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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부쳐

본 연구는 학교 노동교육의 실태를 진단하고 미래 노동교육의 대안을
다루었다. 저자들이 학교 노동교육에 주목한 이유는 노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작업장에서의 잘못된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이는 학교
에서의 체계적인 노동교육이 전제될 때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학교에서의 노동교육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학교 노동교육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며 해외사례를 통해 선진국
에서는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노동교육을 실시하는지 파악하
여 노동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많이 제기되는
것에 비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부족했다. 또한 학교에서의 노
동교육도 단순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였다. 마지
막으로 노동교육을 담당해야 할 교원들이 노동법, 노사관계, 노동의 역사
등 노동교육 관련 충분한 교육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아 노동교육은 외부
전문강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비록 노동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지는 못했으나 노동교육의 필요성이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선
다수가 동의하였다.
해외사례는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을 각각의 장에서 살펴보았다.
이들 국가의 노동교육 공통점은 교과과정이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동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민주시민교육, 직업교
육, 역사교육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노동교육을 진단한 결과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

권교육은 향상되고 있으나 학교에서의 노동교육은 체계화 수준이 낮은,
이른바 ‘현장형’ 노동교육 유형이었으며 노동교육의 체계화를 통해 노동
교육과 노동인권이 모두 강조되는 ‘조화로운 노동교육’으로 진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학교 노동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노동교육의 원칙에 따라
내용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교과가 개편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내용도 대폭 보강해야 한다. 또한 교원들
의 역량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교원이 노동교육을 책임지도록 할 필요
가 있음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노동교육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
므로 주요 국립대학이나 국책연구기관에서 노동대학원 등 전문적인 노동
교육기관의 신설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동교육을 큰 틀에서 진단하였는데 본 연구처럼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와 차별
적으로 풍부한 해외사례도 이후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
며, 본원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2018년 12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배 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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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과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학교 노동교육의 실태를 진단하고 미래 노동교육의 대
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노동교육은 학교에서의 노동교육,
노조의 노동교육,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 등 다양하지만
이 연구는 학교 노동교육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가 학교 노동교육에
주목한 이유는 첫째,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노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작업장에서의 잘못된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인
데, 이는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노동교육이 전제될 때 가능하기 때문
이다. 둘째, 한국의 산업현장은 노동시장 이중화, 급속한 생산가능인
구의 감소, 청년실업, 빈곤노인의 증가 등 노동 관련 사회적 갈등 요
인이 많은데, 미래 세대가 노동을 객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편견
과 왜곡된 인식을 가질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대립과 반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노동교육이 중
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교
에서의 노동교육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학교 노동교육을 객관
적으로 진단하는 것이다. 둘째, 해외사례를 통해 선진국에서는 학생
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노동교육을 실시하는지 파악하는 것
이다. 셋째, 노동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저자들은 위의 세 가지 목적을 위해 연구보고서를 3부로 구성하였
다. 제1부 현실 진단 편에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특징과 시사점을 정리하였다(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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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어떻게 학교 노동인권교육에 개
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특징과 시사점을 정리하였다(제3장).
제4장에서는 전국의 학교별로 비례할당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제2부 해외사례 편에서는 학교 노동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제5장), 영국(제6장), 프랑스(제7
장), 스웨덴(제8장) 등 유럽의 선진 4개국의 사례를 통해 학교에서의
노동교육 실태를 살펴보았다. 마지막 제3부는 대안모색 편으로 독일
의 노동학의 발전과정 및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제9장) 유럽연
합이 어떻게 각 나라별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규율하
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제10장). 끝으로 한국의 노동교육 활성화 방
안을 내용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정책적 제언을 하였
다(제11장).

2. 한국 노동교육의 진단
제2장은 교육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교육에서의 노동
교육 현황을 살펴본 장으로 우선, 교과과정 개편, 교원양성, 노동교
육의 체계화 등 다양한 요구들이 있지만 교육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를 제외한 고용노동부와 여
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의 노동교육은 ‘교육’보다는 ‘노동’에 무게가 실
려 있는데, 학교에서의 노동교육보다 ‘일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로 조례에 근거하여 청소
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노동교육 역시
학교에서의 노동교육보다 지역의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
와 근로조건 개선이 중심이다.
이상의 실태를 바탕으로 정부의 노동교육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면,
첫째,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많이 제기되는
것에 비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부족했다. 직업계고를 제
외하면 교과목으로서의 노동인권교육은 없으며 노동인권교육은 상

요약

ⅲ

시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특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정부의 ‘노동인권교육’은 노동과 교육의 이슈를 모두 포함하
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면을 보았을 때 ‘교육’보다는 ‘노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에서의 노동교육도 단순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
러 있는 것으로 보였다. 노동교육이 노동법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뛰어넘어 노동에 대한 이해 및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으로 발전하여
민주시민으로서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해야 하는
데, 아직 우리의 노동교육은 노동법 관련 지식을 전달하는 데 머물러
있었다.
넷째, 노동교육을 담당해야 할 교원들이 노동법, 노사관계, 노동의
역사 등 노동교육 관련 충분한 교육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아 노동교
육은 외부 전문강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3장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의 노동교육 사례를 살펴보
았다. 연구결과, 학교 노동인권교육에 있어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
크와 같은 단체들이 지역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도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학교 노동교육의 중요성에 대
해 동의하고 학생 노동인권교육을 조례로 정하면서 그 일환으로 서
울과 광주에서는 민관협력단체들이 노동인권교육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 노동조합의 노동교육 활동은 상대적
으로 적었다. 한국노총은 정부지원을 통해 학교에서의 노동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정부 예산에 따라 노동교육의 양과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민주노총은 중앙차원으로 학교 노동교육을
조직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었으나 전교조, 희망연대노조 등 학교
노동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부 산하노조들이 학교 노동교육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노동조합들은 여전히 기존 조합원
들의 교육에만 관심을 두고 미래의 조합원인 학생들에 대한 노동교
육은 소홀히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노동조합의 위기극복의 측면
에서 노동교육에 대한 개입과 지원이 필요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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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은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분석 파트이다. 분석결과, 응답자의
94.8%가 ‘학교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대다수의 학교
노동인권교육 담당자들은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었다. 둘째,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노동인권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무엇보다 노동인권교육은 ‘일하
는 학생들의 노동 권리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92.9%
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표준화된 교재가 없는 것’으
로 응답자의 71.5%가 동의하였다. 교과서의 내용적 빈약함도 지적되
었다. 현재의 교과서가 노동인권교육을 얼마나 다루고 있는지에 대
해 ‘충분히 다루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은 5.5%에 불과했
고, 부정적인 응답은 35.6%였다. 넷째, 노동인권교육을 위해 노력하
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시민사회단체가 노동인
권교육을 위해 가장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전체 응답자의 50%가 긍
정 답변)를 받았다.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의 노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동의하는 응답이 적었다. 향후 노동교육의 정책적 방향
으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노동교육이 체계적으로 계획되어야
하며(80.1% 찬성), 노동인권교육을 전체 학교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높게 응답(73.3%)하였다.

3. 해외사례
해외사례는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을 각각의 장에서 살펴보았
다. 제5장은 독일의 노동교육 사례이다. 독일은 ‘노동사회’라 불릴 정
도로 노동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사회이며, 직업에 대한
위계적 의식이 강하지 않다. 독일에서는 노동교육이라는 용어보다는
‘노동 관련 일반교육’이라는 틀 속에서 진행하는 노동교육을 ‘노동학’
이라는 독자적인 학문으로 정립하였으며, 대부분 관련 분야 교원(사
회과학, 기술 및 상업 등 전공자)은 예비교원 훈련 과정에서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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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을 이수한다. 노동교육은 평생교육으로 이루어지며, 학령기
만 아니라 성인교육 단계에서도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게 돼 있다.
독일의 노동교육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직업․진로 설계,
노동기본권과 노사관계, 그리고 노동과 기술 변천 및 사회보험․사
회보장 분야이며 노동교육과 직업교육을 잘 조화시켜 노동존중사회
를 이끌어낸 시사점이 있다.
제6장은 영국의 노동교육 사례로 2002년 국가교육과정에서 교육
과정(Key Stage 3 & 4; 우리의 중등과정)에 시민교육을 필수교과로
도입하였다. 영국은 시민교육 교과목 내에 경제 파트나 법 관련 부분
에서 노동교육에 해당하는 내용을 교육한다.
또한 영국 노동조합의 노동교육 참여가 인상적이다. 130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연합노동조합 유나이트(Unite)는 수년 동안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소개를 포함한 노동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노동인권에 대한 의식 제고와 동시에 미래 조합원을
조직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이다. 최근 3년 전부터는 대
의원(union reps)이나 학습위원(learning reps) 또는 적극적 활동가
등을 강사로 활용하고 있다.
제7장은 프랑스의 사례이다. 프랑스 노동교육은 시민교육, 역사지
리, 경제사회 등 여러 과목에 융합되어 실시되는 특징이 있다. 노동
교육에 대해 시민교육 과목에서는 노동교육의 이론적 측면을, 역사
지리 과목에서는 역사적 발전을, 경제사회 과목에서는 경제적 접근
을 하도록 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프랑스의 노동교육은 노동에
대해 다각도로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프랑스 노동교육은 매우 체계적이다. 노동교육이 초․중․고에 따
라 심화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에서는 노동교육의 근간이 되는 기
초 지식을 익히고, 중학교에서는 노동법, 정치적 참여, 파업권, 노동
의 역사 등 노동에 대한 본격적인 학습을 한다. 고등학교에서는 노동
교육이 강화되어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시민교육 과목에서 노동권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등에 대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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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다.
프랑스의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노동교육 현장
에 있는 교사, 교수, 학부모, 노조 조합원 등 이해당사자에 대한 현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프랑스의 노동교육이 부
족한 상태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시민교육 과목 등에서 노동법
과 노동의 가치 등 노동교육의 이론적인 부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8장은 스웨덴의 노동교육 사례이다. 스웨덴의 제도교육은 평생
학습체제가 강조되며 현장 체험을 중시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스웨
덴의 교육체계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과정은 나이와 수학기간에 관
계없이 언제나 열려 있는 순환적 평생교육체계의 일부분이다. 시민
사회(단체)가 시행하는 시민교육이 제도교육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특징도 있다.
성인교육기관 중에서 가장 큰 기관은 노동조합(LO)이 1912년 설
립한 노동자교육협회(ABF)이다. ABF는 학습서클 리더 양성 과정을
통해 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 발전에 관
심을 갖고 참여하게 하고, ②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며, ③ 문
화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문화활동 참여를 확대하며 개인의
창의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일찍이 ‘사람을 교육시키자’는
운동으로 출발한 노동교육이 성인교육운동 전통 속에 확고히 자리
잡아 스웨덴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교육을 통하여 사람을 바꾸고, 그 바뀐 사람들이 확산되어 사회
를 바꿀 주체의 확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된 운동 취지에 맞게
모든 시민 개개인의 학습서클 주도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참여적
민주시민 역량 향상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다.

4. 대안 모색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제언은 노동교육을 어떻게 체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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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두어 노동교육의 체계화 측면에서 노
동학의 도입과 발전을 살펴보았으며 노동교육의 제도화 측면에서 유
럽연합 수준의 노동교육을 살펴보았다.
9장에서는 노동교육의 체계적인 교과목을 제안하기 위해 독일의
노동학을 살펴보았다. 노동학은 독일이 세계 2차 대전 이후 재건을
위해 노력하던 1950년대 중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직업생
활로 전환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고민에서 출발
하였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현대화․자동화되어 가는 제품생산 과정
을 수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을 학교 교
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졌다. 따라서 현장실습을
통한 실질적인 직업훈련 교육을 위주로 하는 과목을 교과과정에 도
입하기로 하고 1969년 노동학이 독립적인 과목으로 교과과정에 편성
된다. 노동을 중심 주제로 하는 노동학은 1969년 독립적인 과목으로
교과과정에 도입되면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술개발과 사회변
화에 영향을 받아 노동기술, 전반적인 노동조건, 경제상황, 글로벌화,
주요 업종 등 노동현장이 변화함에 따라 함께 변화하였다.
현재 독일의 16개 연방 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동교육은 연방 주
마다 차이가 있다. 일부 주에서는 여전히 노동학 과목으로 수업이 진
행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노동학 교과 과목이 다양한 이름으로 바뀌
어 진행되고 있거나 또는 노동학 교과내용을 단일 과목이 아닌 여러
과목에 조금씩 나누어 진행하고 있는 등 노동교육의 비중과 교과 내
용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노동학의 내용을 좀 더 구
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현재 헤센 주에서 5～6학년에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노동학Ⅰ과 7～8학년에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노동
학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현재 독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동교육의 범위와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10장에서는 EU의 노동교육을 살펴보았다. EU는 노동교육 자체
보다는 노동교육의 근간이 되는 시민교육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노동교육과 시민교육에 관해 규칙이나 지침 등을 채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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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2004년 동유럽 가입 이후 민주주의, 법
치, 인권 등 EU의 주요 원칙에 대한 합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으며,
둘째, 2000년대부터 빈발해진 테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공동의 가
치를 구체화하기 위함이었다. 즉, 구체적인 노동교육에 대한 지침보
다 EU의 가치관에 대한 폭넓은 인식의 공유가 우선시되고 있었다.
다만, EU 지역위원회는 2007년과 2013년의 의견을 통해 EU의 시
민의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동시민교육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게 되
었다. 그 결과, 2013년 EU의 유럽의회 결의안과 2015년 파리 선언,
2017년 집행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통해 EU는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비판적 사
고, 책임감 있는 행동, 민주주의 원칙 준수 등 네 가지 시민교육 목표
를 설정했는데, 유럽 국가들은 처음 두 가지 목표를 가장 비중 있게
적용해 초․중․고 교과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시민교육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단독 교과과정으로
편성되거나, 다른 의무 과목과 결합되거나, 혹은 모든 가능한 과목에
융합되는 것이 그것이다. 가장 널리 차용되는 것은 시민교육을 역사
등 다른 과목에 통합시켜 가르치는 방법으로, 총 28개 국가의 교육
시스템이 이와 같은 시민교육 방법을 실행한다. 시민교육을 의무 교
과과목으로 하는지, 또 단독 교과과정으로 실행하는지도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에스토니아, 그리스, 프랑스, 핀란드는 초․중․고 전
단계에서 의무과목으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다른 과목과의 결합
혹은 전 과목과의 통합 형태를 취했다. 수업시수 역시 국가별로 차이
가 있다. 유럽의 경우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 시민교육의 교과과정
편입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인지, 약화되는 추세인지 단언하기 어렵
다. 하지만 EU에서는 점진적인 시민교육 강화를 각국에 권고하고
있어 추후 시민교육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제11장은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노동교육을 진단한 결과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교육은 향상되
고 있으나 학교에서의 노동교육은 체계화 수준이 낮은, 이른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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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노동교육 유형이었으며 노동교육의 체계화를 통해 노동교육과
노동인권이 모두 강조되는 ‘조화로운 노동교육’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고 제안하였다.
학교 노동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부
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노동교육의 원칙에 따라 내용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교과가 개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개편
해야 하며 노동 관련 내용도 대폭 보강해야 한다. 또한 노동교육이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노동교육을 독립적인 교과목으로 인정하여 교
과서를 개발함과 동시에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교원
이 노동교육을 책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사범대와 교
육대에서 노동인권 관련 교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최소한 노
동교육의 개념과 중요성 그리고 학습방식 등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또한 기존 교사들의 재직 중 연수도 확대하여 노동교육의
현재 흐름과 쟁점, 그리고 현대식 교수법 등을 배우고 학습하도록 해
야 한다.
또한 노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교육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
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노동교육을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교육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교육부 장관인 사회부총리가 중심이 되어 (가칭)노동교육 활성화 위
원회를 만들고 사회부총리가 주재하여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새롭게 노동교육의 체계화 방향을 수립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교에서의 노동교육과 함께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도 사
회적으로 중요한 과제인데, 일하는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노동인권을 포함한다. 노동인권의 보호를 위해 사회적 합
의와 실천을 제안한다. 노동조합과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정
부가 함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교육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교육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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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그다음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그리
고 장기적으로는 노동교육을 제고할 수 있는 학문적 역량을 확보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의 노동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주요 국립대학이나 국책
연구기관에서 노동대학원 등 전문적인 노동교육기관의 신설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노동연구원, 고
용노동연수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노동, 고용 및 직업훈련 연구
기관이 합동으로 노동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거나 노동교육을 전담하
는 노동대학원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연수원의 잠재적인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고용노동부 등 공무원들과 교사 등의 노동교육 연수를 위해
활용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공무원만이 아니라 민간부문 노사에
이르기까지 노동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시설 등을 확
충하여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5. 연구의 기여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적이다. 첫째,
우리나라 노동교육을 큰 틀에서 진단하였는데 본 연구처럼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동안의 연구는 각 기관별 노동
교육을 평가하거나 지역별 노동교육의 실태를 보고한 정도였다.
둘째, 본 연구는 풍부한 해외사례를 다루고 있다. 2003년 한국노동
교육원의 연구 이후 해외방문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사례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15년 만에 독일, 영국, 스웨덴 등의 사
례를 추가로 개정하고 프랑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다루어 후속 연
구들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본 연구는 국내에선 처음으로 독일의 노동학이 어떻게 발전
되어 왔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소개하였으며 유럽연합이 추진
하고 있는 시민교육의 방향과 현 단계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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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한국의 노동교육을 어떻게 체계화하고 조화로운 노동교육으로
만들 수 있을지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방안을 제시한 것도 본 연구
의 중요한 기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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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과 고정관념의 기준(측면)에서 교과서들은 노동(자)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형성하거나 고정관념을 갖게 만들고 있었다. ‘노동’이라는 단어
는 사회주의, 노동운동, 육체적 노동, 계급 등과 연계하여 사용되고 있었으
며, ‘근로’는 정신적 노동, 회사원, 계층 등과 결합되어 서술되고 있었다. 또
한 ‘노동’은 경제성장을 위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장을 위한 중
요한 도구로서만 다뤄지고 있다.” (김현진․박도영, 2018,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나타난 노동교육 내용 변천, p.11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을 하여 삶을 유지하고 사회에도 기여한다. 노
동이 인간의 몸에서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인 노동은 ‘일’로 구체
화된다. 따라서 일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개념화하고 일에 대해 어떤 가치
를 부여할지에 따라 그 사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치가 달라진
다. 특히 경제와 노동(일)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때 일하는 사람들이 존
중받을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산업혁명 이후 오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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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교육을 통해 재생산하
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존
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노동존중을 국
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영향도 크지만 한국의 민주주의가 1987
노동자 대투쟁, 2017 촛불시민혁명 등을 통해 꾸준히 성숙되어 온 결과이
기도 하다.
그럼에도 김현진․박도영(2018)이 지적하고 있듯이 한국의 청소년들에
게 노동은 여전히 부정적인 이미지이며 노동자는 ‘힘들게 일하고 낮은 임
금을 받는 사람들’로 이해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의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1,81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의사․
교사․경찰관 등을 노동자로 인식하는 비율은 35% 내외였으나 경비원, 농
부, 마트 계산원을 노동자로 인식하는 비율은 70% 내외로 나타나기도 하
였다. 이러한 체계적인 인식왜곡은 노동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말해준다.
노동교육의 필요성은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노동에 대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
함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201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는 총 4,005개소 사
업장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위반여부를 조사하였더니 총 3,108개소에
서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등을 위반하고 있음을 밝혀낸
바 있다(한인상, 2017). 또한 근로감독을 강조했지만 체불임금은 여전히 1
조 원이 넘고 있다. 노동자에 대한 범죄행위는 어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청소년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아르바이트 등 일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노동권 침해가 상당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2017년 광주지역 청소년 496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자의 20.5%가 사용자들이 CCTV 등을 통해 업무를 감시하고 있다고 답
했으며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경우도 21.2%였는데 이 중 10대는
36.2%, 20대는 19.6%가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응답해 나
이가 어릴수록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광주광역
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2017: 19～20).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노동자에 대한 부당

제1장 서 론

3

한 대우가 정당화되어 온 것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체계적인 왜
곡의 재생산과 관련되어 있다. 경제성장과 함께 경제성장의 주요 원천인
인간의 노동이 존중받아야 했으나 개발독재를 거치면서 강조된 것은 경
제성장뿐이었고 빠른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노동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저임금 노동은 저학력, 미숙련 등 개인적인
무능력의 결과로 치부되어 왔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양보와
희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교육되지 못했다.
1960년부터 1980년까지 30년 동안 한국경제는 저임금과 통제적 노동시스
템을 고속성장의 지렛대로 활용하였고 노동자의 희생으로 기초체력을 다
졌지만 그 후에도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존중은 제대로 교육되지 않
았다.
비록 노동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부
분적으로 다뤄져 왔으나 노동 3권, 노사관계 등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은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못하고 오히려 노동조합에 일방적인 책임을 물을
때가 많았다. 이러한 분위기 탓에 일부 기업들은 심리적 반노조 정서를
넘어 다양한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기도 하는데, 이는 명백한 현
행법 위반이다. 임금체불이 대표적인 예이다. 2016년 임금체불이 1조
4,000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 현재 3,000만 원 이상 고
액의 임금체불 사업주가 1,151명이며 이들이 체불한 금액이 903억 원이었
다. 임금체불 역시 명백한 위법이며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수위
가 낮아 경영진들은 임금체불에 대해선 경영 정상화 이후 변제의 후순위
로 여기고 있거나 상습적인 체불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렇듯 노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중립적이지 않고 노동 관련
범죄조차 가볍게 여겨지는 이유는 노동에 대한 깊은 천시와 왜곡된 인식
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에 대한 무시는 노동자나 노동조
합에 대한 왜곡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진단과 처방이 필요
한 부분이다. 노동은 우리 사회의 생산의 동력이며 국민의 절대다수가 다
양한 유형의 임금노동자이기 때문이다. 노동을 하고 노동력을 보존, 재생
산하는 것은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이기도 하
다. 따라서 노동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키우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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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노동교육에 대한 현 상태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2. 연구 질문
본 연구의 질문은 최근 중요성을 인정받으며 확대되고 있는 학교 노동
교육을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이다. 이를 위해 노동교육의 유형을 일하
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학교에서의 노동교육에 대한
학습으로 분리하여 [그림 1-1]과 같이 이론적 틀을 구성해 보았다. 즉, 학
교 노동교육의 수준도 높고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정도도 높다는 유
형 1에 해당하는 ‘조화로운 노동교육’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유형 2는 학교에서의 노동교육은 높은 수준이지만 일하는 청
소년들에 대한 노동인권의 보호가 낮은 경우로 이를 ‘교과서형’ 노동교육
으로 정의하였다. 반대로, 유형 3은 학교에서의 노동교육은 낮은 수준이
지만 일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교육이 강조된 경우이다. 마지막 유형
은 유형 4로 학교에서의 노동교육 수준도 낮고, 일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인권의 보호도 잘 되는 것으로 이는 ‘반노동교육’에 해당한다.
[그림 1-1] 연구의 이론적 틀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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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목적과 내용
본 연구는 학교 노동교육의 실태를 진단하고 미래 노동교육의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노동교육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보통 노
동교육은 학교를 기준으로 구분하는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학교에서의 노동교육이 일반적이지만 학교 밖에서 일하는 청소년 혹은
고3 실습생 등 예비 직장인들을 위한 노동법 등의 교육도 있다. 학교를
벗어난 노동교육도 존재하는데, 일반 시민들이나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이 있다. 이 중 본 연구는 학교 노동교육에 주목
하였다.
본 연구가 학교 노동교육에 주목한 이유는 첫째, 우리 사회에 깊이 뿌
리 박혀 있는 일과 노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작업장에서의 잘못된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산업민주주의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 체계
적인 노동교육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을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
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강조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모호한 상황
으로, 노동교육의 미래전망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현재 학교에서 어떻게
노동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한
국의 산업현장은 기술습득 능력이 뛰어나며 자동화시스템을 통한 고부가
가치 상품 위주의 높은 생산성 등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노동시장 이중
화, 급속한 인구절벽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단기적으로 청년실
업 문제와 장기적으로 빈곤노인의 증가 등 노동 관련 사회적 갈등요인도
많다. 최근의 예로,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제도만 하더라도 자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만이 아니라 자영자간 갈등, 노동자간 갈등, 노사와 정
부의 갈등 등 다양한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노동에 대해 객관
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왜곡된 인식에 기초해 불필요한 사회적 대립
과 반목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노동교육
은 한국 노동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학교에서의 노동교육 실태
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현재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것이다. 그동안 많

6

노동교육의 진단과 합리화

은 연구들이 청소년의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지만 막상 학교
에서의 노동인권교육 현황을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으며 서울특별시, 경
기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
구들이 많았다(이수정, 2016; 진숙경 외, 2015; 성태규․정창석․김문광,
2016; 강석, 2017). 학교 노동교육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서는 교육부, 시․도 교육청,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조직만이 아니라 청소년노동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가 어떤 방식
과 내용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교육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
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제2장부터 제4장까지 3개의 장을 1부로 할애하여 학교에서
의 노동교육을 진단하였다. 다만, 노동교육과 노동인권교육은 개념상 약
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학교에서의 노동교육은 주로 노동인권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의 노
동인권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특징과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학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어떻게 학교 노동인권교
육에 개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특징과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제4장
에서는 전국의 학교별로 비례할당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
석하였다. 주요 내용은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와 어떤 내
용의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정책적 방향은 무엇인
지 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해외사례를 통해 선진국의 학교 노동인권교
육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해외사례를 중요하게 살펴본
까닭은 선진국의 노동교육이 객관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소개가 과거 2003년 한국노동교육원(현 고용노동연수원)의 연
구 이후 구체적인 실태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03년 한국노동교
육원의 연구는 학교 노동교육의 교과과정을 소개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
어 본 연구에서는 교과과정의 변화를 살펴보고 더 중요하게는 왜 노동교
육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와 노동교육이 어떤 사회적 효과를
만들고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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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5장부터 제8장까지 4개의 장을 2부로 할애하였
다. 학교 노동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 영국, 프랑
스, 스웨덴 등 유럽의 선진 4개국의 사례를 통해 학교에서의 노동교육 실
태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제5장에서는 독일의 학교 노동교육을 살펴
보았다. 독일에서 노동은 자립적인 사회구성원의 전제이므로 노동교육은
중요한 교육과정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독일에서의 노동교육은
직업교육과 연계성 및 사회정치적 측면도 함께 고려하고 있었다. 제6장에
서는 영국의 사례를 다루었다. 영국의 노동교육은 영어, 수학, 과학과 함
께 필수과목인 시민교육에 편재되어 있으며 학교 정규 교과과정으로 중
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제7장은 프랑스의 사례로 프랑스 학교에서의
노동교육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시민교육에 포함되어 있으며 시민교육은
12년간의 학제 전체에서 다뤄지는 중요한 의무 교과목이다. 프랑스 노동
교육의 특징은 초등학교인 저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고학년 학생에 이르
기까지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 노동이 무엇이고 노동이
사회적으로 왜 중요한지를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마지
막 사례로 제8장에서는 스웨덴의 노동교육을 살펴보았다. 스웨덴의 노동
교육은 직업교육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독일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
고 있지만 다른 사례들과 달리 평생교육으로서의 노동교육이 포함된 시
민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인 LO의
노동교육도 주목할 만한 지점이었다.
본 연구의 세 번째 목적은 현재 학교에서의 노동교육 실태를 진단하고
노동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실행전략을 제시하는 것
이다. 제2장부터 제4장까지 살펴본 한국 노동교육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규율할 제도적 규범이나 정책적 실행전략이 부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위해 제9장부터 제11장까지 3개의 장을 3부 대안모색 편으로 구성
하였다. 구체적으로 제9장에서는 독일 노동학의 발전과정 및 구체적인 내
용을 살펴보았다. 독일의 노동학을 사례로 살펴본 것은 독일의 경우 1969
년 노동을 중심 주제로 한 노동학을 독립적인 교과목으로 도입하여 현재
까지 학교 노동교육의 핵심근간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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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노동교육이 어떤 철학과 내용을 담아
야 할지 참조하였다. 제10장에서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유럽연합 차원
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어떻게 규율하고 각 나라별로 실천할 수 있도록 권
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유럽연합은 2013년 EU 유럽의회 결의안과
2015년 파리선언, 2017년 집행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통해 시민교육을 강
화하는 데 합의하였다. 따라서 유럽연합에서 강화하기로 결의한 시민교
육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안에 노동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포함
되어 있는지 등을 참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1장은 본 연구의 결론에 해
당하는 장으로 학교 노동교육을 평가하고 해외사례 등을 참조하여 학교
노동교육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노동교육의 활
성화를 위해 각 주체별 역할 등이 포함된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4.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한국의 노동교육을 진단하고 미래 방향에 대해 제언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였다.
가. 문헌조사
본 연구는 노동교육, 노동인권교육과 관련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선행연구 등에 주로 활용하였다.
나. 설문조사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어떻게 평가하고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
고 시사점을 분석하기 위해 모집단인 초․중․고등학교를 강제할당 후
비례할당하는 방식으로 326개 학교로 표본을 구축하고 해당 학교의 노동
인권교육 관련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전
문조사기관이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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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면접조사
면접조사는 서면조사, 전화조사, 대면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
으며 국내 면접조사와 해외면접조사로 구분되며 국내면접조사 참여자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서울노동권
익센터, 전교조 등 다양한 기관의 청소년노동교육 담당자들로 이루어졌
다. 해외면접조사는 각 나라별로 방문한 기관 담당자 및 노동교육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2절 선행연구

1. 노동교육의 개념
가. 노동교육
송태수(노동과 민주시민교육, 275)는 노동교육을 넓은 의미로 정의하여
‘노동과 관련된 가치, 신념, 태도, 그리고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
시킬 목적으로 실시되는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고 정의하였
다. 한편 노동교육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교육을 통
해 노동자의 의식 함양, 노동조합의 조직화 수단, 노사관계의 안정화, 정
치교육 및 인간적인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고 지적하였다.
신선미(2003: 191)는 ‘노동교육은 넓게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노동
의 가치, 노동문제, 노사관계, 노동운동 등을 올바르게 이해시키어 노동과
관련된 개인의 교육적 발달과업을 성취하게 하거나 (중략) 나아가 산업사
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사회교육의 일종’이지만 ‘좁게는 노동조
합의 목표실현을 위한 조합원의 역할과 활동을 돕고 그들의 교육적 요구
를 충족시키는 체계적인 교육적 시도’라며 김정일(1996)의 박사학위 논문
을 인용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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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학자들은 노동교육이 학문적으로 성장, 발전해 온 것에 초점을 두
었는데, Dwyer(1977)는 미국의 노동교육을 역사적 맥락에서 설명하면서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미국에서의 노동교육은 노동자를 교육하는
의미에서의 노동자 교육(worker education)이었으며 그 후 제2차 세계대
전까지는 노동자 교육이 확대된 개념으로 노동교육(labor education)이
활용되다가 점차 노동학(labor studies)이란 학문으로 발전해 온 과정을
설명하였다.
특히 서구에서 노동교육은 직업교육과 연계되어 발전해 왔는데, Fed &
Pavlova(2016)는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통해 초등학교 때부터 실시하는
노동교육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학생들이 노동을 올바로
이해하고 창의적인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
하기도 하였다.
나. 노동교육과 노동인권교육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동교육과 노동인권교육은 개념상 분리되어 있으
며 다수의 연구에서 노동인권교육은 노동교육의 하위차원이라고 설명되
어 왔다.
송태수․김기홍(2006)의 연구는 노동교육과 노동인권교육이 개념적으
로 다르다고 설명한다. 저자들에 따르면 노동교육은 노동문화, 직업선택,
노사관계, 노동인권 그리고 노동비전 등 다섯 영역으로 나뉘며 이 중 노
동인권교육은 노동법의 의미와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서 정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보장되는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송태수․김기홍, 2006: 8～9). 저자들은 노동교육이 노동
인권교육에 비해 더 포괄적이며 상위의 개념이라고 보고 있다.
비슷한 시기 최준호(2008)는 노동교육의 하위차원으로 노동의 철학과
역사, 노동자의 권리, 노동문제,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진로 및 직업 선택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노동의 권리에 노동기본권 등을 담아 노동교
육은 노동에 대한 철학부터 직업교육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개념임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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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노동교육의 하위차원들
상위 영역

하위 요소

노동문화

-

노동관과 직업관
노동을 규정한 제도, 행태(행동과 태도)
노동윤리
일과 생활(work & life)의 관계

직업선택

-

다양한 일과 직업에 대한 이해
사회변화에 따른 직업세계 변화 이해
진로계획의 수립과 실천의 중요성
자신의 적성과 흥미
직업과 평생교육

노사관계

-

노사관계의 변천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노사관계체제와 정부
노동정책
일과 직업세계에서의 파트너십

노동인권

-

노동 3권
청소년노동과 인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비전

-

사회복지
환경과 건강
지식정보화
세계화

자료 : 송태수․김기홍(2006: 11).

윤종수․김해성(2016: 66)도 노동인권교육은 기본권으로 이해할 수 있
으며 노동법 등 관계법령으로 구체화된다고 지적하면서 노동인권교육은
법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2. 해외사례 연구
학교 노동교육에 관한 선도적인 연구로 2003년 한국노동교육원의 연구
가 있다. 선진 5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학교 노동교육 실
태를 다룬 연구보고서로 손유미(2003: 7～85)는 미국 학교 노동교육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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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였다. 노동교육이 경제학, 윤리, 그리고 사회학 영역에 걸쳐 노동(예
: 실업, 노동력 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캘리포니
아 교사들의 모의단체교섭 실시 등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소개하였다. 손유미는 미국 노동교육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분권화되어 있으며 주입식 교육보다 토론식 수업이
많으며 특히 교원연맹은 ‘학교노동교육위원회’를 통해 공교육 차원에서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2003: 61～62).
이현경(2003: 91～133)은 영국의 학교 노동교육 실태를 정리하여 보여
주었다. 영국은 노동교육을 시민교육 안에 포함하고 있는데 2002년부터 시
민교육이 정식으로 국가 교육과정 교과로 채택되었다고 설명하였다
(p.102). 예를 들어 시민교육 핵심 4단계에 경제와 기업, 노동세계의 권리
와 책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영국의 학교 노동교육의 특징은 시민
교육 관련 현직 교사들의 양성 프로그램이 발달해 있는 것이었다(p.132).
박장현(2003: 149～179)은 독일의 학교 노동교육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는 독일에서의 노동 및 노사관계는 경제 전반 및 일상생활과 매우 긴밀
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과정에서도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 노
동파트만으로 구별되지 않고 다양한 주제들에 노동의 이슈들(직업진로,
노동세계, 노사관계)이 녹아들어 있다고 설명하였다(p.156). 예를 들어 중
급과정인 정치영역에서 노동의 비중이 4.6%이며 인간과 정치 과목에서는
6.5%가 노동 관련 내용이었으며 사회 과목에서는 11%, 함께 행동 과목에
서는 27.4%가 노동 관련 내용들이었다.
신선미(2003: 185～270)는 프랑스의 학교 노동교육의 실태를 분석하였
다. 프랑스도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노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노
동교육으로 특화된 주제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함께 살기’, ‘시민
교육’에서 노동의 이슈를 다루며 고등학교에서도 ‘경제사회학’의 영역에
서 포괄적으로 노동의 이슈들을 다룬다고 설명하였다(표 1-2 참조). 신선
미(2003: 261～266)에 따르면 프랑스의 학교 노동교육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교육내용 측면에서 보편적 가치의 조화를 중요시하며 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로 이어지는 노동 관련 교과교육이 체계적이라는 점이
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는 일에 대한 태도를 배운다면 중학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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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노동권리, 노동조합, 성평등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고등학교에
서는 청소년 일자리, 노동조합의 새로운 사회적 기능, 노동조합의 권리
등에 대해 배우게 된다고 소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노동교
육은 첫째, 학교에서의 교과과정으로 제도화되어 있으며, 둘째, 노동교육
보다는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셋째, 학년별로 체계적인
학습과정을 갖추고 있고, 넷째, 강의식 수업보다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토론식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서구에 비해 한국의 학교 노동교육은 한계적이며 다양한 개선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관련, 송태수(2004: 276)는 학교 교육체계에서의 노동교
육은 여전히 공백이 많은데 체계적인 노동교육이 어려우며 노동의 가치
혹은 노사관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산업현장에 진입하여 이해관계
자 간의 갈등을 이해하기 어렵고 사회적 연대의식이 희박하다고 평가하
였다(p.305).
<표 1-2>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경제사회학’ 교과서의 주제와 핵심개념
주제

핵심개념

1장 자본의 축적, 노동조직, 경제성장
1-1. 성장, 자본, 기술진보
*경제성장의 근원과 한계
*자본의 축적, 기술적 진보, 성장

부가가치, 노동의 생산성,
혁신, 수익률, 이자율,
노동의 분업 등

1-2. 노동과 고용
*노동의 조직과 성장
2장 불평등, 사회적 갈등과 응집, 사회역동
2-1. 사회계층화와 불평등
2-2. 갈등과 사회적 이동
*노동의 이동과 사회적 갈등
*집단적 행위의 대상과 형태 분화
2-3. 통합과 연대성
*사회적 응집과 통합기구, 공동체적 연대성 등
자료 : 신선미(2003: 216) 재구성.

임금노동, 노동비용, 노동시장,
실업, 유연성, 불평등, 사회적
정의, 사회계급, 노동조합,
노사 관계, 사회운동, 갈등의
제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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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교육의 실태
그동안 노동인권교육 관련 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을 교사로 하는지, 학
생으로 하는지에 따라 내용적 구분이 존재했는데,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
구는 주로 노동인권교육의 실태와 평가가 주가 되어 왔으며 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들은 노동인권교육의 실태 및 아르바이트 등 청소년 노동에
대한 경험을 포함하고 있었다. 먼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진숙경
외(2015)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등에서 근무
하고 있는 교사 6,295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32.5%는 노동인권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
답하였다(p.80).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선 응답자의 48%가량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6.5%가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p.81). 노동인
권교육의 실시여부에 대해선 27%가량이 지난 1년 동안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노동인권교육을 실
시하지 않은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된 것은 노동인권교육이 정규 교육과
정에 없기 때문(42%)이었다(pp.83～89). 진숙경 외(2015) 연구의 시사점
은 일선 교사들이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교사의 인식개선이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지원
등)은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잘 보여준 것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강석(2017)
의 조사는 광주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광주지역 중, 고등학생
2,797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학생들은 노동인권교
육이 필요하다고 인식(93%)하고 있었으나 실제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
험을 가진 학생은 응답자 중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
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육체노동을 하는 건설현
장노동자(80%), 택배기사(90.1%), 농부(79.2%) 등을 노동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의사, 교수 등 화이트칼라를 노동자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50% 미만이었다. 절반 정도의 학생들은 화이트칼라 노동자와 블루칼라
노동자를 구분하지 못한 채 힘든 일을 하는 저임금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
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강석(2017)의 연구결과는 이수정(2016)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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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이수정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은 노동자를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
한 결과들은 한국의 초․중․고 학생들이 노동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왜
곡해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4. 노동교육 관련 학교 교과서의 분석
선행연구들은 노동인권교육이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
해 꾸준히 분석해 왔다. 최준호(2008)는 4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교육을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 7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 사회과목 교과서에는 과거
에 다루지 않았던 외국인, 장애인, 여성, 청년 등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한편,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에 대한 교육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문제나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갈등문제의 원
인을 토론하고 합리적인 해결보다 결과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노
사관계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p.164).
윤종수․김해성(2016: 79)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교
과서에서 노동인권과 관련된 내용은 5% 미만에 불과하다며 사안의 중요
성에 대해 매우 미비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질적 분석을
통해 노동인권교육의 내용이 지나치게 법지식에 대한 정보제공을 단편적
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정해진 날짜가 지나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A 교과서, p.186)
“근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다.” (B 교과서,
p.206)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도 사전적 지식만을 아래와 같이 전달하고 있어
학생들이 단체행동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협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노사 분쟁 상태가 발생하면, 일정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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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거쳐서 쟁의 행위 등의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단체 행동권)를
가진다.” (A 교과서, p.185)

최근의 연구로 이진석(2018)의 연구와 김현진․박도영(2018)의 연구는
의미 있는 분석을 통해 학교 노동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이진석(2018)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을 분석했는데, 가장 최
근의 개정인 2009년 개정 교육과정(2012년, 2014년 출판)과 2015년 개정
교육과정(2018년 출판)에서 노동과 노동권이 1차 교육과정 이후 사라졌
다가 다시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분량이 전체 교과서의 1% 남짓
에 불과하다며 노동과 노동권에 대한 교육이 좀 더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
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외에도 교과서에는 ‘노동’과 ‘근로’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노동을 근면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현진․박도영(2018: 109～111)은 집권한 정권의 성향에 따라 노동교
육이 달라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1차 교육과정 개정 당시 집권했던 이
승만 정부는 ‘근로정신’을 강조하면서도 국가와 노동의 상생을 강조하여
교과서에도 노동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부터
전두환 정권까지 군부독재정권에서 노동교육은 거의 사라졌다. 그러다가
1987년 민주주의 투쟁에 맞물려 5차 개정부터 다시 노동 관련 내용들이
교과서에 포함되기 시작하였으며 부족하지만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노동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루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
부인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노동교육의 내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1-2]는 1차 교육개정부터 2009년 2차 교육개정까지 중․고등
[그림 1-2]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 포함된 노동교육의 비율

자료 : 김현진․박도영(2018: 112).

