을 기준으로 73년, 74년에는 수석 출신이 약 41%

를 유지하였던 것에 비해 76년에는 약 30.3%, 77년에는 약 25%로 눈에 띄게 비

율이 감소하였으며, 신입생 중 졸업성적이 5% 이내인 학생의 비율도 73년 첫해

에는 약 98.6%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76년에는 94.3%, 77년에는 90.8%로 감소하

였다. 그리고 70년대 말에서 80년대로 넘어가던 시점에 이미 금오공고는 국내외

각종 기능올림픽에서 이전처럼 영광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66) 지민우 연구의 인터뷰에서 금오공고 졸업생들은 입학할 때 공납금과 장학금 등

을 지급받는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 그것이 군에 입대하기 위한 조건부 지원임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입학 당시에 오리엔테이션 장소에서 몇몇 서류와 각서 등에

일괄적으로 서명하게 했지만, 그것이 졸업 직후 5년 복무일 줄은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지민우, 앞 논문, 64-65쪽.

167)같은 논문, 70-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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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공고 1기생이 “군 생활하는 동안 동기들의 최우선 목표는 오로지 ‘대

학 진학’이었다”고 회고할 만큼 대학 진학문제는 금오공고 학생들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가 되었고, 금오공고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보여야

했다.

첫 번째 방법은 금오공고 재학생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를 조금이나마

열어주는 것이었다. 문교부는 1976년에 대입 예비고사에 실업계 전형을

신설하여 우수한 성적의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에 대해 대학진학 특혜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 제도는 당장 1977년에 졸업할 예정이었던

2기생부터 적용되었다.168) 금오공고는 기능올림픽 메달 입상자에 한해서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허용하였고, 입상자 중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자는

대입 예비고사 성적에 따라 각 군 사관학교와 충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서울대학교의 “공업 교육과” 중 한 곳에 진학할 수 있었다.169) 즉 대학

진학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교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표로 선발되

어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반드시 획득한 뒤, 개인적으로 대입 예비고사를

준비해야 했으므로 금오공고생에게 대학 진학은 여전히 매우 높은 벽이

었다. 2기 졸업생의 경우에는 경북대학교 공과대학의 일반공업계에 2명,

전자공업계에 2명이 진학하였고, 각 군의 사관학교에 1명씩 진학하였으

니 졸업생 380명 중 단 7명, 약 1.8%만이 대학 진학에 성공했던 셈이

다.170) 게다가 이들은 반드시 공업교육과 관련된 과로 진학해야했기 때

문에 비록 금오공고에서 대학 진학의 가능성을 열어주기는 했으나 그 선

택의 폭은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금오공고는 대학 진학 여부와는 관계없이 경험과 자격 검정을

168) “실업계고교 우대문제”, 『경향신문』 1976. 8. 30, 2면; “실업계고교출신 동계

대학 진학 땐 예비고사에 특혜”, 『동아일보』 1976. 8. 27, 6면; “설립 목적에 역

행하는 실업고 대학 진학 특혜”, 『동아일보』 1976. 8. 28, 3면.

169) 지민우는 금오공고 졸업생들의 구술을 토대로 금오공고 졸업생들은 국립대학 3

개교(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에만 진학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지만,

국방부의 금오공고생 진학 보고(77년)에서 각 군의 사관학교에도 학생이 진학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민우, 앞 논문, 66쪽; 대통령비서실, “금오공고 졸업생

의 진학 및 군부대 노무 현황 (보고관: 김광모)” (1977. 10. 5.) 참고.