제1장 서 론

17

학교 경제교과서에 포함된 노동교육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노동교육은
1차 개정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8%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노동교육의 개선
노동인권교육의 개선방안에 대해선 그동안 많은 제안들이 주장되어 왔
는데 크게 교과과정 및 교육내용에 대한 제안, 교사들에 대한 연수 확대,
일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된 제안들이었다.
우선, 송태수․김기홍(2006)은 현행 교과서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
해 노동교육의 내실화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초․중등 교육에
서 단계별 노동교육 체제를 구축할 것과 노동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의 개발, 직업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산업체 연계 체제 마련, 노동교육 관
련 교사의 전문성과 질 제고 등을 제안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교과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의 필수화 및 내
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결정문에 따르면, 송태수․김기홍(2006)
의 연구에서 사회, 도덕, 기술, 가정 교과서에 나타난 노동 관련 내용이
생산직을 기피해야 할 직업으로 묘사하거나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부정적
으로 표현하는 등 객관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교과 내용
을 내실 있게 재구성할 것을 권고하였다(2010년 2월 4일).
한인상(2017)은 입법적 측면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교사들에 대한 노동인권연수를 확대하고 정
규 교과과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수업에서 실시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단계별 노동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김윤나(2013: 16～17)는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첫째,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인권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둘째, 노
동인권교육을 정규교육과정으로 포함하여 수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에
서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야 하며 교사들에 대해서도 전문 연수 및 실
무자 연수 등을 통해 노동인권에 대한 지식을 넓히도록 하고, 셋째, 일하
는 청소년들에 대해 근로 관련법 준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18

노동교육의 진단과 합리화

황여정 외(2015)의 연구는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노동인권교육만이
아니라 대학에서도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며 학생들만이 아니라 일하는
학생들이나 사업주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흥미로운 것
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시설들이 존재(예 : 여성가족부의
꿈 드림, 고용노동부의 취업사관학교, 법무부의 보호관찰소 등)하는데 이
를 활용하여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학교별로 진
로체험교사들이 존재하는데, 이들 진로체험교사를 활용한 노동인권교육
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제1부 현실진단 편

노동교육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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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학교 노동인권교육 현황과 중앙 및 지자체 정부정책

1. 학교 노동인권교육 현황
청소년 노동의 증가와 이로 인한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교육의 기회를 갖는 청소년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다수의 청소년
들은 여전히 법으로 보장된 권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왔고, “다수의 청소
년들이 노동인권교육을 접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는 공교육기관, 즉 학교
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 차원의 노동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권고 사항, 2010. 3. 22]을 통해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노동기본권, 안전과 보건에 관한 권리 및 남녀
고용평등에 관한 권리 등 노동인권 교육을 필수 교과과정으로 포함시키
고 교육의 내용을 내실 있게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청소년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와 직업계고 현장실습으로 인한 필요성 등으로 인해 학교 노동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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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져 왔다. 그 결과 직업계고 교과서에 ‘근로관계
법과 근로관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 등의 일부 진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이 노동현장에서 죽
고 다치는 사건․사고가 지속되고, ‘청소년 알바생’들이 ｢근로기준법｣ 이
하의 노동조건에서 일하면서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비인격적 대우
에 시달리며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에 비해 학교 교육은 턱도 없
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지역교육청 선거에서 진보적 가치를 내세운 교육감들이 당선되면
서 민주시민교육이나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
어 왔다. 일찍이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 조례가 2015년 노동
운동 출신 시의원에 의해 제정된 이후 다른 지역에 비해 일찍이 진보교육
감을 당선시킨 경기도에서 2016년 동일 목적의 조례가 제정, 시행되었다.
지역교육청 차원의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역은
2018년 말 현재 5개 지역이다. 실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에 근거
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구체적인 내
용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래 <표 2-1>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5개의 노동인권교육 조례의 구
성과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조례 제정 시 다른 지역 조례를 참고하
기 때문에 한두 가지 일부 약간의 문구 차이만 날 뿐이다. 청소년 노동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권리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중앙 차원의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 차
원의 조례 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채우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조례의 목적은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
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이
다.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사업은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으
나, 노동인권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제고 및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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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지역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현황
자치법규명

시행일
(제정)

조례 내 사업내용

1. 노동인권교육 추진 목표 및 계획
대전광역시교육청
2. 노동인권교육 홍보
노동인권교육
2015. 8. 14
3. 노동인권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조례
4. 그 밖에 노동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2016. 1. 4

1. 노동인권에 대한 학생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2.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노동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노동인권교육의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노동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표준 교안, 교사용
2017. 9. 28
지도안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 방안
(2017. 3. 1) 3. 노동인권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8. 1. 4

1. 노동인권에 대한 학생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2.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
발․보급에 관한 사항
4.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노동인권교육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노동인권교육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3. 노동인권에 대한 학생의 인식 제고
부산광역시교육청
4.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및 전문
노동인권교육
2019. 3. 1
인력 양성
활성화에 관한 (2018. 11. 14) 5.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
조례
발․보급
6. 노동인권교육 홍보
7.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8. 그 밖에 노동인권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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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통적이다. 조례 제정에
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정책 방향에 따라 일부 지역의 교육청은 노동인권
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표준교안을 마련하여 교사들이 교과과
정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교육청 차원의 노동인권교육은 전적으
로 교사 개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노동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한 교사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한 대다수 학생들이 노동인권교육을 접할 기회는 거의 없다.
한편, 위 조례는 대부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
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학기당 2
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
다. 대학 진학보다는 직업 선택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경우 졸업과 동
시에 노동현장에 뛰어들기 때문에 더욱 시급하게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조례는 특히 이들
에 주목하여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도 직업계고 등 직업전선으로 바로 투입될 학생들에 대해서는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직업계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노
동인권교육 실태를 살펴보고, 이외 일반고등학교나 중학교 등에서는 어
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가. 직업계고를 중심으로 한 노동인권교육
사회 진출을 바로 앞둔 직업계고등학교, 즉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을 중심으로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이 가장 부각되어 왔다. 중등직업교
육으로 분류되는 이들 직업계고의 학생들은 ｢직업훈련촉진법｣에 근거해
고3 2학기부터 실제로는 취업의 성격이 강한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에
참여하도록 요청받아 왔다.1) 실제 노동현장에 투입된 학생들은 동일한
1)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생들이 전공과 무관한 분야의 업체로 파견되어 허드렛 일
을 맡거나 작업장 스트레스로 죽음에 이르는 일들이 발생하자 교육부는 2018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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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면서도 성인 노동자들과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체
불임금이나 산업재해 등 현장실습생들의 노동문제들이 발생하면서 학생
들의 노동권 보장 필요성이 제기되기에 이르렀고, 따라서 노동인권교육
이 강화된 것이다.
직업계고의 노동인권교육의 유형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 첫째, 공식적인 교과과정을 통한 교육, 둘째, 외부전문강사의 특강, 그
리고 셋째는 사이버 교육이다.
우선 교과과정을 통한 노동인권교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015
년 개정 교육과정은 실제 노동의 이슈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성공적인
직업생활｣ 과목을 직업계고 전문교과의 공통과목으로 정규교육과정에 도
입하여 교육과정 속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더
욱 확대하였다. 직업계고 교과과정은 크게 일반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뉘
는데 일반교과는 국어, 영어 등 고등학교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
는 과목을 의미하며, 전문교과는 직업 선택을 위한 전공 분야의 과목을
의미한다. 직업계고의 전문교과 분야는 공업계, 상업계, 농업계 등으로 구
분되는데, 공업계와 상업계 비중이 높고 농업계 비중은 매우 작다고 할
<표 2-2> 직업계고 노동인권교육 유형과 특징
유형

교육자

교과
교사
과정

특강 외부전문강사

방식

내용

비고

독자적 과목

- 노동의 가치, 노동 3권
등 다양한 내용

채택 사례
거의 없음

특정교과에 일부
포함

- 직업생활 의미
- 노동법

선택 과목

다른 교과 내용과
통합적으로 연계

교과목에 따라 다름

교사 재량

- 집체교육/방송교육 - 노동의 가치
필수 아님
- 학급별 강의
- 노동법
- 참여식
- 산업안전 및 재해 관련법

사이버 한국고용노동연
비디오 시청
교육 수원 학습자료

- 노동법
현장실습 대비
- 산업안전 및 재해 관련법 필수 교육

자료 : 저자 작성.

터 현장실습의 학습과정을 중시하여 검증된 기업에 대한 현장실습만을 인정하도
록 정책을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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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성공적인 직업생활’은 처음에는 직업계고 중 농업계열의 전문교과 과
목으로 편성되었던 과목이다. 따라서 이를 배우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다.
그런데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공적인 직업생활’ 과목이 특성화
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이 공통으로 배우는 공통과목으로 편성
됨에 따라 보다 많은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이 과목에는 ｢근로관계법｣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이 대단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교육부는 이 교과서에 마련된 내용만 충실하게 학습하여
도 직업인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노동인권에 관한 소양을 갖추
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직업계고의 전문교과는 공통과목과 기초과목, 실무과목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성공적인 직업생활’은 공통과목에 해당되는 과목이다. 그런데 ‘성
공적인 직업생활’은 공통과목 중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이어서 학교
에 따라 이 과목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또한 해당 과목 선택은
학교에서 선택하기보다는 학과별로 선택하고 있어, 같은 학교에서도 학
과에 따라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선택하는 학과와 그렇지 않은 학과가
있을 수 있다. 직업계고의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노동의 이슈를 많이 포함
한 과목이 포함된 것은 반가운 일이나, 학과 교사들의 선택에 따라 과목
채택이 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직업계고 학생들이 모두 이 과목을 수
강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전문교과에 포함된 공통과목이다 보니 정해진 과목 교사가 없고
전문교과 담당교사들이 과목을 나누어서 가르치는 방식이어서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둘째, 현재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노동인권교육 방식은 외부전문강사
에 의한 특강이다. 앞의 조례는 직업계고의 경우 현장실습을 앞두고 2시
간 이상의 노동인권교육을 필수로 수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외부의 노동인권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주로 고3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집체교육이나 방송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방식이 교육효과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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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성공적인 직업생활’ 노동인권교육 관련 단원과 내용
과목
교과목
분류

영역

단원

내용요소

성취기준

- 일과 직업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가) 일과 직업의 - 일과 직업의 - 직업생활이 내용, 성격, 장소, 방
일과
가치
가치
식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
직업생활 나) 직업생활의 - 직업생활의
타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의미
의미
- 다양한 직업생활의 의미와 중요
성을 개인적․사회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가) 합리적인
- 자신의 경력 개발 경로에서 취업
의사결정과
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합리적인
취업
- 취업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와 방
취업과
의사결정과
나) 취업계획 수립
법을 설명할 수 있다
창업
취업
과 구직활동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 구직활동
전문
다) 창업과
준비 등 효과적인 구직활동을 위한
성공적인
교과Ⅱ
기업가정신
방법을 탐색하고 실천할 수 있다
직업생활
공동
- 근로관계법의 종류와 기본 원리
를 설명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
가) 근로관계와 - 근로관계와
결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근로
법
법
- 근로계약 관계에서 권익의 침해
관계와
나) 고용서비스와 - 협력적인
와 차별에 대한 시정 방법을 설
산업안전
사회제도
노사관계
명할 수 있다
- 고용보험제도의 종류별 특징을
이해하고, 신청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직업
가) 경제활동의
윤리와
요소
직업사회

- 경제활동의 - 경제활동의 주체와 객체를 구분
요소
할 수 있다

자료 : 서울시교육청(2018), ｢고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 개발 연구｣.

이루어지면서 최근 들어서는 학급별 교육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2)
학생이나 교사들의 반응에 있어서 학급별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
2) 기존 교과시간을 조정하여 특강을 배정해야 하는 학교로서는 동일한 시간에 강사
들이 학급에 들어가 교육해 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수의 전문강사들이 필요
하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전문강사진 양성을 위
한 교육과정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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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학급별 교육 방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급별 교
육도 강의형보다는 학생들의 참여형에 대한 요청이 높다.
외부전문강사 특강에는 강사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예산 배정이 필요하
다. 이에 따른 예산의 재원은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노동인권교육을 어느
정도 비중 있게 고려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
우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각각 자체 예산을 배정하고 노동인권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교육청 자체 예산은 없고, 도의
회가 직업계고 노동인권교육 강사료에 대해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
다. 이와는 달리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교육청 자체
적으로 노동인권교육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세 번째로 직업계고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인권교육 유형은 사이버 교육
이다. 교육부는 한국고용노동연수원에 의뢰하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포함한 전체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
건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현장 사례 중심으로 20여분
씩 15차시로 구성되어 있는 비디오 교육자료는 직업계고생이라면 필수적
으로 이수하여야 하나, 온라인 교육의 특성으로 인해 교육 전달력이 높다
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다.
나. 일반고 및 중학교 노동인권교육
최근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증가하면서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인
지한 일반고나 중학교에서는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특강이 확
산되고 있다. 학교 차원에서 마련된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으
며,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을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 지
자체나 교육청 차원의 강의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
듯이 지자체 차원의 노동인권교육은 직업계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
기 때문에 강의비 지원에 있어서도 직업계고를 최우선으로 하고 남은 예
산을 일반고나 중학교로 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일반고나 중학교
학생들 중 아르바이트 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들 학교
차원에서 노동인권교육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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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일반고 공통교과 통합사회 성취기준
과목 교과
분류 목

영역

단원

(4) 인권
보장과
헌법

공통
과목

통합 2. 인간과
사회
공동체

내용요소

[10통사04-01] 근대 시민혁명 등을 통해 확
립되어 온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을 이해
하고, 현대 사회에서 주거, 안전, 환경 등 다
양한 영역으로 인권이 확장되고 있는 사례
를 조사한다
[10통사04-02] 인간 존엄성 실현과 인권 보
- 인권 보장
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을 파악하고, 준법 의
- 인권 문제
식과 시민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탐구한다
[10통사04-03] 사회적 소수자 차별, 청소년
의 노동권 등 국내 인권 문제와 인권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인권 문제의 양
상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
한다

- 정의의
의미
(6) 사회정의 - 정의관
와 불평등 - 사회 및
공간
불평등

정치와
법
일반
선택

성취기준

[10통사06-01]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
하고,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을 탐구한
다
[10통사06-02]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을 파악
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평가
한다
[10통사06-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

[12정법01-02] 헌법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하
- 근로관계와
고, 헌법의 기본 원리를 탐구한다
(1) 민주정치
법
1. 민주주의
[12정법01-03]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
근로관계와
- 협력적인
와 헌법
권의 내용을 분석하고, 기본권 제한의 요건
법
노사관계
과 한계를 탐구한다
- 형사 절차
인권보장
5. 사회생활 (5) 근로자의
과법
권리와 법 - 근로자의
권리와 법

2. 개인과
사회
사회
문화
구조

(2) 사회
집단과
사회조직

[12정법05-02] 형사 절차에서 인권을 보장하
는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
도를 탐구한다
[12정법05-03] 법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12사문02-02]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의미를
설명하고 역할 갈등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 사회 집단
탐색한다
- 사회 조직
[12사문02-03] 사회 집단 및 사회 조직의 유
형을 조사하고 특징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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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의 계속
과목 교과
분류 목

영역

3. 시장과
경제
경제활동
일반
선택

단원
(1) 시장의
수요
공급과
가격

4. 유럽․
(4) 시민혁명
아메리카
세계사
과 산업
지역의
혁명
역사

내용요소

성취기준

[12경제02-04] 시장 실패 현상을 개선하기
- 수요, 공급 위한 정부의 개입과 그로 인해 나타날 수
- 노동시장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한다
[12세사41-04] 시민 혁명과 국민 국가의 형
- 시민혁명과
성 과정을 이해하고, 산업혁명의 세계사적
산업혁명
의미를 해석한다

자료 : 서울시교육청(2018), ｢고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 개발 연구｣.

경우는 일반고, 중학교로의 노동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편, 일반고에서도 공식적인 교과과정 속에 노동인권교육의 내용을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직업계고의 ‘성공적인 직업생활’
에 비해 직접적인 연계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으나, 통합사회과목
이나 일반선택과목의 일부 내용과는 충분히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합사회과목의 인권과 관련
한 단원에서는 매우 직접적으로 노동권리에 대해 다룰 수 있으며, 일반선
택과목 중 정치와 법, 경제, 세계사 등의 과목에서도 기존 교육과정과 연
계하여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
에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 차원의 노동인권교육 확대를 위해 사회, 국어
나 미술, 음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주제를 발굴하여 수업자료를 마련하
여 일반과목 교육과정과 연계하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실제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노동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을지 여부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의지와 준비 정도가 크게 좌지우지한다고 볼
수 있다.

2. 중앙부처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관련 정책
중앙부처 차원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을 관장
하는 부서는 크게 3개 부서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여성가족

제2장 학교․지방자치단체․중앙부처의 노동교육 진단

31

부이다.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학교 안 청소년 노동인
권교육의 주무부서이다. 고용노동부는 예비노동자나 일찍이 노동현장에
투신한 청소년, 청년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한 주무부서이다. 여
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명명된 우리 사회의 가장 소외된 이들
을 주요한 보호 및 교육 대상으로 삼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주로 고등학교 내 청소
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이나 포괄적 의미의 청소년의
범주에 드는 만 24세 이하의 청년세대는 오히려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가. 교육부
1) 노동인권교육 현황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고, 노동인
권교육 담당자를 선임하는 등 이제까지와 다른 노동인권교육이 이루어지
고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
2018년 들어 학교 공교육 차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부재하다는 일부
여론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자 교육부는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
고․일반고 직업계열)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노동
인권교육을 강화”할 계획(교육부, 2018)이라며, 크게 세 가지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첫째, 2018년부터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직
업생활’ 과목을 정규 교육과정에 도입한다는 것이다. 둘째, 전체 3학년 재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셋째, 노동인권 및 산
업안전보건에 관한 온라인 교육을 필수과정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실제 세 번째로 제시된 온라인 교육은 이미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
장실습 이전에 온라인 교육을 필수과정으로 운영하여 왔으므로 2018년
들어 새롭게 추진하기로 한 것은 ‘성공적인 직업생활’ 과목을 정규 교육
과정에 도입하고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밝힌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고용노동부와 협업’ 사업으로 오
히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주도하는 교육사업이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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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의 신청을 받아 현장실
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현재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제출한 활동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직업계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교
육부는 직업계고 교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인권 연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1박 2일 집합연수를 대폭 확대3)하고, 2018년 8월부터 교사 원
격연수 과정을 15차시 분량으로 개설하여 중앙교육연수원을 중심으로
시․도교육청 교육연수원과 연계하여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향후 노동인권 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안을 개발하여 보
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는 않
았다.
2) 교육부 활동에 대한 평가
교육부 차원의 민주시민교육과 신설과 노동인권교육 담당자 선정 등
기존과는 질적으로 다른 정책 수행이 기대되었으나, 2018년 현재 교육부
차원에서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한 진전된 정책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
교육계 안팎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직업계고의 ‘성공적인 직업생활’ 전문교과 공통과목 편성은 노동인권교
육 내용을 상당히 포함한 과목을 정규 교육과정에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진전된 측면이 있으나, 전공교과 교사들이 비전문적으로 과목을 배정받
아 가르쳐야 하는 문제와 실제 학과별 선택과목의 위상이어서 교사들에
의해 채택되지 않을 경우 노동인권교육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한계
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여전히 노동인권교육이 직업계고 학생들만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한계가 아닐 수 없다. 초․중․고 전반
적인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할 뿐 아니라, 대학교 차원의 교육도 적극 고려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사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단위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된 노동인권교육은 첫걸음을 내딛는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3) 2012년 500여 명으로 시작된 집합연수 대상을 2017년 3,000명, 2018년과 2019년에
는 각각 6,000명으로 확대하여 많은 교사들이 관련 역량을 키울 전망(교육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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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과 연계하여 노동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을지 여부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의지와 준비 정도가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제도적인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며, 전문교원 양성에 대한 고민이 필
요하다. 그러나 교육부는 향후 노동인권교육의 확대 및 전문화 등을 고려
한 교원 양성과정 전반에 대한 계획 등이 부족해 보인다.
‘노동존중사회’의 핵심 공약으로 노동인권교육의 의무화를 제시한 문재
인 정부는 출범 3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노
동인권교육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주무부서라 할 수 있는 교육부 차원에
서 현재까지는 가시적인 조치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제출
된 내용만으로는 ‘노동인권교육 의무화’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고용노동부
1)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활동 현황
최근 ‘노동인권교육’이 강조되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주목
받고 있으나, 노동교육은 노동자나 사용자 등 교육 대상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따라서 노동교육은 주로 노동조합이나
기업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교육부’보다는 ‘노동부’ 소관 업무로 이해된 측면이 있다. 이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노동교육이 필요하다는 노사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노동부 소관
의 ‘한국노동교육원(한국고용노동연수원의 전신)’이 설립되었고, 노동교육
의 주요한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현재도 한국고용노동연수원
차원에서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고용노동연수원의 사업을 통해 청
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진행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학교 신
청을 받아 강사를 파견하여 학교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1박 2일 캠프를 통해 보다 집중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육 사업과 함께 고용노동부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 2015년부터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오다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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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는 청년유니온, 경기대 산학협력단,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공
인노무사회 대구경북지회 등 7개 단체가 각 거점지역 고용노동청에서 거
점센터 사업을 수탁 받아 사업 중이다. 센터는 전화, 온라인, 카카오톡 등
을 통한 무료상담을 통해 구제 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사전 예방적 의미
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 2018년에는 교육부와의 협업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
업안전공단 주도하의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산업안
전공단 전국 27개 지사의 전문강사들이 관할 지역 학교들이 교육을 신청
하면 방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산업안전예방법｣의 내용을 포함
해 직군별 산업재해 사례와 산재발생 시 처리절차 등 기본적인 산업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학교 단위로 전체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2시간 정도 실시되는 교육은 그 효과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고용노동부 활동에 대한 평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는 노동인권교육의
중앙 차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는 주로 국
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의 주된 관심사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
동부가 담당부서로서 책임을 맡고 있다. 실제 노동인권교육은 노동과 교
육 양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데, ‘교육’보다는 ‘노동’의 내용에 보다 무게가
실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공교육기관인 학교 차원의 체계적인 교
육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하
리라 판단된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
선을 위한 조치와 실효성 있는 노동상담 및 구체절차 마련을 위해 ‘청소
년 노동 전담 근로감독관’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고
용노동부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부와의 차별성을 갖는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에 대한 관점이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을 많이
고용하는 영세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강화 등의 사업은 고용노동부
의 특화된 사업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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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협업으로 2018년의 새로운 교육 사업으
로 밝힌 ‘찾아가는 산업안전교육’은 대부분 직업계고 3학년 전체를 대상
으로 집체교육이나 방송교육의 방송으로 실시되고 있어 교육 효과를 기
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산업안전공단의 기업체 노동자 중심의 교
육 내용을 단지 학생 대상으로 바꾼 것이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청소년 대상 교육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교안 등 내용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여성가족부 등
1)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활동 현황
일반적으로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복지나 지원활동을
핵심 과제로 상정하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들과의 접촉면이 넓지 않
음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은 학교 내 청소년, 즉 학생에
대한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근로 활동 보호를 위해 소속 ‘청소년근로보호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주요 사업으로 크게 세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첫째, 청소년 근로피해 사례 상담 지원활동이다. 아르바이트에서
임금체불이나 성희롱, 부당해고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한 청소년들에 대해
현장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부당 처우에 대한 상담이나 고발이 접수
되면 사안에 따라 현장 도우미를 연계하여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
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청소년 노동 및 진로 교육을 지원한다. 학
교 등을 찾아가 청소년들에게 진로 설정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교육을 실
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청소
년 행복일터 캠페인 사업으로, 청소년 고용이 가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들이 근로조건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사업주와 함께 청소년의 근로
조건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진행되는 ‘노동인권교육’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서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통해 진행되고 있고, 이 사업은 (사)동서남북모바
일커뮤니티가 맡고 있다. 2018년 관련 교육사업비 예산은 약 5천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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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 1억 원 정도로 예
산을 변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상반기에는 전국 단위 중․고등학교 위주로 교육 신청을 받아
40여개 학교만 선착순으로 마감하였는데, 교통비 등이 지원되지 않은 조
건에서 센터 본부나 지역본부를 벗어난 신청에 응하는 데 무리가 있어 하
반기에는 서울․경기권을 비롯해 지역본부가 있는 광주광역시와 부산시
를 중심으로만 교육 신청을 받아 10월 현재 180개 학교가 신청하여 마감
하여 9월부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들어 특성화고를 비롯
해 일반고 신청도 많고, 중학교 신청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여성
가족부가 배정한 예산에 근거해 학교에서는 비용을 내지 않는 교육을 중
심으로 이루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학교 차원에서 강사료를 지불하
고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센터는 자체적으로 ‘근로교육 양성과정’으로 민간자격증 과정을 운영하
고 있다. 2018년 10월 현재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과정을 운영하였는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증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양성된 강
사들에 대해서는 1년에 4번 보수교육 등 강사 훈련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 들어 ‘청소년근로현장도우미사업’을 약 9억 원의
예산으로 신규 진행 중인데, 이 사업 또한 (사)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에
서 맡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근로보호지원단 구성, 상담 및 근로권
익 구제, 전문상담사 양성, 성희롱‧성폭력 구제지원, 진로‧학업복귀, 직업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전국
225개소)’를 통해 청소년들의 인권감수성 교육을 지원하고, ‘청소년지원센
터(전국 204개소)’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치는데,
대부분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아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아 ‘청소년근로권익센터’과 공동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 내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을 주로 교육부가 담당하는 점을 감안해서
볼 때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력 사업 수행을
위해 전반적인 사업 기조와 방향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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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교 밖 청소년 교육사업으로 법무부가 ‘소년원학교’를 통해 법원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에게 교과교육과 함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전국 18개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위기 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을 실시
하였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중심으로 하면서 노동인권교육에 대해 일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비중이 크지는 않다.
2) 여성가족부 활동에 대한 평가
노동인권교육이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성가족부 차원에서도 사업 내용과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주로 학교 안 청소년, 즉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
육부가 주무부서를 맡고 있어 여성가족부가 주력해야 하는 영역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살펴보
았듯이 여성가족부의 사업을 위탁 받아 시행하고 있는 단체들이 주로 학
교 안 청소년에 주력하고 있어, ‘사업 중복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높다.
‘근로교육 강사’ 자격증 사업 또한 중복적이라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고유한 관심 분야이면서 현재 가장 소외된 존재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을 위한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감
안할 때 이들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매개체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학교 밖 청
소년들의 쉼터 활동에 노동인권교육을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들 청
소년과 접촉면이 넓은 활동가, 상담가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또한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로 조례에 근거하여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조례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지역교육청이 중심이 되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소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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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두고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지역교육청 중
심의 전자의 경우는 학교 노동인권교육 현황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
에서는 청소년 노동권 보호 조례에 근거한 지자체 활동에 대해 살펴보도
록 할 것이다.
지자체 청소년 노동과 관련한 조례의 체계는 거의 동일하다. 일반적으
로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그리고 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핵심적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보조금 지원, 관계기관과의
협력, 우수 사업장 선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광역 단위에서 청소년 노동권 보호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지역
은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2개 지역이다.
2015년 10월 1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를 제
정한 광주광역시 조례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시행계획을 수립하
여 크게 세 가지 분야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는 청소년들
에 대한 사업으로 노동인권 의식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상담 등을 활성
화하기 위한 상담원 양성 및 구제 체계 구축 등의 활동이다. 두 번째는
<표 2-5> 광역 단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
자치법규명

시행일
(제정)

1.
2.
광주광역시
3.
청소년 노동
4.
인권 보호
2015. 10. 1 5.
및 증진
6.
조례
7.
8.
9.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1.
2.
3.
2016. 7. 19 4.
5.
6.
7.

자료 : 저자 작성.

조례 내 사업내용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 조사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상담원 양성 및 구제 체계 구축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 조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 양성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사업
청소년 공공 일자리 창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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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및 사업장에 대한 사업으로 청소년 고용사업장 점검 및 우수 사업
장 선정,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사업 등이다. 세 번째는 청소
년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한 사업으로 교육과 강사 양성, 홍보사업 등이다.
이외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경기도 조례도 거의 대동소이한데, ‘청소년 공공 일자리 창출사업’에 한
정하여 지자체 정부 차원에서 조정이 가능한 공공 일자리 사업으로 활용
하고 있다.
시․구 단위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지
역은 2018년 현재 12개 지역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광역시 단위에 조례가 있는 경기도의 경우 고양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등 9개 지역, 광주광역시에 광산구, 남구, 동구 등
3개 지역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가 존재한다. 이외 경북 구미시와
전남 목포시, 무안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 영도구와 중구의 경우 광역시
단위에는 조례가 없으나 시․구 단위에서 조례를 제정한 지역이다.
이들 조례가 제정된 날짜를 보면 목포시가 2016년 8월 22일로 가장 빠
르고, 이어 군포시가 2016년 말에 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 12개 지역 중
9개 지역의 조례가 2017년에 제정되었다. 당시 현장실습생의 죽음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사회 이슈화되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 차원에서 지역 조
례가 제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하여 대부분 조례는 지역의 교육청과 협력하여 청
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강사양성 사업도 주요하게 제기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8년 3월 30일 조례를 제정한 고양시는 청소년 활동 단
체 활동가들이나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
함으로써 다양하게 청소년들을 만나고 교육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고양과 부천 등 일부 지역의 조례는 청소년을 ‘24세 미만’으로
까지 확장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대학생 등을 포함한
20대 일부 청년 세대까지 포괄하여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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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주요 시․구 단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명과 시행일
광역

시/구

자치법규명

시행일(제정)

고양시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2018. 3. 30
군포시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2016. 12. 12
경기도

김포시 김포시 청소년 노동자 인권 보호 조례

2015. 5(2017. 7. 20
일부 개정)

부천시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

2017. 12. 29

광산구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7. 6. 9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2017. 11. 10
증진 조례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2017. 9. 22
증진 조례

구미시 구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2017. 12. 29
목포시 목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2016. 8. 22
무안군 무안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2017. 6. 30
영도구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에
2017. 12. 29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17. 6. 15

자료 : 저자 작성.

청소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구체
적인 사업 실행 인프라 구축 정도는 매우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조례에
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업계획이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부터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
는 별로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김포시의 경우 4,800만 원
가량의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을 통해 학교 방문수
업이나 노동인권강사 양성 기초과정을 진행하는 등의 사업을 펼치기도
하였다. 군포시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2016년 일찍이 조례가 제정되었
으나 별도 예산은 전혀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지방정부 정책에 따라 단 한
푼의 예산도 배정되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더욱이 기초단체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관련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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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부서나 담당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조직적인 사업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다 보니 청소년이라는 이
름을 가진 과가 담당을 맡게 되는 경우가 다수였는데, 교육이나 노동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문제가 존재하기도 하였다.
한편, 청소년 노동에 대한 보호 조례가 아니더라도 노동자 전체를 대상
으로 하는 노동권 보호 조례나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도 적
지 않다. 서울시의 노동권익센터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청소년에 한정
하여 사업을 규정하지 않으나, 노동교육 전문강사 양성 사업이나 학교 방
문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제2절 학교 노동인권교육 및 정부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1. 특 징
학교 노동인권교육 관련 정부 정책의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
째, 최근 들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많이 제기되
는 것에 비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
이다.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인권교육 유형은 크게 세 가지라 할
수 있다. 우선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으로서 중․고등학교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한 1～2시간 정도의 외부 전문강사 특강이다. 두 번째는
직업계고에서 정규 교과과정 중 일부 내용에 포함시킨 것이다. 2018년에
첫 도입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디오 시청을 통한 사이버 교육이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가장 교육효과가 높은 것은 외부전문강사를 활용한
특강이라 할 수 있으나, 향후 정규 교과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 내용이 다
뤄질 때 교육 효과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노동인권교육’은 노동과 교육의 이슈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중앙부서의 사업 참여도를 볼 때 ‘교육’보다는 ‘노동’ 중심성이 강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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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청소년’과 연관
된 여성가족부와 ‘노동’과 연관된 고용노동부, ‘교육’의 주무부서인 교육부
등과 큰 연관이 있다. 정부 내 위상 등을 고려해 볼 때 사회부총리를 겸하
고 있는 교육부 장관의 주도하에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등을 아우르
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
원들이 청소년 노동과 교육에 주요하게 관심을 보이면서, 노동인권교육
관련 법안과 관련한 책임 부처는 고용노동부이다. 그런데 지역 차원의 노
동인권교육은 ‘청소년’ 관련 사업부서가 주무부서인 곳이 다수여서 큰 차
이를 보인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관련 사업은 특
정한 부서에만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 부서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과제가 제시된다고 하겠다.
셋째,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중복성’을 논의할 정도로 많은 투자가 이
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과제들이 노동부뿐만 아니라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나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도 다양하게 진행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사업이 조율되지
못하고 있다. 중복사업이 많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주환, 2017)”이 있
다. 다양한 청소년 중 모든 주체들이 학교 내 청소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적 제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학생들에 대한 교육 기
회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어서 현재 학교에 투자되는 자원을 나누
는 것을 고려하기보다는 전체 자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
요하리라 본다.
<표 2-7> 노동인권교육 주체별 교육대상 및 내용
주체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부

학생(주로 직업계고), 교사

노동법

고용노동부

학생, 사용자

노동법, 산업안전법

여성가족부

학생(중고생), 학교 밖 청소년

노동법, 청소년보호법

지자체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노동법

지역교육청

학생, 교사

노동법

학교

학생

노동법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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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지식전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
다.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은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구제 방안과 함께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이러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
지 못한 한계를 볼 수 있다.

2. 향후 과제 및 시사점
첫째, 직업계고 정규교과과정의 의무 교육화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앙 차원의 방침이 내려지기 이전에라도 현실적으로 지역교
육청 차원의 의지 표명 및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에 따라 노동의 이슈가 다수 존재하는 ‘성공적인 직업생활’ 과목이 특성
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이 공통으로 배우게 되는 공통과목으
로 편성된 것은 바람직하다. 이 과목에는 근로관계법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이 대단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 교과서에 마련된 내용만 충실
하게 학습하여도 직업인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노동인권에 관
한 소양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성공적인 직
업생활’은 공통과목에 해당되는 과목으로 필수과목은 아니며 해당 과목
선택은 학과별로 선택되기 때문에, 직업계고 학생들이 모두 이 과목을 수
강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직업계고 전문교과에 포함된 공통
과목이다 보니 정해진 과목 교사가 없고 전문교과 담당 교사들이 과목을
나누어서 가르치는 방식이어서 이와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사 연수에 대한 교육행정 당국의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노동법률 지식전달의 교육을 뛰어넘어 사회권으로서의 노동권에
대한 이해 및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등으로 발전함으로써 민주시민
으로서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목적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헌법이
나 노동법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자칫 지식전달 수준
에 머물 수 있어 타인의 노동권에 대한 존중과 부조리한 세상을 바꿔 나
가기 위해 민주시민으로서 자각 등 사회권, 인권 감수성을 높여내는 교육
이 초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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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중앙 단위로부터 지역 차원의 사업에 이르기까지 중층적이며 복
잡하게 많은 조직들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각자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어, 사업 전반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즉 ‘사업의 집중과 자원
은 분배’를 위한 조율 단위가 필요하다. 현재 조례가 갖추어진 지역이나
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노동인권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나, ‘동해안 벨트’라 할
수 있는 강원도나 경상도 지역에서는 교육 주체 형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
이다. 따라서 중앙 차원의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노사민정이 함께 할 수 있는 기반 형성을 위한 논의 테이블이 필
요하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노사정 및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교육 내용이나 방식 등에 있어서 차별성이 클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서는 이를 둘러싼 갈등까지 벌어질 수 있어, 노사민정 사회적 합의 정신
에 입각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더욱 확대되는 기반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노동사회위원회(이하 경노사위) 차원의 노동인권교육에 대
한 합의를 위한 논의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향후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등 20대 청년 세대, 그리고 청소
년 고용 사용주들에 대한 교육사업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사업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이들
을 고용하는 사용자 및 학부모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항은 ‘청소년이란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24세까지는 직업이나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활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대학생이나 20대 초반의 청년 세대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위해 도 내 대학들과 연계를 통해 교양과목을 편성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이들은 교육대상 운선
순위에서 벗어나 있다.
[그림 2-1]은 저자가 평가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관련 대상별 실시정
도로 직업계고 학생들이 가장 많은 노동인권교육을 받고 있으며 고용주
는 가장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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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대상별 교육 실시 정도

자료 : 저자 작성.

<표 2-8>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대상별 정책
대상

정책
‘노동의 가치’ 이해
진로교육과 적극 연계

학령별 및 학생
특성별 프로그램
자유학기(학년) 중 직업탐색 교육과 개발․보급
중학생
교과서
연계
학생
진로직업교육과
일반고 고3 수능 이후 집중적인 노동인권교육 연계
고등
노동 상담 등
학생 직업계 노동인권교육 내용 포함한 과목 필수 구제제도 마련
초․중
고
통합적인 교육과정 계획 수립
․고등
교사 연수 확대 및 직업계고 교사 의무 연수
학교 안
현직 교사
노동인권교육 전문교원 양성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
교사
교대 및 사범대 ‘노동인권교육’ 교과 설치
예비 교사
교양과목 필수
초등학생

대학

학부모

왜곡된 노동의식 개선
청소년 노동의 현실 및 노동권리 교육
직업계고 학부모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교양과목 개설 및 향후 필수과목으로
확대

청소년

청소년 쉼터 등 노동인권교육과 상담 활동 강화
청소년 활동가․상담사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실시

학교 밖 외부강사
영세사업장 고용주
자료 : 저자 작성.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외부강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학습
경총․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청소년 고용
영세사업주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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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다양화된 교육내용 편성을 위한 강사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
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외부 노동인권 강사들에 의해 진행되던 노
동인권교육 내용은 노동에 대한 이해와 가장 기초적인 노동법률 지식 등
에 머물러 있었고, 이러한 내용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사들에 의해 수행
될 수 있도록 교사 역량에 힘써야 한다. 한편으로 외부강사들은 보다 다
양하고 전문화된 교육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내용의
전문성을 어떻게 높여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강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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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의 노동교육 진단

제1절 들어가며

“2005년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세상에 알린 현장실습 실태는 교육과
정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참담했다. 당시 많은 학생이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게 불법인 소개업체로 보내졌다. 학생들은 제조업체에 파견돼 간접고용 형
태로 일을 했다. 전공 분야 실습은 없었다. 그 공장 노동자와 같은 라인에
서 같은 형태의 교대근무를 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뿐 아니라 휴
식시간도 보장받지 못했다. 형편없는 식사를 하며 장시간 노동과 야간 노
동에 시달렸다.” (매일노동뉴스, 2015년 7월 14일자)

학교 노동교육 혹은 노동인권교육은 정부와 교육당국에 의해서만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학교 밖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학교 노동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장에서 정부, 지방자치단
체, 시도교육청의 노동교육 현황을 진단한 데 이어 3장에서는 학교 노동
교육에 있어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및
서울노동권익센터 등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은 학교 노동교육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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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의 노동교육

1.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2005년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실태를 알리
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당시 제안은 전교조 특성화고 교사 및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이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지키기 위한
모임 형태로 제안되었다. 따라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특성화고 학
생실습,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노동인권 등에 주목해 왔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중앙 집중적인 조직이 아니다. 별도의 사무
실이나 상근자가 있는 것도 아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심을 갖고 고민
하는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조직이다. 그럼에도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시도교육청과 지방정부들이 학교에서의 노동교육과 학교
밖에서의 노동인권을 강조하면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전국적으로 14개 지역에
서 조직되어 있으며 경기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충남청소년노동인권
네트워크, 부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인
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은 크게 세 가지
로 구분된다. 첫째, 다양한 연구 사업을 통해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실
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이고 약자이기
때문에 어른들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
기 때문이다. 그동안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이름으로 발간한 연구보
고서들을 보면 ｢간접고용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 실태조사(2005년)｣, ｢아
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2008년)｣, ｢건강․안전․폭력 경험
을 중심에 둔 십대 ‘밑바닥노동’ 실태조사(2009년)｣, ｢배달노동 청소년 실
태조사(2011년)｣, ｢십대 밑바닥 노동 실태조사(2013)｣, ｢특성화고 파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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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면접 실태조사(2014)｣ 등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만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배달 등 청소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청소년들이 겪
게 되는 노동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불법행위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활동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교육부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실습을 개선하고 실습 전 노동인권 및 산업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특히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노동
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통과시켜 특성화고를 포함하여 직업교육을 실시
하는 서울지역 고등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연간 4시간 의무화하기도
하였다.
둘째,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늘어나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노동인
권네트워크들은 학교로 찾아가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
련하여 오랫동안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활동해 온 활동가는 현재
학교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는데, 그 이유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
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면서 효과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늘어난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담
당할 노동인권교육 강사를 양성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부천청소년노동
인권네트워크 ‘노랑’은 2015년부터 매년 청소년노동인권 강사단 양성과정
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지역을 기반으로 조례제정, 학교 노동교육, 실태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민관위탁 형태로 청소년노동인권센
터를 운영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의 경우 광주청소년노동인
권네트워크가 광주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광주광역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위탁사업의 중심적인 내용은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
동인권을 보호하고 일하는 청소년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광주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2019년 사업을 살펴보면,
모두 12개로 그 내용을 보면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에 중심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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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대한 관리, 일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알바지킴이 양성 등이 주
요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알바친화사업장 선정은 2017년
(10곳)과 2018년(31곳)에 이어 3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표 3-1 참조).
<표 3-1> 광주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2019년 사업
내용
1
2
3

알바친화사업장 선정
사업장
개선

카페, 편의점 등 청소년들의 파트타임 장소

알바친화사업장 모니터링 선정된 사업장에 대한 지속성 확보 목적
알바친화사업장 홍보

대학 및 청소년 밀집지역에 홍보

4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캠페인

사업주를 상대로 한 캠페인

5

알바지킴이 모바일 앱

온라인 상담을 통한 권리구제

6
7

노동상담 알바지킴이상담센터 운영 권리구제 상담
서비스 찾아가는 노동상담실
권리구제 상담

8
9
10
11
12

상담사례 발표회

기관, 단체 및 언론에 사례 발표

알바지킴이 양성교육

알바사업장 조사를 위한 알바지킴이 교육

양성사업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역량 강화
교육
정책사업

대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대학생들의 노동인권 감수성 조사
정책토론회

청소년 노동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자료 : 광주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사업계획서(2019).

2. 서울노동권익센터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아니지만 지방정부와 제3자의 시민사회노
동단체들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교육을 기획,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서울노동권익센터이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울특별시가 노
동정책 사업을 위탁한 기관으로 민관협력에 의해 운영되며 노동인권과
관련한 프로그램은 서울노동아카데미로 청소년, 대학생,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노동아카데미 노동교육은 첫째, ‘맞춤형 교육’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교육이 청소년에서부터 고령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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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표 3-2>는 서울노동아카데미의 교육참석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17년 1년 동안 진행한 노동인권교육 참가자는 무려 41,750명이었다. 청
소년 등 학생이 21,552명으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일반 성인
교육도 12,801명으로 적지 않았다.
[그림 3-1] 서울노동아카데미 연령대별 맞춤형 노동교육
청소년(10대)

- 중․고교 재학생 : 시교육청 협력에 의해 수요 발굴
-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지원센터와 협업체계 구축

대학생(20대)

- 서울시 소재 56개 대학, 학생회, 대학 취․창업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노동교육 시행

성인(30∼40대)

- 노동단체, 사용자단체와 협력을 통한 수요 발굴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등으로 교육 확대 독려

중․장년(50∼60대)

- 50+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등을 통한 퇴직 및 재취업
관련 노동교육 실시

고령층(65∼)

- 어르신 취업훈련센터 노동교육 확대

자료 : 서울노동권익센터(2018), 노동교육 사업평가서.