170)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졸업 후 기술하사관이 아닌 기술장교(ROTC)로 5년간

복무해야 했다. 대통령비서실, “금오공고 졸업생의 진학 및 군부대 노무 현황 (보

고관: 김광모)” (1977. 10.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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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다음 단계로 진급할 수 있는 기술공으로서의 장래를 제시했다. 정

부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동일 계통 대학 진학 특혜를 발표했을

때에도 기술공들이 대학으로 빠져 나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

았을 만큼, 공업고등학교에서 학습을 마친 기술공들은 대학이 아닌 현장

에서 기술을 더 배우고 연마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했다.171) 금오

공고 역시 기본적으로는 졸업생이 정규대학에 진학할 필요가 없다는 입

장이었다. 그 대신 1973년에 제정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

격검정이 실시되었고,172) 금오공고 교지나 학보에서 제시한 로드맵에 따

르면 졸업생은 전공과 관계없이 크게 네 가지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그

림 참고).173) 기능사 2급을 취득한 졸업생의 예를 들어보면 전역 후 3년

의 경험을 쌓아 기능사 1급 자격을 취득하면 7년 뒤에 기능장 자격을 획

득할 수 있었고 혹은 기사 2급을 거쳐 9년 뒤에 기술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다. 대학 진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술하사관 복무 중이나 제대

후에 전문학교나 초급대학을 졸업하고 기사를 거쳐 기술사가 되거나 정

규대학을 졸업하고 기사1급을 취득하여 7년 뒤에 기술사가 되는 방법이

있었다. 국가기술자격검정 제도에 따르면 기능공의 가장 최종 경력인 기

술사나 기능장은 장차 대학 출신의 박사와 동등한 사회적 대우를 받게

될 것이었고,174) 금오공고 졸업생은 거의 전원이 기능사 2급을 취득했고

1급을 취득한 학생도 다수였으므로 일반 기능공들보다 훨씬 유리한 시작

을 할 수 있었다.

171) “설립 목적에 역행하는 실업고 대학 진학 특혜”, 『동아일보』 1976. 8. 28, 3

면.

172) 『국가기술자격법(법률 제2672호, 1973.12.31, 제정)』 1974.7.1. 시행 (고용노동

부(직업능력평가과))

173) 금오공업고등학교, 『금오』 제1호 (1976), 28-30쪽.

174) 한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기술, 기능사의 사회적 우대 조치의 일환으로 기술

계의 최고봉인 기술사와 기능계의 최고봉인 기능장을 박사학위 소지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했다.” “체계화된 기술자격제도”, 『매일경제』 1975. 2. 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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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국가기술자격 검정 제도

(※출처:금오공업고등학교, 『금오』 제1호(1976), pp.28-30.)

그러나 금오공고생의 입장에서는 위의 두 가지 대안 모두가 만족스럽

지 않았다. 특히 기능공과 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대우는 1970년대 말까

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노동시장에서 공업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 사이의 간극은 컸다. 소위 생산직이라고 불리는 기술직들은 일반

직들에 비해 봉급이나 직급도 낮았으며, 승진도 매우 어려웠다. 정부는

기업체에게 기술직 차별을 철폐하고 기술자 우대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

했지만 1970년대 말까지 실질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아무 것도 없었

다.175) 정부는 기술자에 대한 일원적인 관리와 대우 보장을 위해 국가기

술검정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기능장과 기술사가 박사와 동등한 대

우를 받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비전은 현실성이 떨어져 보였다.176)

기술하사관으로 복무하며 이러한 현실을 목격한 금오공고 졸업생들은

군대에 있는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고, 아이러니하게도 졸업생의 상당수가 대학에서 과학기술계가 아닌

다른 전공과목을 선택했다.177) 졸업생 인터뷰에 따르면 금오공고 졸업생

들은 군에서 하층 계급인 기술하사관으로 복무하면서 불합리한 대우에

175) “기능공 차별 철폐를, 전국 기업체장에 공한”, 『매일경제』 1976. 7. 24, 7면;

“세계정상 헛되지 않게 기능공 우대 풍토 절실”, 『매일경제』 1977. 7. 21, 1면;

“장이 만세”, 『동아일보』 1977. 8. 5, 5면.

176) “기술박사에의 길, 기능장 제도”, 『경향신문』 1977. 6. 4, 2면.