<표 3-2> 서울노동아카데미 교육현황(2017년)
(단위: 명)
응답대상
성인일반
사용자
청(소)년
공무원
계

전체

수강인원
1차

2차

12,801

5,711

6,123

967

2,764

1,076

1,282

406

21,552

3,182

17,287

1,083

4,633

1,397

3,236

0

41,750

11,366

27,928

2,456

자료 : 서울노동권익센터(2018) 노동교육 내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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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서울노동아카데미 교육은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
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10명 이상이 신청을 하면 강사를 파견해 노동교
육을 진행하는 방식이고 마땅한 장소가 없으면 서울노동권익센터의 교육
장을 이용하기도 한다. 구체적인 운영 프로세스는 교육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적합한 강사를 선정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이후 강의평가를 통해 개
선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표 3-3>은 운영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으
로 매번 교육 이후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인
상적이었다.
셋째, 서울노동아카데미는 평가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진화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교육을 의뢰한 기관들은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3-4>는 교육을 받은 기관들의 평가를 나타
<표 3-3> 서울노동아카데미 운영 프로세스
교육 신청
(자치구, 10인 이상 단체,
➡
학교 등 기관 →
서울노동권익센터)
▸10인 이상 노동교육
희망단체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적합강사 선정
및 파견 교육
(서울노동권익센터 →
교육신청 기관)

➡

▸노동교육 사례교육
▸구제절차 이해교육

강의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서울노동권익센터 →
서울시 노동정책과)
▸교육결과 보고
▸강사 강의료 지급
▸강사 평가 실시 및
개선방안 도출

자료 : 서울노동권익센터(2018) 노동교육 내부문서.

<표 3-4> 노동아카데미 기관평가
회차

만족도 평균

제언

1차

8.8점

- 차분하게 진행되어 전반적인 만족도 높음
- 대상의 연령대를 고려한 내용과 용어 사용이 필요하고
교육시간이 짧음

2차

8.8점

- 대상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참여형 교육 방안이
필요하고 대상별 맞춤형 접근법이 필요함

3차

9.1점

- 어려운 노동법을 쉬운 용어로 강의해서 좋음
- 영상 활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 사례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이라 유용함

자료 : 서울노동권익센터(2018) 노동교육 내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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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것이다. 양적 평가는 10점 만점에 8.8점에서 9.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질적 평가는 차분하게 쉽게 진행되어 좋았다는 의견과 교육시간이 짧고
교육대상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의견이 존재하였다.
아래는 강사평가 중 일부이다. 평가를 보면 대체로 교육 자체는 의미가
있으나 대규모 교육방식 등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다수 있었다.
“노동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바꾸기 위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서울노동아카데미 사업은 노동존중의 사회를 이끌어
가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300명 이상을 모아놓고 하는 교육이 효과가 있을 수는 없다. 인원 수에
집착한 대규모 교육이 대다수이고 소규모 교육은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대규모 교육으로 반목되면 이후에 이 사업은 그다지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내용 측면에서도 법률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노동권에 대해 심도
깊은 이해를 제공해야 한다는 평가도 있었다.
“구제방법 몇 가지를 알려주는 것이나 법률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권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교
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울노동아카데미 외에도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
으로 하는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표 3-5 참조). 서울시교육청과 협의
하여 교육수요를 발굴하고 교육하는 형태이다. 교육 실적은 2015년 213회
에서 2017년 318회로 늘었으며 교육 인원도 2015년 8,000명에서 2017년
22,718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표 3-5>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현황
(단위: 회, 명)
2015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2016

2017

교육 횟수

213

434

318

교육 인원

8,000

31,520

22,718

자료 : 서울노동권익센터(2018), 노동교육 사업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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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노총
한국노총 중앙 법률원과 17개 노동상담소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대상은
고3 학생과 전문대학 졸업반 등 예비 직장인들이며 교육방식은 교육담당
자가 학교에 방문하여 순회교육을 하는 형태이다. 교육은 주로 고3 학생
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주된 교육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임금체
불 등에 대한 대응방법,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예비노동자로서 알
아두어야 할 노동 법률과 지식이었다. 교육절차는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지역의 한국노총 노동상담소에 신청을 하
게 되면 한국노총 노동교육 담당자가 교육을 진행하는 형태이다.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처음으로 11개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한
이래 많게는 162개 학교(2010년)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림 3-2]는 연도별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지역노동상담소로부터 노동
인권교육을 수강한 학생들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
이 2004년 이래로 매년 늘어나 2009년 약 3만 명이 교육을 받았으나 그
후 해마다 증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2017년엔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학생이 10,243명으로 줄어들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의 노동인권교육 수강학생 수가 줄어드는 원인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고용노동부)의 지원으로 예비 직장인 노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년 예산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하였다.
한편, 2014년 이래로 1회당 평균 교육인원을 보면 2014년 137명에서
2017년 218명까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한국노총
의 노동교육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2017년 교
<표 3-6> 연도별 교육신청 학교 수
(단위: 개)
연도

’04

’05

’06

’07

’08

’09

’11

’12

’13

’14

’15

’16

’17

학교 수

11

49

41

28

91

120 162 151

95

123

63

64

116

57

자료 : 한국노총 중앙법률원(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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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연도별 노동인권교육 수강학생 수
(단위: 명)

자료 : 한국노총 중앙법률원(2018).

[그림 3-3] 연도별 노동인권교육 1회 평균 교육인원(2014～17년)

자료 : 한국노총 중앙법률원(2018).

육진행을 살펴보면 시청각실과 대강당 등에서 대규모로 교육이 이루어지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3-7 참조). 이 역시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수
요가 많지만 교육공급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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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2017년 상반기 예비직장인 노동법률교육 현황
(단위: 명)
학교명
부산세무고등학교

인원
226

장소
부산세무고시청각실

국원고등학교

32

국원고진로활동실

현도정보고등학교

60

현도정보고인성관

현도정보고등학교

60

현도정보고인성관

현도정보고등학교

60

현도정보고인성관

대성여상고등학교

310

대성고방송교실

제천상업고등학교

193

제청상고신원관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315

한국바이오고강당

한림디자인고등학교

33

한림디자인고다목적실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63

한국바이오고3-5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42

한국바이오고3-1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312

한국바이오고강당

인평자동차정보고등학교

181

학교대강당

화성바이오과학고등학교

111

발안도서관

평택여자고등학교

129

대강당

평촌공업고등학교

326

시청각실

분당경영고등학교

290

분당경영고등학교

성일정보고등학교

388

성일정보고등학교

전주완산여자고등학교

141

전주완산여고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176

군산기계공고

밀양밀성제일고등학교

132

밀양밀성제일고석촌홀

영천전자고등학교

214

소강당(백학정사)

감포고등학교

20

고3 교실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138

시청각실

경북생활과학고등학교

123

종합강의실, 헤어실1

경산여자상업고등학교

70

각 반 교실(송죽반)

고령고등학교

51

각 반 교실

경북하이텍고등학교

455

강당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120

다목적실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

54

각반교실

광양만권일자리사업단

60

광양만권일자리사업단

광양보건대학교

103

광양보건대학교

광양한려대학교

65

광양한려대학교

자료 : 한국노총 중앙법률원(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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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총연맹 차원으로 학생들의 노동인권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산하조직 중 일부가 학생들의 노동인권교육을 진
행하고 있는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희망연대노동조합이
다. 이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전교조의 경우 지역지부에서 노동인권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도 하지만 특별위원회인 실업교육위원회(현 직업교육위원회)의 활동도
눈에 띈다. 실업교육위원회는 2004년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정책 및 노
동인권교육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 후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 다양
한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당시 실업교육위원회를 주도했던 교사(하
인호 선생님)는 다음과 같이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의 필요
성을 설명하였다.
“우리 사회의 모순과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가장 집약돼 나타나는 곳이
바로 특성화고입니다. 학교교육과 현장실습에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
죠. 교사들은 어쨌든 자신의 학생들을 현장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교사들
스스로가 노동현장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궁금증만 가지고 지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노동 3권을 가르쳐야 하는지,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알
려줘야 하는지 여부부터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저도 교사로서 지내는
동안, 그런 교육이나 연수를 받아봤던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함께
걸음 인터뷰, 2018. 3. 14)

전교조 지부도 몇몇 지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
주노총 전교조의 경기지부의 노동인권교육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
행되고 있다. 첫째, 강사단 양성이다. 민주노총 경기도지역본부에 제안하
여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강사단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6년 1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2017년 강사단 2기 활동을 진행한 바 있
다. 강사단 교육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1, 2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6
명의 전문강사를 양성했다. 둘째, 학교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이다. 2017년
에는 일산고등학교 3학년 10개 학급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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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였다. 셋째, 경기도교육청과의 간담회, 단체교섭 등을 통해 학교에
서의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알리고 제도화하는 것이다.
전교조 경기지부에서 노동인권교육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활동가이자
현직 국어교사인 이용석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현재 민주노총과 전교조
의 노동인권교육에 대해 평가했다.
“청소년 노동자들은 현재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조
직화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노동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저는 매우 중
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만 놓고 보면 그러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가
2～3년밖에 안될 거예요. 그리고 민주노총에서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으로
라도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경우는 사실은 극히 드문 사업
으로 알고 있고요. 전교조 같은 경우는 직업교육위원회가 있어요. 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를 처음에 같이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하셨던 선생님이
전교조에 실업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전교조는 정작 관심이 없었죠.” (인터뷰 중)

전교조의 노동인권교육이 개별 지부와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규모는 작지만 조직적으로 노동인권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
조합이 있는데, 민주노총 희망연대노동조합이다. 희망연대노조는 사단법
인 희망씨와 조직적 연대를 통해 조합원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서울시 4
개 권역(노원구, 강동구, 송파구, 성동구)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
동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 이외에 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
교육이나 교사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희망연대노동조합과 희망씨의 활동
은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동조합이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제3절 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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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부의 민간위탁기관인 서울노동권익센터, 그리고 노동조합들이 어떻
게 학교 노동교육 혹은 노동인권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연구의 주요 결과 요약
2005년 만들어진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전국 14개 지역에서 다양
한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처럼 시정부의 수탁을 받아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공
동으로 운영하기도 하였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특성화고 실습생
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서울시정부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서울노동
권익센터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교육청의 요청으로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학교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2018년 한 해 동안 22,718
명을 교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노동권익센터의 노동교육 프로
그램인 서울노동아카데미는 2017년 한 해 동안 41,705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절반가량이 학생이었다.
노동조합의 노동교육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한국노총의 경우 고용
노동부의 예산을 활용하여 중앙법률원 지역노동상담소가 인근 학교의 신
청을 받아 노동법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고
용노동부의 예산지원을 받다 보니 정부 예산의 규모에 따라 한국노총의
노동인권교육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였다. 민주노총은 중앙차원
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았다. 다
만, 산하노조인 전교조의 직업교육위원회가 특성화고 실습생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희망연대노조와 같은 혁신적인 노
동조합도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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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학교 노동인권
교육에 있어서 학교 밖 단체들이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꾸준한 활동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실습과정에서 노동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데 많은 역할
을 하고 있었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 노동교육에도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하는 방식의 노동인권교육
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현장에서 노동인
권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시도 교육청과 지방정부 역시 학교 노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수준이 높아지면서 시도에서 학생 노동
인권교육을 조례로 정해 노동인권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일
환으로 서울과 광주에서는 민관협력단체들이 노동인권교육 활동을 활발
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셋째, 학교 노동교육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국노총은 정부지원을 통해 학교에서의 노동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정부 예산에 따라 노동교육의 양과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민주노총은 중앙차원으로 학교 노동교육을 조직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
었으나 전교조, 희망연대노조 등 학교 노동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
부 산하노조들이 학교 노동교육을 지원하는 수준이었다.
노동조합이 학교 노동교육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홀한 이유는 조합원
교육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
조합이 학교 노동교육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미공유가 부족하기 때문
으로 판단되었다. 예비 노동자들에게 노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올바른 인
식을 심어주는 것이 노동조합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나 노동조합들은 여전히 기존 조합원들의 교육에만 관
심을 두고 미래의 조합원인 학생들에 대한 노동교육은 소홀히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노동조합의 위기극복 측면에서 노동교육에 대한 개입과 지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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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들어가며

그동안 학교 노동교육의 구체적인 실태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
다. 특히 전국적인 수준에서 학교 노동교육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
되고 있으며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였다. 노동
인권교육의 중요성이나 각 정부부처,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방
식으로 학교 노동인권교육에 개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는 부족한 편이었다. 또한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몇 몇 사례연구에 국한되
어 있었으며 양적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다만 지역적인 수준에서 진숙경 외(2015)의 연구가 경기도의 노동교육
실태를 살펴본 바 있다. 당시 6,295명의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 교
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경험은 27.1%
였으며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이유는 정규교육과정이 없기 때문
이란 응답이 42%로 가장 많았다.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3.54점/5점 척도)
에 비해 교사들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지식은 높지 않았다(2.83점/5점 척
도). 또한 노동인권교육의 내용으로는 직업선택 등 진로교육(65%)이 가장
많았으며 근로기준법(51%), 노동 3권(30%)에 대해 교육한다고 밝혔다.
제4장에서는 경기도에 국한되어 실시되었던 학교 노동교육의 실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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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전국적인 수준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분석단위는 학교수준이지만
개인들이 응답했기 때문에 개인의 인지적인 응답도 포함되어 있다. 설문
내용은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과 실시여부,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한 이유,
노동인권교육의 실시 방법과 교육내용,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평가와 교
사교육경험, 노동인권교육의 방향 등이다.

제2절 연구결과

1. 조사 방법
가. 조사 목적과 내용
본 조사는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 노동교육의 실태파
악 및 노동교육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현행 학교 노동교육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설문
조사의 주요 내용은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교사
의 인식, 수업시간 중 노동인권교육 실시여부, 학교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평가, 효과적인 노동인권교육의 방법 등이다.
나. 조사 대상 및 표본 크기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 17개 시도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기관으로
이 중 자율고, 특목고,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등은 모집단에서 제외하였
다. <표 4-1>은 모집단 현황으로 초등학교가 6,243개로 가장 많고 중학
교 3,239개, 고등학교 1,556개, 특성화고등학교 499개로 집계되었다. 지역
으로 보게 되면 경기도가 2,326개로 가장 많고 서울(1,248개)이 두 번째로
많으며 다음은 경상남도(963개), 경상북도(948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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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전국학교 모집단
(단위: 개)
학교급
초등학교

학교
소재지

중학교

고등학교

특성화고

총합계

서울

601

383

188

76

1,248

부산

308

174

81

35

598

대구

228

125

51

16

420

인천

259

135

80

28

502

광주

155

90

48

10

303

대전

149

88

38

11

286

울산

120

63

38

8

229

세종

43

22

12

1

78

경기

1,262

625

364

75

2,326

강원

383

164

86

24

657

충북

271

127

47

24

469

충남

419

189

73

26

707

전북

422

209

94

28

753

전남

476

257

78

47

858

경북

508

274

117

49

948

경남

520

269

139

35

963

제주

119

45

22

6

192

6,243

3,239

1,556

499

11,537

총합계

주 :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 교육기관 목록, 자율고, 특목고, 각종학교, 고등기술
학교, 특수학교는 제외.
자료 : 저자 작성.

다. 조사방법 및 응답 현황
표본추출 방법은 초등학교 20%, 중학교 30%, 고등학교 50%를 강제로
할당한 이후 17개 시도별로 비례할당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초․
중․고등학교 재직 중인 교사로 한정하였다.
조사방법은 이메일, 팩스, 전화 및 웹 기반 설문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8년 10월 25일(목)부터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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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까지 약 2주간이었으며 조사는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되었다.
응답 현황은 <표 4-2>에 나타나 있다. 총 응답은 326개 학교에서 이루
어졌으며 학교별로 구분하면 초등학교 19%, 중학교 29.8%, 일반고 33.7%,
특성화고 17.2%, 종합고 0.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21.5%, 서울
10.1%, 경남 9.5%, 경북 8.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 응답 현황
응답현황(개)

응답비율(%)

326

100.0

초등학교

62

19.0

중학교

97

29.8

일반고

110

33.7

종합고

1

0.3

특성화고(정보산업고 포함)

56

17.2

서울

33

10.1

부산

16

4.9

대구

8

2.5

인천

15

4.6

광주

8

2.5

대전

6

1.8

울산

6

1.8

세종

2

0.6

경기

70

21.5

강원

21

6.4

충북

13

4.0

충남

20

6.1

전북

21

6.4

전남

25

7.7

경북

27

8.3

경남

31

9.5

제주

4

1.2

전체

학교급

학교
소재지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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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 참여
본 조사는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표 4-3>은 학교별 설문 참여 현황이다. 초등
<표 4-3> 학교별 설문 참여
빈도
62

%
19.0

97

29.8

110

33.7

56

17.2

1

0.3

326

100.0

빈도

%

서울특별시

33

10.1

경기도
강원도

70
21

21.5
6.4

충청북도

13

4.0

충청남도
전라북도

20
20

6.1
6.1

전라남도

26

8.0

경상북도

27

8.3

경상남도

31

9.5

4

1.2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15
6

4.6
1.8

대구광역시

8

2.5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6
16

1.8
4.9

광주광역시

8

2.5

2
326

0.6
100.0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고(정보산업고 포함)
기타
소계
자료 : 저자 작성.

<표 4-4> 지역별 설문 참여

제주도

세종특별자치시
소계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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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62개교(19%)에서 참여하였으며 중학교는 97개교(29.8%)가 참여
하였다.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110개교(33.7%)가 참여했으며 특성
화고등학교 56개교(17.2%)가 참여하였다.
<표 4-4>는 지역별 설문 참여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70
개 학교가 참여하여 전체 응답자의 21.5%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서울시
로 10.1%(33개교)로 나타났다.

3. 분석 결과
1)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 5점 척도(1 : 전혀 필요
없다～5 : 매우 필요하다)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은 4.37점이었으
며 이를 100점 척도로 환산하면 84.4점으로 높은 수준의 필요성을 보여주
었다. 빈도 분석을 보면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5.2%였으며 ‘필요하다’는
응답은 52.1%,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42.6%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94.8%였다(그림 4-1 참조).
한편,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학교별, 지역별로 살펴보면 특성화고
(90.6점) > 중학교(85.3점) > 일반고(83.8점) > 초등학교(78.2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광역시가 91.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
(단위: %)

주 : 5점 척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것으로 50점 미만은 부정적 평가.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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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학교별․지역별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100점 만점)
전체

84.4

초등학교

78.2

중학교

85.3

고등학교

83.8

특성화고

90.6

서울특별시

83.3

경기도

82.1

강원도

83.3

충청북도

86.5

충청남도

86.3

전라북도

85.0

전라남도

85.6

경상북도

84.3

경상남도

83.9

제주도

87.5

인천광역시

85.0

대전광역시

91.7

대구광역시

90.6

울산광역시

75.0

부산광역시

85.9

광주광역시

87.5

세종특별자치시

87.5

주 : 5점 척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것으로 50점 미만은 부정적 평가.
자료 : 저자 작성.

2)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한 이유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세 가지 예로 제시하였다. 하나는 학
생들의 미래 직업생활에 필요해서이며, 다른 하나는 아르바이트, 현장실
습 등 일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며, 마지막 하나는 민주시민
으로서 노동의 가치와 인권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이 중
가장 높게 응답된 항목은 ‘노동의 가치와 인권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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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으로 96.0%가 동의하였다. 예를 들어 ‘아니다’라는 응답은 0.3%에 불
과했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3.7%인 데 비해 ‘그렇다’는 36.2%, ‘매우 그
렇다’는 응답은 59.8%로 나타났다.
<표 4-7>은 학교별로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나타낸 것이
다.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는 ‘노동의 가치와 인권을 배우는
것’이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나 특성화고등학교는 ‘일하는 학생들에게 도
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4-6>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한 이유
(단위 : %)
반대

보통

찬성

학생들의 미래 직업생활에 필요

0.3

4.3

95.4

일하는 학생들에게 도움

1.5

9.8

88.7

노동의 가치와 인권을 배우는 것

0.3

3.7

96.0

자료 : 저자 작성.

<표 4-7> 학교별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한 이유
학생들의 미래
직업생활에 필요

일하는 학생들에게
도움

노동의 가치와 인권을
배우는 것

초등학교

80.2

71.8

87.1

중학교

88.1

85.6

90.5

일반고

86.7

84.0

89.4

특성화고

88.8

90.6

87.1

주 : 5점 척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것으로 50점 미만은 부정적 평가.
자료 : 저자 작성.

3) 지난 1년 동안 노동․인권교육 실시여부
[그림 4-2]는 노동․인권교육 실시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노동인권교
육을 실시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58%인 데 비해 실시한 적이 없다는 응
답은 42%였다.
학교별 노동․인권교육 실시여부를 살펴보면 특성화고등학교는 95%
가 실시했다고 응답했으며 일반계 고등학교는 59%가 교육을 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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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노동․인권교육 실시여부
(단위 : %)

자료 : 저자 작성.

[그림 4-3] 학교별 노동․인권교육 실시여부
(단위 : %)

자료 : 저자 작성.

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중학교는 46%, 초등학교는 42%만이 노
동․인권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 노동․인권교육 실시여부를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77.8%로 가
장 높았으며 인천광역시(73.3%)와 대구․부산․광주광역시(75.0%)가
70% 이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울
산광역시(33.3%)와 전라북도(40.0%)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그
림 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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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지역별 노동․인권교육 실시여부
(단위 : %)

자료 : 저자 작성.

4) 노동․인권교육의 교과시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경우 교육을 어떤 시간을 이용
하여 했는지에 대해 정규교과시간에 교육을 했다는 응답이 54.2%였으며
창의체험활동시간에 교육을 했다는 응답이 36.3%, 기타 시간에 교육을
했다는 응답이 9.5%였다. 기타 시간은 주로 조회나 종례시간을 활용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표 4-8> 노동․인권교육의 교과시간
(단위: %)
노동․인권교육의 교과시간

정규교과시간

창의체험활동시간

기타

54.2

36.3

9.5

자료 : 저자 작성.

[그림 4-5] 학교별 노동․인권교육의 교과시간
(단위: %)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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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로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한 시간은 초등학교의 경우 창의체험
활동시간이 57.7%로 정규교과시간보다 많았으며 중학교의 경우 71.1%가
정규교육시간에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했다고 응답한 반면, 창의체험활
동시간에 노동․인권교육을 했다는 응답은 17.8%로 적었다. 일반계 고등
학교의 경우 정규교과시간(49.2%)이 창의체험활동시간(43.1%)보다 약간
더 많았으며 특성화고 역시 정규교과시간(52.8%)이 창의체험활동시간
(32.1%)보다 더 많았다.
5) 노동․인권교육의 강사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학교의 경우 노동․인권교육의 강사는 교과
목 담당교사가 진행하는 경우가 55.3%로 가장 많았으며 외부 전문강사가
31.1%, 취업진로 담당교사가 8.9% 순으로 나타났다(표 4-9 참조).
<표 4-9> 노동․인권교육의 강사
(단위: %)

전체

외부 전문
강사

교과목 담당
교사

취업진로
담당교사

기타

학생

31.1

55.3

8.9

3.7

1.1

자료 : 저자 작성.

[그림 4-6] 노동․인권교육의 강사
(단위: %)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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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로 노동․인권교육의 강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92.3%가 교과
목 담당교사였으며 중학교는 82.2%가 교과목 담당교사였다. 그러나 일반
계 고등학교의 경우 노동․인권교육을 교과목 담당교사가 담당하는 경우
는 56.9%였으며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13.2%에 불과하였다. 특성화고등
학교의 경우 외부 전문강사가 노동․인권교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67.9%
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담당교사가 주로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이를 외부
전문강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6) 노동․인권교육의 방식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한 경우 노동인권교육의 방식(복수응답)은 학급별
교육이 72.6%로 가장 많았으며 강당 등에서의 집합교육(30.0%), 사이버
교육(24.2%), 방송 교육(20.0%)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1년 동
안 노동인권교육을 한 적이 있는 학교(58%)들은 학급별 교육을 주된 교
육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별 노동인권교육의 방법을 살펴보면,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집합
교육(66%), 학급별 교육(81.1%), 사이버 교육(77.4%) 등이 다양하게 이루
어진 데 비해 초, 중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는 학급별 교육이 주를 이루
었다(그림 4-7 참조).
이러한 결과는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교과과정에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을 독자적인 교
과목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며 사회, 통합사회, 정치와 법 등에서 부분적
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주로 최저임금 위반)를 다루고 있는 수준이
다. 유일하게 특성화고등학교 등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성공적인 직장
<표 4-10> 노동․인권교육의 방식
(단위: %)

전체
자료 : 저자 작성.

집합 교육

방송 교육

학급별 교육

사이버 교육

30.0

20.0

72.6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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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학교별 노동․인권교육의 방법

자료 : 저자 작성.

생활’이 별도의 교과목으로 되어 있으며 5장에서 개별적인 근로기준 및
노동 3권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초․중․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학급별 교
육이 존재한다고 해서 별도의 교과목을 가지고 학습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
7) 노동․인권교육의 내용
학교 노동인권교육 시 다룬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복수로 응답
한 결과를 취합해 보았을 때 ‘노동의 의미와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교육’
<표 4-11> 노동․인권교육의 내용(복수 응답)
(단위 : %)
전체
노동의 의미와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교육

47.9

근로기준법 교육(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등)

35.6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31.0

노동법 교육(노동조합 및 노동 3권 등)

28.8

산업안전 교육

25.2

단순 직업소개 교육

11.3

기타 교육
자료 : 저자 작성.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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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학교별 노동․인권교육
(단위: %)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노동의 의미와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교육

22.6

38.1

51.8

83.9

근로기준법 교육(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등)

4.8

19.6

40.9

87.5

노동법 교육(노동조합 및 노동3권 등)

8.1

22.7

30.0

60.7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9.7

20.6

24.5

83.9

산업안전 교육

4.8

11.3

15.5

91.1

단순 직업소개 교육

17.7

11.3

8.2

10.7

기타 교육

8.1

2.1

.9

0.0

자료 : 저자 작성.

이 47.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근로기준법 교육(임금체불 및 근로
조건 등)’이 35.6%로 많았다(표 4-11 참조).
<표 4-12>는 학교별 노동인권교육의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노동의
의미와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교육’은 전체 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교
육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단순 직업소개 교육’은 초등학교에서는
17.7%였으나 중학교(11.3%), 일반계 고등학교(8.2%)로 갈수록 낮아졌다.
8) 노동․인권교육의 실시 배경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배경은 ‘교사 개인적으로 노동, 인권 교육을 중
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9.4%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교육부나 교육청의 지침 때문’이라는 응답이 26.7%로 높게 나타났다. ‘조
례에 의한 의무교육이기 때문’이란 응답과 ‘외부 전문기관의 제안으로 인
한’ 응답은 각각 7.1%, 6.4%로 낮게 나타났다.
학교별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배경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는 ‘교사 개인적으로 노동, 인권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해
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교육부나 교육청
의 지침이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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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배경
(단위: %)
전체
조례에 의한 의무교육이므로

7.1

교육부, 교육청의 지침이므로

26.7

학교정책으로 자율적으로

14.7

교사 개인적으로 노동, 인권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29.4

외부 전문기관의 제안으로 인해

6.4

기타 이유

7.7

자료 : 저자 작성.

<표 4-14> 학교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배경(복수 응답)
(단위: %)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조례에 의한 의무교육이므로

0

4.1

6.4

21.4

교육부, 교육청의 지침이므로

11.3

16.5

21.8

69.6

학교정책으로 자율적으로

12.9

9.3

10.0

35.7

교사 개인적으로 노동, 인권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16.1

27.8

29.1

48.2

외부 전문기관의 제안으로 인해

1.6

3.1

6.4

17.9

기타 이유

6.5

9.3

10.9

0.0

자료 : 저자 작성.

9) [진행한]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평가(만족 정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전반
적인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림 4-8]은 만족도 결과로 대체로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가운데 특성화 고등학교의 ‘만족한다’는 응답
이 8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노동인권교육 만족
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는데 ‘만족한다’는 응답이 68.2%로 나타났다.
<표 4-15>는 학교별, 교사특성별 노동인권교육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를 나타낸 것이다. 5점 척도의 만족도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살펴보았는
데 내용, 강사, 그리고 진행방식에 대한 만족도를 각각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 점수가 각각 71.7점, 71.7점, 72.5점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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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평가(만족도 긍정평가 비율)
(단위: %)

자료 : 저자 작성.

<표 4-15> 학교별 노동․인권교육의 항목별 만족도 점수
노동․인권교육
내용 만족도

노동․인권교육
강사 만족도

노동․인권교육
진행방식 만족도

71.7

71.7

72.5

초등학교

70.2

67.3

72.1

중학교

64.4

67.2

69.4

고등학교

69.3

70.1

68.6

특성화고

81.6

79.7

80.2

전체

자료 : 저자 작성.

노동인권교육의 항목별 만족도를 학교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초등학교
와 중학교는 진행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일반계 고등학교는 강
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노동인권교육의 내
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 따라
노동인권교육의 내용, 강사, 진행방법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서로 다름을
보여준다.
<표 4-16>은 교사의 특성별 노동인권교육의 항목별 만족도이다. 연령
대별로 20대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담당업무별로는 취업담당 교사의 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전공별로 살펴보았을 때 사회계열 교
사의 만족도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사회계열 교사의 기대가 다른 전공의 교사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
석되었다. 한편, 공업계열 교사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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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교사특성별 노동․인권교육의 항목별 만족도 점수
노동․인권교육
내용 만족도

노동․인권교육
강사 만족도

노동․인권교육
진행방식 만족도

교장교감

70.5

68.2

77.3

부장교사

71.1

73.0

72.8

평교사

72.7

70.5

71.4

20대

77.3

77.3

77.3

30대

71.3

69.4

70.6

40대

71.4

72.7

73.6

50대

71.0

71.0

71.6

민주시민교육 담당

71.6

72.4

71.6

취업 담당

81.3

80.0

79.4

진로진학 담당

71.2

70.5

71.8

초등교육

69.8

66.7

72.9

인문계열

73.0

73.0

74.3

사회계열

63.3

64.4

63.9

이공계열

76.5

76.5

75.0

상업계열

75.0

79.2

70.8

농업계열

82.1

82.1

75.0

공업계열

81.0

79.0

82.0

예체능계열

68.2

75.0

72.7

주 : 5점 척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것으로 50점 미만은 부정적 평가.
자료 : 저자 작성.

10) 평상시 노동교육의 효과
[그림 4-9]는 평상시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노동인권교육의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항목은 5개로 3개 항목은 긍정적인 효과였으며 나머지 2
개 항목은 부정적인 결과였다. 노동인권교육의 효과 중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은 ‘일하는 학생들의 노동권리 보호’(92.9% 긍정응답)로 나타났
다. 다음은 ‘학생들의 노동의 가치에 대한 개선(89.9% 긍정응답)’으로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일과 직업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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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노동․인권교육의 효과에 대한 평상시 생각
(단위: %)

자료 : 저자 작성.

<표 4-17> 학교별 노동․인권교육의 효과(긍정응답 비율)
(단위: %)
학생들의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 개선 긍정
응답 비율

일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노동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
긍정응답 비율

일과 직업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긍정응답 비율

초등학교

87.1

88.7

88.7

중학교

93.8

92.8

84.5

고등학교

90.1

93.7

83.8

특성화고

85.7

96.4

80.4

자료 : 저자 작성.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84.4%로 나타났다. 이에 비
해 부정적인 효과에 동의하는 응답 비율은 낮았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
게 노동문제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유발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
래할 것’이라는 질문에 동의하는 응답은 10.7%에 불과하였다. 마찬가지로
‘노동인권교육이 학생들의 노동인권 의식을 높여 학교운영에 지장을 초
래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 비율도 10.7%에 불과하였다.
<표 4-17>은 노동인권교육의 효과를 학교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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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등학교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의 효과가 일하는 학생들의 노동권리
보호와 직업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노동에 대한 가치와 노동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
여할 수 있는 효과가 가장 크다고 응답하였다. 일반계와 특성화 고등학교
모두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이 일하는 학생들의 노동권리를 보호하는 효과
가 가장 크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학생 중 아르바이트
를 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대응을 주
로 다루는 노동인권교육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표 4-18>은 교사들의 특성별로 노동인권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
<표 4-18> 교사특성별 노동․인권교육의 효과(긍정응답 비율)
(단위: %)
학생들의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

일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노동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함

일과 직업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도록 함

교장교감

83.9

93.5

87.1

부장교사

89.8

92.1

80.8

평교사

91.5

94.1

89.0

20대

94.4

83.3

77.8

30대

88.1

96.6

88.1

40대

90.0

93.0

83.0

50대

89.7

92.4

84.8

민주시민교육담당

86.4

90.9

79.5

취업담당

82.9

95.1

80.5

진로진학담당

91.0

91.0

82.1

초등교육

87.7

89.5

87.7

인문계열

89.9

93.7

83.5

사회계열

96.8

96.8

90.3

이공계열

90.6

90.6

81.3

상업계열

66.7

100.0

83.3

농업계열

71.4

85.7

71.4

공업계열

92.3

92.3

88.5

예체능계열

88.9

92.6

70.4

자료 : 저자 작성.

80

노동교육의 진단과 합리화

인 응답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교사들은 지위에 관계없이 모두 노동인권교
육이 ‘일하는 학생들의 노동권리를 보호하는’ 효과가 크다고 응답하였다.

11) 노동교육의 어려움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일선 교사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
려움은 표준화되어 있는 교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0]은 분
석결과로 노동인권교육의 어려움 가운데 ‘표준화된 교재가 없는 것’에
71.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다른 어려움인 교사의 역량 부족이
나 전문강사 섭외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있었다.
[그림 4-10] 노동․인권교육의 어려움(긍정응답 비율)
(단위: %)

자료 : 저자 작성.

<표 4-19> 학교별 노동․인권교육의 어려움
(단위: %)
노동․인권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역량 부족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표준화된
교재가 없는 것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전문강사를
섭외하기 어려움

초등학교

54.0

67.3

60.5

중학교

58.5

74.0

62.6

일반계고

60.4

69.4

61.3

특성화고

51.8

62.9

47.3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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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는 학교별로 노동인권교육의 어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첫 번
째 어려움은 교재와 관련된 어려움이었으며, 두 번째 어려움은 특성화 고
등학교는 교사의 역량부족을, 나머지 학교는 전문강사 섭외의 어려움을
꼽았다.
12) 교육․사범대학 당시 노동인권교육 교과목 수강 여부
현직 교사들은 교육대학 혹은 사범대학 재학 당시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과목을 거의 수강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1]은 분석결
과로 대학 재학 당시 노동인권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2]는 학교별, 교사의 특성별로 대학 재학 당시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과목 수강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대학교 당시 노동인권교육 수강여부를 학교별로 살펴보면 특성화고 교
사가 14.3%로 가장 많았다. 교내 지위별로는 평교사가 14.4%로 가장 많
았고 연령대별로는 20대 교사가 22.2%로 가장 많았다. 전공별로는 사회
계열(16.1%), 상업계열(16.7%), 공업계열(15.4%)의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노동인권교육을 수강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11] 대학 재학 시 노동․인권교육 수강여부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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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학교별, 교사 특성별 대학 재학 시 노동․인권교육 수강여부
(단위: %)

자료 : 저자 작성.

13) 재직 시 노동교육 연수
재직 중 노동인권교육 관련 연수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
자의 37%는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대로 63%는 연
수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거의 2/3가량은 노동인권교육 관련 연수를 받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4]는 학교별, 교사 특성별 노동인권교육 연수여부를 나타낸
[그림 4-13] 노동․인권교육 연수여부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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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교사 특성별 노동․인권교육 연수여부
(단위: %)

자료 : 저자 작성.

것이다. 학교별로 보면 특성화고 교사의 경우 83.9%가 노동인권교육 연
수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
학교의 경우 각각 25.8%, 28.9%, 27.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성
화 고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다른 학교 교사들에 비해 노동인권교육 연수
기회가 더 많으며 이는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14) 연수효과
노동인권교육 관련 연수교육을 다녀온 교사 121명을 대상으로 교육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 일하는 학생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관심 증
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대한 지식 향상,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
인식 등의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0% 이상이 동의하였다. 참고로 가장
연수효과가 크다고 응답한 것은 ‘노동인권교육이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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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노동․인권교육 연수교육의 효과(N=121, 긍정응답 비율)
(단위: %)

자료 : 저자 작성.

요한 교육이라는 인식’이 생겨난 것이었는데, 응답자의 89.3%가 동의하였
다. 그러나 연수효과 가운데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을 정도의 방법과
지식을 습득’했는지에 대해선 67.8%만이 동의하여 상대적으로 동의수준
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인권교육을 충분히 강의하기 위해선 일회
성의 연수교육이 아닌 좀 더 체계적이고 내용을 심화하는 교육이 필요함
을 시사한다.
<표 4-20>은 학교별, 교사 특성별 노동인권교육 연수교육 이후의 효
과를 항목별로 나타낸 것이다. 초등학교와 특성화고 교사들은 노동인권
교육을 다녀온 이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관한 지식이 향상되었음
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중학교와 일반고는 노동인권교육이 학생들에
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인식이 배양되었음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한
편 중학교와 고등학교(일반고, 특성화고) 교사 중 절반가량은 연수 후에
학생들을 가르칠 정도의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지는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표 4-21>은 교사들의 특성별 노동인권교육 연수효과를 살펴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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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학교별 노동․인권교육의 연수 후 효과
(단위: %)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고

노동․인권
교육이
일하는
학생들에게
근로기준법
노동의
학생들의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등 노동법에
가치에 대해 근로조건에
반드시 있을 정도의
관한 지식이
인식
대한
필요한
방법과
향상
교육이라는 지식을 습득
관심증가
인식 배양
81.3
81.3
100.0
81.3
81.3
78.6
82.1
71.4
89.3
53.6
86.7
83.3
70.0
90.0
56.7
89.4
91.5
95.7
91.5
78.7

자료 : 저자 작성.

<표 4-21> 교사특성별 노동․인권교육의 연수 후 효과
(단위: %)
노동․인권
일하는
교육이
근로기준법
노동의
학생들의
학생들에게
등 노동법에
반드시
가치에 대해 근로조건에
관한 지식이
대한
필요한
인식
향상
관심증가
교육이라는
인식 배양
교장교감
81.8
81.8
100.0
81.8
부장교사
85.9
89.1
85.9
93.8
평교사
84.8
82.6
78.3
84.8
20대
87.5
87.5
87.5
87.5
30대
71.4
76.2
71.4
66.7
40대
86.1
86.1
83.3
94.4
50대
88.7
88.7
88.7
94.3
민주시민교육 담당
90.0
70.0
50.0
90.0
취업 담당
92.1
94.7
97.4
92.1
진로진학 담당
81.5
88.9
81.5
88.9
초등교육
81.3
81.3
100.0
81.3
인문계열
87.1
83.9
74.2
90.3
사회계열
85.7
78.6
71.4
85.7
이공계열
83.3
66.7
66.7
83.3
상업계열
80.0
80.0
80.0
80.0
농업계열
66.7
83.3
100.0
100.0
공업계열
91.3
91.3
95.7
95.7
예체능계열
85.7
100.0
71.4
100.0
자료 : 저자 작성.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을 정도의
방법과
지식을 습득
63.6
71.9
63.0
62.5
52.4
72.2
69.8
40.0
78.9
74.1
81.3
61.3
64.3
66.7
60.0
83.3
73.9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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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수 이후 학생들에게 교육할 정도의 방법과 지식을 습득했는지에 대
해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응답자의 40%만이 ‘그렇다’고 동의의
사를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인권교육을 중심적으로 고민해야 할 민
주시민교육 담당교사가 응답한 것이므로 주목해서 볼 대목이다.
15) 현행 교과서의 노동인권교육 포괄수준
현행 교과서들이 얼마나 노동인권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조사하였
다. 5점 척도(1: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5: 매우 충분히 다루고 있다)로
응답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긍정응답의 비율(%)과 5점 척도를 100점 만
점으로 변환하여 살펴보았다. <표 4-22>는 분석결과이다. 현재의 교과서
가 노동인권교육을 얼마나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다루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은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부정
적인 응답은 35.6%로 긍정적인 응답의 6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보면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인권교
육을 강조해 온 특성화고 역시 긍정응답이 8.9%에 불과하였고 점수로 환
산한 값은 40.6점으로 다른 학교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강
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제주도,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아예 긍정적인 응답이 없는 경우도 꽤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교과서를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
여준다.
16) 노동교육의 방향
노동인권교육의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세 가지 정책적 방향에 대해 의
견수렴을 실시하였다. 바람직한 노동인권교육 개선방안 세 가지는 현재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만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동인권교육을 전체
학교로 확대하는 방안, 노동인권교육을 초, 중, 고등학교별로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교원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었으며 각각의 정책들에 대해 응답자의 2/3 이상이 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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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학교별, 지역별 현행 교과서가 노동․인권교육을 다루는 정도

전체

현재의 교과서가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다루고
있는지(100점 만점)

긍정응답 비율(%)

41.3점

5.5

초등학교

41.9점

3.2

중학교

41.2점

7.2

고등학교

41.2점

3.6

특성화고

40.6점

8.9

서울특별시

42.4점

6.1

경기도

39.6점

2.9

강원도

41.7점

0.0

충청북도

30.8점

0.0

충청남도

40.0점

10.0

전라북도

41.3점

20.0

전라남도

43.3점

3.8

경상북도

39.8점

0.0

경상남도

38.7점

3.2

제주도

37.5점

0.0

인천광역시

50.0점

20.0

대전광역시

41.7점

0.0

대구광역시

53.1점

12.5

울산광역시

41.7점

0.0

부산광역시

46.9점

12.5

광주광역시

40.6점

0.0

자료 : 저자 작성.