177) 지민우, 앞 논문, 82-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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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을 느꼈고 오히려 기술직으로는 사회에 진출하지 않아야겠다는 다짐

을 하게 됐다고 회고한다. 실제로 금오공고 1기 졸업생들의 직업 분류에

따르면 326명 중 67명으로 단 20.6%만이 여전히 기술직에 종사하고 있

으며, 가장 많은 직종은 기업경영(27.0%)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민우는

이에 대해 “금오공고 졸업생들에게 기술하사관 제도는 역설적으로 이들

이 기술직에서 벗어나게 했던 촉매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한다.178) 즉 금오공고 졸업생들에게 대학 진학은 대학 졸업이라는 학력

을 취득하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기술직에서 벗어나 새로운 분야로 옮겨

갈 기회이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금오공고 초기 졸업생들은 5년의 복무

기간으로 인한 뒤늦은 사회진출을 감수하고라도 대부분이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금오공고의 설립 취지나 금오공고가 제시했던 장래

와는 매우 다른 결과였다.

178) 같은 논문, 88-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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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중화학공업화의 추진에는 경제 발전과 자주 국방이라는 두 가지 논리

가 서로 얽혀있었고 그 접점에 금오공고가 있었다. 배경에서 지적했듯

중화학공업화의 숨은 의도는 방위산업 육성에 있었으나 중화학공업화 선

언 이후 상공부 기술 관료들은 수출 100억달러, GNP 1000달러라는 가시

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방위산

업 육성은 여전히 궁극적인 목표임에는 분명했으나 아직 실효적인 단계

에 이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민간 중심의 방위산업 체제에서 군의 역할

은 더욱 축소되었다. 중화학공업화의 이와 같은 측면들은 국가 안보 논

리의 압도적인 우위 속에서 군 기술하사관 양성학교로 갑작스럽게 전환

되었으나 결국 군에서의 활용에 있어서 제한적인 역할만을 인정받았던

금오공고의 사례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금오공고의 설립과 전환 과정은 국가 안보와 방위산업이 최우선시 되

던 1970년대 초 박정희 정부의 분위기와 함께 중화학공업 육성이 초기에

의미했던 바를 잘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60년대 내내 기술

인력의 공급 불균형이 누적되어 70년대 초에는 기술 인력의 공급 부족이

산업계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금오공업고등학교는 바로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공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핵심 기관이었다.

게다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개

편해야 했고 이에 걸맞은 기술 인력의 공급은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첫 단계였다. 상공부는 바로 이런 중대한 역할을 도맡아줄 첨병을 양성

해낼 기관으로서 금오공업고등학교를 계획하고 설립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통령과 상부 정책결정자들은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금오공고의 설

립 목적과 일차적인 용도를 바꾸어놓았다.

금오공업고등학교의 설립과정에서부터 실제 운영까지 살펴본 바에 따

르면 금오공고는 개교 단계에 군 기술하사관 양성학교로 전환된 이후로

줄곧 군에 우수한 기능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었

다. 금오공고생은 군 기술 위탁생의 신분으로 국방부의 전액 지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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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군에서는 졸업생들을 졸업과 동시에 기술하사관으로 임용하기 위

해 재학 중에 입영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금오공고에서는 군에서 요구하

는 정밀가공사와 전자과 요원을 대거 양성하였고 학생들은 무기 생산 공

장이나 군 현장을 중심으로 현장 체험이나 현장 실습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군에서 요구하는 기술 수준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금오

공고생을 군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학생과 학교, 군 사이에 기대

하는 바가 서로 달랐다. 기술 교육에 있어서만은 중화학공업 산업체에

즉시 투입될 중견급 숙련 기능공 혹은 기술공을 양성하고자 했던 상공부

의 계획안을 거의 그대로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금오공고에서는 상공부의 구상대로 최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집

중적인 실습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국제 수준에 걸맞은 국내 최

고의 기능 수준을 갖추게끔 하였다. 금오공고생들은 일반 공업고등학교

는 물론 당시 초급, 전문대학과 심지어는 공과 대학들에 견주어서도 뒤

처지질 않을 정도의 양질의 실습 훈련을 받았고, 각종 대회와 기능 자격

시험에서 드러난 성적은 우수한 그들의 역량을 방증했다. 따라서 학생들

은 군 입대 후에도 자신들의 숙련 기능에 대해 존중하고 대우해줄 것으

로 기대하였다.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상공부가 의도했던 금오공고 졸업생들의 우수한

기능 수준과는 무관하게 군에서는 단순한 기능공 업무로 그들의 역할을

제한시켰다. 더욱 정밀한 첨단 장비들이 들어오면서 군에서도 분명 기술

장교와 군 내부 기술공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측하고 있었으나,

당장의 기능 인력을 메우기 위해 금오공고 졸업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학사 장교로 돌아오는 것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했다. 다른 학교와

차별화된 기술공을 양성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금오공고에서는

금오공전 설립을 통해 금오공고 졸업생들의 역할과 군에서의 활용을 제

도화하고자 했으나 이마저 실패로 돌아가면서 금오공고 졸업생들은 일반

기술하사관 복무를 끝으로 주어진 역할을 다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우수 학생들이 모여들었고 국내 최고의 기술 수

준을 자랑했던 ‘금오공고 1세대’(70년대 입학생)마저 상공부나 군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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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기술계의 최선봉에 남지 않고 상당수가 다른 분야로 옮겨갔다는 점

이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금오공고 학생들과 군 기술하사관 양성이라는

금오공고의 설립 취지를 전혀 공유하지 않았던 탓이 크게 작용했다. 기

술하사관으로서의 복무는 금오공고생들이 그려오던 ‘공업 입국의 최선봉’

이라는 이미지와 충돌했다. 학생들은 군 복무 규정에 좌절했고, 자신들에

대한 대우가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느꼈으며 대부분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났다. 이러한 좌절감과 배신감은 금오공고 졸업생들의 회고에서도 여

전히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다. 군은 우수한 기능 인력을 장

기적으로 활용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으며 상공부는 단기적으로든 장

기적으로든 금오공고 출신의 기능 엘리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기회를

놓쳤다.

이렇듯 금오공고의 등장과 급속한 성장은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술

교육의 축을 공업고등학교로 옮겨오고 국내 기술 수준을 높이는데 분명

히 기여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군

에서의 의무 복무가 결정된 이후로 금오공고에 이전만큼 뛰어난 학생들

이 모여들지도 않았고 1980년대를 지나면서는 그마저 일반 공고로 편입

되면서 예전의 영광을 되찾지 못했다. 또한 급속한 산업구조의 변화 속

에서 금오공고 1세대가 전역한 1980년대에는 이미 기능인보다는 과학기

술자, 공고 출신보다는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

따라서 금오공고 출신의 기능 엘리트들은 사회에 나온 첫 단계에서부터

자신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

즉 금오공고의 독특한 성격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추진을 둘러싼

정책 분위기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상공부의 구상과

군의 활용 계획은 기술 교육을 매개로 각각 금오공고와 관련을 맺고 있

었으나 둘 사이의 충돌은 금오공고 졸업생이 대거 기술계를 이탈하는 결

과를 낳았다. 금오공고라는 엘리트 기능공 양성기관마저 유명무실해진

현실은 1980년대 이후 과학자 양성기관이 급성장한 것과 대비된다. 금오

공고의 정책적 실패로 한국 기능교육은 진일보할 기회를 잃었고 한국의

산업발전에서 우수한 기능 인력의 역할은 더욱 축소되었다.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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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과학기술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한국 과학기술사 연

구에서도 기능 교육과 기능공은 주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금오공고의 사례에서 인력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들을

찾아볼 수 있다. 군은 필요에 의해 금오공고를 전환시켰지만 기능 교육

의 수준과 금오공고생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

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금오공고에서는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

능 엘리트들을 양성했지만 군과 국방부가 실제적으로 방위산업을 추진하

지 않으면서 금오공고생들의 역할은 단순 기능공으로 전락하였다. 당시

의 권위주의적인 체제 하에서 박정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충분한 검토

와 계획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 사례 중 하나로도 볼 수 있을 것

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뛰어난 기능 인력으

로 양성하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양성 의도를 공유하지 않고 기능공들이

적합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실패함으로써 해

당 인력 자원을 산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음을 볼 수 있

다. 이러한 요소들은 오늘날의 인력 정책을 제안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경제발전과 자주국방이라는 중화학공업화의 두 가지