[그림 4-16]은 분석결과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인 정책은 초, 중, 고
등학교별로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전체 응답자의
80.1%가 찬성하였다. 노동인권교육을 직업계 고등학교만이 아니라 전체
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73.3%가 찬성하였다.
<표 4-23>은 학교별, 지역별 노동인권교육의 정책방향에 대한 응답
이다.

88

노동교육의 진단과 합리화

[그림 4-16] 노동․인권교육의 정책 방향
(단위: %)

자료 : 저자 작성.

<표 4-23> 학교별, 지역별 노동․인권교육의 방향
(단위: %)
노동․인권교육을
전체 학교로 확대

초, 중, 고등학교별
교원들에 대한
체계적 노동인권교육 체계적인노동․인권교육

초등학교

53.2

67.7

61.3

중학교

74.2

77.3

59.8

고등학교

75.7

85.6

76.6

특성화고

89.3

87.5

73.2

서울특별시

63.6

69.7

63.6

경기도

71.4

78.6

62.9

강원도

76.2

90.5

76.2

충청북도

84.6

84.6

69.2

충청남도

60.0

60.0

60.0

전라북도

75.0

75.0

70.0

전라남도

88.5

92.3

92.3

경상북도

63.0

81.5

70.4

경상남도

71.0

80.6

61.3

100.0

100.0

100.0

73.3

80.0

53.3

제주도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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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의 계속
노동․인권교육을
전체 학교로 확대

초, 중, 고등학교별
교원들에 대한
체계적 노동인권교육 체계적인노동․인권교육

대전광역시

66.7

100.0

66.7

대구광역시

62.5

87.5

75.0

울산광역시

66.7

66.7

83.3

부산광역시

87.5

75.0

50.0

광주광역시

100.0

100.0

100.0

자료 : 저자 작성.

17) 노동교육에 대한 각 기관의 노력
[그림 4-17]은 교사들이 평가한 노동인권교육 주체들의 성과 평가이다.
평가는 각 기관별로 노동인권교육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로 측
정하였다. 10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구간을 1/3로 나누어 부정평가, 보
통, 긍정평가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시민사회단체가 노동인권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전체 응답자의 50%)이 가장 높게
[그림 4-17]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각 기관 평가
(단위: %)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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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반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응답자의 22.3%가 긍정적으로 응답하
여 가장 낮은 지지를 받았다. 교육부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이 27.9%로 지
방자치단체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시도교육청은 응답자
의 32.9%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된 정부부처는 39.0%로 시민사회단체를 제외하면 정부 쪽에선 가장 높은
긍정 응답률을 보였다.
<표 4-24>는 학교별, 지역별 노동인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의
노력을 나타낸 결과이다. 초등학교에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기관
은 지방자치단체(18.3%)였으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기관은 시민사회단
체(47.2%)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일반계)도 비슷한 추세였다. 그러나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시민사회단체(73.3%)와 시도교육청(74.5%)이 모
두 높이 평가받고 있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시민사회단체가 13곳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등은 3곳에서, 시도교육청은 2곳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학교별, 지역별 분석에서 시민사회단체가 학교 노동인권교
육을 위한 노력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별, 지역별 분석에서 단 1곳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특성별로 각 기관들의 노동인권교육 노력 정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시민사회단체가 노동인권교육을 위해 가장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예를 들어 지위별로 교장교감, 부장교사, 평교사 등의 구분에서
모두 시민사회단체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
대 교사는 고용노동부와 여가부 등 관련 중앙부처가 가장 많이 노력한다
고 응답하였으며 30, 40, 50대는 시민사회단체가 가장 많이 노력한다고
응답하였다. 담당업무별로 민주시민교육 담당과 진로진학 담당은 시민사
회단체가 노동인권교육을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취업담당 교사는 고용노동부, 여가부 등 정부부처가 가장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사특성별 응답에서도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
1곳에서도 가장 높은 지지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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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학교별, 지역별 노동․인권교육 주체의 성과
(단위: %)
교육부

시․도
교육청

고용노동부,
여가부 등
정부부처

지방자치
단체

시민사회
단체

초등학교

26.2

28.8

38.6

18.3

47.2

중학교

19.4

22.0

30.8

10.6

53.0

고등학교

20.9

24.8

33.6

19.8

38.8

특성화고

60.8

74.5

66.0

52.8

73.3

서울특별시

40.6

43.8

48.4

40.6

53.6

경기도

25.4

28.8

37.5

14.7

51.6

강원도

25.0

35.0

50.0

33.3

61.1

충청북도

53.8

53.8

58.3

30.8

50.0

충청남도

35.0

36.8

44.4

21.1

22.2

전라북도

10.0

26.3

30.0

20.0

45.0

전라남도

25.0

21.7

25.0

16.0

52.6

경상북도

29.6

29.6

38.5

25.9

54.2

경상남도

26.7

30.0

41.4

20.0

57.1

제주도

50.0

75.0

50.0

25.0

75.0

인천광역시

21.4

30.8

28.6

14.3

58.3

대전광역시

16.7

33.3

33.3

16.7

40.0

대구광역시

0.0

25.0

25.0

0.0

33.3

울산광역시

40.0

60.0

60.0

20.0

40.0

부산광역시

40.0

40.0

46.7

31.3

53.8

광주광역시

12.5

12.5

14.3

25.0

37.5

주 : 음영부분이 가장 많이 응답한 비율.
자료 : 저자 작성.

<표 4-25> 교사특성별 노동․인권교육 주체의 성과
(단위: %)
교육부

시․도
교육청

고용노동부,
여가부 등
정부부처

지방자치
단체

시민사회
단체

교장교감

35.5

39.3

50.0

26.7

63.0

부장교사

24.7

32.1

38.0

20.2

49.0

평교사

30.7

32.5

37.7

24.3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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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의 계속
교육부

시․도
교육청

고용노동부,
여가부 등
정부부처

지방자치
단체

시민사회
단체

20대

52.9

41.2

66.7

38.9

50.0

30대

33.3

36.8

31.5

28.6

41.8

40대

24.7

31.6

33.0

16.5

54.8

50대

25.0

30.7

42.2

21.7

50.0

민주시민교육 담당

16.3

20.9

32.6

18.6

53.7

취업 담당

63.9

81.1

72.2

52.6

70.6

진로진학 담당

21.5

23.8

33.9

19.7

39.6

자료 : 저자 작성.

제3절 소 결

1. 분석결과
제4장에서는 32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설문조
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응답은 각 학교마다 노동인권교육
에 대해 응답이 가능한 교사로 한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의 학교는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동
의하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94.8%가 ‘학교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
고 응답하였다.
둘째, 대다수의 학교들은 노동인권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무엇보다 노동인권교육은 ‘일하는 학생들의 노동권리
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92.9%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표준화된 교재가 없는 것’으로 응답자의 71.5%가
동의하였다.
넷째, 교사들은 현재의 교과서를 가지고 노동인권교육을 제대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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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현재의 교과서가 노동인권교육을 얼마나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다루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은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부정적인 응답은 35.6%로 긍정적인
응답의 6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평가
를 실시한 결과 시민사회단체가 노동인권교육을 위해 가장 노력하고 있
다는 평가(전체 응답자의 50%가 긍정답변)를 받고 있었다. 가장 낮은 평
가를 받은 곳은 지방자치단체(22.3%)였으며 교육부의 경우 긍정적인 응
답이 27.9%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낮은 평가를 받았다. 시도교육청은
응답자의 32.9%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등의 노력에 대해선 응답자의 39.0%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2. 시사점
제4장의 분석은 학교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들의 학교들은 학교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
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나 이에 비해 노동인권교육이 체
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현직 교사들의 노동
인권교육에 대한 역량부족 때문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교사들의 대학 당
시 노동인권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10%만이 수강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노동인권교육의 내용
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고 주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으로 교사의 교육연수가 고려
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연수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도 37%로 1/3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연수경험이 없는 교사가
훨씬 더 많았다.
둘째, 현재 교과서는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
아 적절한 교과서가 필요한데,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교과서는 따로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노동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노동교육을 체계화하고 노동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함양 등 장기적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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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위해서는 교사역량 강화와 새로운 교재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판단
되었다.
셋째, 일선 교사들은 교육부의 노동인권교육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지방정부와 함께 가장 낮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노동인권교육에 있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부처
로서 난감하고도 실망스러운 결과일 수 있으며 분발을 요구하는 학교와
교사들의 바람을 담은 결과이기도 하다.

제2부 해외사례 편

노동교육 선진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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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독일의 노동교육 사례

제1절 배경 및 학제4)

독일의 교육과정은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는 초등과정이고 2단계
는 중등1과정, 3단계는 중등2과정, 그리고 대학과정이다. 초등과정과 중등1과
정은 의무교육(10년)이다. 과정마다 학교의 종류도 다른데, 중등1과정에는
기본학교(Hauptschule), 실업학교(Realschule), 종합학교(Gesamtschule), 그
리고 김나지움(Gymnasium, 인문계)이 있다. 기본학교와 실업학교는 실업계
학교이고, 김나지움은 인문계 학교이다. 종합학교는 말 그대로 인문계와 실
업계가 혼재되어 있는 학교이다.
중등2과정의 배우는 내용에 따라 학교형식이 구분된다. 우선 직업학교
(Berufsschule)가 있으며 전문고등학교(Fachoberschule)와 직업전문학교
(Berufsfachschule)가 있고 인문계인 김나지움 상급학교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요약한 그림이 [그림 5-1]이다.
중등2과정인 직업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곧바로 회사에 취직하여 일을
하게 된다. 한편, 인문계인 김나지움을 졸업한 학생은 일반대학을 거쳐
전문직으로 일을 시작한다. 특히 독일의 직업학교는 이원제(duales
System)교육으로도 유명하다. 직업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일주일 중 1

4) 이하에서부터 제2절의 2(사회교과와 노동교육)까지의 내용은 진숙경․송태수 외
(2015), pp.41～53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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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독일 교육제도의 기본구조

주 : 1) 연방정부의 교육제도로 주단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
2) 교육연령은 해당 교육기관에 입학 가능한 최연소 나이를 의미함.
자료 : Hans-Dieter Schinner, p.5.

∼2일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나머지 절반이상(보통 4일)은 기업에서
약간의 보수를 받으며 실습과정을 거친다. 독일에서 직업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실습생으로 있던 기업에 취직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
는 학생만이 아니라 기업에 유리한 부분이 많다.
한편, 독일의 노동교육 과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학령 또는 성인교
육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체계화할 수 있다(진숙경 외, 2015: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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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과정 : 노동세계와 관련된 초보교육
- 중등1과정 : 기술 및 경제 교육
- 중등2(김나지움 : 인문계고): 노동세계에 대한 이론적 대비
- 중등2(실업계고)과정 : 직업학교-노동세계 연계교육
- 교원 대상 노동세계 관련 교육 : 학교교사 및 성인교육기관 대상
- 성인노동교육: 평생 직업교육 기관에서의 교육

제2절 독일의 노동교육

독일은 직업학교가 발달되어 있고 많은 학생들이 중등2과정을 거쳐 직
업세계에 진입하기 때문에 ‘노동’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
한 주제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독일에서 노동교육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인데 학생들에게 노동을 통해 자기발전을 실현하는 것이 구체적인
목적이다. 독일에서는 노동교육이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직업선택을 돕
고 다른 하나는 노동의 사회정치적 의미를 학습하는 것이다.

1. 중등과정 노동교육의 내용 영역
중등과정에서 노동교육은 크게 3개의 분야로 나뉜다. 먼저 직업․진로
설계, 노동(자)과 사회 및 사회보장, 그리고 끝으로 노동기본권과 노사관
계 관련 부분이다.
가. 직업진로5)
초등학교 4년 과정을 마치고 중등과정에 진학한 독일의 학생들은 중등
과정을 통해 장래 어떤 직업을 가질 지 일차적으로 학습한다. 따라서 중
5) 직업진로, 노동 및 노사관계 등에 대한 교과서 분석의 결과는 박장현(2003), pp.158
～163의 일부를 약간 수정하면서 발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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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정에서 공부하는 진로교육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진로교육은 교
과서를 학습하는 간접적인 방식과 실습과 현장학습 및 실제 일을 하고 있
는 노동자와의 대화 등을 통한 직접적인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독
일의 중등교육과정은 이론교육만이 아니라 실제 직업 현장을 이해하는데
도 역점을 두고 있다.
노동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교과서로 노동교육을 학습하기도 하지만 중
등학교와 노동청 사이에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노동청 직원들이 직업
상담 요원이 되어 졸업을 2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선택 시 고려해
야 점과 직업교육제도 및 교육기관들을 소개한다. 이때 학교에서는 연방노
동청이 발행하는 ｢직업현황(Beruf Aktuell)｣, ｢대학 학과 및 직업 선택
(Studien- und Berufswahl)｣, ｢직업안내(Blätter zur Berufskunde)｣ 등을
참조할 것을 권한다.
나. 노동과 사회, 사회보장
독일의 교과서들은,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노동을 하는 것은 인
간의 자기실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삶의 영역이며 노동의 의미는 생활
에 필요한 물질적 토대를 확보하고 자아를 구현하는 데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또한 교과서들은 노동세계를 개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다룬
다. 예를 들어, 사회의 이해와 행동은 비정규고용관계, 용역노동 등을
다루기도 한다(진숙경 외, 2015: 47～48).
다. 노동권 및 노사관계
독일에서는 노사관계의 제도적 특징 중 하나는 공동참여와 공동결정제
도이며 이러한 특징을 교과서에 반영하는 것이다. <표 5-1>은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중등2과정의 교과서인 함께 행동인데 노동세계,
직업과 환경, 노동자의 이해대변, 노동권과 협약권 등 매우 구체적인 내
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등1과정은 비교적 노사관계를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편, 중등2과정의 교과서들은 노사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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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함께 행동의 노동권 및 노사관계 구성 체계 목차
서문

1.10
1.11
1.12
1.13

노동세계
1. 학교교육—견습교육
1.1
1.2
1.3
1.4
1.5
1.6
1.7
1.8
1.9

직업교육의 가치
직업의 다양성
직업교육의 길들
법률적 근거
이원체제
현대적 직업교육
청소년 노동보호법
직업전문학교 과정
유럽의 직업교육제도

학생대표
평생교육
국가의 진흥조처들
교육휴가

22
24
26
28

9
10
11
12
14
16
17
18
20
21

2. 직업과 환경

29

2.1
2.2
2.3
2.4
2.5
2.6
2.7

30
32
34
36
38
40
41

학교와 직장에서 환경친화 행위
기업목적과 환경보호
환경법
생산과정의 환경 및 사회 친화성
학습 및 노동 과정의 건강친화성
기술과 노동보호
인간다운 노동의 조형

3. 노동자 이해관계—사용자 이해관계 43

9.2.1 구직
9.2.2 고용계약의 체결

3.1 실업—미해결 문제
3.1.1 실업의 종류와 원인

44
46

9.2.3 고용계약에 담긴 권리와 의무 169
9.2.4 임금과 보수
172
9.2.5 고용관계의 해지와 해고보호법 174

3.1.2 실업의 후속현상
3.1.2 실업과 직업교육
3.1.4 해결방안

47
49
50

9.2.6 모성보호, 장애자보호, 과로방지178
9.2.7 노동의 인간화와 공동결정
180
9.3 단체협약
182

방법: 모의 노사관계
3.2 사업장 차원의 공동결정 및
이해대변

52
54

9.3.1 협약자율
9.3.2 협약쌍방
9.3.3 단체협약의 구속성

182
183
185

3.2.1 사업장 노사관계법
3.2.2 공동협의와 공동결정
3.2.3 초국적기업의 직원평의회

54
56
57

9.3.4 단체협약의 종류 및 내용
9.3.5 단체협상
9.3.6 중재

186
190
192

3.2.4 사업장협정 및 고용변경보전 57
3.2.5 청소년직원 및 견습생 대표기구 58
3.3 기업 차원의 공동결정
60

9.3.7 노동쟁의
9.3.8 협약정책의 경제적 영향
9.4 노동법원

192
196
198

3.3.1 사업장 노사관계법에 따른
공동결정
3.3.2 공동결정법에 따른 공동결정

9.4.1 노동법원의 관할사항
9.4.2 소송진행과정

198
198

10. 소비자 이해관계—생산자
이해관계

201

3.3.3 광산철강산업 공동결정
3.3.4 공동결정을 둘러싼 논의

61
61
62
62

166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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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의 계속
사적 생활
4. 생활 개념
5. 사회보장—개인보장

11. 경제와 환경
63
77

6. 여가시간계획 및 여가시간활동

99

227

공공사회
12. 정보와 의견형성
13. 동일성과 다양성

241
251

국가
14. 헌법과 인권
15. 독일—민주법치국가

259
273

경제
7. 경제체제—경제정책
8. 경제 및 사회 속에서의 사업장

115
133

9. 노동권과 협약권

161
세계

방법: 모의 노사관계

162

16. 유럽에서의 삶과 노동

309

9.1 노동권의 근거
9.2 개별 고용계약

164
166

17. 평화유지
18. 국제관계

325
337

자료 : 독일교과서 <함께 행동>; 진숙경 외(2015: 50).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독일의 교과서의 공통점은 노사관계에 대해 민주주의와 공동결정이라
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 3권이 헌법에 의해 보장된 노
동기본권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독일의 교과서들은 노동권의 법률적 근
거를 소개하는데 ｢헌법｣, ｢단체협약법｣, ｢공동결정법｣, ｢사업장 노사관계
법｣, ｢직업교육법｣ 등의 의미와 내용을 교육한다.

2. 사회교과와 노동교육
독일의 노동교육은 사회과목과 약간 중첩되기도 한다. 비록 독일이 연
방정부로 교육 내용이 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강조점은 크게 다르
지 않다. 2006년 베를린(Berlin) 시 중등1단계(7～10학년)의 사회 과목은
민주사회에 대한 이해, 평생학습의 중요성, 학습능력 및 개성의 중요성
등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 과목의 개별주제들은 개인과 사회,
권리와 의무, 권력, 책임감과 이해(interests), 권력과 지배, 갈등·타협·합
의, 공동선과 개별(특수)이해, 인간존엄과 연대, 다원성과 상호인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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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정성, 이상과 현실, 평화와 비폭력, 효율과 공정성, 비용과 효용 등
으로 이러한 개념들은 모두 노동존중과 노사관계의 다원주의적 원리를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진숙경 외, 2015).
<표 5-2>는 중등과정 사회과목의 교과영역으로 7-8학령기과 9-10학
령기로 내용이 구분됨을 보여준다. 또한 <표 5-3>은 경제와 노동(생활)
의 9-10학령기 교과영역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학생들의
수행 역량과 이해해야 할 주제들이 나열되어 있다.
<표 5-2> 중등과정 사회과목 교과영역
7～8학령기 내용 영역
- 청소년과 정치
-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 인권
- 법과 준법

9～10학령기 내용 영역
- 권력(지배)형태로서 민주주의
- 경제와 노동(생활)
- 유럽연합
- 국제 정치

자료 : 진숙경 외(2015: 52).

<표 5-3> 9～10학령기 경제와 노동(생활)
경제와 노동(생활) — 9～10학령기
주요내용
- 인간의 경제적 행위
-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경제와 민주주의
- 이해집단과 단체협약 당사자들
- 기업의 폐업 또는 실업과 빈곤
- 세계경제
자료 : 독일교과서 <경제와 노동>; 진숙경 외(2015: 53).

3. 듀얼시스템과 훈련생의 노동교육
도제훈련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스위스와 독일의 듀얼시스템
은 고교단계 직업교육에 도제훈련의 형태를 입힌 것이다. 스위스, 독일은
물론 오스트리아 등 독일어권 국가는 대부분 유사한 체계로 운영된다.
독일의 직업교육 제도는 두 개의 학습 장소, 즉 기업체와 시간제 직업
학교에서 교육과 훈련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원적(dual)이라 부른다. 이는
직업교육의 주요 방식으로, 한 학령 그룹의 60% 정도가 이원적 직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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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는다. 개별 직업에 대한 교육은 교육명령(연방정부의 명령 형태임)
의 통제를 받는다. 현재 연방정부가 교육령에서 인정한 직업은 약 350개
에 해당한다(Schinner, 2007: 8).
기업에서는 직업교육 담당자나 교육학을 이수한 장인(Meister)이 직업
교육을 담당하며, 대기업은 대개 실습장이 별도로 마련된 직업교육 센터
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전체적으로 교육훈련 비용은 정부가 직업훈련학
교의 교육비를 부담하고, 사용자들은 실습비용을 지원한다.6) 직업훈련생
들이 훈련기간에 상대적으로 낮은 훈련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간접적으로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훈련비용은 노․사․정 3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볼 수 있다(Funk, 2005).
마이스터 과정 이후의 전문적 과정 관련해서도 독일의 교육제도는 전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Schinner, 2007: 13). 많은 기업들이 현업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엔지니어 등 학위 소지자 확보에 관심이 높으므로, 산학
협력대학(University of Cooperative Education)이 선호되고 있다. 이들 대학
은 동일 기간 내에 기업의 실습과정과 산학협력대학의 교육과정을 혼합하여
실시한다.
가. 듀얼시스템의 주요 특징
듀얼시스템은 학교와 기업이 협력하는 교육시스템이다. 듀얼시스템의
두드러진 특징은 학생들이 이론교육은 학교에서 배우며 이를 기업에서
근로자(실습생)로서 재차 배우는 것이다(최수정, 2014). 따라서 우리나라
직업계고의 2+1체제나 현장실습과는 크게 다르다. 실제로 기업은 실습생
을 시간제 학생(part-time student)으로 간주하고, 학교에 ‘보내(release)’
이론학습을 보강하도록 한다는 표현을 쓴다.
독일의 직업학교와 산업현장에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학교의

6) 직업훈련생들은 직업교육 보수를 받는데 직종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다. 직업교육
기간 중에는 보험(건강, 간호, 연금, 실업, 사고)에 가입된다. 직업교육 시 학생이
부담하는 비용은 학습자료, 식사, 작업복, 교통비 등이다. 어떤 기업에서는 보조금
(Zuschuesse)을 지원하기도 한다(장홍근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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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학교가 중심이 아니라 산업체에서의 교육훈련이 중심 기관이라고
봐야 한다. 즉, 듀얼시스템을 학교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실질적인 현장
실무교육을 산업체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기업체가 인력양성을 위해 교육을 하는 데 있어 이론교육까지 수행하기
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듀얼시스템에서 기업이 담당할 수 없는 부분을 직
업학교라는 학교교육이 담당해주는 것으로, 산업체 현장의 교육이 중심
적이다. 이에 따라 기업체와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1～3년의 다양한
과정이 제공되고 있는바, 직업에 따라서 양성훈련 기간이 다르게 정해지
고 있는 것이다.
훈련생의 신분은 학생이 아니라 실습생(apprentice)이며, 고용주와 양
자 간의 계약을 맺음으로써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실습생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규정된 신분이며, 임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근로조건에서 근로
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다. 실습생의 보수는 같은 직무의 신입근로자
보다 많이 낮은데, 연차가 증가할 때마다 상승하게 되며, 직종별로 미리
결정되어 있다. 실제로 듀얼시스템을 운영 중인 기업에 방문하면 실습생
의 직무와 연차별 임금이 적힌 문서가 로비의 잘 보이는 곳에 걸려 있다
(최수정, 2014).
나. 훈련생의 지위와 근로조건7)
독일의 이원적 직업훈련은 실습교육과 이론교육의 균형인데, 실습교육
은 기업체나 기관에서 이루어지며 이론교육은 직업학교에서 이루어진다
는 점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책임은 직업학교만이 아니라 기
업과 노동조합에도 있다. 특히, 법적 책임은 기업이 훨씬 크다.
｢직업훈련법(BBiG : Berufsbildungs gesetz)｣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공인된 작업장에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가공인 직업은 약 340가지이다. 기업들은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실습교
육생을 위해 기업별로 훈련생 선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훈
7) 이에 대해서는 Gisela Dybowski(2014), ｢독일 직업훈련의 효율과 특성｣, 국제노
동브리프 5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15～17 내용을 전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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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상공회의소의 기업 직업훈련 점검사항
- 기업에서 실시되는 직업훈련 계획
- 훈련생에게 직업훈련 교육과 관련 없는 과업 부과 금지
- 훈련생이 직업학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무 면제
- 교육자료 무료 제공
- 적용되는 법 규정들의 준수 및 적용(직업훈련법, 청소년근로보호법, 근로보호법
을 비롯한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관련 규정들) : 기업과 훈련생이 훈련과정 전에
체결하는 직업훈련계약은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계약내
용, 계약기간, 임금, 해약고지기간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 직업훈련의 형태, 훈련 내용과 시간 구성, 목표 : 은행원, 미용사, 전기기능공과
같은 공인된 훈련 대상 직업별 직업훈련 규정에 근거한다.
- 직업훈련 과정의 시작과 기간 : 이원적 직업훈련은 원칙적으로 매년 9월 1일에
시작된다. 교육기간은 직업별 직업훈련 규정에 명시된 기간을 따른다.
- 실습기간 : 1개월에서 최장 3개월. 실습기간 중에는 해약고지기간에 관계없이 그리
고 별도의 해약 이유 제시 없이 직업훈련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 실습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기업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훈련생도 실
습기간 이후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데, 직업훈련을 포기하거나 다른 직업을 위
한 훈련을 받고자 할 때 4주 전에 해약 여부를 알린 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 직업훈련수당 지급 및 규모 : 원칙적으로는 직업훈련수당의 규모는 매년 사용자
단체와 노동조합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단체교섭을 통해 새롭게 정해지며 해당
산업분야에서 정규근로자의 임금․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직업훈련 수당의
규모는 해당 직업분야 정규인력의 소득의 약 1/3 수준이다.
직업훈련계약은 이 밖에도 일반 노동계약에 적용되는 주요 규정들을 명시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근로보호법, 근로보호법, 기타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관련 규정
들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일 직업훈련 시간 : 법으로 정해진 그리고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근로시간 및
청소년근로보호법의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청소년근
로보호법(JArbSchG : Jugendarbeitsschutzgesetz)｣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휴가 : 청소년에게는 ｢청소년근로보호법｣에 근거하여 연령에 비례하여 최소 25일
내지 30일간의 휴가가 지급되어야 한다.
- 건강보험 및 실업보험 : 기업과 훈련생은 훈련기간 중 건강보험과 실업보험 납부
금을 일정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훈련과정 이후에 훈련을 받은 자가 실업자가
될 경우에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훈련생이 직업훈련 과정을 최
소 12개월 수료한 상태에서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훈련을 포기할 경우에
는 6개월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 근로보호보험 : 모든 일반 피고용인과 마찬가지로 훈련생에게도 근로보호 규정들
이 적용되며 훈련 중 사고에 대비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자료 : Gisela Dybowski(201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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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생과 직업훈련계약(Ausbildungsvertrag)을 체결해야 하며, 직업훈련계
약에 의해 기업들은 지식과 기술을 훈련생에게 교육하고 훈련 과정에 필요
한 교육자료(도구, 교재 등)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직업학교에서
실시되는 이론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무를 면제해주어야 한다.
기업이 실습교육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는 관할 상공
회의소가 직업훈련법에 근거하여 감독한다. 이때 상공회의소는 기업 중
실습교육을 충실히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직업훈련 허가를 취소할 수 있
다. <표 5-4>는 상공회의소가 점검하는 기업의 실습교육 내용으로 직업
훈련의 계획, 직업훈련 수당의 지급여부, 직업훈련의 시간 준수, 교육자료
의 무료제공, 이론수업을 위한 근무면제, 직업훈련의 내용, 구성, 목표 등
훈련 내용에 대한 점검, 실습기간에 대한 평가 등이다. 따라서 상공회의
소는 실습생들의 작업현장에서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주력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4. 노동조합의 노동교육
독일노총(DGB) 또는 산별 노동조합은 졸업 후 산업현장에 취업할 개
연성이 높은 직업학교(Berufsschule)에 직접 들어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자료제공 행사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
사업은 직업학교투어(Berufsschultour)라는 사업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독일노총 청년사업단 자료에 따르면 매해 수천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역본부 수준에서 재정 및 인력
여건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수업의 경우
내용은 노동법적 권리교육, 단체협약 이해, 노동조합의 역할, 경제와 사회
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포괄적이다.
노동조합 청년사업팀은 학교 건물 현관이나 운동장 등에 정보제공대
(Info-Stand)를 설치해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며, 이러한 자료를
학생들만 아니라 교원들에게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기본적으
로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른바 정치교육이라는 범
주 아래 학교 책임자와 협의하여 노동조합(노총 및 산별연맹) 지역본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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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독일 노동조합총연맹(DGB) 헤센-튜링엔 지역본부 교육원 청년사업팀
(고등학교에서의 노동법 및 노동조합 교육 Action)

자료 : 저자 작성.

청년사업단이 주도하여 시행하고 있다. 학교에서 이러한 행사(‘민주주의
와 공동결정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독일 사회의 민주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작업장 공동결정제도를 설명해주기도 한다. ‘민주주의와 공
동결정 행사’는 6시간 프로그램, 그리고 강의는 45분짜리와 90분짜리 등
으로 구분되어 진행되며, 학교가 선택할 수 있다.
독일노총은 직업학교투어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 청소년노동자는 (학교)현장에서 직업학교교육(작업장)에서의 권리를
배운다.
- 조합원들이 전문가들로서 복잡한 사회현상의 내용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해준다.
- 매우 최신의 교수법으로 청년(예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정규수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 우리가 제공하는 내용은 학생들의 직업학교에서의 교육 내용과 다양
하게 연관돼 있다.
- 청소년들은 우리 교육을 접함으로써 작업현장에서만 아니라 청소년
에게 필요한 사회참여의 다양한 내용․방법을 접하게 된다.
- 청소년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세계 및 삶의 세계에 대해 이해하고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나가는 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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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청년단과 직업학교의 공동작업은 학생들에게만 아니라 교원
들에게도 배울 것을 제공한다.
이러한 직업학교투어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은 이를 위해 1주(필요시 2
주차 심화과정) 동안의 특별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에서는 지
[그림 5-3] 독일노총의 청소년근로보호법 애니메이션 제작

자료 : 함께 행동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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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인 내용만 아니라, 그 전달방법, 시청각 자료 활용법, 의사소통법, 갈
등조정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하여 집중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들은 혼자
서가 아니라 팀으로 어떻게 협업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배
우게 된다. 학교에 가서 강의 및 정보제공 등의 공동행동 후에는 평가회
에서 피드백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강사로서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은 조합원 교육을 위한 노총 및 산별 지역본부 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으
며, 조합원에게 보장되어 있는 1주일간의 교육휴가 및 교육비 지원을 받
을 수 있다. 이러한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조합원들만 아니라
모든 성인들에게 보장돼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향상교육에 대한 학
습권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인바, 노동조합교육원이 민주시민교육기관의
하나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노동조합총연맹 청년사업단8)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혹
은 직업․업종별 실습기회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그림 5-3 참조).9)
매우 다양한 청년노동자 권리 및 의무 관련 자료들을 생산해서 제공하고
있는바, 예를 들어 현장실습, 최저임금, 산재, 빈부격차의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간단한 동영상 등도 제작되어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자료 등
이 제공되고 있다.10) 특히 교육․연구노동조합연맹(GEW)에서는 교원들
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노동조합 교육원에서 시행
하는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교육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져 보고서가 제출되고 있다.
활동가들이 공공적 성격의 교육원을 설립하기로 하여 건립된 후, 1975
년 헤센 주정부는 노동자와 25세 미만의 직업교육수련자에 대하여서도 5
일(내지 6일)의 교육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입법․보장하였으며, 1974년
｢성인교육기관설립촉진법(EBG: Gesetz zur Förderung von Einrichtungen
der Erwachsenenbildung)｣이 제정되고, 이후 노동조합 교육원도 성인교
육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인되어 재정 지원을 받게 되었다.11)
8) 이러한 직업학교 대상 직업학교투어 외에 일반고 졸업 후 대학 진학자 대상으로
는 대학교에 유사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9) http://jugend.dgb.de/dgb_jugend/service/job-und-praktikaboersen/jobboersen.
10) http://jugend.dgb.de/dgb_jugend/material/videoclips.
11) 1985년 초부터는 헤센 주에 유급으로 1주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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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요약과 함의

첫째, 독일은 ‘노동사회(Arbeitsgesellschaft)’로 특징지어질 정도로 노
동존중 사회이다. 독일에서는 ‘노동교육(Arbeitserziehung)’이라는 용어보
다 ‘노동 관련 일반교육(arbeitsorientierte Allgemeinbildung)’이라는 용어
가 더 널리 사용되고 있다. 즉, 노동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독자 학문적
체계로 세워놓고 있다. 노동교육의 내용은 진로 오리엔테이션, 노동문화,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그리고 노동비전 등을 망라한다.
둘째, 임금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교육한다. 제도교육 체계 내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최고의 단계라 할 수 있는 9～10학령기 중 한 학기는 전
적으로 ‘경제와 노동(생활)’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주제는 ‘인간
생존의 기본토대로서 경제적 행위’이기 때문에 단순한 수요․공급 및 기
회비용 등 경제이론 개념 중심으로 설명(현행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체
계․내용)하지 않고 시장경제에서 경제와 민주주의 및 사회적 관점, 이해
집단과 단체협약 당사자들의 문제, 기업의 폐업 또는 실업과 빈곤의 문제,
그리고 경제와 생태계의 문제 또는 세계경제관계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학습한다.
셋째, 중등교육과정에서 노동교육은 크게 3개의 분야로 나뉜다. 먼저
직업․진로 설계, 노동(자)과 사회 및 사회보장, 그리고 끝으로 노동기본
권과 노사관계 관련 부분이다. 교과서에는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
한 사업장 차원의 모의노사관계 역할극이 제시된다.
뿐만 아니라 청년․학생들에게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도 매우 논쟁적인
방식으로 고민하도록 유도한다. 대표적인 주제로 (청년)실업 또는 노동세
계에서 성차별 또는 비정규직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주제들은

는 법이 도입되었으며, 이후 베를린, 브레멘, 니더작센 및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
주에도 동일한 법이 제정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헤센 주 전체 노동자의 1.4%인
28,645명이 유급 교육휴가를 향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 중 39%인 11,126명이
노동조합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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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사회과 교과에서 매우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바,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상호 대립되는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그 근거를 서로 논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개인별로 자신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피력할 수 있도록 훈
련시킨다. 다만 상대의 입장에 대해서도 감정적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으
로 이해하고 대응논리를 정확히 제시하여 자신의 입장을 변론할 수 있도
록 훈련시킨다. 특정 입장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다. 근래 ‘4차 산
업혁명과 노동’은 그러한 주제의 하나이다.
넷째, 독일에서 노동교육의 수행 주체는 제도교육의 교원 및 평생교육
교육자들만 아니라 노동조합 또한 중요한 교육 주체이다. 노동조합 총연
맹 및 산별연맹 등의 교육원은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 중 하
나이다. 노동조합 교육원들은 각 정당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다양한 재
단들(예, 아데나워(Adenauer), 에버트(Ebert) 및 나우만(Naumann) 재단
등)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민 정치교
육을 담당하는 공인된 민주시민교육 기관이다. 노동조합 교육원은 다양
한 민주시민교육 강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바,
직업계고생을 대상으로 직업학교투어에 강사로 참여하는 조합원들을 대
상으로 1주(필요시 2주 심화과정) 동안의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
다. 이 교육에서는 강의에서 전달할 내용만 아니라, 그 전달방법, 시청각
자료 활용법, 의사소통법, 갈등조정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하여 집중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며, 이들은 혼자서가 아니라 팀을 짜서 공동교육 수행 방법
도 학습한다. 학교에서 강의 및 정보제공 등의 교육활동 후에는 평가회에
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교육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자치단
체 조례 등으로 제정된 ｢민주시민교육진흥법｣에 보장되어 있는 1주일간
의 유급교육휴가 및 교육비 지원을 받고 참여하는 것이다. 모든 성인들에
게 보장돼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향상교육 학습권으로
보장받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끝으로 독일의 직업학교 학생의 듀얼시스템에 따른 실습․학습 과정에
서도 노동기본권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진행되고 있다. 독일의 일-학습
병행이라는 듀얼시스템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학교와 기업 간의 환류
적인 교육이다. 언뜻 우리나라의 직업계고의 2+1제도가 연상되지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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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크게 다르다. 독일 듀얼시스템에서 실습생은 학교에 소속감이 강한 것
이 아니라, 기업에 속한 근로자(실습생)이고, 일부 이론교육을 듣기 위해
근처의 직업 ‘학교로 보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기업은 실습생을 시간제
학생(part-time student)으로 간주하고, 학교에 ‘보내(release)’ 이론학습
을 보강하도록 한다는 표현을 쓴다. 독일의 직업학교와 산업현장에서 동
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학교 과정은 학교가 중심이 아니라 산업체에서
의 교육훈련이 중심이라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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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영국의 시민교육과 노동교육

1. 국가교육과정과 시민교육12)
영국은 한국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Key Stage 1, 2(핵심단계 1, 2 : 이
하 KS로 약함)와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Key Stage 3, 4(핵심단계 3, 4)
로 구성되어 있고, 의무교육은 16세까지이다. 핵심단계를 모두 이수했다
고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2년 과정의 상급고등학교에 진학
해서 대학준비 과정을 마쳐야 한다. 2002년 국가교육과정으로 정식 편재
된 시민교육은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자율학습하지
만 중등학교부터는 의무교육이다.

2. 시민교육과 노동교육
영국의 교육부는 유럽연합의 시민교육 강조 정책을 존중하여 교육과정
을 개편하였다. 2013년 교육과정 개편안이 제시하는 시민교육 교과목의
12) 제1절 1～2의 내용은 진숙경․송태수 외(2015), pp.30～36의 내용을 약간 수정하
여 전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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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영국 학령별 교과체계

연령
학년
영어
핵심
수학
과목
과학
예술과 디자인
시민교육
컴퓨터
디자인과 테크놀로지
기초
외국어/근대외국어
과목
지리
역사
음악
체육
종교교육
필수 성교육
교과 PSHE(Personal, Social, Health
and Economic Education)

Key Stage Key Stage Key Stage Key Stage
1
2
3
4
5～7
7～11
11～14
14～16
1～2
3～6
7～9
10～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DfE(2013); 진숙경 외(2015: 31) 재인용.

중요성과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DfE, 2013; TES, 2014).13)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2000년 노동당 정부나 현재의 보수당 정부에서 밝힌
시민교육 교과목의 핵심어는 ‘적극적 시민성’ 함양이라는 점이다. 즉, 높
은 수준의 시민교육은 청소년이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이해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청소년
들은 시민교육을 통해 영국이 어떻게 통치되고 운영되는지에 대해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민교
육은 청소년이 성인으로서 자신의 경제적 안녕(Wellbeing) 추구에 필요
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
13) 시민교육 교과목에 대해서는 오해섭․박정배(2013), pp.34～37을 주로 참조하면서,
시민교육 커리큘럼을 교원들에게 설명해주기 위한 자료 TES Resources(2014),
“Citizenship Key Stages 3 and 4 Resources to help you teach the 2014
curriculum for citizenship”을 참조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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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돕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한다(오해섭․박정배, 2013: 36). 시민교
육 교과목의 구체적인 목적은 민주적인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법체
계 및 집행에 대한 이해, 미래 직업생활에 대한 준비 등이다.
2011년 새롭게 제시된 영국 시민교육 교과목의 목표는 2002년 시민교
육 교과목의 교육 목표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2011년 시민교육 교과목
은 한편으로, 정치참여와 정치제도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강조하고 있으
며, 다른 한편으로, 경제생활에 대한 책임감 있는 행동을 강조하는 점에
서 구분된다. 현재 영국의 국가교육과정에는 경제 교과목이 없으며, 시민
교육에서 경제생활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경제적으로 책임감 있고 자립
적이고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시민성의 육성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해섭․박정배, 2013: 36).
영국의 향상교육진흥위원회(The Furt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표 6-2> KS3 KS4 단계 시민교육 교과목의 성취목표
Key Stage 3
- 영국의 정치제도 발전과 그 과
정에서 시민의 역할 이해(민주
주의, 의회제와 군주제도, 발전
과정과 시민의 역할 포함, 다
른 나라의 정치제도 등을 포
함)
- 의회의 구성과 운영, 투표와
선거, 정당의 역할
성취 - 영국의 시민혁명과 자유에 대
목표 한 이해
- 법과 질서에 대한 이해, 민법
과 형법의 차이 이해
- 자발적 주도그룹, 지역사회에
의 참여, 지방의회 등(공적제도
와 시민사회의 주도성의 역할)
- 화폐의 사용과 기능에 대한 이
해, 개인의 재산운용과 관련
서비스 및 제도 이해

Key Stage 4
-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정부의 책임
과 역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
- 다양한 종류의 선거제도와 선거를 통한
의사결정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 전 세계의 정부구조에 대한 이해(민주주
의 국가와 비민주주의 국가 모두 포함)
- 영국과 유럽연합, 영연방 국가, 전 세계와
의 다양한 역학관계 이해
- 국가적, 지역적, 종교적, 인종적 정체성과
다양성 이해와 상호존중의 필요성 및 이
에 관한 이해
-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자
원봉사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적극적
참여 방법에 대한 이해와 실천
- 임금, 세금, 신용과 부채, 경제적 위기와
복잡한 자산운용 관련 서비스 및 공공재
정 이해

자료 : DfE(2013), “The 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Department for Education”,
p.7; TES Resources(2014), “Citizenship Key Stages 3 and 4 Resources to help
you teach the 2014 curriculum for citizenship.”; 진숙경 외(2015: 3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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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00년에 16～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문그룹 보고서를 발행하
였는데14),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교육은 시민교육의 중
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하였다(<표 6-3> Citizenship Matrix 참조). 이는
노동교육이 시민교육의 부분영역이 아니며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6-3> Citizenship Matrix
1

2

3

4

5

6

7

공동체
가족 평생
소비자
납세자 유권자 노동자
구성원
구성원 학습자
A

특정 역할과 관련된 권리와 책임의
이해를 분명히 함

B

특정 상황에 적절한 도덕적 가치의
틀에 적용

국내 및 전 세계적으로 문화, 성, 종
C 교, 인종, 공동체의 다양성을 이해하
고 존중함을 입증
D 편견과 차별에 저항하여 싸우기
E

정보의 출처(광고, 미디어, 압력단체,
정당)에 대한 비판적 평가

F 재무 관리
의사결정 및 선택 시 위험과 불확실
G
성 평가
H 변화를 개시하고, 대응하고, 관리함
I

특정 문제를 다루는 적절한 메커니
즘이나 기관을 선정

J

특별한 행동과정의 사회적, 자원환경
적 영향 확인

자료 :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2000: 37); 진숙경 외(2015: 35)
재인용.

14) 자문그룹의 대표는 크릭(B. Crick) 교수였는데, 자문그룹은 특별히 이 보고서의
의미를 “교육․고용부장관에게 시민성의 원칙과 목적이 전일제 학교교육 과정
학생들에게 이후 16～19세 청소년기 향상교육훈련 과정에 대비해서 어떻게, 그리
고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라고 밝히고 있
다. DfEE(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2000), Citizenship for 1
6～19 Year Olds In Education And Training, Report of the Advisory Group to
the Secretary of State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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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민교육협회(ACT : Association for Citizenship Teaching)는 강
의를 위한 교사 대상 자료 중에 노동조합에 의한 교육을 소개하고 있으
며, 노조 사이트를 연결해준다.15) 여러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
[그림 6-1] 노동조합이 학교 안으로

자료 : http://ebctuc.co.uk/.

15) 시민교육협회(ACT)는 권위 있고 공인된 기관으로, 시민교육을 위한 다방면의 교
육자료를 제공하는 협회이다(http://www.teachingcitizenship.org.uk/news/01022
011-0000/unions-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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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고 있는 사이트 ‘노동조합이 학교 안으로(Unions Into Schools)’에서
는 노동조합의 역할과 필요성, 노동조합의 역사와 사회․역사적 의미, 그
리고 노조의 다양한 활동 내용 등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영국노동조
합총연맹(TUC)만 아니라 교원노동조합, 공공연맹 등 다수 산업별 노동
조합연맹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동영상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교육자료
가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TUC가 배부하는 강의 ‘권리와 의무’ 관련 자료 중에는 교원의
강의교안, Factsheet, 활동지 등을 모두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아래 제시
된 강의교안의 일부에서 확인하듯이 강의에서는 노동기본권 관련 주제만
아니라, 작업장에서의 따돌림 문제 및 파견근로자 문제까지 다루며, 권리
와 책임의 균형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3. 노동조합(Unite)의 청소년 노동교육
영국의 연합노동조합 유나이트(Unite)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조
합을 소개하고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 명칭은 ‘Unite in Schools’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노동조합의 역할이 무엇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학습하게 된다(헤럴드경제, 2018). 노동조합에 대한 청소년의
올바른 이해를 촉구함으로써 바로 이들이 멀지않은 미래에 새로운 조합
원들로 충원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담론 형성에도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최근 TUC가 재원 부족으로
인해 청소년 학생 대상 교육사업을 적극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나이트는 2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제한적인 재
원으로 운용하기 때문이긴 하지만, 대의원(union reps)이나 학습위원
(learning reps) 또는 적극적 활동가 등으로부터 강사를 충원하고 있다.
이들 강사에게는 교통비와 봉사에 대한 대가(약 150파운드/일)를 지불하
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강사들은 휴가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전직(轉職) 대기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정책에 따라 학교가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 프로그램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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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출발 : 일할 권리와 책임｣

자료 :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2010); 진숙경 외(2015: 38)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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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시민성 교육 내용의 영역별 연관 및 주제 응용
시민성

PSHE : Economic
Wellbeing and Financial
Capability

PSHE : Personal
Wellbeing
개인은 일정 상황 범위 내

에서 자신이나 혹은 타인
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할
취업을 위해 요구되는
필요가 있음을 이해함
핵심 다양한 종류의 권리와
역량, 태도 및 기술(숙련)
개념 의무를 탐구
모든 형태의 선입견이나
에 대한 이해
차별은 우리 삶 전 과정에
서 거부되고 거부해야 한
다는 것을 이해함
안전, 건강과 웰빙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진 상태에
연구하고, 계획하고 그 키고 일에서 긍정적 미
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식
리고 조사하여 알아봄 래를 갈망함
과 이해력을 활용함
탐구, 토론 및 행동을
이슈나 문제들에 대해 자존감을

유지․발전시

핵심
통해서 배워 얻어낸 정보 원천의 범위를 확 나와 상대의 권리와 책임,
과정
결론에 근거해 다양한 인하고, 선택하고 활용함 그리고 상대의 행위가 가
관점들을 설명함
져올 결과를 인지한 상태
문제나 이슈에 대해 직업세계에 진입하기 위 에서, 관계 속에서 협상의
착수하기 위한 창조적 해 요구되는 중심 역량 사회적 기술을 활용함
접근법을 탐구함
범위와 사용자와 피고용인의
내용 권리와 책임
주제 집중적이고 논쟁
커리
적 이슈에 대한 토론
큘럼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
기회
단적으로 일하기

과 숙련․기술을 확인함
일터에서 권리와 책임, 일 리스크를 줄이고 해악을
관계에서 가치와 태도들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일 관련 이슈들에 대해
조력원과 지원을 확인하며,
사례들, 시뮬레이션, 시
타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나리오 역할극과 드라마
제공하려는 책임감을 가짐
등을 활용함

자료 :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BIS)(2010: 3); 진숙경 외
(2015: 39) 재인용.

행이 가능하며, 혹은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
하여 진행되기도 한다. 지역별로 청소년 학생 중에서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변자(Speakers)를 양성․확보하여 이들의 도움도 적극 받
아가며 교육사업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들 학생은 학교운영에 참여하
여 교육 프로그램 유치를 요구하기도 한다. 학교의 교원노동조합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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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활용하기도 하고 혹은 학교장들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긍
정적으로 평가하고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유나
이트는 캠페인 노조(campaigning union)라 할 정도로 조직 확대를 위한
사업에 적극적이며, Unite in Schools 프로그램은 그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학급단위 혹은 대형 강의실 수업(약 200명까지) 방식으로
진행하는 교육도 있으며, 학교의 요청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주로 한 시간 내지 2시간 등, 학교의 요청에 따라 유연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들 강사는 1시간 강의의 흐름을 5분 단위로 치밀하게 준비하여
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바, 일례로 도입 5분, 노동조합 의미 및 필요성
관련 동영상 5분, 참여식 프로그램(Activities) 25분, 피드백 5～10분과 엔
딩 5분 등으로 계획․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 Unite in Schools 프로그램은 노동조합 관련 약사(略史) 및 워
크북 자료를 준비하여 정형화된 내용과 방식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
를 돕기 위한 교육자료도 준비하여 진행하기도 한다. 노동조합의 역사부
터 최근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내용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진행한다.
이러한 강의는 대개 학교장 내지는 학교 교원이 학교장의 동의를 구해서
노동조합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림 6-3] 강의 현장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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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활동 및 작업장에서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림 6-5]에서 보듯이, 최저임금, 산업안전, 근로시
간, 교육훈련을 통한 자기계발의 권리, 그리고 집단적 요구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권리 등이 중심 내용이다.

제2절 요약과 함의

영국 노동교육의 시사점은 첫째, 노동교육이 민주시민교육과 함께 병
행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둘째, 시민교육과 노동교육은 정부 교육 기관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및 노조의 참여를 통해 강화될 수 있으며,
셋째, 노동교육이 경제교육의 하위개념이 아니라 올바른 경제생활을 위
한 중요한 독립 교과목이라는 것이다(진숙경․송태수 외, 2015).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영국의 연합노동조합 유나이트는 최근 몇 년 동
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 소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
는데, 이 역시 우리나라에 참고가 될 만하다(부록 2 참조). 영국노동조합
은 ‘Unite in Schools’라는 전국 수준의 10～11학년 재학생 대상 교육 프
로그램을 진행되고 있는데, 국정 시민교육 프로그램 Key Stage 4단계 과
정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노동조합의 역할에 관한 개괄
적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는
유나이트의 일반 조합원 중에서 훈련을 거친 조합원들에 의해서 진행되
고 있다. 강의는 주로 학생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노동기본권
및 노동조합 관련 내용 외에도 사회경제 현상에 대한 이해를 산업현장에
서 일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구체적 현황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노동조
합에 대한 청소년의 올바른 이해를 촉구하여 노동조합 관련 사회적 담론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함뿐만 아니라, 멀지않은 장래에 새로운
조합원들로 충원될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청년층의 조직화 사업의 일환
으로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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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노동조합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달성하였는가?(강의자료)

자료 : 영국노동조합(Unite)의 노동교육 강의자료.

[그림 6-5] 우리 모두를 위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 당신에게 보장된
일터에서의 권리 다섯 가지(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리플렛)

자료 : 영국노동조합(Unite)의 노동교육 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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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교원의 강의 교안(영국)
Introduction

Title Slide

Introduction

Slide 1
Presentation index

SECTION 1

Slide 2. Section 1

You Have Rights At Work

Slide 3. You Have Rights At Work
This slide introduces the difference between a
‘right’ and a ‘responsibility’ at work.
Some of these rights are provided by the Government and are enshrined in UK law; these
are called ‘statutory rights’.
Some of your rights are agreed by you and your
employer in your contract, these are called
‘contractual rights’.
In many workplaces, your rights will be outlined
in an agreement that has been negotiated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workforce, represented by their trade union. The trade union has
helped win those rights.

Examples Of Your Rights At
Work

Slide 4. Examples Of Your Rights At Work
You will see how some rights are basic minimums guaranteed by law while others are
agreed in a contract with your employer.
A good teaching point is that NEGOTIATION is
the best way to resolve any conflict arising from
misunderstandings or breaches of rights.
Trade Unions have specialist officers available
to help members who have reached a position
of conflict with their employers over interpretation of their employment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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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의 계속
Examples Of Your
Responsibilities At Work

Slide 5. Examples Of Your Responsibilities At Work
Rights are enshrined in law whereas responsibilities are not – but they are equally important in creating a fair and effective working
environment.
If you reflect on your own job as a teacher you
will be able to create a clear definition of what
is a right and what is a responsibility. The same
concept applies to other areas of life.
On screen are just a few examples of responsibilities at work.

ACTIVITY

Slide 6. ACTIVITY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he previous screens showed just a few examples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t work. Ask
your students to add to the list with ideas of their
own.
Activity Sheet 1 is an answer sheet for students
to use.
Agree the ideas suggested with the class.

The Union View

Slide 7. The Union View
This short video summarises the reasons why
everyone has rights at work, and the importance
of knowing what these are. It is presented by
Sarah Veale who is Head of Equality and Employment Rights at the TUC.

SECTION 2

Slide 8. Section 2

ACTIVITY

Slide 9. ACTIVITY Making Choices
This slide, and the following nine slides, form the
basis of a group activity engaging students in
some realistic working scenarios which bring to
life some of the key working rights, and their
corresponding responsibilities.
Make sure all students have a printed copy of ‘A
Basic Guide to Employment Rights’ and all four
Scenario Guides, presented on Activity Sheets
2-5 before they start th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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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의 계속
ACTIVITY

Slide 10. ACTIVITY Making Choices
This section presents four scenarios. Each scenario relates to a key issue at work: bullying, redundancy, agency workers and trade unions. Each
scenario asks students two lead questions which
are a platform for discussion – this could be done
in small groups or as a whole class exercise.
Once students have formed their own opinions on
the scenario, click to view a short video clip
where a TUC officer describes, in simple terms,
the ‘answer’.
Did your class agree with the union view?

Bullying

Slide 11. Bullying
In this scenario a lorry driver has been accused of
bullying another driver. He was immediately
fired.
Use the questions to help your class form their
own opinions, then click to the next slide to see
what the union view would have been.

Summary

Slide 33. Summary
This summary will help to remind your students
that they have rights, but they also have responsibilities.
Most problems at work can easily be sorted out.
If you have problems at work or work experience you can ask to speak to someone. In big
companies or public sector organisations, like
hospitals, there will be a special team called
Personnel or Human Resources that will have
people who can discuss issues with you.
There may also be a trade union in your workplaces; by joining the trade union you can get help
from your union rep.
If you are in a small business with no Personnel
Department or no union, you can get good advice
from other organisations like ACAS or the
Citizens Advice Bureau.

Quiz Time

Slide 34. Quiz Time
In order to help you assess student understanding we have added a short quiz from slides
35-40.

End Slide

End Slide

자료 : 영국교원의 노동교육 강의 자료를 저자가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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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Unite in Schools의 노동조합 및 노조의 역할 관련 교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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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의 계속

자료 : 영국노동조합(Unite)의 노동교육 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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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프랑스 노동교육 사례

제1절 프랑스 노동교육의 위상

1. 프랑스의 노동교육과 시민교육
프랑스의 노동교육은 시민교육 과목과 역사지리 과목, 경제사회 과목
내에 포함되어 운용된다. 학생들은 노동교육이라는 단독 과목 대신, 여러
교과목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노동교육에 대해 접하는 것이다. 시민교육
과목을 통해 건강한 노동자로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지식과 경
험을 쌓고, 역사 수업에서는 노동자와 노동조합 등 노동교육의 주요 요소
가 프랑스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결과에 대해 학습한다. 경제사회 과
목에서는 시장, 화폐, 금융 등 노동과 관련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공부
하면서 노동과 관련해 여러 각도에서 배우게 된다. 노동교육과 시민교육,
역사지리, 경제사회 과목 등은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했으며, 이러한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과목은 시민교육이다. 프랑
스 시민교육은 초중고 12년간의 학제 전체에서 독립교과목이자 의무 과
목으로 교수되는 중요 과목 중 하나다. 프랑스 시민교육은 역사지리 과목
과 경제사회 과목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기본 목표 및 세부 교과과정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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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초중고 학교 내 교과과정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학습
하게 하는 정부 주도형 교과목이다. 정부 주도적으로 실행되는 프랑스 시
민교육은 여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프랑스만의
독특한 정치, 사회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프랑스의 시민교육 체제는
독일, 스웨덴 등의 국가의 경우 정부뿐 아니라 시민단체 역시 시민교육의
주요한 행위자가 된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와 차이가 있다.
프랑스 노동교육의 발전과 현행 체계 및 내용은 시민교육의 역사적 부
침과 함께 변화해온 만큼, 노동교육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민교육의 시작과 변천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2. 프랑스 시민교육의 역사
프랑스 시민교육은 역사적으로 3단계를 거쳐 발달되었다(송용구, 2010).
첫 번째 시기는 프랑스 대혁명부터 제3공화국(1870～40년)까지로 당시
근대교육제도의 시작은 제정으로의 회귀를 막기 위해 시민들에게 공화국
정신을 이식하고자 함이었다. 국민 교화, 애국심 함양, 국민적 통일성 확
보를 목적으로 하는 도덕, 시민교육이 실행된 것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였다. 두 번째 시기는 1940년부터 1985년까지로 68운동 이후
권위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시민교육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인 애국심 이식 운동으로 간주되었고, 이 때문에 시민교육이 약
화,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마지막 시기는 198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
간이다. 1980년대 들어 경제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이민과 인종
차별, 학교 폭력 등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대두하자 공교육 내 시민교육
을 재도입해 공화국의 가치를 전달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
론이 강해졌다.
1985년부터 시민교육이 공교육 교과목으로 부활된 것은 이러한 이유에
서였다. 1985년, 시민교육이 초등학교 교과목으로 가장 먼저 편입되었으
며, 초등학교의 시민교육은 다시 1995년, 2002년, 2008년 그리고 2015년에
개혁 과정을 거쳤다. 시민교육이 1995년에는 중학교, 1999년에는 고등학
교까지 의무단독 교과목으로 확대 도입되면서 현재의 시민교육 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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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되었다.
2000년대에도 시민교육의 개혁이 계속되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08년과 2015년 개혁이다. 2008년에는 시민교육에 윤리 과목이 접목되
면서 ‘시민윤리지도(instruction civique et morale)’로 확장되어 윤리적 측
면을 강조하게 되었다. 2015년에는 다시 ‘시민윤리교육(éducation civique
et morale)’으로 개칭되었다. 2015년 시민교육 개혁은 시민윤리지도를 시
민윤리교육으로 대체함으로써 단순한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던 지도
(instruction)식 시민교육을 폐지하고,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과 소통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시민교육이 1985년부터 공교육 내 제도화, 의무화, 단독교과목 편성 등
현격한 발전을 이루어온 것에 비해, 노동교육에 관한 변화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관해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노동교육이 단독교과목이 아니라 시민교육 교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화는 일부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리고 둘째,
노동교육이 시민교육뿐 아니라 역사지리(histoire et géographie) 과목이
나 경제사회(économie et social) 과목과도 연관성이 높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015년 교육 개혁은 노동교육이 본격화되는 직업고등학교 시민교육 과
정을 대폭 수정했다. 기존에는 시민교육 과목을 별도로 지정해 별도 교과
서로 교수했으나, 2015년부터 역사-지리 과목에 통합시켜 역사적인 내용
과 시민교육 및 노동교육 간 연계성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3. 프랑스 노동교육의 특성
프랑스의 노동교육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프랑스 시민교육
과목에 융합되어 교수되는 경우 초․중․고 교과과정이 공통의 학습 목
표를 지향하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화되어 전 학년에 배운 내용을 기
반으로 보다 깊은 내용을 익힐 수 있게 된다. 타인 존중하기, 프랑스 공화
국의 가치 이해와 공유, 시민 문화 익히기라는 세 가지 학습목표에 관해
초등학교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면,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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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정교한 내용을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프랑스의 시민
교육 과목의 구성은 학생들로 하여금 시민교육에 대해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둘째, 프랑스의 노동교육은 다른 과목과 적절히 융합되어 교수된다. 노
동교육은 시민교육, 역사지리학, 경제사회학, 프랑스문학 등 다양한 과목
에 통합되어 있는데, 다른 교과목에서 관련 내용이 다루어질 때 노동교육
이 함께 소개되는 식이다. 단일 교과과정으로 편성될 경우 과목 고유의
특성을 살릴 수 있으나 시민교육이나 윤리학, 경제, 사회, 문학 등 다양한
과목과의 연계성을 찾기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프랑스식 노동
교육은 다양한 과목과 통합시켜 가르치기 때문에 노동교육에 대한 역사
적, 경제적, 정치사회적, 문화적 측면 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해진다는 점
에서 학생들의 학습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과 학생들로 하
여금 직접 생각해보도록 유도하는 토론식 수업이 적절히 혼합되어 있다.
강의식 수업을 통해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한편, 토론식 수업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관련 원칙과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추론하도록 유도한다. 토론식 수업의 강화는 시민교육의 경우 2015년 시
민교육 개혁으로 강화되었다가, 2018년 개혁으로 다소간 다시 약화된 바
있다.

제2절 학교 내 노동교육 현황과 특성

1. 초․중․고 시민교육의 공동 목표와 방향
시민교육은 개인과 사회생활에 대한 책임감을 익히고, 윤리 및 시민 문
화와 비판적 사고방식을 익히는 데 목표를 둔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
으로 한 시민교육은 노동교육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초․중․고 단계의 시민교육 교과과정은 2018년 9월을 기점으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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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었다.16) 언어, 수리 및 타인에 대한 존중에 관한 국제 조사 결과 프
랑스 초등학교의 관련 교과과정이 개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새로 개혁된 2018년 프랑스의 시민교육과 프로그램의 주요 주제는 타
인 존중(respecter autrui), 프랑스 가치 습득과 공유(acquérir et partager
les valeurs de la Répulibuqe), 시민문화 익히기(construire une culture
civique)다. 세 가지 주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반복되며, 각
단계마다 점진적으로 심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된다. 초․중․고 시민교육
은 세 가지 주요 주제하에 감수성 배양, 규칙과 법칙 문화, 판단력 함양,
참여 능력 키우기 등 네 가지 추가 목표를 두었으며, 다시 각 추가 목표하
에는 다음과 같이 공통의 세부 목표를 두었다.17)
◌ 감수성 배양

- 감정과 기분을 조절하면서 표현하기
-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능력 키우기
-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기
- 차이를 인정하기
- 협동하기
-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기
◌ 규칙과 법칙 문화

- 공동 규칙 존중하기
- 민주주의 사회에서 규칙과 법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 이해하기
- 프랑스 공화국과 민주주의 사회의 원칙과 가치에 대해 이해하기
- 규칙과 가치 간의 관계 이해하기
◌ 판단력 함양

- 분별력과 비판적인 사고 능력 키우기
- 토론과 논의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대립하기
- 엄밀한 자료 조사 능력을 키우기
16) Arrêté du 17. 7. 2018, J.O. du 21-7-2018.
17) “Les finalités de l’enseignement moral et civique,” Bulletin officiel de l’éducation
nationale, n〬 30, 26 juille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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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이해관계와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를 구별하기
- 공익 개념 이해하기
◌ 참여 능력 키우기

- 자신의 사회, 정치적 참여에 대해 책임질 줄 알기
- 다른 사람을 책임지기
- 학교와 기관 내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하기
- 공동생활과 환경에 대해 책임지기와 시민으로서의 의식 함양하기
- 협업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능력과 사고 능력 키우기
네 가지 주요 목표와 세부 목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시민교육 교
과과정에 이르기까지 공통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교과과정의 통일성 유
지를 통해 초등학교 때에는 기본적인 시민교육과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중학교에서는 본격적인 교육에 돌입하고, 고등학교 때에는 심화 과정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점진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했다.18)
특기할 만한 점은 노동교육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시민교육뿐 아니라 역사지리 과목, 경제사회 과목, 학교와 교사에 따라
프랑스어 과목 등 다양한 과목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른 과목 내
에서 주제에 따라 노동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기도 하지만, 때로는 타
교과목 교과서 안에 ‘시민교육’ 제목을 달은 페이지나 박스 텍스트를 만
들어 역사지리 등 타 교과과목의 해당 부분과 연결되는 노동교육 내용을
설명하기도 한다. 두 과목 이상이 융합 구성된 교과서는 한 가지 대상 혹
은 주제에 대해 역사적으로, 시민교육 측면에서도, 또 노동교육 면에서도
조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과목의 유기적인 내용 구성이 가능하며,
학생들의 이해도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초등학교 노동교육의 현황과 특성
시민교육 및 노동교육은 원칙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되지만
18) 프랑스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education.gouv.fr/cid38/programmes-et-ho
raires-a-l-ecole-elementaire.html#Les_horaires_a_l_ecole_primaire(검색일:
2018.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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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초등학교 1～5학년 시민교육 교과과정
학습목표

세부목표
타인 존중하기:

타인 존중하기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자신과의 약속뿐 아니라 타인과의 약속 지키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 책임감 있는 행동하기
학교생활에 알맞은 옷차림과 언어, 태도 유지하기
남들의 의견 들어주기
상황과 다양한 목적에 따라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조절하기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 이해와
공유
시민 문화
익히기

공동생활 규칙 존중하기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 원칙, 상징물 이해하기: 국기, 국가,
기념물, 경축일
민주주의 사회 관련 기본지식 익히기
단체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 활동하기
개인적 이익과 일반이익을 구별하기
타인의 의견을 듣고 논쟁하기

자료 : “Les finalités de l’enseignement moral et civique”(2018)를 참조해 저자가 재
구성했음.

실제로는 저학년 시민교육 과정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으며, 고학년
에서 언급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저학년의 시민교육 교과과정 학습목표
가 공동체 생활이나 규칙 준수 등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차후 중․
고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는 노동교육의 근간이 된다.
초․중․고 시민교육의 목표에 대해 소개한 <표 7-1>～<표 7-3>을
비교해보면 프랑스의 시민교육은 각 단계마다 각기 다른 목표를 추구하
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유사한 목표를 추구하되 연령이 높
아질수록 내용을 심화하는 식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간략한 학교생활 속 규칙 등에 대해 공부하고, 고
학년부터 인권이나 기본권 등 이해하기 쉽지 않은 추상적 개념에 대해 간
단하게 접근하고 있다.
<표 7-1>에서 보듯 초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CP, CE1, CE2)에 해
당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시민교육과 노동교육이 매우 기본적인 수준
에서 소개된다.19) 자신과 타인 간의 의사소통이나 생활 규칙 등을 체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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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미래의 프랑스 시민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시민교육 학습목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 남들과 더불어
사는 원칙으로서의 규칙, 혼자 혹은 남과 함께 생각하는 능력으로의 판단,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기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다음 그림은 프랑스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시민교육 교과서 중 한 페이지다. 왼쪽 페이지에는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채택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오른쪽에는 1948년 채택된 ‘세계 인
권 선언’이 소개되어 있다.
하단에는 각 선언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있으며,
사진 왼쪽과 아래 부분에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교과서가
[그림 7-1] 초등학교 4～5학년과 중학교 1학년 대상 시민교육 교과서

자료 : Sophie(2015 : 48～49).

19) 초등학교 저학년 윤리시민교육 프로그램은 다음의 행정명령에 의거해 결정되었
다. ｢2015년 6월 12일 행정명령｣(arrêté du 12-6-2015, J. O. du 21-6-2015;
Bulletin officiel n° 30 du 26-7-2018).

138

노동교육의 진단과 합리화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왼쪽 페이지의 질문은
“‘시민과 인간의 권리 선언’에 대해 어려운 용어 대신 학생들이 사용하는
어휘와 표현으로 이야기하라”고 유도하고 있다. 오른쪽 페이지 4번 질문
은 “‘시민과 인간의 권리 선언’과 ‘세계 인권 선언’ 간 공통점을 찾아보라”
며, 학생들로 하여금 인권 및 기본권에 대한 노력이 18세기 말부터 시작
되었으며 20세기에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있다. 이
러한 구성을 통해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 학생의 능동적인 학
습을 강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초등학교 시민교육 및 기타 과목에는 노동교육에 할애된 부분이 많지
않다. 초등학교 1, 2학년 과정 내에는 노동교육이라 할 만한 내용이 없으
며, 초등학교 3학년(CE2)부터 직업의 종류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된다. 노
동교육이라 일컬을 수 있는 부분은 시민교육 과목의 ‘세계 구조 탐구’라
는 챕터 내에 주위 세계의 구조와 직업 등을 익히는 파트에 포함되어 있
다. 본 파트에 따르면 직업 종류로는 장인, 농부, 군인, 소설가, 학자, 음악
가 등이 있는데 이와 함께 노동자라는 직업군을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군 분류는 프랑스 교육계에서는 노동자를 장인, 농부, 소설가,
학자와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인 4, 5학년(CM1, CM2)과 중학교 1학년(6ème)20) 교
과과정의 주 목표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21) 언어능력, 이해수단,
자연과 기술, 세계와 사회 활동, 그리고 인간․시민형성으로, 시민교육은
인간․시민교육 목표에 포괄된다.
노동교육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특기할 만한 점
은 2018년 교과과정 개편으로 인해 역사 과목 내 노동교육이 대폭 강화되
었다는 것이다. 시민교육 과목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과정과 유사
하게 규칙과 법규 준수 등 공동체 생활 이해 등 노동교육의 근간이 되는
것을 학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반면, 2018년 9월부터 역사 과목 중 초
20) 프랑스 중학교 1학년부터는 6학년, 5학년 등으로 표기해 고2를 1학년으로 칭한다.
고3은 마지막 학년(terminal)이라 통칭한다.
21)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윤리시민교육 프로그램은 다음의 행정명령에
의거해 결정되었다. ｢2018년 7월 17일 행정명령｣(arrêté du 17-7-2018, J.O. du
21-7-2018, Bulletin officiel, n° 30 du 26-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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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5학년에 해당하는 CM2 과정의 역사 과목에는 노동교육이 강화되
어 ‘프랑스의 산업시대’라는 챕터가 새롭게 포함되었다. 새로 삽입된 챕터
를 통해 학생들은 5학년, 즉 초등학교 마지막 학년에서 처음으로 산업혁
명이 미친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게 되었다.22)
특기할 만한 점은 새롭게 도입된 산업시대 파트를 통해 학생들이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노동교육의 주요 주제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학
생들은 ‘프랑스의 산업시대’ 챕터에서 산업화란 무엇인가, 183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시대 당시 노동자 계급과 부르주아 계급이 탄생한 이유, 노
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생활수준 등을 학습한다. 노동자 중에서도 광산, 공
장, 수공업, 백화점, 대형 상업시설 등 어느 지역 혹은 직종에 종사하느냐
에 따라 임금과 노동조건이 다를 수 있음을 언급하는 등 노동자들의 다
양한 삶에 대해 조명했다. 도시 노동자들이 파리 시내 집값 인상으로 인
해 파리 바깥의 수도권 지역에 거주지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기도 한다. 또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 등을 예로 들면서 노
동조합이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결성된 것이라고
소개한다.
프랑스 교육부는 교사들이 ‘프랑스의 산업시대’ 챕터를 가르칠 때 프랑
스의 산업발전을 사회의 다른 부분과 연계시켜 설명해야 하며, 기술혁신
은 당시 사회 상황과 연결시켜서 이해시켜야 하고, 산업발전을 그 당시
경제 발전에서 배제되었던 농촌 지역 발전과 단순 대비시키는 실수를 피
해야 한다는 등 학생들에게 단편적인 지식을 설명하지 않도록 여러 주의
점을 지적하고 있다.23) 이는 교과과정 개편이 이론적인 노동교육이 아니
라 선조들이 만든 역사 속에서 노동자 계급과 노조, 파업 등을 짚어줌으
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노동자들이 그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성
에 대해 이해시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파악된다.
프랑스의 시민교육 및 노동교육은 시민교육과 역사지리 과목 외 프랑
22) “Thème 2–L’âge industriel en France,” Eduscol,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p.1, http://cache.
media.eduscol.education.fr/file/Histoire/87/5/RA16_C3_HIGE_CM2_Th2_age_ind
ustriel_France_619875.pdf(검색일 : 2018. 11. 7).
2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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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어 과목과도 융합되어 교수된다. 이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교
육부는 교사들에게 프랑스어 말하기, 쓰기에 할당된 시간에 시민교육 주
제를 다룰 것을 권고하고 있다.24) 2018년 7월 초, 본 보고서 연구진이 인
터뷰를 실행한 파리 근교의 한 초등학교 교사(이하 교사 A)는 프랑스어
과목에서도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4학년 담임 교사인 교
사 A는 프랑스어 수업 시간에 빅토르 위고의 시 ｢멜랑콜리아(Melancholia)｣를 가르치는데 그 내용은 19세기 말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는
아동 노동자의 삶에 대한 것이다. 교사 A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의논해
서 이 시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당시 노동자의 삶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멜랑콜리아｣
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당시 노동 환경과 아동 착취에 대해 되새기고,
아동권과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이 프랑스의 노동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민교육, 역사지리
등 타 교과과목에 융합되어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멜랑콜리
아｣의 예에서 보듯 교사들에게 학습할 텍스트를 선택하는 등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노동교육이 다른 과목에서도 자연스럽게 실시되도록 하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고 할 수 있다.

3. 중학교 노동교육 현황과 특성
프랑스 중학교는 1, 2, 3, 4학년(6ème, 5ème, 4ème, 3ème)의 4년 과정
으로 구성된다. 각 학년 학생들은 한 주마다 최소 26시간의 수업을 듣게
되는데, 학년마다 과목당 배정된 수업시수에 차이가 있다. 시민교육과 역
사지리 과목은 1～3학년까지는 매주 3시간, 4학년은 3시간 반씩 진행된
다.25)
노동교육은 중학교부터 학생들에게 노동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

24)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Bulletin officiel de l’éducation nationale, n〬
30, 27 July 2018.
25) 프랑스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education.gouv.fr/cid80/les-horaires-par-c
ycle-au-college.html (검색일 : 2018.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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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중학교 시민교육 교과과정
학습목표

세부목표
타인 존중하기: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자신과의 약속뿐 아니라 타인과의 약속 지키기
타인 존중하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 책임감 있는 행동하기
학교생활에 알맞은 옷차림과 언어, 태도 유지하기
남들의 의견 들어주기
상황과 다양한 목적에 따라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조절하기
프랑스
권리와 의무, 규칙에 대한 개념 이해하고, 적용하고 준수하기
공화국의 가치 프랑스와 EU, 민주주의 사회의 가치와 원칙, 상징에 대해 이해하기
이해와 공유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틀 이해하기
시민 문화
익히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기
공동생활과 환경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하기, 시민의식 함양하기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적절한 자질과 비판적 사고 능력 키우기
대화, 논의, 토론 시 남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의견 개진하기

자료 : “Les finalités de l’enseignement moral et civique”(2018)를 참조해 저자가 재
구성했음.

해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시민교육 과목에서는 노동교육의 기초가 되는
법과 규칙이 다루어지는데, 프랑스 국내법과 EU법, 국제법, 경제 관련 법
등이 이에 포함된다. 1, 2, 3학년보다는 중학교 졸업반인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교육이 더 많은 내용과 지면을 차지한다. 역사지리 과목
에서는 초등학교와 유사하게 노동 및 노동자 관련 역사를 주로 소개하는
데, 고등학교 노동교육과 달리 직접적인 부분을 언급하지는 않는다.
교육부26)에서 발간한 시민교육 과목 프로그램 및 설명지침에 따르면
중학교 고학년의 시민교육 교과목의 목표는 타인 존중이다. 소목표 중 하
나가 사회 내에서 법의 역할인데, 법이나 규칙 외에 윤리법, 도덕법, 관습
법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타인의 소유권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설명한
다.27)
26) 프랑스 교육부의 정식명칭은 고등교육․연구․공교육부(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
육부로 통칭한다.
27) “Annexe–Programme d’enseignement moral et civique de l’école et du collè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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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참여, 노조 관련 참여, 협회 참여, 인도적인 사회참여 : 동기와
행동양식, 문제점
위 내용은 교육부에서 권고하는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시민교육 관련
교육지침이다. 중학교 고학년부터는 노조가 무엇인지 등 간단한 내용 학
습에서 벗어나 노동자로서 노동자에 참여할 필요성과 협회, 인도적인 사
회참여, 정치적 참여 등 여러 형태의 사회참여가 왜 필요한지, 또 이에 대
한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게 된다.
초등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4학년 학생들은 시민교육 외 과목에
서도 노동교육을 학습하게 된다. 중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역사지리
과목에는 연간 학습 주제가 세 가지 있는데, 두 번째인 ‘19세기의 유럽과
세계’라는 챕터 내에서 19세기 노동자의 역할에 대해 배우게 된다. 관련
챕터의 노동 관련 내용은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도시가 확장되고 생산
양식이 변화하면서 발생하게 된 프랑스의 1848년 혁명에 관한 것이다. 당
시 산업혁명으로 신흥 부르주아지뿐 아니라 공업의 발달로 노동자 계급
이 형성, 성장되면서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고, 이
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권을 주장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학생
들은 당시 노동조건과 함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노동권 주장
이 자연스러운 사회적 산물이며, 더 나아가 현재 프랑스의 노조 활동과
노동권에 대한 주장이 역사적 당위성을 갖고 있음을 배우게 된다.

4. 프랑스 고등학교 노동교육
가. 일반 고등학교와 직업고등학교의 노동교육
프랑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한국과 동일한 3년이다. 일반 고등학교
(lycée générale)와 직업고등학교(lycée professionnelle) 등 여러 유형의
고등학교가 있지만, 모두 수업시간의 80%는 프랑스어, 역사지리, 언어,
수학 등으로 구성된다. 고등학교의 시민교육 과목은 시민․법률․사회
(cycle 2, 3, et 4)”, Bulletin officiel, n° 30, 27 July 2018,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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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éducation civique, juridique et sociale)으로 명명되어, 시민교육에
법률적 측면과 사회 과목이 결합된 형태를 띠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시
민교육 과목으로 통칭된다.
시민․법률․사회 과목은 고등학교 계열에 따라 수업시수 시간이 다르
다.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시민․법률․사회 과목이 7개의 공통 과
목 중 하나로 연간 총 17시간 시수되며, 연관 과목인 역사지리 과목은 매
주 3시간씩 교수된다.28) 시민․법률․사회 과목의 진행은 매주 30분씩
진행될 수도 있지만, 학교 교장 혹은 과목 담당 교사의 선택에 따라 1시
간씩 17번 진행될 수도 있다.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은 3과목을, 3학년 학생은 2과목을 선택하는데 선택 과목 중 하나가 경제
사회 과목이다. 경제사회 과목은 기업, 협회 등 경제에 대해 다루는데 노
동과 관련된 경제 전반 사항에 대해 소개한다. 고등학교 1학년은 매주 4
시간, 3학년은 6시간씩 이 과목을 공부하고 있다.
한국의 직업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기술 고등학교는 공통 과목이 총 7개
인데 그중 시민교육은 1년에 18시간, 역사지리 과목은 매주 1시간 반씩
수업된다. 경제경영기술계열인 경우 선택 과목으로 일반 고등학교의 경
제사회 과목과 유사한 경영․디지털 과목, 경영 과목, 법․경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고등학교 1학년은 매주 15시간씩 공부한다. 동
일 계열 학교의 3학년 학생들은 선택 과목으로 경영․디지털 과목(인사,
커뮤니케이션 과목 등에서 추가 선택함)과 법․경제 과목을 공부할 수 있
는데 각 과목의 수업시수는 매주 16시간이다.
고등학교 시민교육 과목은 2015년 교과과정 개편으로 인해 독립된 교
과서를 간행하지 않으며, 역사지리 과목 등 다른 과목에 편입하여 출간한
다.29) 프랑스 노동교육과 시민교육의 특징인 타 과목과의 융합이 효과적
이라 판단해, 이를 더욱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부 교육지침에 기
초해 각 출판사에서 만든 역사지리 과목 교과서들을 보면 각 부분의 내용

28) 프랑스 교육부, http://www.education.gouv.fr/cid52692/les-enseignements-nouv
elle-seconde.html#Horaires_et%20organisation%20des%20enseignements(검색일
: 2018. 11. 9).
29) http://eduscol.education.fr/cid46463/programmes.html(검색일 : 2018.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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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시대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 시민교육 과목에 해당하는 페이지나
박스 텍스트를 삽입해 함께 소개하고 있다.
고등학교 내 노동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에 비해 더 복잡하고, 실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중학교까지 노동과 노동자와 관련된 역사
적 사실을 살펴보는 데 그쳤다면 고등학교에서는 현재 프랑스 노동자들
의 권리와 책임 등에 대해 배우게 된다.30)
<표 7-3>은 교육부에서 공개한 고등학교 시민교육의 교과과정 지침이
다. 이 중 노동교육이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첫 번째 부분인 ‘타인 존중
하기’다. 이 부분의 세부 주제는 다시 자존감 형성, 타인 존중, 도덕과 윤
리, 사회에서의 법의 기능 등 네 부분으로 세분되는데 노동교육은 네 번
째 부분인 법의 기능에서 실시된다. ‘법의 기능’ 부분에서 법과 규칙의 역
할, 프랑스 법과 기능 등을 소개하면서 사회권(droits sociaux)도 강조하
는 것이다.
<표 7-3> 고등학교 시민교육 교과과정
학습목표

세부목표
타인 존중하기:

타인 존중하기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자신과의 약속뿐 아니라 타인과의 약속 지키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 책임감 있는 행동하기
학교생활에 알맞은 옷차림과 언어, 태도 유지하기
남들의 의견 들어주기
상황과 다양한 목적에 따라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조절하기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 이해와
공유
시민 문화
익히기

공동생활 규칙 존중하기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 원칙, 상징물 이해하기: 국기, 국가, 기념물,
경축일
민주주의 사회 관련 기본지식 익히기
단체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 활동하기
개인적 이익과 일반이익을 구별하기
타인의 의견을 듣고 논쟁하기

자료 : “Les finalités de l’enseignement moral et civique”(2018)를 참조해 저자가 재
구성했음.

30) 2015년 6월 12일 행정명령(arrêté du 12-6-2015), Journal officiel, 21 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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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사회권을 학습하면서 노조에 대한 개념과 역할에 대해 배우
고, 노동자는 노조를 형성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알게 된다. 또 노
동권(droit de travail)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노동권을 주장하는지, 노조
의 자유(liberté syndicale)와 같은 개념과 노조의 노동자에 대한 기여 등
에 관해 학습하게 된다. 더 나아가 노동자는 파업을 할 수 있는 파업권
(droit de grève)이 있으며, 파업을 통해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해 공부한다. 또 노동자가 실업 등 사회적 위기에 처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보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지도 살펴본다.
다른 소목표로는 시민문화 형성을 들 수 있는데 그 세부 내용에 사회
정치적 참여, 즉 앙가주망(engagement)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교
사들은 학생들이 사회적 참여의 역할과 장점, 이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
등,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적 혹은 단체적 사회적 참여가 중요한 의미
를 갖고 있음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둔다. 구체적
으로는 민주주의 사회 내 존재하는 정치, 사회, 협회 등 사회적 참여의 다
양한 형태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수반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개인적, 집
단적 책임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내용이 포함된다.
고등학교 교과과정 내 노동교육 중 노동자 권리와 사회참여와 관련된 부
분은 고등학교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고등학교 교과서 내 노동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 시민교육 개혁을 통해 복잡하고 추상적인 시
민교육과 노동교육 관련 개념들을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직접 깨닫고, 서
로 논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교육부에서는 프랑스 내 셰일가스 탐
사에 관한 주제로 토론 수업을 진행하도록 제시한다. 셰일가스와 관련해
환경, 경제 등의 주제 외에도 탐사에 관해 시민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
떠한 정치,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으며, 노조 및 협회 활동을 하고자 할 경
우 어떠한 방법으로 무슨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배우고, 토론하도록 함으로
써 한 주제에 관해 다양한 접근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나. 일반 고등학교 교과서 내 노동교육 관련 내용
본 챕터에서는 시민교육과 역사지리, 경제사회 과목에 포함된 시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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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고등학교 시민교육 교과서(1, 2, 3학년 공용)

자료 : Enseignement moral et civique(2016).

육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7-2]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시민교육 교과서로 1, 2, 3학년이 공동으로 사용하며, 분량은 총 95쪽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Foucher 출판사에서 발간한 이 교과서에는 노동교육
과 관련된 페이지가 거의 없다.
[그림 7-3]은 2018년도 출간된 직업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역사지리
-시민교육 교과서다. 2015년 행정명령에 따르면 시민교육 과목을 교과
명에서 삭제하도록 했지만, Nathan 출판사에서 출간된 교과서는 역사지
리-시민교육으로 세 과목을 융합시켜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프
랑스 정부에서는 역사지리 과목을 부각시키고, 시민교육 과목을 그 안에
통합시키는 식으로 개혁했으나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예전의 방식
을 고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4]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역사 교과서다. 왼쪽 페이
지는 1947년 총파업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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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직업고등학교 3학년용 역사지리-시민교육 교과서

자료 : Histoire Géographie Enseignement moral et civique Tle BAC PR(2018).