축 사이에서 기능 인력이 부여받았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었다. 1970년

대 초의 맥락에서 기능이야말로 경제발전과 자주국방을 책임질 과학기술

의 정수였고, 산업현장의 고도화와 군 현대화라는 두 가지 역할은 곧

1970년대 박정희 정부와 사회가 과학기술에 대해 요구하는 사명이기도

했다. 이들은 산업전사로만 기억되고 있지만 과학기술 인력으로서의 역

할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기술의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의 수단으로

가정하는 현대 과학기술의 역할과는 분명한 괴리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동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군과 상공부 사이에 혹은 정부와 학생 사이에서

서로 다른 상이 충돌하였고, 이러한 충돌은 상당수의 기능 엘리트들이

기술 현장과 군부대 모두를 이탈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이는 한국 과학

기술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뿐 아니라 한 시대의

단면에서도 과학기술의 정의와 과학기술의 역할을 일관된 합의로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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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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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traces the establishment of Kum-Oh Technical High

School and the role of its early graduates in the context of the

declaration of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From the

beginning, the aim of Kum-Oh was to be the "first-class vocational

high school in Asia" and its graduates were expected to play key

roles in the rapid industrialization of Korea during the 1970s. The

most talented students selected from all parts of the country were

fully devoted to technical training under the excellent conditions made

possible by the Japanese Cooperation Fund.

Kum-Oh students successfully established themselves as the elite

technician group. They won a large number of medals in nation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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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vocational training competitions and were represented as

"the spearhead of national modernization". Kum-Oh seemed to have

realized the ideal of technical education envisioned by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

As early graduates were forced to join the army as technical

sergeants upon graduation, however, there was no chance for them to

contribute to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during the

1970s. This was because the purpose of the school altered to provide

the army with skillful technicians, just a few months before the

school's opening. Kum-Oh students were raised not as key members

of the "Industrial Army", but as technical sergeants serving in the

military. While in school, students had carried out basic military

training and was mandated to serve in the army as technical

sergeants for at least five years.

The gap between the initial vision of Kum-Oh as a technical

training institute and the ultimate utilization of elite technicians is

closely related to the complex interplay between the two principles of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Self-Defense"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role of Kum-Oh's early graduates was settled to

meet the two different national demands at the time. However, early

students were confused between two roles and most of them decided

not to remain in the technical field after being discharged from the

army. It was the undesired outcome for both the military and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after all. The case of Kum-Oh

may provide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during this period, showing that it was not always

pursued under a consistent context.



- 82 -

Keywords : Kum-Oh Technical High School,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science and technology human

resource policy, elite technicians, technology education reform,

technical sergeant training

Student Number : 2012-20215


	1. 서론 
	2.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 배경 
	2.1 1970년대 초 한국 정부가 느낀 위기감 
	2.2 중화학공업화 선언의 두 배경 
	2.3 기능 인력 수급을 위한 공업교육제도 개편 

	3. 금오공고 설립 구상의 변천 
	3.1 한일협력 기술고등학교 설립사업 추진 
	3.2 상공부의 두 가지 목표 
	3.3 기술하사관 양성학교로의 전환 

	4. 금오공고의 개교와 실제 운영 
	4.1 군 활용을 위한 학생 선발과 구성 
	4.2 혁신적인 기술교육을 통한 기능 엘리트 양성 
	4.3 군 기술하사관 임용 준비 

	5. 금오공고의 성과와 졸업생의 역할 
	5.1 기능 엘리트 양성기관으로 급부상한 금오공고 
	5.2 기술하사관으로서의 역할 
	5.3 금오공업전문대학 설립 제안 
	5.4 군 복무 후 진로를 둘러싼 갈등 

	6.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