전 이후 미국은 서유럽 국가의 경제 복구와 러시아 등 공산주의 확장 추
세에 맞서기 위해 대규모 경제 지원인 마샬 플랜을 기획했다. 미국의 자
본주의적 영향은 프랑스의 공산당 소속 정치인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졌
으며, 이는 마샬 플랜에 반대하는 1947년 총파업의 촉발제가 되었다. 당
시 르노 자동차 공장의 파업과 맞물리면서 파업은 대규모로 확대되었으
며, 프랑스 역사상 중요한 파업 중 하나로 기록된다. 본 내용은 르노 자동
차 노동자들과 당시 프랑스의 정치적 상황을 연계해 노조와 노동자들이
어떻게 결합하여 총파업을 단행했으며, 그로 인해 얻은 결과가 무엇인가
에 대해 학생들에게 질문을 제기한다.
흥미로운 점은 프랑스 교과서에는 한국 교과서처럼 사실을 설명하고,
이를 분석하는 내용까지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림 7-4]와 같
이 역사적 사실 4가지만을 소개한 뒤 “1947년 여러 총파업이 발생한 원인
은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총파업의 원인이나 결과
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자료를 더 찾아보도
록 유도하고 토론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그 해답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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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고등학교 1학년 역사 교과서 내 노동교육 관련 내용

자료 : Histoire Géographie EMC, cycle 4, 3e, pp.190～191.

그림 내 책자의 오른쪽 페이지는 역사 교과서 내에 삽입된 시민교육에
할당된 분량으로 프랑스 사회복지 제도의 간략한 역사와 기능에 대해 설
명하고 있다. 총파업과 같은 시대에 시작된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소개함
으로써 당시 노동자들의 생활과 근로조건 개선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대한 당시 시도에 대해 보여준다. 내용은 사회복지제도란 임금 삭감과 육
아보조수당, 가족수당, 실업 등 만일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기
제임을 설명한 뒤, 현재 프랑스의 사회복지 전담기구인 CAF 조직과 역할
에 대해 담고 있다. 해당 페이지 왼쪽 아래에는 각 노동자들이 왜 월급에
서 분담금(cotisation)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임금수준이 낮은 노동자들
을 위한 지원제도(prime d’activité)가 마련되어 있음을 소개한다. 이를 공
부한 학생들은 학교 졸업 후 취직을 할 경우 매달 사회복지제도를 위해
일정 분담금을 내야 하며, 그중 사회연대 강화의 의미로 임금수준이 낮은
이들을 지원할 수 있으며 반대로 자신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해당 페이지 오른쪽 윗부분에 있는 조직표는 프랑스의 사회복지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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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과 부의 재분배를 위해 실업자 취업지원기구(Pôle emploi), 국가건강
보험기구(Caisse nationale d’assurance maladie), 국가연금기구(Caisse
nationale d’assurance veillesse), 가족수당기구(Caisse nationale d’allocations
familiales)를 통해 환자, 노인, 양육해야 할 아동이 있는 가족을 지원한다
는 것을 보여준다. 오른쪽 맨 아랫부분에는 ‘법과 규칙: 다른 사람과 더불
어 사는 원칙’이라는 제목하에 각 사회복지제도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사
회복지제도로 인한 부의 재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회복지제도 예
산 현황이 어떠한지 등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현재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한다.
오른쪽 페이지의 사회복지 관련 내용은 왼쪽의 총파업 부분과 달리 내
용을 설명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오른쪽 밑에 네 가지 질문을 제
기함으로써 교사들에게 학생들 간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교육은 시민․법률․사회 과목 외 과목에서도 실행된다. 일례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의 역사 과목에서는 노동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수
[그림 7-5] 프랑스 고등학교 2학년 역사 교과서 내 ‘노르-파-드-칼레 지방의
노동자 생활’ 소개 부분

자료 : Adoumié(edi.)(2013: 20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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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에 걸쳐 소개했다. 일례로 제2차 세계대전 직전 프랑스 산업 발전
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노르-파-드-칼레(NordPas-de-Calais)의 노동자와 산업 발전에 대해 2페이지에 걸쳐 설명한다.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질문’ 중 네 번째 질문은 관련 지역의 산업 발전이
‘노동자들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
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 하단에는 ‘이와 같은 내
용을 활용해, 노르-파-드-칼레의 노동자 세계가 어떻게 변화했으며, 어떠
한 특징을 가지게 되었을지 논술하시오’라는 지침이 첨부되어 있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산업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른 노동자들의 생활양식
의 변화를 논의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기할 만한 점은 광산업이 발전했던 노르-파-드-칼레 소개 다음에 위
치한 1936년 총파업에 관한 것이다. 1920년대 말부터 시작된 대공황 및
경제침체는 프랑스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불만이 극에 달한 프랑
스 국민들은 1936년 5월 3일 총선에서 공산당과 사회당, 급진 좌파들의
[그림 7-6] 고등학교 1학년 역사교과서 중 노동교육과 관련된 ‘1936년 파업’

자료 : Adoumié(edi.)(2013: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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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정당인 인민전선(Front populaire)을 지지했다. 인민전선이 다수당이
되자 1936년 6월 11일, 2백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실행하면서
노동자들의 직업조건과 삶을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1936년 총파업은 노
동자들의 삶을 크게 개선시켰는데 유급휴가 도입은 당시 최고의 성과로
꼽힌다. 역사 교과서는 1936년 총파업에 관해 2페이지를 할애해 파업의
의미와 당시 긍정적인 성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파업의 역할과 노동자들
의 기여에 대해 강조했다.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시민교육과 역사 과목 외에 경제사회 과목에서도
노동교육을 일부 다룬다. 한국의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이 선택 과목으
로 배우게 되는 이 과목은 2년간 90시간 동안 교수된다. 경제사회 과목은
기업, 시장, 화폐, 거시경제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는데, 학생들은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노동과 관련된 지식을 획득하게 된다. <표 7-4>는
<표 7-4> 고등학교 2～3학년 경제사회 과목의 소주제
범주

소주제

경제학
일반

- 이 세상에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 스스로 만들 수 없는 물품은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는가?
- 사람들은 어떤 것을 생산하고, 생산품의 가격은 어떻게 정하는가?
- 수입과 부를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
- 거시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는 대균형은 무엇인가?

기업의
생산

- 기업은 어떻게 생산하는가?
- 기업의 생산성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시장의
조화

- 시장이란 무엇인가?
- 경쟁 시장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 불완전한 경쟁 시장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 시장의 주요한 결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화폐와
금융

- 화폐는 어떻게 사용되는가?
- 경제적 활동에 대한 재정은 어떻게 지원되는가?
- 화폐는 누가 발명했을까?

- 왜 공공기관은 현대경제의 법칙에 개입할까?
규칙과
- 국가 예산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거시경제의
- 거시경제의 중요한 불균형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불균형
- 정치 정세란 무엇인가?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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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과목에서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소주제를 나
열한 것이다.31)
경제사회 과목은 경제학 전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 목적을 두는
데, 학생들은 이를 통해 소비자, 노동자 혹은 사용자 등 미래에 자신이 처
할 수 있는 경제 행위자의 위치와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다. 직업고등학교 교과서 내 노동교육 관련 내용
기술고등학교 등 직업고등학교의 시민교육 교과과정은 일반 고등학교
보다 더 강화되어 실시된다.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교 진학률이 높
으며, 다른 취업 준비 과정을 거친 뒤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나, 기
술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직업적성자격증 과정(Certificat d’aptitude professionnelle, 이하 CAP)32) 혹은 직업 바깔로레아 과정(Baccalauréat
professionnelle) 등 취업 관련 기술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졸업 후 취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중 CAP 과정에 포
함된 시민교육 과정은 2015년 교육 개혁으로 강화되었다. 이전에 ‘역사지리-시민교육’으로 통합되어 있던 교과목을 ‘역사-지리’와 ‘시민교육’으
로 분리함으로써 각 교과의 특성이 더 부각되었다.33) BEP 과정 내 시민
교육 역시 2015년 교육 개혁으로 변화를 겪었다. ‘역사-지리-시민교육’을
‘역사-지리’로 대체해 1학년 교과과정 중 ‘시민교육–시민으로 생활하기’
와 2학년의 ‘시민교육–프랑스 공화국의 시민’, 3학년의 ‘시민교육–시민
과 세계’ 등을 삭제한 것이다.34)
하지만 직업고등학교의 시민교육 단독 교과 폐지가 시민교육 과목의
영향력 약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반 고등학교와 직업고등학교 학생
들은 고등학교 졸업 자격시험인 바깔로레아를 통과해야 하는데, 수년 전
31) http://www.education.gouv.fr/cid53321/mene1019767a.html(검색일 : 2018. 11. 28).
32) 직업적성자격증 과정이라 번역될 수 있으며, 일반 직업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
33) “Programme d'enseignement moral et civique pour les classes préparatoires au
certificat d'aptitude professionnelle”, 2015년 6월 12일 행정명령(arrêté du 12-62015), Journal officiel, 21 6 2015.
3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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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시민교육 과목이 공통 과목으로 평가 시험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교수 A와 B에 따르면 시민교육 바깔로레아 과목의 난이도가 쉬운 편이
기 때문에 학생들이 준비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의 수능에 해당하는 시험 과목인 만큼, 평가 대상 과목에서 배제되었
던 그 전과 달리 시민교육 과목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노동교육은 고등학교 졸업시험인 바깔로레아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CAP를 목
표로 하는 학교에서 더 활발하게 진행된다.
교육부의 시민․법률․사회 과목 교사 지침서에 따르면 직업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시민․법률․사회 과목내용은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바로 적용 가능한 것들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둔
다. 특히 직장에서 차별을 당했을 때 학생들이 차별대우를 당한 것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법적, 시민적, 윤리적 차원에서의 차별의 의미와 형태
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CAP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교육의 세부 주제는 ① 교육 공동
체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② 평등, 차이, 그리고 차별, ③ 시민과
언론, ④ 시민과 정의로 나뉜다.35) 시민교육 과목에서 노동교육의 전제가
되는 시민교육에 대해 배운다면, 역사 과목이나 경제 과목에서는 노동교
육의 역사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에 대해 학습한다.
CAP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지리․시민교육｣ 교과서를 보면 노
동교육이 일반 학교에 비해 더 강조되어 있다. 역사 부분은 ① 16～18세
기로의 여행, ② 19～21세기 프랑스에서 노동자로 살기, ③ 프랑스 공화국,
④ 20세기 유럽의 전쟁과 분쟁으로 나뉜다. 이 중 19～21세기의 노동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챕터는 19세기 말부터 사회, 경제적 변화와 노동자의 삶에 미친 영
향을 역사적으로 서술한다. 학생은 19세기 말의 사회상과 21세기의 상황
을 비교하고, 노동자의 생활과 근로조건의 변천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역사 교과목 중 1/4이 노동교육에 할애되어 있다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CAP 학생들에게 단순한 노동과 관련된 경제 지식뿐
35) http://www.education.gouv.fr/cid50636/mene0925419a.html(검색일 : 2018. 11. 29).

154

노동교육의 진단과 합리화

<표 7-5> 19~21세기 프랑스의 노동자로 살기의 내용
2단원
수업

19～21세기 사이에 노동자 세계에 어떠한 변천이 있었는가?

집중 학습

상황
상황
상황
상황

방법

관련 자료를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

복습

복습과 학습

CCF 준비

CCF 자료 준비하기

A.
B.
C.
D.

1892년, 장 조레스와 카르모 파업
1936년, 공장 점거
양차 세계대전 당시 파리지역 자동차 공장의 노동자
섬유산업의 기술 발전과 근로조건 변화

자료 : 저자 작성.

<표 7-6> 예방․건강․환경 과목 교과 내용
범주

소주제

취업자격

- 자격증 취득 및 훈련 등 직업 관련 자격
- 취업 관련 법규 및 규칙, 계약직과 정규직 등 직업의 유형

구직

- 자격증 취득 및 훈련 등 직업 관련 자격

경력인정

- 경력인정절차(VAE)

노동법

- 취업 관련 법규 및 규칙, 계약직과 정규직 등 직업의 유형
- 계약서에 관한 지식,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는 직업, 구직활동을
지원해주는 정부 및 민간단체를 찾는 법
- 노동법, 집단협약, 내규
- 근로계약과 근로계약의 유형, 노동권 및 사용자의 의무
- 임금의 유형 및 최저임금제
- 근로자 대표, 기업 이사회, 노동조합
- 노동쟁의조정위원, 작업조건․안전․위생이사회, 근로감독,
지방건강보험공단의 예방 서비스, 평등․차별당국
- 건강검진, 백신

직업활동 중
위험

- 근로 중 위험
- 신경-근골격 관련 위험에 대한 분석
- 신경-근골격 관련 위험의 원인과 예방
- 사고 및 직업 관련 질병
- 신체활동, 소음, 분진, 화약물질 등 특정 위험요인 관련 이해
- 보호와 예방
- 피해자 검증
- 긴급구호 활동

환경보호

- 폐기물
- 폐기물 처리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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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현재의 근로조건과 노조 등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CAP 과정 학생들은 시민교육, 역사 외에도 노동교육을 학습할 기회가
있다. 예방․건강․환경 과목은 졸업 후 성공적인 취업과 직장생활을 하
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과목의 수업시수 중 10%
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해하고, 취득하는 데 할애된다. <표 7-6>은 ｢예
[그림 7-7] CAP 과정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건강․환경 과목 중 ‘노동법’
에 관한 부분

자료 : Boutin(2016: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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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건강․환경｣ 과목의 자세한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36) 세부 내용을
보면 구직부터 근로계약, 피사용자와 사용자 간 분쟁해결방법, 직장 내
위험 요인 그리고 이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까지 취직을 앞
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총망라되어 학교에서 학습한 것
을 졸업 직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 7-7]은 예방․건강․환경 과목 중 노동법에 관한 설명이 나온 부
분이다. 노동법이 무엇인지,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노동법 중 파업과 관련된 부분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
배우게 된다. 학생들은 직장생활을 잘 영위하기 위한 법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 피동적인 수준의 노동교육이 아니라, 노동 3권 등 노동
자로서의 권리에 관해 학습함으로써 능동적인 노동교육을 익히게 된다.
바깔로레아를 준비하는 고등학생 중 일부는 취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에는 Bac PRO 관련 과목을 따로 배우게 된다. CAP 학생과 같은 고등학
생이지만 Bac PRO를 준비하는 학생은 CAP 과정 학생처럼 노동교육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지 않는다(Carnat, 2018).
그 외 선택 과목인 경제․경영기본원칙 과목에서 기업, 협회 등 다양한
경제 행위자에 대해 학습하지만, 단편적인 경제 지식에 가까워 노동교육
이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있다.

제3절 노동교육 교사, 전문가, 학부모 인터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의 시민교육과 노동교육은 공동의 목
표와 세부 목표하에 의무 단독교과목으로 초․중․고 전 과정에서 실시
되고 있다. 또 역사지리 과목과 경제사회 과목, 프랑스어 과목 등 타 교과
목과 융합되어 교수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노동교육에 대해 접하는 시간
은 시민교육 단독 교과목에서만 접하는 것보다 더 길다. 프랑스는 시민교
36)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Prévention Santé Environnement,” Bulletin
officiel, n° 30, 23 July 2009,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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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 노동교육을 유럽 어느 국가보다도 더 긴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실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교육을 배우는 자녀의 학부모와 현장에서 노
동교육을 실제로 가르치는 교사들, 노동교육 교과과정을 분석하고 시민
교육과 노동교육 과목 담당 교사를 양성하는 교수 등 전문가들은 프랑스
의 노동교육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을까?
프랑스 교육부의 교육지침과 프로그램, 교과서 외 노동교육 현장 관련
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2018년 7월 초, 노동교육을 배우는 자녀의
학부모 2명, 교사 1명, 시민교육과 노동교육 전문가인 대학교수 2명, 그리
고 노조 간부 2명을 만나 인터뷰를 실시했다.37) 인터뷰 결과 대부분의 인
터뷰 대상자들은 프랑스의 노동교육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받아 일을
시작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수 1은
현재 젊은 층과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노동권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 내 노동교육 중 노동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학부모 중 1명(이하 학부모 A)은 22세의 대학생과 16세의 고등학교 자
녀를 두었으며, 학부모 역시 재학 중에 시민교육을 받은 바 있다. 학부모
<표 7-7> 인터뷰 대상자 현황
직종

인터뷰 대상자

시민교육 전문가

1. 낭트대학 역사지리학 사범대 교수 A
2. 낭트대학 역사지리학 사범대 교수 B

노조 노동교육 전문가

1.
2.
3.
4.
5.

초등학교 교사

파리 외곽 초등학교 4학년 교사 A

학부모

1. 프랑스인 학부모 A : 대학생과 고등학생 자녀 2명
2. 한국인 학부모 B : 초등학생 자녀 1명

CGT
CGT
CGT
CGT
CGT

본부
본부
본부
본부
공연

노동교육 담당자 A
노동교육 담당자 B
노동교육 담당자 C
노동교육 담당자 D
지부 – 노동교육 담당자 E

37) 교수 두 명의 인터뷰는 2018년 7월 4일, 각각 프랑스 낭트(Nantes)와 앙제(Angers)
에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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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 따르면 시민교육 과목은 노동의 가치, 권리, 역사 등에 관해 큰 비중
을 두지 않는 반면, 경제사회 과목에서 더 많이 다루어진다. 경제사회 과
목은 기업의 역할이나 자본주의의 형태, 노조의 역할 등 경제적인 면에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노동교육이 피상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상태다. 노동
교육을 경제사회 과목이 아닌 시민교육에서 더 많이 다룰 필요가 있다.
학부모 A의 의견은 역사지리교사 양성을 담당하는 사범대 교수 A(이
하 교수 A)의 의견과 일치한다. 교수 A는 프랑스의 시민교육과 노동교육
이 크게 부족한 상태인데, 그중에서도 노동법 등 법학 관련 노동교육이
가장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노동법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학생
들은 졸업 후 취업을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되며, 이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학교 외 시민교육
과 노동교육에 관해 연구하는 사범대 교수 B(이하 교수 B) 역시 비슷한
의견이다. 시민교육은 노동에 관한 전반적인 원칙, 가치 등은 포함하고
있으나, 노동과 노동자의 역사적 발전은 역사지리 과목에서 언급되며 취
업과 직업세계 등 노동의 경제적인 측면과 연관된 것은 경세사회 과목에
서 다루어진다. 학부모와 교수 모두 노동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시민교육 과목에서 노동법과 노동의 가치 등 이론적인 부분을 중점적으
로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학부모(이하 학부모 B)는 학부모 A나 교수 A, B와 의견을 달
리 했다. 학부모 B는 프랑스인과 결혼한 한국인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두고 있다. 그는 자녀의 역사 교과서에서 1936년 노동
자의 총파업으로 유급휴가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던 부분을 보고 매우 놀
랐다. 한국 역사나 사회 교과서에서는 언급되기 힘든 부분이었으며, 학부
모 B 역시 초․중․고 재학 시절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공부한 적이 없었
기 때문에 프랑스의 노동교육이 한국보다는 훨씬 발전되었으며, 그 내용
역시 매우 구체적이라고 증언했다. 프랑스 학부모와 교수들은 현 노동교
육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한국과 같이 노동교육 불모지
인 곳과 비교하면 현격히 나은 노동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정보 취득과 인식 역시 노동교육의 주요 목표다. 프랑
스의 경우 일반 시민의 노조에 대한 인식이 매우 긍정적인 편이며, 한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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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낮은 노조 가입률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다. 상기
한 바와 같이 학부모 B는 프랑스의 노동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
렸는데 역사과목에 수록된 노조에 대한 노동의 역사에 특히 더 그러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아왔던 프랑스 노조는 최근 들어 신
뢰를 상실하게 되었다. 교수 A와 학부모 A는 “최근에는 노조에 대한 국
민들의 지지가 강하지 않으며, 노조가 파업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 믿지 않는다”고 답했다.38) 정당과 노조 등은 파업
등 전통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하려 하지만 프랑스 노조는 가입률이 8%
정도로 매우 낮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고 있다
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동환경과 산업은 급격히 변해가는 데 반해,
노조는 1960년대에 머물러 있어 노조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있다. 노조
의 역할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동교육 강화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답했다.
교수 A는 1995년 철도 노조의 대규모 파업 이후 노조의 파업이 가시적
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노조에 대한 불신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매우 저하되었으며, 국민들의 노조 활동
에 대한 지지는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노조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부모 A와 교수 A, B, 초등학교 교사 A 모두 노동교육을 강화
한다고 해서 노조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 보지 않
는다. 노조에 대한 신뢰성은 노동교육이 아니라, 노조의 활동과 파업의
성공률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 공통의 의견이다. 교
수 B 역시 파업 등의 사회 참여는 노동교육의 결과가 아니라, 학교와 사
회생활에서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결과로 본다.
학부모 A와 교수 A, B의 의견에 따르면 노동교육이 모든 노동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노동교육을 통해 졸업 후 노동자가 될 학
생들에게 노동 및 노동권에 대해 교육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중요하
며, 추후 노동교육이 이러한 면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
이 했다.
38) 2018년 7월 5일, 파리 근교에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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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터뷰 대상이었던 학부모 A와 교수 A, B 모두 노동교육을 강
화하는 조치가 노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데 회의
적인 모습이었다. 노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나 노조가 노동자 이해관
계를 대변하는 집단이라는 사회적 합의는 학교에서 형성된 것이라기보다,
가정과 사회 등을 통해 보고 배우는 것이 더 크다는 의견이었다. 프랑스
의 중․고등학생들은 거리 시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인데, 이러
한 사회 경험을 통해 사회적 참여, 즉 앙가주망과 단체 행동에 대한 신뢰
등이 쌓인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4절 프랑스의 성인 대상 노동교육

프랑스의 노동교육은 초․중․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독일이
나 스웨덴 등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성인 대상 노동교육은 제한적인 편이
다. 프랑스 내 성인 대상 노동교육은 주로 노조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그
대상 역시 일반인이 아닌 노조원으로 제한된다. 초중고 학교에서 노동교
육 실시를 위해 노조의 참여를 요청했을 경우 학생 교육에도 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초중고 학교 내 일반노동연맹(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이하 CGT) 노조의 노동교육 참여는 매우 드물어 거의 실시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 노조의 노동교육에 대한 연구는 국내뿐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매우 드물다. 때문에 본 연구팀은 프랑스 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노동
교육 역시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CGT의 노동교육 담당 간부 2명
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CGT 내 국제관계부서 디렉터로 활동하는 간부 A와 교육 담당 B 등
총 4명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39) CGT의 노조원 대상 노동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노조원들이 새로운 기술 발달에 적응할 수 있도

39) 2018년 7월 2일, 파리 근교 CGT 본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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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노동권 등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
동교육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목적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동자의
전문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CGT 구성원만으로는
첨단기술 교육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릴르 대학이나 벨기에 대학 등
대학의 전문가를 초빙해 특강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구성하기도 한다. 교
육 대상이 되는 노조원의 평균 연령은 47세이지만, 젊은이들도 노조원으
로 가입했을 경우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교육을 담당하는 노조 간
부 B에 따르면 CGT 노동교육의 대상자들은 학벌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
이다.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한 경우가 많아 근무경력이 오래된 반면, 새
로운 지식과 기술이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교육에 참여하기 때문이
다. 두 번째로 노동권, 파업권, 조직 관련 지식과 경험 전달 등과 관련된
노동교육도 실시한다.
CGT 노조원 모두가 CGT의 노동교육을 받을 권한이 있으며, CGT 본
부와 지부, 혹은 노동자가 소속된 기업에서 노동교육 대상자를 받는다.
CGT는 노동교육 대상자를 선별할 권리가 없으며, 신청자 모두를 수용해
야 한다. 민법상 노동자들은 연간 18일까지 노동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노조의 노동교육 실시가 활발한 편이다.
구체적인 노동교육 종류로는 이론 교육과 기술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일례로 노조의 개념과 역할 등을 소개함으로써 CGT의 가치를 전달하고
자 하는 ‘일반노조형성 교육(formation syndicale générale)’, 기업의 사용
자와 기업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위임자 대상 교육(formation des
mandats)’, 노조 내 교육자 등 간부급을 양성하기 위한 ‘노조 책임자 양성
교육(formation à la responsabilité syndicale)’, 소프트웨어, 기계 작업 등
새로운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강의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 지
부를 중심으로 관련 지역 특화 직업에 관한 연수를 실시한다. 자동차, 섬
유, 전기 등 특정 분야의 교육 비중은 CGT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에서 정한다. 2000년대 말 경제위기가 발생한 후 정부는 섬유 분야에 대
한 교육 지원이 강화되었던 것이 한 예다.
노동교육 대상자는 CGT 노조원인 노동자가 주를 이루지만, 사용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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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다. 사용자 관련 교육과 관련해 프랑스 정부에서 CGT의 참여를
독려한 바 있으나 사용자와 노동자 간 관계가 지나치게 가까워질 경우 노
동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거절한 바 있다.
CGT의 노동교육은 모두 사용자의 기여금으로 충당된다. 1971년에 채
택된 법률에 따라 사용자들이 노동자의 교육에 대해 일정 비용을 부담하
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CGT는 사용자들의 부담금을 정부
로부터 받아 운용하며, 노동교육 실시에 대해 재정적 부담을 지지 않는다.
교육 기간은 최대 법적 허용일인 18일까지 가능하지만 보통은 2～3일
에서 긴 경우 10일 정도에 머문다. 보통 공기업 노조원은 연간 12일까지,
시청, 우체국 등의 노조원은 연간 18일까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또 하
루 종일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전 혹은 오후만 교육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CGT 내 노동교육 담당 부서는 본부가 아닌 33개 협력 지부에 위치하며,
본부에는 엔지니어 등 총 7명의 자문단이 활동한다. 지부의 인력까지 포함
하면 CGT에만 약 300명의 노동교육 인력이 활동하는 셈이다. 노동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부에서 결정하고, 각 지부 연맹에서 확정한다.
노조의 노동교육과 관련해 두 번째로 인터뷰를 진행했던 대상자는
CGT 산하의 공연 담당 간부다(이하 CGT 공연 간부).40) CGT 산하에는
철도, 보건 등 여러 직종 관련 지부가 있는데 CGT 공연 간부는 프랑스
내 연극, 뮤지컬, 영화, 드라마 등 공연 관련 직종 업무를 담당한다. 본부
에서는 학교 내 노동교육에 참여하지 않지만, 지부에서는 사회권, 노동법,
노조 관련 수업에 대해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기여한다. 하지만 이
역시 흔한 일이라 보기 어렵다.
영화나 공연 분야의 무대기술직 등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관련 자격증
을 획득해야 하는데, 이 경우 노동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다. 공연과 관련
된 일부 직종에서는 노동교육을 이수해야만 자격증을 획득하고, 일을 시
작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교육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편이다. 이러
한 노동교육 역시 정부에서 규칙과 틀을 정하고, 각 기업에서 재정적 지
원을 하며, 노조와 영화 등 공연 관련 조직에서 내용을 정한다. 때로 정부
40) 2018년 7월 3일, 파리 근교 CGT 공연 지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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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EU에서도 재정적 지원을 하지만 상당히 제한적인 편이다. 노동교육에
관해 때로 노동자들이 강의비용의 5% 정도를 부담하기도 한다. 만약 무
료로 진행될 경우 노동자의 참여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시
행되고 있는 방법이다.
CGT 공연 간부에 따르면 학교 내 노동교육은 시민교육의 방향과 함께
실행되어야 하지만, 지금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교 졸업 후 취업이 되었을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노동법, 안전, 현장
연수 등과 관련된 지식들을 학생들이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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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스웨덴의 노동교육 사례

제1절 연구 배경 및 학제

‘스웨덴의 교육제도’는 전반적으로 평생학습체제에 가깝고 현장실습에
큰 비중을 두는 학제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학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초중등 교육은 문화부 안에 보육, 청소년 담당 부서들이 통합되어
있는 체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초교육은 평생학습을 위한 기초학습역량
향상을 지향한다. 탁아소와 유치원을 통합한 형태의 유년학교(förskola)가
있다. 이들 6세 미만의 유년학교 취학자는 2006년 기준 약 40만 명에 이르
는 것으로 나타난다. 6세가 되면 1년간 취학전 교육이 의무이다.41) 스웨덴
초등학교의 9년 통합형 학제는 1950년대에 실험되고 정착했다.42) 9년간의
의무교육과정으로 각각 3년씩 초․중․고급 과정이다. 초급 및 중급과정
은 담임교사가 주로 가르치며, 고급과정에서는 선택과목이 늘어난다.43)
41) 취학연령인 6세의 95% 정도가 학교에 취학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과정에서
는 어린이들의 배움과 발달을 자극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42) 1949년에 일부 지역에서 9년 과정의 기초과정이 도입되었는데, 1994년까지 3단계
로 구분되어 있었다. lågstadium(1～3학년), mellanstadium(4～6학년), 그리고
högstadium(7～9학년).
43) 스웨덴의 국민교육 관련 법제정은 1842년 의회에서 통과되었던바, 4년제 초등교
육과정(folkskola : 국민학교)을 법제화한 것이다. 1858년 7살에 학교 입학 후 2년
과정을 소학교(småskola)로 구분한 이후 1882년 4년 이후 다시 2년 과정(forts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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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고등학교 과정은 통합고등학교(Gymnasieskolan)체제로 교육과
정은 인문사회, 경제, 과학기술 등 3개 분야, 23개 계열로 세분화되어 있
다.44) 통합고등학교에서는 기본 계열 외에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여러 직업교육을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은 연령, 학력 제한이 없다.
통합고등학교 정원의 25%를 성인들에게 할당하고 있어 성인교육의 일부
를 통합고교에서 맡고 있는 셈이다(한숭희, 2005: 20～21).
일반인문계고 과정(Gymnasium)은 2,500포인트를 이수하여야만 하며,
이수 포인트는 여러 과목 중에서 선택하면 각 과목별로 인정 포인트(50
또는 100포인트)가 부과되고 있다.45) 이 외에 학생들은 350포인트를 추가
로 자유로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취
학하여 공부하는 과정은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이지만 무료이다. 인문
계 고등학교 과정은 실기 중심과 이론적인 것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는데, 이론 중심 교육은 대학교육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실기 중심 교
육은 특정 직업․종을 중심으로 준비하도록 돼 있다. 스웨덴어 및 수학과
같은 소위 핵심전공과정(kärnämneskurser)은 학생들이 선택한 전공 및
프로그램과 무관하게 진행된다.
이러한 인문계고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
가 열려 있어, 지역사회에 개설되는 성인교육과정(kommunal vuxenutbildning, Komvux) 또는 지자체 시민교육과정 등에서 과목별로 이수하여
요구되는 2,500포인트를 이수하여도 된다.
셋째, 고등교육 과정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입학 경로가
있으며 직장경험이 있으면 유리하다. 또한 25세 이상은 고등학교를 졸업
하지 않았더라고 직장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대학에 입학할 자
격이 주어진다(한숭희, 2005: 21). 2015년 기준 국가별 중등교육과정 이하
의 입학기회를 연령 집단에 따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25～34세 연령
ttningsskola : 계속학교)이 추가적으로 도입되었다. 몇몇 학교에서는 다시 7～8학
년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44) 초중등 9년의 의무교육체계 이수 이후 고급과정 대신에 실업학교 과정이 결합하
는 경우도 가능하다.
45) 50포인트는 한 학기 과정에 부과되며, 100포인트는 일반적으로 2학기 과정에 부
과되고 있다. 모든 과목은 6단계(A～F)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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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 있어서 스웨덴, 핀란드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러한 추세는 그 이상 연령집단에서도 마찬가지여서, 35～44세 연령 집
단에서는 스웨덴, 핀란드, 호주, 스페인, 덴마크 순, 45～54세 연령 집단에
서는 핀란드, 호주, 스웨덴 순, 그리고 55～64세 연령 집단에서도 호주, 핀
란드, 스웨덴, 스페인은 평균 이상으로 연령유연성이 높게 나타났다(정순
둘 외, 2016: 439～440).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직장인을 위해 야간 강
의도 제공되고 있다. 교양과정은 고등학교 때 수행된 것으로 간주하고 대
학에서는 바로 전공을 시작한다.
이러한 스웨덴의 교육체계에서 특징적인 점은, 첫째, 고등학교와 대학
교 과정이 나이와 수학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열려 있는 순환적 평생교
육 시스템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모든 교육은 무상이며 교육을
위해서 등록돼 있으면 휴직과 그 후의 복직은 의무적이다. 또 교육기간
중에는 국가로부터 대여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다. 둘째, 시민사회가 시
민교육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민교육 단위의 학습 동아
리에서 꾸준히 재학습 받을 기회를 갖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노동시장
교육은 기업과 노조가 합의하여 정부가 수행하며, 교육부가 교육 프로그
램을 직접 관리한다.
연령이나 학제에 따른 규제에서 벗어나 개인적 필요에 따라 학점을 이
수할 수 있는 조건에서,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연령과 교육적 배경
은 매우 다양하다. 각자의 필요와 목적에 맞게 연령별로 혹은 계기별로
유연한 교육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이 결국 교육에서 연령
유연성과 연령 다양성을 높여주는 요인이 된다(정순둘 외, 2016: 446).

제2절 교육과정과 노동교육

1. 중등교육과정의 노동교육
스웨덴의 고등학교 과정(upper-secondary school)은 직업생활 및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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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그리고 대학교육 등에 필요로 되는 기본 지식을 제공하도록 고안되
었다. 의무교육과정의 교육과 달리 고등학교 과정은 학생들의 자주적 선
택을 존중하는 방식의 교육이다.46)
이러한 고등학교 교육과정(curriculum)에 대한 지침에는 학교의 기본
적 가치나 임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47)
“국가의 공적 학교 시스템은 민주주의라는 토대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교육
법(2010: 800)은 학교체제의 교육이 학생들이 지식과 
가치를 습득하고 개
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규정한다. 학생들의 발달과 학습, 그리고
평생 동안 배우려는 열망, 즉 평생교육 욕구를 촉진시켜야 한다. 교육은 스
웨덴 사회가 기반을 두고 있는 인권과 근본적인(fundamental) 민주적 가
치를 존중해야 한다. 교육은 과학적 근거와 입증된 경험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 각자와 모든 사람들은 또한 우리 모두가 공
유하는 각 개인과 환경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존중심을 격려해야 한다.
교육이 추구하고 부여해야 하는 가치는 인간 생명의 불가침성, 개인의 자
유와 그 존귀함, 모든 사람의 평등, 남녀평등, 사람들 간의 연대이다. 기독
교 전통과 서양의 휴머니즘이 지닌 윤리에 따라, 이러한 가치는 개인에게
정의와 관대함, 관용과 책임감을 길러줌으로써 성취된다.”

학교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지식을 제공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의 교육, 사고 및 지식 습득을 위한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주
는 것이고,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는 각 개인들이 주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그들이 일하는 삶 또는 다양한 지구촌의
동년배들을 학교에서 만나는 것이고, 그들이 참여하는 과업은 방과 후의
삶을 위해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과정의 주된 임무는 한편으로, 지식을 전수하고, 다른 한편으
로, 학생들이 자신의 지식을 스스로 습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전제조건
을 만드는 것이다. 교육은 전문적 직업인으로서, 사회적 삶에 적극 참여
46) 아래 내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내서(Stockholm(2013), CURRICULUM FOR
THE UPPER SECONDARY SCHOOL, Skolverket)를 주로 참조하여 노동교육
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4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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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기여하는, 책임 있는 사람으로 학생들이 개발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다. 따라서 학생들의 종합적 개발에 기여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지식을 전수하고, 일할 준비를 하게 하고, 사회에 적극
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을 수행하도록 훈련시키는 곳이다. 학교는 근
본적인 민주적 가치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인권에 근거한 사회에서 공
통의 기준 틀을 구성하는, 보다 다변적이고 응용력 있는 형태의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 학생들은 막대한 정보의 흐름과 급변하는 세계의 복잡한
현실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새로운 지식을 찾고 획
득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중요해진다. 학생들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사
실과 제반 관계를 조사하며, 다양한 대안의 결과에 천착하는 능력을 개발
해야 한다. 이러한 수단을 통해 학생들은 합리적 사고방식과 과학적 사고
방식에 더 가까워진다.
학생들은 스스로의 학습․연구를 통해 평생 학습을 위한 기반을 강화
해야 한다. 일하는 삶의 변화, 신기술, 세계화 및 환경 문제의 복잡성은
사람들의 지식과 일하는 방식에 새로운 요구를 부과한다. 학교는 학생들
의 창의력, 호기심 및 자신감을 자극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변
화시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욕구를 자극해야 한다. 학생들이 주도
권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자기 홀로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
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기업가정신, 기업 및 혁신적
인 사고를 촉진하는 지식과 태도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그
결과, 학생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운영할 기회가 증가할 것이다. 기업
가정신은 일과 사회생활에 그리고 더 많은 연구를 위해 가치가 있다. 또
한 학교는 학생들의 사회적, 의사소통적 역량을 개발하고 건강, 생활 스
타일 및 소비자 문제의식을 개발해줘야 한다. 학교는 또한 학생들이 정기
적으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등학교 커리큘럼에는 학생들이 직업과 사회생활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특별한 내용적 구성을 갖추도록 지시하고 있다. 2장의 ‘교육목표
와 가이드라인’ 중에서 4절의 내용은 ‘교육의 선택 - 일과 사회생활’로 돼
있다. 이에 따르면,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 직장 생활, 대학 및 대학교, 그
리고 전체 사회와 밀접하게 협력해야 한다. 이것은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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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하며,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더 많은 학업이나 직업
생활을 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학교가 직업교육을 거쳐 일하는 삶과 협
력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는 것이다.48) 직업세계의 생활이 끊임없이
변함에 따라 역량 및 다양한 영역에서 노동력으로 충원되기 위해 요청되
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과 직업상담은 매우 중
요하다. 대학 및 대학교, 고용의 전환, 산업 및 노동시장의 파트너, 그리고
교역조직들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학생들의 직업과 사회생
활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교육해
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49)
- 학생들이 선택한 교육 및 직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 코스 선택, 교육 및 전문 직업 오리엔테이션을 선택하기 전에 학생에
게 알리고 안내하며, 성별, 사회적 또는 문화적 배경에 관한 고정 관
념에 입각해 선택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 정보제공 및 지도 등 상담에서 학생들, 학교 직원들 및 학교 밖의 사
회에 존재하는 지식을 사용한다.
- 교육에서 학생들이 교육받거나 습득한 과업 및 사회생활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사용하고,
- 교육에서 지역 공동체와의 접촉, 그리고 지역사회를 통해 획득하는
직장생활과 문화생활을 활용하고,
-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관한 정보를 받는 예비학생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른바 ‘수학능력’의 향상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직업세계에서 생활하기
위한 역량을 배양하는 것에 가장 우선적인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수학능력 향상 내용과 수준도 학생들의 직업과 사회생활에 대비하기 위
한 차원에서 학생들이 선택한 교육 및 직업을 중심으로 결정되며, 그에
48) Ibid.
4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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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교사 및 학교가 제공할 지원 내용 및 방법을 결정하도록 지침에서
정하고 있다. 그야말로 노동교육이 중등교육과정의 내용․방법의 기초로
전제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사회교과의 노동교육
이러한 교육 목표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스웨덴의 교과서는
중학교 2학년 사회과목의 목차 구성에서 확연히 두드러진다. 제1장 법률
과 권리에서 출발하여, 제2장 ‘차별’받지 않아야 할 ‘차이’의 문제, 제3장
스웨덴 경제, 그리고 제4장에서 지역사회에 대해 다룬 뒤, 마지막 제5장
에서 학생, 가족, 결혼, 장애, 실직, 노령 등에 제공되는 제반 사회보장제
도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 경제 부분의 구성도 수요․공급과 기회비용 등의 개념을 중심으
로 구성돼 있지 않다. 개인의 경제를 가족단위로부터, 개인의 소비와 소
비자 주권, 그리고 합리적 소비를 저해하는 요소(광고)의 문제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제5장 사회보장에 관한 장은, 한 개인이 태어나서 결혼, 가
족 생성, 실업 및 노인의 문제 등 생로병사의 삶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
제와 사회적 안전망의 의미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제5장은 아래와 같
이 시작된다.
“당신은 약 14년 전에 태어났다. 곧 의무교육을 마친다. 당신은 집을 나와
자기 자신의 인생을 꾸려가게 된다. 당신의 앞길에는 약 40년간의 노동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 아마 당신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가지게 될
것이고, 50년이 지나면 당신은 연금생활을 하게 된다.
스웨덴에서 성장하고, 생활하고, 일하고, 나이가 드는 것은 어떤 모습의 삶
일까? 사람이 가능한 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아이들과 가족을 위해서, 병든 사람과 장애인을 위해서, 실업자나
노인을 위해서,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가? 한마디로 말해, 스웨덴의 복지는
어떤 모습인가? 이 장에서는 그것을 공부한다.”

제8장 스웨덴의 노동교육 사례 171

<표 8-1> 스웨덴 중학교용 ‘당신 자신의 사회’ 교과서의 목차
SAMS 2(사회부분) 당신 자신의 사회 / Arne Lindquist & Jan Wester(2003)
- 중학교 2학년용
제1장 법률과 권리
1. 우리들의 법률

2

2. 범죄
3. 경찰
4. 재판소

6
12
14

5. 무익한 폭력
6. 범죄자 교정시설

16
20

제2장 당신과 다른 사람들
1. 그룹(집단)
2. 무엇인가 되고 싶다.

24
26

3. 역할과 역할 간의 갈등
4. 여자와 남자
5. 젊은이와 알코올

28
31
36

6. 젊은이와 마약
7. 건설적인 삶의 방식이 있다
8. 여러 가지 단체, 클럽

38
40
42

제3장 당신 자신의 경제
1. 가족의 경제

45

2. 물건 구입
3. 소비자 정보
4. 신용으로 물건을 사기

49
51
52

5. 광고는 구매의욕을 자극한다

54

제4장 코뮌
1.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2. 여러 종류의 코뮌

59
61

3. 코뮌의 조직
4. 코뮌의 임무
5. 코뮌이 세우고 있는 계획

63
66
68

6. 코뮌의 예산
7. 코뮌에서의 민주주의
8. 교회 코뮌

70
74
77

9. landsting(county councils)

78

제5장 우리들의 사회보장
1. 스웨덴의 아이들
2. 아동 복지
3. 가족생활

81
82
84

4. 이혼
5. 병이 들면
6. 많은 장애자가 있다

89
92
96

7. 실직하는 사람들도 있다
98
8. 특별한 원조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100
9. 노인이 된다는 것
10 사회적 안전망

102
104

자료 : 스웨덴의 중학교 교과서 <당신 자신의 사회>의 목차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제3절 스웨덴 진로교육

1. 노동교육으로서 진로교육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PRAO)은 8～9학령기(한국 교육제도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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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3년에 해당) 2주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다.50) 이 기
간 동안 학생들은 처음으로 회사의 현장에 들어가 회사가 직원에 대해 어
떠한 기대 사항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회사 경영주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등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직업체험 기간은 학생들이 미래의 직
업을 위해 어떠한 고등학교 과정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자료를 얻
게 되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이러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도입된 기본 취지는 사용자단체가 운영․
제공하는 직업체험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에 잘 드러나고 있다. “직업과 학
교(Jobb & Skola)”는 사용자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직업체험 데
이터베이스 플랫폼인데,51) 학교와 기업 간의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
여 많은 직업체험 관련 정보를 서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
이 기업가나 어른들과 가능한 일찍이, 학생으로서도 가능한 이른 시기에
관계를 맺는 것은 중요하다. 이들이 일터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야, 자신
들의 기준이나 눈높이에 맞춰 필요시에는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
다”라고 한다. 직업과 학교(J&S)는 학생들과 직업세계의 협업을 증진하
려는 사이트이며, 이들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함으
로써 이후 직장 생활에 대한 상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감당 가능하
고 충실히 수행해낼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뿐만 아니라 이
들이 진취적으로 기업과 자영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도 한
다고 한다.
스웨덴의 교육 계획안에 따르면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여러 가지 선
택의 기회를 가지고 본인의 미래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이 직업체험을 통해
앞으로 어떤 교육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지식을 얻도록 한다. 이
는 또한 학교와 주변 사회가 학생들의 직업경험 확대를 위해 협력하는 것
을 전제로 한다”고 되어 있다.52) 그리고 이 교육 계획안에 의하면 학생들
50) 스웨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에 대해서는 손혜경(2013), ｢스웨덴 진로교육 및 직
업체험(PRAO) 프로그램 소개와 시사점｣, 교육포럼 3월호(237호) 참조.
51) 사이트: http://www.jobbochskola.se/portal/.
52) Stockholm(2013), CURRICULUM FOR THE UPPER SECONDARY SCHOOL,
Skolve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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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직업과 학교’(Jobb & Skola)

자료 : http://www.jobbochskola.se/portal/.

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교장과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담당교사가 주로 책임을 진다. 직업체험의 일반적 형태는 기업이 학생들
에게 2주간의 직업체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손혜경, 2013).
가. 직업체험 프로그램53)
스웨덴 학생들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직업체험 전, 직업체험 기간 및
직업체험 종료 이후 등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직업체험 전 단계에서 중
요한 것은 직업체험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프로그램을 체험 참여 학생들
과 공유하는 것이다. 2주간의 직업체험 과정에서는 중요한 것은 회사에
대한 소개와 학생들의 이해 및 학생들에게 적합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다. 보통은 일상적인 업무보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업무를 프로젝
트 형식으로 맡기게 된다. 또한 직업체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업 및 학교 담당자가 문제해결의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직업체
험을 완료한 이후엔 직업체험에 대해 기업담당자와 학생이 함께 배운 점,
아쉬운 점, 앞으로 개선할 점 등을 점검한다. 기업은 학생들에게 증명서
53)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손혜경(2013) 전게 논문 내용 수정 전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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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급하고 작은 선물을 제공하여 좋은 기억을 갖도록 하며 이후에도 학
생들을 초대하는 등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나. 근로기준 준수
직업체험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플랫폼에는 PRAO 진행 기간
중에 꼭 지켜져야 하는 규정이 소개되고 있는데, 미성년자의 근로 내지
작업장 투입 시 지켜져야 하는 안전 관련 사항과 작업장 근로조건에 대한
특별규정을 소개하는 부분이다:
“스웨덴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및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고용하거나 실
습을 할 때에 꼭 지켜야 하는 특별 규정이 있다. 수행 직무와 직업체험 장
소는 엄정히 주의해서 선정돼야 한다. 교육에 대한 책임자는 실습
(Praktikum) 자리 선정에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바, 학생이 위험에 노출되
지 않도록 책임져야 한다. 일자리는 물론 기업에 대해서도 적정한 것이어
야 하며, 동시에 학생이 능히 수행할 수 있으면서도 안전한 일자리여야 한
다. 위험작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첨부된 브로슈어(“어린이와 청소년은 어
떠한 일자리에 가능한가?”)를 참조하라.
그리고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은 06:00～20:00까지만
가능하며, 주간 40시간만 가능하다. 학생들이 작업 중 적정한 휴게시간을
가지는지, 그리고 정해진 근로시간을 지켜서 시행되는지에 대해서 학교가
책임지고 감독하여야 한다. 체험 프로그램 중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서 보
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따라서 사고 및 재해 등이 발생하면 즉각 학교에
알려야 한다. 작업 조건에 대한 규정이나 노동보호법 관련 사항은 사이트
www.av.se를 참조하고, 첨부된 브로슈어를 참조하라.”54)

학생들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그 시작부터 마무리 과정까지에서 확
인하듯이, 학생들에게 우리의 ｢근로기준법｣ 중 미성년근로자에게 해당되
는 근로조건의 기본적인 내용을 자연스럽게 설명해주고 있으며, 이를 철
저히 지키는 상태를 전제로 하되, 그에 대한 감독권을 진로지도교사에게

54) http://www.jobbochskola.se/portal/regler-for-prao-perio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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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모든 작업장 투입 등은 반드시
튜터(선임자)의 지시와 책임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체험
내용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에 대해서도 대충 눈으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작업 범위를 정해놓고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전 과정의 각 단계마다 매뉴얼을
정하여 반드시 그에 따라 진행하고, 이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도
록 하고 있다.

2. 사례 - 스톡홀름 시의회 직업체험 프로그램
스톡홀름 시의회에서 제공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이러한 과정과 과
정별 규칙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55) 매년 스톡홀름 시의회는 초
등학교 8학년과 9학년 약 300명 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분야 직업
체험, 실무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체험기회(Praoplats)는 학교
의 상담 교사를 통해 예약되고 있다.
스톡홀름 시의 병원과 보건소에서 1～2주 직업체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카운티위원회가 제공할 수 있는 업무 경험 장소의 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교사들이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PRAO 프로그램에 참
여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부모 또는 교육책임자는 건강상태에 대하여
설문에 응답하여 제시하고, 이에 근거해 인증된 서류를 수령하여 학생들
이 첫날 작업장에 지참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일의 감당 가능․적정성을 고려하여 일자리
에 배치된다. 학생들은 직업체험 과정에서 각자에게 배정된 튜터로부터
작업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받고 시행한다. 보건 분야에서 직업을 체험하
는 대개의 경우 튜터는 간호사가 수행한다.
Prao는 일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시작으로 시작되는데, 예를 들면 신의
성실 및 개인 정보 보호, 손 위생, 작업복, 환자를 대하는 태도 등이다.
Prao 동안 
작업장 상사의 여러 일정은 각자 상이할 수 있으며, 실습생들
55) 이에 대해서는 다음 사이트 참조 : http://www.sll.se/jobb/prao-och-sommarjobb/
prao/(검색일: 2016.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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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에 따라야 한다. 물론 시의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작업장 조건 규
정에 따라 작업 환경을 구비해야 한다.
현재 스톡홀름 시 의료․보건 분야에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는
Valley Hospital(병원), Danderyd Geriatrie(양로병원), Danderyd Krankenhaus
(병원), Ersta Krankenhaus(병원), Karolinska University Hospital(병원) in
Solna, Schweden / Huddinge, Löwenströmska Hospital(병원) in Upplands
Väsby, Nackageriatriken(양로병원), TioHundra AB - Norrtälje Krankenhaus
(병원), St. Erik-Augenklinik(안과병원), Stockholm Geriatrie(양로병원)
등 약 10여 개의 병원 및 노인 시설이 있다.
학생들은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 짧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입
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
들은 증명서를 요구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무
엇보다도 참여 학생들의 건강증명서이다. 학교 상담교사를 통해서 신청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들과 얘기를 해서 자녀의 관심 분야를 정하여
알선해줄 수 있다.
스톡홀름 시의회의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Prao 프로그램 제공자로서
시의 이미지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2015년 건강․의료 분야 체험을 거친
젊은이들의 약 90%는 향후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Prao를 설명하는 사이트에서는 무엇보다도 각 당사자들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상세히 설명되고 있다. 즉, 학부모, Prao 자리를 알선해주는 학교
교사(직업체험 기회 알선자이면서 이들은 작업장의 근로조건에 대한 감
독관을 겸한다), 작업장 책임자가 이들에 해당한다. 특히 검색한 스톡홀
름 시의회 사이트에는 건강에 관한 내용이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설명되고 있다. 예를 들면 보건․의료 분야에는 유해 작업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경고문이 두드러진다.56)
56) “의료․건강 분야의 일부 부서의 작업은 위험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기 때
문에 몇몇 부서에는 학생들의 직업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
당하는 부서는 응급실, 감염, 중환자실, 투석 치료, 정신과 치료 부서입니다. (규
정 2012 AFS : 3에 따라) 치매환자 케어, 몇몇 전문 부서와 소아 병동, 마취, 수술
부서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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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Prao 첫 주의 첫날에 학생들에게 업무시간, 감독자, 환자
응대․처치방법, 신의성실 및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내용을 반드시 설명
해주도록 정하고 있다. 학생들의 현장체험 시간은 최대한 튜터의 작업시
간에 맞추어 배치하도록 한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
고, 19시 이후에는 배치할 수 없다.
8/9학년 직업현장체험(Prao) 지침(Riktlinjer för praktisk yrkesorientering,
PRAO - Årskurs 8 och 9 I Stockholms läns landsting)도 참고할 만하다.
이 지침에서는 학생들의 현장체험을 위한 세부 기준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바, 학교, 학생, 체험학습현장, 튜터(혹은 선임자) 및 기타 관련자에게
세부적인 지침을 정하여주고 있다. “당사자 각인들은 직업체험이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전체적인 상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누가
무엇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책임적 위치에 있는지에 대
하여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명확한 상태에서 현장체험은 진
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는 직업체험 참여 학생들의 의
무에 대해서도 상세히 적고 있는바, 몇몇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시간계획은 튜터(tutor, 선임자)가 짠다.
-필요시에는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실습 완료 후에는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들로 작업복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
-손톱을 짧게 자를 것, 매니큐어 및 인공손톱 금지
-반지, 팔찌 또는 시계 착용 금지
-긴 머리는 단정히 묶을 것
-일하는 곳에서 귀걸이 및 기타 장식품은 아래로 찰랑이지 않을 것
-편안한 실내화를 착용할 수 있으며 개인 지참 가능

3.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의미
가. PRAO 직업체험 프로그램
스웨덴은 직업체험과 관련하여 이미 1950년대에 여러 학교에서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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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스톡홀름 직업체험 프로그램

자료 : http://www.sll.se/jobb/prao-och-sommarjobb/prao/(검색일: 2016. 12. 10).

범운영을 거쳤다. 최근에는 8～9학년에서의 현장체험에 대해 찬반의 논
쟁이 제기되기도 했다.57) 즉 PRAO가 도입될 당시 1960년대만 하더라도
중학교를 마치면 직업세계의 생활에 상당히 가까이 와 있었던 반면, 최근
에는 이러한 추세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당시만 하더라도 중학교를 마치
면 소수만 인문계 고등학교와 대학교로 진학하였기 때문에 다수가 직업
세계 생활에 익숙해져야 했지만, 지금은 컴퓨터에 의해 수행되는 일이 많
아지고 대학교 진학률도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스웨덴 기업가연합은 2008년 PRAO(혹은 TET)가 오히려
요즈음에 더 필요하다고 그 의미를 되새김하고 있다. 즉, 학생들은 이전
과 달리 20세나 되어야 직업세계에 진입하는데, 그때까지 직업세계를 경
험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전과 달리 여름철에 하는 일자리 경
험도 거의 없으며, 경험한다손 치더라도 컴퓨터에 앉아 있거나 팀 회의에
참가해보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물론 창업을 위한 경영학습 또는
특정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 합류해서 경험해보는 것들도 의미 있는 경험
이라 할 수 있지만 직접 노동을 체험해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주
장이다. 2008년 논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중학생의 현장체험학습(PRAO)
57) https://sv.wikipedia.org/wiki/Pr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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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58)
- 학생들이 교육․학습전공 선택이나 직업선택을 촉진시켜줌
- 세대 간 긴밀한 접촉이 가능하도록 해줌
- 가르침-배움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갖게 해줌
- 학생들에게 노동의 삶(일터의 삶)에 대해 알게 해주며, 이에 대한 학
생들의 요구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 등을 촉진시켜줌
- 학생들로 하여금 자아에 대한 인식․자각을 촉진시켜줌
이보다 일찍 2006년 PRAO에 대한 논쟁에서는 산업체가 학생들과 접
촉할 수 있는 기회, 상공회의소가 학생들을 만나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
는 기회, 혹은 기업들이 학생들을 만나 관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 등의
의미 부여도 제시되었다.59) 이런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용자단체 혹은
기업체들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고등학교 및 대학교 현장실습
스웨덴에서는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현장 실습을 교과 과
정의 중요한 일부로 포함하고 있다. 작업장에서 배움의 과정이 동반되는
현장학습․훈련의 중요성은 비단 중학교에서만 제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는 아예 현장실습(Praxis)이라는 과정이 체계적으
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일터학습(Arbetsplatsutbildning)으로 불린다. 고등
학생들의 경우, 전공 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기본적으로 한
달 또는 3～5주 정도 본인의 전공 관련 직업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이다. 고등학교에서의 현장실습은 현장기반학습(Workplacebased Learn : APL)이라고 특칭(特稱)된다.

58) Prao viktigare än någonsin!, Svenskt Näringsliv, 2008-05-08.
https://www.svensktnaringsliv.se/fragor/samverkan-skola-naringsliv/prao-vikt
igare-an-nagonsin_544296.html.
59) Debatt: Prao har tjänat ut sin roll, Expressen, 20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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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정에서의 이러한 현장실습은 이공계열에만 한정되지 않고, 심지
어 인문학 등에서도 매우 일반화되어 있다. 예술(ES), 자연과학(NA), 사
회과학(SA), 공학(TE) 등 대학 전체에서 이러한 현장실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과정으로, 매주 최소 24시간 이상의 Praxis 과정을 15주 이
상 이수하여야 한다.60)

4. 노동조합의 민주시민교육
스웨덴의 가장 큰 성인교육기관의 하나는 노동조합(LO)이 참여하여 일찍
이 1912년에 설립한 노동자교육협회(ABF : Arbetarnas Bildningsförbund)
이다.61)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노동조합운동을 위시해 세 가지 조류의
사회운동이 촉발되었다. 즉, 노동운동, 금욕(금연 및 금주 등)주의적 운동,
그리고 자유교회운동 세 가지 흐름의 운동이었다. 이러한 사회운동을 배
경으로 대안적인 문화운동이 촉발되었던바, 즉 ‘사람을 교육시키자’는 운
동이었다. 전형적인 성인교육운동이라 할 수 있다. 즉 ‘교육을 통하여 사
람을 바꾸고, 그 바뀐 사람들이 확산되어 사회를 바꿀 주체의 확산!’이라
는 슬로건 아래 추진된 운동이었다. 1912년 ABF 결성은 노동운동 흐름
중에서 교육운동의 아이디어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던 흐름과 추동세력에
의해서 촉발되었다.
[그림 8-3] ABF 스톡홀름의 외부 전경과 내부 로비

60) https://sv.wikipedia.org/wiki/Arbetsplatsutbildning.
61) http://www.abf.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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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저자 작성.

ABF는 스웨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민주시민교육 기관으로 자리잡아
있다. 예를 들어 스톡홀름 시내의 번화가에 ABF 건물이 자리잡고 있으
며, 내부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식당 및 카페 외에 매우 많은 교육공
간을 확보하고 있어, 매우 커다란 문화 컴플렉스(Complex)이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학습서클
(Learning Circle) 수십 개 과정이 진행되는 대형 교육․문화 컴플렉스라
할 수 있다. 제공되는 문화 프로그램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
며, 매우 일반적인 교양․문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일부를 예로 들
면 다음과 같다.62)
ABF에서의 교육과정은 대부분 학습서클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다양한 학습서클을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이끌어갈 수 있는 학습서클 리
더(Learning/Study Circle Leader)를 많이 양성하는 것을 역점사업으로
<표 8-3> 교육․문화 프로그램

62) https://www.abf.se/(검색일: 201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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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를 위한 불어(500 kr)/스터디 서클/목요일 18 : 00～20 : 30
Skrivarverkstad - Haninge에서 영감을 주는 주말(625 kr) 창조적인 글쓰기/
스터디 서클 토요일 10 : 00～14 : 15
Hatha 요가 계속(400 kr)/스터디 서클/월요일
메이크업(800 kr)/스터디 서클/화요일 12 : 00～17 : 00
Haninge의 Poesiverkstad (250 kr) 당신은 모든 감각으로 글을 쓰도록 배울
것입니다.
서정적인 표현, 순간을 위한 시, 통찰력 학습/스터디 서클/일요일 10 : 00～12 : 30
데이터 처리(950 kr)/스터디 서클/목요일
스튜디오 사진의 기본 과정(750 kr)/스터디 서클/목요일 17 : 30～20 : 00
Haninge에서 ‘공포의’ 데이터(395 kr) 컴퓨터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과정/스터디 서클/수요일 17 : 00～19 : 15(8회)
‘말하기 학습’ - Haninge의 영어 회화/스터디 서클/화요일 17 : 30～19 : 00(8회)
사진(500 kr)/스터디 서클/수요일 17 : 30～20 : 00(3회)
Tyresökören와 함께 성가대에서 노래하기(Free Tursearcher는 모든 연령층의
약 30명의 헌신적인 여성과 남성으로 구성; 레퍼토리는 중세 고전 음악부터
‘깜짝 노래’와 섞여 있음)/스터디 서클/월요일 19 : 15～21 : 30(20회)
Haninge의 Tongangarna와 합창단(잡일에 무료할 때 노래는 재미뿐만 아니라
건강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노래와 음악은 기쁨을 주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멋진 에너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스터디 서클 월요일 18 : 30～21 : 00(22회)
Järna의 스트리트 댄스 11～13세(934 kr)/스터디 서클/월요일 17 : 00～18 : 00(13회)
자료 : https://www.abf.se/(검색일: 2018. 10. 29).

추진하고 있다. 이들 학습서클 리더는 어느 조건에서도 구성원들이 요구
하는 학습모임을 조직해서 추동해나갈 수 있는 핵심역량이다. 이들은 정
파적이지 않은(liberal) 성인교육의 관점에서 일반적인 주제 혹은 ABF에
특수한 주제의 학습서클을 조직하여 운영한다. “시민들을 위해서가 아니
라, 이들 시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Not just for people, but through
the people!)”는 믿음으로 유지된다. “자유주의적 성인교육이 갖는 주(主)
관심은 항상 새로운 것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야말로 매우 오래된 현상이
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강화하는 것이다.”63)
ABF의 교육 과정 및 주제 등은 지역주민 또는 회원의 요구에 근거해
63) “Adult liberal education is an old phenomenon whose main task is always
current: To safeguard and strengthen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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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부터(bottom-up) 상향식으로 조직되고 있으며, 따라서 지역사회
주민의 수요에 조응하고 있다. ABF 교육과정이 대부분 지역사회 자치단
체로부터 공인된 시민교육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
기 때문에 대부분 공적기금으로 구성된다. ABF는 학습서클 리더를 많이
양성하려 노력하는데, 이들이 스웨덴을 평생교육 사회로 만드는 기반이
고 스웨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주체이다.
ABF 학습서클 리더 양성과정 사업계획서에서 보듯이, 최소 인원 3명
이상만 확보되면 9시간 이상의 학습서클이 조직돼 운영된다고 사전 공지
하여 제안하고 있다(그림 8-3 참조). 학습서클 리더 과정 운영자만 아니
라 참가자도 국가성인교육위원회로부터 시급 단위로 사례를 받게 되며,
이를 위해 참가자 명단에 기록해야 한다.
스웨덴 ABF 사업 대부분은 정부, 지방 및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의 보조
금 및 참가자와 관련 기관의 보조금으로 충당된다. 중앙 ABF는 정부 보조
금을 수령하여 해당 활동의 범위에 따라 지사에 배포하고, 주정부는 공인
된 성인교육기관에 재원을 제공한다.64)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의 전
반적인 교육수준을 높이는 것에도 우선순위가 두어진다. 외국인들, 장애
인 및 실업자는 특별히 국가의 재정 지원대상 그룹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
ABF는 학습서클 리더 양성 과정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65)
-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 발전에 참여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활동
-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것
- 문화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문화활동 참여를 확대하며 문화
적 체험과 개인의 창의성을 증진함
학습서클 리더․진행자 교육 연수과정은 다양한 수준에서 개설되어 진
행되고 있는데, 개인소개 대화 방식에서부터 성인교육 방법론에 대한 대
학 수준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위를 포괄한다. 제공되는 프로그램
64) ABF 사무국은 조직 내에서 문화, 사회통합, 건강, 노동조합, 정치, 국제적 의제
연구 및 장애인 문제 등 분야 사업도 지원한다.
65) http://www.abf.se/Om-ABF/About-ABF-in-Englis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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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입문자 대화 과정
- 기본 교육(학습서클 형식 약 25시간)
- 계속 교육(약 80시간)
- 문학 연구 및 보고서 작성
- 대학 수준의 성인교육 방법론(10점 인정)
이 외에 각종 연구기관의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리더․진행자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특정 주제 관련 과정, 특정 대상 그룹에 대한 과정, 새
로운 학습자료에 대한 소개 과정 및 미적 감성을 활용하는 리더․촉진자
를 위한 색상 및 디자인 특별과정 등도 제공된다.

제4절 요약과 함의

첫째, 스웨덴의 제도교육은 전반적으로 평생학습체제의 틀에서 위치지
어지고 있어, 현장 경험을 중시하는 학제의 특성을 갖고 있다. 스웨덴의
교육체계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과정은 나이와 수학기간에 관계없이 언
제나 열려 있는 순환적 평생교육 시스템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모든 교육
은 무상이며 교육을 위해서 등록돼 있으면 휴직과 그 후의 복직은 의무적
이다. 또 교육기간 중에는 국가로부터 대여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
고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시민교육이 제도교육의 틀과 밀접하게 결합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민교육 단위의 학습동아리를 통해 꾸준히 재학습
받을 기회를 갖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교육제도 체계 내에서 노동교육은 평생교육 기관으로 자리잡은
노동조합(LO) 설립(1912년) 노동자교육협회(ABF)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
고 있다. 일찍이 ‘사람을 교육시키자’는 운동으로 출발한 노동교육이 성인
교육운동 전통 속에 확고히 자리잡아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축의 하나로
기능하는 것이다. 즉 ‘교육을 통하여 사람을 바꾸고, 그 바뀐 사람들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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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되어 사회를 바꿀 주체의 확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된 운동 취지
에 맞게 모든 시민 개개인의 학습서클 리더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참여적
민주시민 역량을 향상하는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성인교육은 한편으로
모든 성인들의 주체적 참여를 기반으로 함으로써 시민성을 발현하도록
하며,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성인교육과 시민성 함양이 민주주의를 강화
하는 토대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체적 참여와 시민성 함양의 토
대로서 학습서클 리더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려 노력하는데, 모든 시민 개
인이 주체적으로 리더로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스웨덴을 평생교육 사회
로 유지하는 기반인 동시에 스웨덴 민주주의의 기반인 것이다. ABF는 학
습서클 리더 양성 과정의 의미를 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 발전에 관심 갖고 참여하게 하는 활동, ② 민주주의를 강화
하고 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③ 문화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문화
활동 참여를 확대하며 개인의 창의성을 증진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둘째, 학교의 기본적 가치나 임무는, 제도교육의 교육과정(curriculum)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들의 발달과 학습, 그리고 평생 동안 배
우려는 열망, 즉 평생교육 욕구를 촉진하는 것인데, 이러한 교육의 핵심
적 목표는 각 개인들이 주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활
용하여 그들의 일하는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만큼 고등
학교 커리큘럼에는 학생들이 직업과 노동생활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
록 특별한 내용 구성을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교육의 선택 - 일과
사회생활’로 돼 있다. 이에 따르면,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 직장 생활, 대
학 및 대학교, 그리고 전체 사회와 밀접하게 협력해야 한다. 이것은 학생
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하며,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더
많은 학업이나 직업 생활을 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학교가 직업교육을
거쳐 일하는 삶과 협력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중2학년 사회교과서 내용 구성에서도 확인하듯이, 사회교과는 - 사회현
상에 대한 지식 중심 학습이 아니라 - 그야말로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민
주시민이자 일하는 주체(노동자)로 살아가는 일생에서 각 연령대별로 거
치는 변화에 따라 보장되는 사회적 안전장치의 내용과 그 보장제도의 의
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법률과 권리에서 출발하여,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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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받지 않아야 할 ‘차이’의 문제, 제3장 스웨덴 경제, 그리고 제4장에서
지역사회에 대해 다룬 뒤, 마지막 제5장에서 학생, 가족, 결혼, 장애, 실직,
노령 등에 제공되는 제반 사회보장제도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제3장 경제 부분의 구성도 수요․공급과 기회비용 등의 개념
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지 않다. 개인의 경제를 가족단위로부터, 개인의
소비와 소비자 주권, 그리고 합리적 소비를 저해하는 요소(광고)의 문제
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제5장 사회보장에 관한 장은, 한 개인이 태어나서
결혼, 가족 생성, 실업 및 노인의 문제 등 생로병사의 삶의 과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와 사회적 안전망의 의미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셋째, 최근 우리나라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면서 많이 언급된 사례의
하나가 스웨덴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PRAO)이다. 초등학교 8학년과 9
학년 사이(한국 교육제도에 의하면 중학교 2～3년에 해당) 2주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의미는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되고 있다. 평가내
용은 학생의 교육․학습전공 선택이나 직업선택을 촉진함, 세대 간 긴밀
한 접촉이 가능하도록 해줌, 가르침-배움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갖게 해
줌, 학생들에게 노동의 삶(일터의 삶)에 대해 알게 해주며, 이에 대한 학
생들의 요구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 등을 촉진함, 학생들로
하여금 자아에 대한 인식․자각을 촉진함 등으로 요약된다.
즉, 학생들이 기업가들이나 어른들과 가능한 일찍이, 학생으로서도 가
능한 이른 시기에 관계를 맺음으로써, 일터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들의 기준이나 눈높이에 맞춰 필요시에는 변화를 요구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직업체험 개시 전, 직업체험 기간 중,
그리고 직업체험 기간 후의 세 단계로 나누어져, 각 단계마다 매뉴얼을 정
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면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있다. 이 과
정에서 학생들은 우리의 ｢근로기준법｣ 중 미성년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기
본적인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조건에 대
한 감독권을 진로지도교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모든 작업장 투
입은 반드시 튜터(선임자)의 지시와 책임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 실습의 경험은 비단 중학교에서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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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과정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는 아예 현
장실습(Praxis)이 매 과정마다 체계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고등학교 학
생들의 경우, 전공 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기본적으로 약 한
달 또는 3～5주 정도 본인의 전공 관련 직업현장에서 실습하는 것이 필수
적이다. 대학과정에서 이러한 현장실습은 이공계열에만 한정되지 않고,
자연과학(NA), 공학(TE), 사회과학(SA), 예술(ES) 등 전 대학과정에서
주 최소 24시간 이상의 Praxis를 15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3부 대안모색 편

노동교육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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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독일의 노동교육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독일에서 노동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노동
은 자아실현과 생계보장 사이에서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요소이다. 따라서 인간에게 임노동이나 부불노동
(가사노동, 봉사)이 때로는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
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대 사회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면서 노동의 변화
역시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노동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직
업으로 정의하거나 또는 직업에 의해 정의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노
동은 노동과 삶의 균형을 위한 요구나 노동을 통한 적절한 분배과정 등에
서 인간적인 노동을 위해 여전히 갈등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
실 속에서 독일의 노동교육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 구성원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람은 자신의 노동과 직업을 통해 음식, 의복, 집 등을 위해 필요한 돈을
번다. 따라서 직업은 소득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그러나 직업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하며 직업은 사람의 외관을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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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업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일
을 만족하지 않는다. 이러한 노동은 가족, 여가 또는 친구들과 같이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한 노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노동도 있다. 예를
들어 가사노동과 같은 형태의 노동도 존재한다. 가사노동은 중요한 노동이
지만 매우 과소평가되고 있다. 스스로 또는 가족을 위한 가사노동은 임금
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가족의 부양과 행복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
다.66)”

제2절 독일의 노동학에 대한 이해

1. 노동학의 발전과정
가. 노동학의 발전
노동학의 목적은 1969년 노동학이 독립된 과목으로 교과과정에 도입이
되면서 지금까지 시기에 따라 약간의 변화는 있었으나 여전히 학생들에
게 노동과 직업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가르치
는 것이다. 헤센 주 문화교육부에 따르면 “노동학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비판적이고
의식적인 개념의 형성을 통해 노동과 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은 노동학 수업의 중심 주제
일 뿐만 아니라 교습법적 체계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하며 특히 노
동의 주제는 기술적, 경제적, 친환경적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밝히
고 있다.67)

66) Praxis Arbeitslehre 1(2017), Westermann.
67) Arbeitslehre - Bildungsstandards und Inhaltsfelder(2018), Hessisches Kultusministerium, 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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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 노동학의 발전과정(1964년부터 현재)
- 1964년 : 독일 교육과 직업훈련 위원회(Deuscher Ausschuss für das Erziehungund Bildungswesen-DA)의 기본학교(Hauptschule) 설립을 위한 계획을 통해 독
립적인 과목으로 노동학 도입에 대한 논의
- 1969년 : 연방 주 교육장관 협의회(KMK)에서 노동학 도입을 결정
- 1969년 : 바이에른 기본학교 9학년에 노동학 도입
- 1970～74년 : “바이에른 학교 개혁”에서 기본학교 7학년과 8학년으로 노동학 확
장 도입
- 1974년부터 : 노동학의 새로운 커리큘럼 개발
- 1976년 : 기본학교에서 노동학 커리큘럼은 대부분 경제에 관한 내용이 지배적으
로 구성됨
- 1977년 : 직업전문대학 커리큘럼으로 노동학이 도입
- 1985년 : 노동학 내용 중 경제에 관한 내용을 줄이고 직업교육에 관한 내용 위
주로 개편
- 1987년 : 노동학이 모든 학교의 8학년과 9학년에서 의무교육화
- 1987년 : 연방 주 교육장관 협의회(KMK)에서 중등1과정에 노동학 도입 결정
- 1997년 : 노동학에 경제구조에 관한 내용 추가
- 2004년 : 노동학이 ‘노동-경제-기술(Arbeit-Wirtschaft-Technik)’로 이름이 바뀌
고 5학년 교과과정에 도입
- 2018년 : 교육 플러스 계획
자료 : 저자 작성.

나. 노동교육에 대한 논쟁
독일에서 노동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1950년대 중반부터이
다. 2차 대전 후 재건사업이 한참인 상황에서 정작 일을 시작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직업생활로 전환하는 것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
이 부각되었다. 그러한 문제점들의 원인으로 학교에서 직업교육의 부재
가 특히 강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은 ‘청년들
의 직업위기’라며 청소년들에게 현대화․자동화되어 가는 제품생산 과정
을 수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능력이 결여된 것을 지적하기도 하였다.68)
이러한 배경으로 전문가들은 미래의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교육이 필요
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러한 교육이 직업
68) DGB(1952), Arbeitslosigkeit und Berufsnot der Jug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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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당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중 가장 지배적인 것은 직업교육은 특히
실질적인 능력위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단계에서부터 삶과 밀접한 과
제들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9학
년부터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방안이 구체화되었다. 또한 필요한 조치로
학생들이 거주 지역에서 노동에 대한 탐색을 통해 직업선택의 도움을 받
고 사업장 실습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기되었다.
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은 논의 시작 단계에서 두 가지 대립된 의견이 형
성되었다. 직업과 노동에 관한 문제제기를 학교 안에서의 전망으로 한정
하자는 의견과 이를 학교 밖으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대립
되었다. 이러한 의견 대립은 왜 초기 노동학과 관련된 논의에서 노동교육
의 비중이 낮아지고 직업교육 위주로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69)
다. 노동학의 도입(1969년)
노동교육과 관련된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
대 중반 독일 교육과 직업훈련 위원회(Deuscher Ausschuss für das
Erziehungund Bildungswesen-DA)는 기본학교(Hauptschule)의 설립과
더불어 독립적인 과목으로 노동학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1964
년 독일 교육과 직업훈련 위원회 논의에 따르면 “노동학은 기본학교에서
새롭고 독립적인 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고 학생들이 현대적인 노
동세계로 진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은 현대
적인 생산과 서비스에 관한 노동의 특징에 대해 넓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이성적인 직업선택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70) 이러한 주장은
독일 교육과 직업훈련 위원회의 위원 중 한 명이었던 하인리히 아델스
(Heinrich Adels)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71)
69) Dedering(2002), Entwicklung der schulischen Berufsorientierung in der Bundesrepubik Deutschland, S. 18, 19.
70) Deutscher Ausschuss(1964), Empfehlungen und Gutachen, Folge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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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 1969년 노동학과 사회학 커리큘럼
노동학(Arbeitslehre)과 사회학(Soziallehre)
노동학과 사회학
(노동학 개론)

노동학과 사회학
(실습 수업)

노동학 개론
(노동과 경제를 위한
개론서)

사회학 개론
(국가와 공동체)

기술장비
가사
기술가정
계획
속기
타자

주당 2시간

주당 2시간

주당 2×2시간

자료 : 저자 작성.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1969년 연방 주 교육장관 협의회(KMK :
Kultus-minister Konferenz-Bildung, Wissenschaft, Kultur)에서 기본학
교에 노동학을 하나의 독립적인 과목으로 선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연방
주 교육장관 협의회(KMK)는 “노동학은 직업선택을 위한 길잡이로 사업
장 실습과 견학을 통해 업종과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노동에 대
한 이론과 실습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올바른 직업선택을 위해 활용할 것
을 목표로 9학년부터 실시하도록 한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1969년 노
동학은 처음으로 9학년 과목에 도입되었으며 노동학 수업일수는 주당 8
시간으로 전체 33시간 중 3분의 1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노동학은 다른 과목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교육
- 더 나은 직업 선택을 위한 방향제시
- 성실한 근무태도 교육
- 노동과 경제의 올바른 이해
커리큘럼에 따른 노동학의 토론 수업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실습생이
진행하였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교육대학에 노동학에 대한 과목이 개설

71) Abel, Heinrich(1956), Die berufsbildende Schule im Oberbau einer allgemeinen
Deutschen Volksschule, S.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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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학 수업을 하는 교사들은 노동학의 목
적에 맞게 교육방법을 모색하려고 노력하면서 이를 통해 새롭게 도입된
노동학 수업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실습을 통한 교육을 강화하려고 하
였다.
<표 9-3> 1969년 노동학의 내용
1. 소비자의 요구

요구의 다양성, 경제의 역할, 경제적 원칙

2. 경제 구조
- 1차 산업
- 재가공
- 상업을 통한 상품의 분배

노동과 자본, 자본교육, 임금, 임금투쟁, 사용자,
노동자, 공동결정, 수공업과 산업에서의 직업,
상업에서의 직업, 서비스 기업과 사회적 시설,

- 근대적 경제에서 노동
- 소비

서비스업, 가격비교 등

3. 가격형성

가격형성의 요인, 공급과 수요, 임금과 가격

4. 정보처리의 문제

역할과 가능성, 보조 장치, 직업전망

자료 : 저자 작성.

라. 학교개혁(1970년)
1970년 학교개혁을 통해서 ‘노동학과 사회학’ 수업이 7～8학년으로 확
대되었다. 9학년에서만 시행하던 노동학을 7～8학년으로 확대 적용하면
서 1969년 도입된 노동학 과목의 내용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우선 노동학
의 목적에 맞게 개념을 명확하게 구성하였다. 또한 노동학 수업의 교습방
법 중 사업장 견학을 중심으로 매 학년마다 다양한 업종을 경험할 수 있
도록 하였다. 그러나 노동학이 학교에 도입되고 1년이 지난 후 나타난 문
제점은 노동학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할 교사와 수업에
사용할 교재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실업학교와 기본학교
에서 새로운 기조의 노동학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 것이었다.
마. 노동학 커리큘럼의 개편(1976년)
1976년 새롭게 계획된 커리큘럼을 통해 기본학교 7학년부터 9학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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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학 수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개편을 통해 노동학은 기본학교에서 다
른 과목들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특색 있는 과목이 되었
다. 노동학의 형식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과목의 목표와 내용, 과
목의 내용과 연계된 계획에 관한 것이었다.
<표 9-4> 7학년 노동학 교육 과정의 예
교육목표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시장형태를 알아보도록 함

교과내용

시장의 형태 -독과점, 소수독과점, 경쟁

수업의 경험

- 교사를 통한 정보제공 : 독과점, 소수독과점, 경쟁
- 사례조사
∙독과점 형태에서의 수요와 공급
∙경쟁에서의 수요와 공급

교육 목표의 달성

사례조사를 통해 다양한 시장의 형태를 알 수 있음

자료 : 저자 작성.

바. 노동학 교육개편(1986년)
1986년 노동학 교육과정이 새롭게 개편되었다. 교육과정 개편의 배경
에는 노동현실의 많은 변화가 반영되었다. 1980년대 독일은 새로운 기술
의 도입과 노동조직의 변화를 맞아 기업에서 노동의 유연화가 급격히 진
행 중이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한 사업장에서
퇴직할 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
은 새로운 변화에 맞춰 올바른 결정을 해야 했다. 따라서 잦은 직업의 변
화, 상시적인 재교육, 고용안정과 같은 주제로 많은 논의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노동학은 직업의 영역에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
키고 자기계발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또한 전통적으로 육체노동
자와 지식노동자를 구분하던 것을 바꾸어 전체 노동자로 인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주로 직업학교에서 실시되었던 노동학이 인
문계 김나지움까지 확장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노동학은 더 이상
블루칼라의 직업을 준비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며 모든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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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예전보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김나지움에 진학하는 현실에서 노동에 관한 교육, 특히 직
업선택을 위한 준비는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했다.
개편과정에서 노동학 교육의 목표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
다. “노동학은 학생들에게 노동과 경제의 개념을 설명하고 직업훈련을 시
작하거나 직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학생들은 그들의 삶에서 노동
과 직업의 의미를 깨닫고 노동, 직업, 경제와 기술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
득해야 하며 각각 직업에 대한 인식, 노동변화의 형태, 경제의 이해를 바
탕으로 하는 직업의 선택 등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업종의
실습 또는 사업장 견학을 통해 학생들이 일터에서 일상을 체험하고 다양
한 직업 선택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노동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학교와 사업장에서의 직업훈
련을 통해 업무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모두 배울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업
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협업, 책임감, 신뢰성, 정확성 등의 근무
태도와 직업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직업훈련의 수준을 높이
도록 한다. 이론 교육과 이어지는 실습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직업세계에
<표 9-5> 7～9학년 노동학 교육과정

노동학 7학년 과정

1.
2.
3.
4.
5.

노동학의 목표와 내용
노동의 의미
상품과 서비스
1차 산업 사업장 견학
직업 선택의 기준

노동학 8학년 과정

1.
2.
3.
4.
5.

수공업 사업장 견학
공업 사업장 견학
서비스업 사업장 견학
노동, 기술, 직업의 변화
사업장 실습

노동학 9학년 과정

자료 : 저자 작성.

1.
2.
3.
4.
5.

학교와 사업장에서 직업훈련과정
직업훈련계약의 주요 내용
공업 또는 서비스업 사업장 견학
임금과 보수
자유로운 노동과 직업 선택과 사회적 시장주의 속에서
노동자의 사회적 안전망
6. 자본주의의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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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기 전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7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편을 통해 노동학의 목표를 현실
적인 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의 관점을 수립하였다. 특히 사업장 실습과
사업장 견학을 통해 직업과 노동의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사. 노동학의 교육계획(1997년)
1990년대에는 노동학이 중등1과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
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중등2과정까지도 노동학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997년 연방 주 교육장관 협의회(KMK)에서는 모든 연방 주
의 김나지움 상급단계와 직업전문학교에서도 노동학 수업을 하도록 결정
하였다.73)
<표 9-6> 1997년 7～10학년 노동학 교육과정

노동학 7학년 과정

1.
2.
3.
4.

다양한 노동의 종류
가정경제에서의 노동과 경영
학교에서 경험하는 노동과 경영 - 노동학 프로젝트
진로탐색의 기본

노동학 8학년 과정

1.
2.
3.
4.

노동과 경영의 장소로서 사업장
개별적인 진로
학교 주변에서 경험하는 노동과 경영 - 노동학 프로젝트
노동과 임금

노동학 9학년 과정
(교재 1)

1.
2.
3.
4.
5.

노동과 직업
노동과 경영의 장소로서 사업장
상품과 서비스를 경험해보는 학생 - 노동학 프로젝트
금융기관의 의미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과 도전

노동학 10학년 과정

1.
2.
3.
4.

지역경제의 구조와 발전
국경 없는 경제?
기업과 주식회사의 경영실습
공법과 민법

자료 : 저자 작성.

72) Rausch(2016), Fachdidaktik Arbeitslehre, S. 17.
73) KMK(1997), Vereinbarung zur Gestaltung der gymnasialen Oberstufe in der
Sekundarstuf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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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개편을 통해 노동학의 주제 영역이 노동, 직업, 기술, 경제, 가정
경제에서 확대되어 정보기술, 통신기술, 일과 여가 등이 추가되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인원감축, 노동조합의 변화, 숙련구조의 변화 등
빠르게 바뀌고 있는 노동환경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었다.
아. 노동학 교육계획(2004년)
2004년 교육개편의 큰 변화는 노동교육이 노동학에 머무는 것이 아니
라 다른 과목과 연계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것이
다. 1997년 교육개획을 통해 김나지움까지 확대된 노동교육은 점점 더 많
은 학생들이 김나지움으로 진학하면서 과거 직업학교에 중점을 두었던
노동학을 더욱 확장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각 주에
따라 노동학 과목의 이름이 노동․경제․기술로 변경되거나 노동학 교과
서를 아예 없애고 노동교육의 주요 내용을 사회, 정치/경제, 역사, 기술
등의 일부 과목 또는 전 과목으로 분산시키기도 하였다. 1980년대와 1990
년대 김나지움까지 확산된 실습위주의 노동교육은 노동에 대한 이론적인
준비와 평가가 미흡하여 사실상 진로선택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
이다. 따라서 일부의 연방 주 김나지움에서만 노동학을 개별 과목으로 수
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학자들은 원칙적으로 모든 과목의
수업에서 노동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지만 각 과목으로
잘게 쪼개진 상태에서 노동교육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
에 대한 의문과 각 과목과 노동교육의 내용이 얼마나 잘 융화될 수 있을
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74)
2004년 교육계획에서 주요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노동학 과목의 이름이 노동․경제․기술(Arbeit․Wirtschaft․TechnikAWT)로 변경되었다.
- 노동학 시간표를 확장하여 5학년과 6학년에서도 1시간씩 수업이 실
시되었다.
74) Dedering, Heinz(2002), Entwicklung der schulischen Berufsorientier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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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영역을 노동과 기술로 명확하게 표시하였다.
- 7～9학년에서 현실에 기반한 교습방법을 의무화하였다.
<표 9-7> 2004년 5～9학년 노동학 교육과정
노동학 5학년 과정

1. 개별 환경에서의 노동
2. 욕구, 광고와 소비
3. 인간과 기술

노동학 6학년 과정

1.
2.
3.
4.

노동에서의 인간
돈과 소비
노동과정에서 인간과 기술
첫 번째 과정: 개별적인 미래를 계획하기

노동학 7학년 과정

1.
2.
3.
4.

직업과 노동을 위한 첫걸음
가정경제
시장에서 학생의 노동과 경영
가정에서 노동과 기술

노동학 8학년 과정

1.
2.
3.
4.

노동과 경영의 장소로서 사업장
시장에서 학생의 노동과 경영
개별적인 진로
노동과 임금

노동학 9학년 과정
(교재 1)

1.
2.
3.
4.
5.
6.

노동과 직업
노동과 경영의 장소로서 사업장
주택 - 희망과 현실
상품과 서비스를 경험해보는 학생
금융기관의 의미와 역할
사회적 자본주의의 특징과 문제점

노동학 9학년 과정
(교재 2)

1.
2.
3.
4.
5.

학생들이 세운 학생기업
지역경제의 구조와 발전
주식거래
국경 없는 경제?
공법과 민법

자료 : 저자 작성.

자. 노동학 교육계획 플러스(2018년)
2018년 교육과정 개편의 목적과 내용에 대하여 “중등1과정 학생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노동시장에 진입을 한다. 미래의 소비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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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
동, 경제,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교육은 초등과
정과 연계하여 5학년부터 시작해야 하며 특히 노동의 이해에 대한 수업
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학생들은 노동, 경제, 기술, 직업
및 법률 분야에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노동하는 인간으로서의 개념
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학생들은 노동과 경제의 중요한 사실과
연계도 이해해야 한다”75)고 밝히고 있다.

2. 연방 주의 노동학 교과과정
독일의 16개 연방 주는 각기 다른 교육과정과 학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주의 교육장관 협의회(KMK)를 구성하여 다른 주로 전학하
는 학생들을 비교 가능하게 하도록 조율하고 있다. 교육장관 협의회는 각
주가 서로 인정하기 위한 조건(졸업장, 자격증 등)을 일관성 있게 조율하
고 학교, 직업 훈련 및 고등 교육에서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
며, 교육, 학문 및 문화 기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노동학은 일부 연방 주에서는 주로 종합학교나 실업학교를 중심으로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고 일부 연방 주에서는 노동학의 내용이 각기 다
른 과목으로 흡수되어 수업이 진행되거나 또는 과목 이름이 경제-노동기술(WAT : Wirtschft-Arbeit-Technik) 등으로 바뀌어 진행되고 있다.
이 중 독립적인 노동교육 커리큘럼이 진행되고 있는 연방 주를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베를린(Berlin)
베를린에서는 통합 중등학교 7～10학년에서 ｢경제-노동-기술(WAT)｣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2006년부터 시행된 교육 커리큘럼부터 경제-노동
-기술(WAT)로 이름이 바뀌어 노동학의 중심 내용을 다루고 있다. 노동
교육과 관련하여 베를린 교육부는 “노동의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및 생
75) Rausch(2016), Fachdidaktik Arbeitslehre, S.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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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생들이 전문지식 이외에 문제 해결, 협
력 및 창의력과 같은 기본 능력을 습득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통해 학
생들은 직업, 경제 및 가정에서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수업은
교실뿐만 아니라 학습 작업장(Schulischen Werkstätten) 및 학교 밖의 실
습장소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경제-노동-기술(WAT)
과목 수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76)
<7～8학년의 필수과목영역>
- 직업 및 진로계획
- 상품의 기획, 발표, 제작 및 평가
- 영양 및 건강
- 경제의 기초
- 통신 및 전자 매체
<9～10학년의 필수과목영역>
- 직업 및 진로계획 II
- 직업훈련
- 소비자 교육
- 복잡한 프로젝트의 실현 또는 복잡한 계획의 실행
- 노동과 직업
- 가정과 직장에서의 노동
나.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브란덴부르크의 중등1과정에 대한 계획은 ‘베를린 - 브란덴부르크의 학
교와 미디어를 위한 연구소(LISUM)’에 의해 개발되었고 2006년 교과과
정이 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브란덴부르크도 노동학 과목이 경제-노동
-기술(WAT) 과목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노동, 직업, 직업교육, 가정경제
및 소비, 삶과 기업 및 인프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77)
76) https://bildungsserver.berlin-brandenburg.de/.
77) https://bildungsserver.berlin-brandenburg.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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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학년의 필수과목영역>
- 직업적 요구와 기대, 이익
- 일상생활에서의 기술
- 노동과 기업
<9～10학년의 필수과목영역>
- 직업훈련 - 결정과정과 시작
- 노동의 미래와 구조적 변화
- 소비, 시장, 정치
- 작업장
- 기업
- 운송 및 교통
- 에너지
- 정보 및 통신
다. 함부르크(Hamburg)
함부르크에서는 2010년부터 새로운 학제 시스템으로 바뀌어 실업학교,
기본학교와 종합학교 및 중등학교로 구별된다. 교육과정이 바뀌었지만
함부르크에서는 여전히 노동학 과목으로 수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등학
교에서는 ‘노동과 직업’ 과목으로 개설되어 시행 중이다.
‘노동과 직업’ 과목의 학습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기술
과 경제’에서는 노동, 업무와 기술적 조치, 기술 시스템 및 프로세스 제어,
상품 생산, 생산 비용 등을 다루고 있다. 둘째, ‘가정과 경제’에서는 가정
에서 노동과 생활, 영양과 건강, 가정과 가사 기술, 상품과 과정의 사용
및 평가, 소비자 결정 및 소비자 행동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세 번째,
‘진로의 선택’에서는 자신의 정체성과 직업적인 계획, 노동의 직업성, 변
화 속에서 노동과 직업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전의 노동학에서 다루
던 주제들은 새로 구성된 과목 ‘경제’에서 다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78)
78) https://bildungsserver.hamburg.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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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과목의 핵심 내용>
- 노동의 변화
- 자립의 방법
- 지속가능한 경제
- 소비 및 경쟁
- 국제도시 함부르크와 국제적인 플레이어
라. 헤센(Hessen)
헤센에서 노동학은 모든 공교육에서 독자적인 과목으로 수업이 이루어
졌지만 현재 김나지움에서는 수업을 하지 않고 있다. 2005년 이전에는 직
업훈련의 준비와 평가 또는 노동을 위한 준비와 같은 주제의 노동학 교육
은 헤센의 교육법에 따라 모든 형태의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였으
나 지금은 기본학교와 실업학교에서 자체적인 상세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다. 현재 노동학은 기본학교 10학년까지 주당 최대 16시간,
실업학교에서는 주당 8시간, 종합학교에서는 주당 4시간 수업이 이루어
지고 있다.79)
<노동학 과목의 핵심 커리큘럼>
- 진로계획
- 노동의 체계화
- 노동의 미래
- 기술 시스템과 프로세스
- 경제 상황과 공동체의 구조
- 정신 및 신체 건강의 보전
마.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Mecklenburg-Vorpommern)
2010년에 개정된 학교법에 따라 노동-경제-기술(AWT) 과목이 중등1
79) https://dms-portal.bildung.hesse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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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개설되었고 5학년부터 주당 2시간씩 수업이 진행된다. 구체적인
커리큘럼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리고 기본학교와 실업학교 5학년과 6
학년, 종합학교에서는 ‘작업’과 김나지움 7학년과 10학년에서 ‘노동-경제기술(AWT)’ 과목으로 노동교육이 시행되고 있다.80)
<‘노동-경제-기술(AWT)’ 과목 중 7학년 교과내용>
- 제품의 시장출시
- 기업의 어제와 오늘
- 제품의 제조
- 가정과 기술
- 진로선택
바. 니더작센(Niedersachsen)
니더작센에서는 7학년부터 ‘노동/기술-경제’ 과목이 경제학, 기술, 가정
과목과 함께 수업이 진행된다. 필수선택수업을 포함하여 수업시간은 학
교 유형에 따라 주당 1시간에서 3시간까지 이루어진다.81)
<기술, 가정과 경제 과목의 주제>
- 원료 및 제품 생산
- 에너지 : 정보와 통신
- 주방 : 음식 준비의 기술
- 건강 및 영양가 있는 음식 선택
- 일상생활에서의 기술가정; 소비자
- 직장인으로서의 경제 활동
- 회사의 경제적, 사회적 행동
- 국가의 경제
- 지역, 국가, 세계 차원의 경제

80) https://www.bildung-mv.de/.
81) http://nibis.de/.

제9장 노동교육의 체계화: 독일 노동학(Arbeitslehre)의 사례 207

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2011년부터 노동학을 위한 광범위한 핵심 교과 과정이 편성되었고 이
커리큘럼에는 5학년부터 10학년까지 가사, 기술 또는 경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과정이 포함되었다. 새롭게 편성된 핵심 교과 과정에는 종
합 학교와 중등과정의 선택과목으로 노동학(가사/기술/경제) 과목이 포함
되었다.82)
<6～7학년 노동학(가사/기술/경제) 과목>
- 생계와 시장
- 주택
- 기술적 장치
- 생산 공정
<8～10학년 노동학(가사/기술/경제) 과목>
- 건강과 영양
- 자금 관리
- 가정경제의 지속가능한 전략
- 다양한 삶의 상황 및 주기에서의 생계
- 온라인 경제학
- 진로지도
<8～10학년 노동학(기술/경제) 과목>
- 이동성
- 생산주기
- 건물과 주택
- 온라인 경제학
- 진로지도

82) http://www.learnline.schulministerium.nrw.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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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학의 내용
이 장에서는 ‘노동학(Arbeitslehre)’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연방 주 중
하나인 헤센 주의 노동학 교과서를 자세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헤센 주의 노동학 교과서는 5학년 또는 6학년에서 수업 교재로 사용하
는 노동학 1과 8학년 또는 9학년에서 수업교재로 사용하는 노동학 2로 나
누어져 있다.
[그림 9-1] 헤센 주의 노동학 교과서

자료 : 헤센 주 노동학 교과서 표지를 저자가 캡처함.

가. 주 제
노동학 교과서는 직업의 선택, 기술 시스템과 과정, 노동의 체계화, 경
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과 구조, 건강한 정신과 신체, 노동의 미래
등 크게 6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6개의 주제는 현재와 미래의 노동의 방식과 삶의 방식에 대하여 학생
들의 흥미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삶과 노동에서의 기회와 전망 그리고 위
험에 대해서도 알려주고자 한다. 6개의 주제영역은 노동학 1과 노동학 2
가 동일하며 노동학 1에서는 각 주제에 따른 기본적인 개념 및 현상을 배
우고 노동학 2에서는 또 한번 각 주제별 지식을 더 넓고 깊게 배우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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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표 9-8> <노동학 1> 목차
I. 직업의 선택
1. 당신의 관심사와 능력
1) 나의 개인적인 직업 선택의 길
2) 나의 학교 성적과 나의 학교 경력
- 방법 : 이력서 작성
2. 무엇이 직업선택에 영향을 줄까?
<체크리스트>
3. 직업과 직업교육의 규정
4. 어떤 결정이 옳은 걸까? : 직업교육의 의미, 사업장 직업훈련 등
1) 직업교육의 의미
2) 계속적인 학업
3) 사업장 직업교육
4) 진로선택 결정의 도움
- 방법 : 인터넷 조사
- 방법 : ‘직업정보’ 사이트 실습
5. 사업장에서 노동
1) 제과점에서의 노동
2) 제빵사의 직업교육
3) 재교육
- 방법 : 직업선택을 위한 계획
II. 기술 시스템과 과정
1. 조립생산의 완성
1) 필요한 조사
2) 작업도구와 원료의 선택
3) 생산공정의 구성을 위한 계획서
4) 완성품 제조를 위한 계획
5) 노동안전과 산업안전
2. 기술 시스템의 작동
1) 기계의 설치와 작동
2) 기계의 작동원리
3) 힘의 전달
4) 정보 및 통신 기술
3. 기술의 변화
1) 기술의 발전과 합리화
III. 노동의 체계화
1. 가정에서의 노동과 노동분업
2. 사업장에서의 노동과 노동분업
1) 사업장에서의 노동분업
2) 어떻게 노동분업이 생겨났는가?: 역사
3) 사업장 사이에서의 노동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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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8>의 계속
4) 기업의 다양화
5) 가정경제와 기업 - 동전의 양면
3. 세계적인 노동분업과 전문화
4. 노동과 노동분업의 의미
5. 왜 노동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1) 조직으로서의 학교
2) 학교에서 조직의 구성과 경과
- 방법: 노동현장 견학: 학교에서의 노동
6. 사업장에서 노동인권
1) 좋은 노동의 기준
2) 청소년 노동
- 방법: 관찰, 질문, 기록
1) 환경보호와 지속성
2) 사업장에서의 환경보호와 지속성
3) 가정경제에서의 환경보호와 지속성
4) 책임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자!
IV.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과 구조
1. 경제와 욕구
1) 경제는 무엇으로 작동되는가?
2) 욕구
- 방법: 역할놀이: 분쟁상황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
2. 욕구 만족의 도구로서 상품
1) 경제의 원칙
- 방법: 자본을 주제로 발표를 해보자
3. 생계를 위한 임금
1) 가정경제의 원천으로의 임금
2) 수입과 지출
4. 어린이 소비자
1) 상표
2)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수입의 지출
5.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1) 청소년은 소비의 영향을 받는다.
2) 청소년과 계약
3) 보증과 보장
4) 인터넷 쇼핑
6. 상품과 판매에서 돈의 역할
V. 건강한 정신과 신체
1. 부엌에서의 노동
1) 학교부엌을 알아보자
2) 학교부엌에서 노동분업과 협업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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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8>의 계속
3)
4)
5)
6)
7)
8)

협업의 기본원칙과 노동위생
가사일에서의 노동안전
작업장의 실용적인 시설
식료품 손질을 위한 도구와 기술
음식준비에서 시간과 체력을 아껴줄 조리도구의 사용
식료품을 알자!
2. 균형 잡힌 영양섭취를 통한 건강
1) 건강한 영양섭취를 위한 10가지 규칙
2) 건강하고 현명한 소비를 위한 지침
3. 개별적인 식습관과 건강에 유익한 식습관의 비교
1) 완전식품의 비교
2) 다양한 식습관
3) 음식 트렌드 - 문제점
4) 패스트푸드
4. 노동-휴식-건강
1) 우리는 급히 휴가가 필요하다 -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
2) 무엇이 여가시간이며 청소년은 얼마만큼의 여가시간을 즐기는가?
3) 여가시간의 의미
4) 공동의 여가시간을 위한 가능성
5) 방학 -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즐거움
- 방법: 숙제
- 방법: 프로젝트: 방학의 계획과 구성
5. 건강을 위한 예방
1) 자기책임과 균형
2) 마음을 편안하게 -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하기
VI. 노동의 미래
1. 구조의 변화
1) 변화하는 경제
2) 구조의 변화는 어떻게 오는가?
3) 경제적인 구조변화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4) 구조의 변화: 음악시장의 예
2. 직업의 어제와 오늘
3. 기술이 노동을 변화시키다
4. 직업의 변화: 에너지 경제의 예
5. 새로운 정보기술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
- 방법: 탐색
- 방법: 전문가 질문
자료 : 노동학 교과서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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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진을 통해 살펴보는 개요
노동학 교과서의 구성은 각 장이 시작할 때 4개의 사진을 보여주고 학
생들은 사진을 보고 첫인상의 묘사를 통해 각 장의 주제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다.
그다음에는 주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되어 있어 주제와 관련된 질문
과 대답을 미리 짐작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그림 9-2] <노동학 1> 제2장 및 <노동학 2> 제2장의 기술 시스템과 과정

자료 : 노동학 교과서 내용 사진을 저자가 캡처함.

<표 9-9> <노동학 1> 제2장 기술 시스템과 과정
이 장에서는 각 단계마다 노동과정과 결정을 통한 조립생산과정의 완성을 분석하
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은 기본계획에서 시작하여 필요한 기계의 투입을 통해 이
루어진다. 더 나아가 기술의 변화에 따른 생산과정의 발전은 기업과 노동자들에
게 항상 새로운 임무가 주어진다. - 부품의 선택과 필요한 재료 선택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 생산과정의 계획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
- 새로운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에 대해서 기계는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떠한 영
향을 끼치는가?
- 기술의 변화는 어떠한 도전을 불러일으키는가?
자료 : <노동학 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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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용 설명
각 장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도표, 그림, 통계자료 등을 통해 설명하
고 있다.
<표 9-10> 각 장의 개요
이 장에서는 먼저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기술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체계적
으로 작동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그다음에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을 통해 어떠
한 행동방식을 갖는지 알아보자. 공정과정에 컴퓨터가 도입된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예측 가능한 기술의 발전을 그려보도록 하자.
- 기계의 작동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인간은 어떻게 기계의 시스템을 점검하는가?
- 각각의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본 원리가 작동하는가?
- 생산품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어떠한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 상품의 생산공정에 컴퓨터가 도입되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 CAD를 이해하고 CAD가 생산과정에 투입되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기술에서 예측 가능한 발전은 무엇이 있을까?
자료 : <노동학 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9-11> <노동학 1> 제3장 사업장에서의 노동인권(p.80)
사업장에서 노동인권
“나는 내 일이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일하면서 사람들과 교류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 일에서 전혀 만족감을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지루하기 때문이
에요.”
“내 일은 나를 병들게 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 일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일에서는 발전 가능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일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때로는 매
우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로 일은 매우 힘들게 하기도 하며
그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병을 유발할 수 있다. 누군가 직장에서 너무 어려운 업
무가 주어지거나 너무 많은 일을 해야 하거나 또는 항상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라
면 과로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
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항상 똑같은 일을 무감각하게
반복하거나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회적 관계도 형성할 수 없
어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간의 욕구와 능력을
고려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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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의 계속
예를 들어 노동인권이 실현되는 노동현장이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성취감
을 느낄 수 있고 동료들과의 협업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고용이 안정되어 있어서 언제 직장을 잃게 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한다.
자료 : <노동학 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9-3] <노동학 2> 제3장 노동의 체계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관하여
(p.96, 97)

자료 : <노동학 2>의 내용을 저자가 캡처함.

라. 수행과제
설명이 끝나고 난 후에는 학생들이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잘 숙지하였
는지 또는 이 주제와 관련되어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다. 첫째, 분석을 통해 학생들은
노동과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시스템, 구조와 문제들에 대해 서
술하고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개별 사례에 대하여 배운 지식들을 과제를
수행하면서 더 확장시켜 특정한 주제와 관련하여 정보를 취합하고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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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주제와 관련하여 질문함으로써 다양
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은 수행과제를 통해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관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수행과제에서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비판적
으로 상황의 배경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표 9-12> <노동학 1> 제3장 노동의 체계화(p.69)
분석적 수행과제

사업장의 노동과정에서 업무의 분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나열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
질지 서술하세요

판단적 수행과제

세 가지 직업의 생성과정에 대해 서술하고 현재와 연결하여
소개하세요

실행적 수행과제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하여 그 직업의 역사와 관련하여 학급
에서 발표를 해보세요

자료 : <노동학 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9-13> <노동학 2> 제5장 건강한 정신과 신체(p.114)
분석적 수행과제

일, 가정 양립을 위해 노동시간의 유연화가 가지는 장점에
대한 의견을 모아보세요

판단적 수행과제

노동시간의 유연화에 대하여 노동자 관점과 사용자 관점에
서 토론해보세요

실행적 수행과제

당신이 30살이 되었을 때 원하는 직업을 수행하며 보내는
하루를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일과 삶 사이에서 균형 있게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자료 : <노동학 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마. 방법론
방법론이라 쓰여진 페이지에서는 학생들의 과제 수행에 도움을 주는
14가지의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장인이 자신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작업도구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듯이 노동학 수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떻게, 실습을 준비하거나
수행하거나 평가해야 하는가? 또는 학생들이 어떻게 발표를 준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수
행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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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4> <노동학 1> 제4장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과 구조(p.100, 101)
역할놀이 : 분쟁상황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
○정 의
역할놀이는 분쟁상황 또는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해결
하는 행동방식을 연습하고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역할놀
이는 주어진 분쟁상황과 문제상황을 만들어 대결시키고 역할놀이를 통해 해결하
도록 한다.
○ 역할놀이의 전개
1. 정보단계
- 그룹을 예열시킨다
- 문제를 주어 대결상황을 만든다.
2. 역할놀이 준비단계
- 분쟁상황을 제시한다.
- 다양한 역할을 구성한다.
- 역할카드를 준비한다.
- 역할놀이에 참여할 사람을 정한다.
- 쟁점을 구체화한다.
- 역할놀이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관찰자의 역할을 준다.
- 관찰일지를 나눠준다.
역할놀이 참여자는 그들의 역할카드를 읽고 상황에 맞는 의견을 모은다.
3. 역할놀이단계
역할놀이 참여자는 역할놀이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을 하면서 스스로 의견을 형성
하고 관찰하면서 기록한다. 모든 역할놀이는 같은 상황을 두 번 또는 세 번 정도
반복하면서 각각의 상황을 비교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항상 같은 의견을 제출하
지 않도록 주의한다. 역할은 가능한 한 실제처럼 수행한다.
4. 토론단계
다양한 역할놀이를 수행한 후 학급에서는 역할놀이 참여자가 제기한 의견에 대하
여 토론한다. 역할놀이의 진행에 대하여 토론하고 분석한다. 특히 역할놀이 참여
자의 태도와 의견에 대해서 아래의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도록 한다:
- 의견에 근거가 충분한가?
- 역할놀이 참여자들은 서로를 잘 이해하였는가?
- 누구의 의견이 가장 설득력이 있었는가?
- 역할놀이 참여자는 어떻게 자신의 의견을 설득시켰는가?
- 역할놀이 참여자는 어떤 기분이었겠는가?
5. 결론단계
역할놀이 주최자, 교사 그리고 다른 학생들은 토론의 결론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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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4>의 계속
6. 일반화단계
모든 학생들은 역할놀이의 특정 주제로부터 일반적인 상식을 도출함으로써 정보
를 얻을 수 있다. 다음 역할놀이 수행자들은 이 결과를 재확인하거나 더 심화시
킬 수 있다.
7. 적용단계
역할놀이를 통해 얻은 정보와 지식을 다른 상황에서 해결점을 찾기 위해 적용해
보도록 한다.
○ 라인케(Reinke) 가족의 분쟁상황을 역할놀이에 적용시켜보자. 4장의 역할카드
를 만들거나 또는 더 확장시킬 수 있다.
○ 안드레아스 라인케(아버지), 50세, 회사원
- 가정의 수입을 책임진다.
- 그는 자신의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모두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는 자신의 오래된 자동차가 마음에 들지 않고 새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
기를 바란다.
○ 잉그리드 라인케(어머니), 46세, 주부
- 돈 때문에 싸우기를 원치 않는다.
- 자신이 매일 집에서 하고 있는 가사일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고 있지 않다
고 생각한다.
- 휴가에 큰 가치를 두고 있으며 이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
○ 세바스티앙 라인케, 17세, 학생
- 스스로를 컴퓨터광이라고 한다
- 급하게 새로운 PC가 필요하다.
- 부모님으로부터 새 PC를 선물받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가 컴퓨터로 하는
일들이 나중에 갖게 될 직업을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 그에게는 가족의 새 자동차, 휴가 장소 같은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
○ 예나 라인케, 14세, 학생
- 가족들이 자신의 의견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결국엔 아버지의 뜻대로 결
정될 것이라 생각한다.
- 어머니의 낡은 자전거로 학교를 가는 것을 매우 창피하게 생각한다.
- 그녀가 새로운 자전거를 원하는 것은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
한다.
- 멋진 휴가를 보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은 자전거가 더 급하다.
자료 : <노동학 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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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배움의 성과
각 장의 가장 마지막 두 페이지에서 ‘배움의 성과’ 과정에서 앞에서 배
운 주제의 내용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질문들이 구성되어 있다.
<표 9-15> <노동학 2> 제1장 직업의 선택(p.30, 31)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와 상
황에 맞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우선 선택해야 하는 것은 직업훈
련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 학업을 수행할 것이고 학업을 마치는 것은 중요
한 역할을 한다. 만약 직업훈련을 받으려고 선택하였다면 먼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찾아 기업에 지원을 해야 한다.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서와 이력
서를 제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험이나 면접을 보기도 한다. 지원한 기업에서
직업훈련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면 사업장에서 직업훈련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의 수행과제는 이 장에서 배운 것들에 대한 복습이다.
1. 인터넷 사이트 www.berufenet.de에서 당신이 생활하는 지역에서 나중에 직업
으로 갖기를 원하는 사업장의 직업훈련생 자리를 찾아보세요.
2. (19쪽 방법론에서 제안하는 역할극을 참고하여) 지원자와 면접자로 역할을 나
누어 면접 상황을 연출하고 비디오로 촬영하여 스스로 평가해보세요. 당신이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세요.
3. 다음의 지원서를 보고 잘못된 점을 분석해보세요.
Zweirad-Center Maier
20.
Oberer Stephansweg 2
67890 Altdorf

Neustadt, 2.Juli

Jessica Springer
Koblenzer Str. 2
12345 Neustadt
Tel.: 05432/7890
Bewerbung
Sehr geehrte Dame,
In der Zeitung habe ich gelesen, dass Sie einen Ausbildungsplatz anbie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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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5>의 계속
Ich mache gerne Fahrradtouren und aus diesem Grund hätte ich diesen
Ausbildungsplatz gerne. Außerdem sagen meine Eltern, das ich
handwerklich geschickt bin.
Im Sommer habe ich die Schule beendet.
Ich würde mich sehr freuen, wenn wir uns einmal zusammensetzen
könnten, um alles zu besprechen. Montag Nachmittag hätte ich dafür
immer Zeit.
Tschüß
Anlagen
Zeugnis kommt noch
Kopie des Personalausweise
4. (20쪽 기업 사장의 인터뷰를 참고하여) 면접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무
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정리해 보세요.
5. 인터넷에서 독일의 청소년과 청년 실업률에 관해 찾아보고 스페인, 프랑스 그
리고 네덜란드와 비교해보고 스스로 결과를 분석해보세요.
6. 기업에서 직업훈련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 왜 지원하는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닌 것인지에 대해 이유를 서술하세요.
* 5월 1일 헤센 북부 독일노동조합총연맹 청소년 사업단(DGB-Jugend)에서 실
시한 설문에 따르면 직업훈련생의 52%만이 지원한 기업에서 직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독일노동조합총연맹 청소년 사업단(DGB-Jugend)은 무기한으로 직업훈련생을
인수할 것을 요구한다.
많은 북부 헤센 주의 직업훈련생들은 직업훈련과정을 마친 후 그들의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은 독일노동조합총연맹 청소년 사업단(DGBJugend)에서 실시한 설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52%의 직업훈련생만이 직업훈
련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용자로부터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소위 숙련공의
부족현상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독일노동조합총연맹 청소년 사업단(DGB-Jugend)의 대변인은 발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직업훈련생 중 21%는 이미 그들이 직업훈련을 마쳐도 사업장에
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27%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대답
하였다. 대변인은 “사용자가 지역에서 숙련공을 구하기 바란다면 늦어도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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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5>의 계속
직업훈련생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사용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직업훈
련생의 절반가량만 직업훈련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노동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
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독일노동조합총연맹 청소년 사업단(DGB-Jugend)은
5월 1일을 기점으로 사용자들에게 직업훈련생을 채용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젊은 세대들이 전망이 없는 불안한 고용관계를 맺는 것에 반대한다.”
위의 글을 읽고 그룹 토론을 하고 직업훈련 이후의 실업에 반대하여 개별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도록 하세요.
7. 다음의 직업군에서 직업훈련 후 일자리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가능성을 구성
해보세요.
- 제빵사
- 목수
- 소매상 판매원
자료 : <노동학 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사. 예시 활용
매 장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주제에 맞는 예시들을 제공하고 있다.
<표 9-16> <노동학 1> 제6장 노동의 미래(p.166)
경제적인 구조의 변화에 따라 어떤 것이 달라질까요?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더 많은 기계를 도입하고 노동인력은 점점 줄여가고 있는
상황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기계는 더 점점 컴퓨터 기술로 실행
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에서 사람은 새롭게 변화하는 기술에 맞춰서 변화해야만
한다. 다음의 예를 통해 지난 50년 동안 타이피스트의 직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
지 살펴보도록 한다.
<예시 1>
마리아나 B는 1970년대 타이피스트로 일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1년
에는 타자기로 일을 하였다. “나는 커다란 사무실에서 다른 열 명의 타이피스트
와 함께 일을 하였다. 나의 업무는 방금 막 출시된 타자기를 이용하여 편지를 쓰
거나 속기술을 통해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었으며 경리업무도 함께 포함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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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6>의 계속
있었다. 또한 전화를 잘 받을 수 있어야 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집에 전화기
가 없었으며 우리는 전화기에 대해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주 6일 동안
46시간 근무를 했으며 매년 3주의 휴가를 이용한다.”
<예시 2>
오늘날 마리아나 B는 사무직 여성노동자이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에
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을 한다. 마리아나는 그녀의 하루 일과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사무실에서 나의 업무는 현재 매우 복잡하고 많은 것이 요구되며
특히 IT와 관련된 업무 능력을 갖춰야만 한다. 나는 거의 모든 일을 PC를 통해
하고 있으며 일정을 조정하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거나 데이터를 활용한다. 손
으로 쓰는 편지는 사실상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E-Mail을 사용한다. 우리
회사는 국제적인 거래가 많기 때문에 나의 외국어 능력을 자주 발휘한다. 나는
주 5일 동안 38.5시간 근무를 하며 매년 6주의 휴가를 이용한다.”
기술의 발전과 경제의 변화는 직업과 직업에서 요구되는 노동의 변화를 가져왔
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수많은 구조적 변화도 함께 이루어졌다.
자료 : <노동학 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아. 문헌 활용
각 주제에 맞는 언론 기사나 문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표 9-17> <노동학 2> 제3장 노동의 체계화(p.75)
다음의 기사들을 읽어보세요.
○ 전국의 여성노동자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였다.
전 세계에서 여성들이 ‘동일임금의 날’ 행사에 참여하였다. 동일임금의 날은 여성
과 남성 사이의 임금격차를 보여주기 위해 상징적으로 여성들이 빨간 색 숫자가
쓰인 가방을 들었다. 여성은 아직도 남성보다 확실히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전
일제로 일할 경우 여성은 남성에 비해 21.6%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 정육공장에서 염소가스 사고 : 7명 부상
정육공장에서 염소가스가 유출되어 7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입었다. 한 노동자가
세척기계에 염소가스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여 가스가 유출되었다. 가스
를 흡입한 노동자들은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노동보호국에서 조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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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7>의 계속
○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의 기록적인 병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에서 2011년 노동자당 평균 13일의 병가를 사용하였다.
좋은 회사 분위기는 다른 이유에서도 중요하게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병가 사용
원인 중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 필립스가 텔레비젼 생산을 중단
전자회사 필립스가 결국 텔레비젼의 생산을 중단하였다. 기업의 텔레비젼 생산부
문은 홍콩 회사가 지분의 70%를 가지고 있는 합작투자회사로 넘어갔다고 월요일
에 필립스는 발표하였다.
○ 기름유출 사고
브라질 해변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였다. 브라
질 정부는 기름유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미국 회사에 2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1. 각 신문기사를 읽고 다음에 따라 분류하세요.
- 산재예방/노동보호, 기업에서의 조직, 환경보호, 임금결정/노동의 가치
2. 학급에서 위의 주제와 관련하여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모아보세요.
자료 : <노동학 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제3절 소 결

이 장에서는 독일 노동교육에서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노동학의 역사
와 지금까지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현재 노동학을 중심으로 각 연방 주
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교육의 커리큘럼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헤센 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동학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특히
5～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학 1과 7～8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학
2의 교과내용을 통해 현재 독일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교육의
목표와 범위, 그리고 교습 방법까지 살펴보았다.
노동학은 1950년대 중반부터 노동교육에 대한 논의를 거쳐 1969년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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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인 과목으로 수업이 시행되고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50여 년이
지나면서 노동교육은 처음엔 직업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점점 그
범위가 인문계 김나지움까지 확대되고 노동교육의 시작도 중급과정에서
저학년으로 내려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독일에서의 노동교육은 노동의 범위를 직업의 영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 삶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해함으로써 사실상 삶의 전반
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다. 기본적으로 임노동과 부불노동 모두를 노동의
영역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주요 교과 주제를 직업훈련과 직업선택뿐만
아니라 가정경제나 가사노동까지 확장시켜서 다루고 있다. 또한 직업선
택을 시작으로 근로계약, 임금, 산업재해, 노동법률, 실업 등 노동현장에
서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은 기술과 사회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술, 경제, 노동의
미래와 같은 주제도 폭넓게 다루고 있다.
특히 노동교육은 시작단계에서부터 이론과 실습에 중점을 둔 교습방법
을 강조하며 사업장 실습과 학교 안과 밖에서의 현장체험을 통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아직까지 학교에서 노동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한국의 상황에서 독일 노동학의 변화과정과 내용은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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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육의 제도화 : EU의 시민교육 정책 사례

제1절 EU의 시민교육 강화 정책

1. EU 시민교육 공동정책의 시작
유럽은 오래전부터 노동교육과 시민교육을 개발해왔다. 유럽 각국은
노동교육을 시민교육에 포함시키거나, 시민교육과 타 의무교과목 모두에
통합시키는 식으로 노동교육과 시민교육을 발전시켰다. EU는 유럽 국가
의 다양한 정책을 통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노동교육과 시민교육의
경우 노동교육 자체보다는 노동교육의 근간이 되는 시민교육 증진에 중
점을 두었다. 본 장에서는 28개 회원국 정책을 통괄하는 EU 층위의 노동
교육을 살펴보기 위해, 노동교육의 초석이 되는 EU의 시민교육 정책의
시작과 변천에 대해 살펴본다.
EU는 28개 회원국 간 공동 정책을 실행할 때 두 가지 유형을 취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규칙이나 지침 등 법적 강제성이 있는 조치를 채택하거
나, 둘째, 법적 강제성이 적은 권고나 결의안 등을 선택하는 것이다. 노동
교육과 시민교육에 관해 EU는 규칙이나 지침 등을 채택하지 않았다. 이
에 관해서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첫째, EU는 공동 정책을 강제해 회원국 정책 간 괴리를 감소시키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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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맡는다. EU의 공통 정책은 1957년 창설 당시 6개국의 경제 관련 정
책으로 시작되어 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지금까지 정책이 더욱 심화되
고, 영역이 확장되었다. 특히 2004년 동유럽 국가 10개국이 가입하면서
회원국별 민주주의의 인식과 체제, 실행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발생했다.
1991년 소련 붕괴 후 독립한 동유럽 국가들은 수십년 동안 권위주의 체제
를 유지해왔다. 1990년대 중반부터 동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지원이 증
가하자 EU는 동유럽 국가들이 기존 회원국의 정치 체제와 이념에 동조
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으로 EU 내에 민주주의,
법치, 인권 원칙을 강화하고, 2000년 기본인권헌장 채택과 2007년 리스본
조약 채택으로 EU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 원칙을 회원국 전체에 적용하
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EU에서는 조약과 헌장 등 여러 법적 조치를 통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다양성이 더욱 강해진 회원국에 공통의 지향성을
부여하기 위해 시민교육 강화라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민교육 발전정책은 유럽을 대상으로 한 테러에 맞서기 위한 것
이다. 유럽의 시민교육은 프랑스의 경우 18세기 말부터 시작되어 긴 역사
를 자랑하지만 가장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은 1990년대부터다. 2000년
대 초반부터 빈발한 지역분리주의자들의 테러, 그리고 최근 이슬람 극단
주의자들의 대규모 테러 사건은 EU 회원국들이 테러에 공동 대응하도록
했으며, 시민교육 강화는 그 일환이었다(European Commission, 2018: 3).
일례로 2015년 1월 프랑스 신문사 샤를리 엡도 테러와 같은 해 11월 파리
의 축구장과 바타클랑 극장에서 동시 테러가 발생해 130여 명이 사망한
사건 등은 유럽 내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시키는 사건이었다.
EU의 시민교육 강화 정책은 회원국마다 시민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라
는 난관에 부딪혔다. EU의 경우 회원국이 28개국이나 되며, 2004년 가입
한 동유럽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수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욱 그러했다. 혼란을 방지하고자 EU 집행위원회는 2000년 초부터 시민교
육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으며, 2018년에 공개한 Eurydice, 2017년 유럽
학교 내 시민교육 보고서를 통해 EU에서 추구하는 시민교육에 대한 개
념을 재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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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이란 조화로운 공존을 증진하고 개인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 간
의 상호수혜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교육
은 학생들로 하여금 활동적이며,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고 책임감 있는 시
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시민은 서로에 대해, 그리고 국가, 유
럽, 국제 층위의 공동체에 대해 상호적으로 책임을 진다.”(European
Commission, 2018: 3)

EU에서는 시민교육(civic education) 대신 시민의식교육(citizenhsip
educ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두 용어는 유사한 개념이지만 다소
간 차이가 있다. 시민교육이 특정 국가의 헌법 구조와 정치 제도에 관한
지식 전달과정에 초점을 맞춘다면, 시민의식교육은 사회적 책임성, 상호
적인 인간관계를 확립하는 방법, 성공적인 인간성 개발 등 부가적인 특성
도 포함하는 시민교육을 광의로 정의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8: 7). EU에서는 시민의식교육을 목표로 하지만, 많은
경우 두 가지 개념을 혼용하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시민교육으
로 통칭하기로 한다.

2. EU 시민교육 정책
EU의 시민교육을 발전시키고 민주주의, 인권, 법치 원칙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2000년대 말부터 구체화되었다. 2007년, EU 지역위원회
(Committee of the Regions)는 젊은 층의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교육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2007년 지역위원회 의견 발의를 채택했다
(Committee of the Regions, 2007). EU 정체성과 국가를 초월한 시민의
식 형성과 발전을 위해 시민교육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2013년 3월 2일, 지역위원회는 2007년 의견을 발전시킨 ｢‘EU 시민의식
강화: EU 시민의 선거권 증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 EU 회원국과 시민
들에게 시민의식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Committee of the
Regions, 2013: 26～30). 유럽 내 반정부 시위나 테러 방지를 위해 회원국
국내뿐 아니라 EU 층위의 시민의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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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지역위원회 의견에 따르면 이러한 시민의식 고취는 교육과 궤를
같이 해야 하며(제14조),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은 지방 층위에서부터 구체
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제15조). 또 시민교육은 각국 학교 기관의 적극
적인 참여가 필수적이기(제38조, 제42조) 때문에 학교 내 시민교육이 강
화될 필요가 있다.
지역위원회의 의견들은 점차 EU 내에서 구체화되어, 같은 해 9월, EU
4대 기구 중 하나인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안건으로 상정되었
다. 2013년 9월 6일, 유럽의회는 ‘2012년 3월 29일, 2010년 EU 시민 보고
서: EU 시민권에 대한 장애물 해체’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European
Commission, 2013: 74∼84).
유럽의회는 결의안에서 EU 시민의 시민의식을 강화하면 회원국 간 경
제적 자유이동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EU의 경제활동에도
이바지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두 달 후 유럽의회는 ‘적극적이
며 전반적인 시민의식 및 교육 개발에 관한 선언’을 채택해 EU 내 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해 EU와 회원국이 조속한 정책 수립에 나서도록 촉구
했다(European Commission, 2013: 99∼100).
2015년 발생한 파리와 코펜하겐 테러는 회원국의 교육부 장관들과 EU
집행위원회가 ‘파리 선언’을 채택하게 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파리
선언의 목적은 시민 의식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유,
차별금지 등의 공동 가치들을 공유하는 데 있었다(European Commission,
2015). 교육을 통해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
다. 하지만 회원국 간에 공동 의지를 천명하고, 공동의 노력을 시행함으
로써 관련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 EU 차원
에서 공동의 정책 수행을 합의하게 되었다.
2017년 12월 12일, 유럽의회는 재차 ‘EU 시민의식 보고서 2017: 변화하
는 민주주의 시대의 유럽연합 내 시민권 강화’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European Commission, 2017). EU의 시민교육에 관한 보고서 발간에 관
해 이를 좋은 시도로 평가하면서 “유럽은 시민교육과 성평등 교육에 좀
더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제11조). 유럽 회원국과 EU 층위
의 시민교육 강화는 시민들에게 시민의 권리를 알려주고, 교환학생 등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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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 관련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Erasmus+ programme)을 통해 기술을
습득할 권리를 인식하도록 해준다고 지적하면서 “각 회원국들이 시민교
육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제32조). 구체적으로는 시민교육 교
사들과 실무가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어야 하며 교사들로 하여금 시민교
육에 대해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필
요한 점을 들었다. 또 EU 집행위원회에 대해 ‘유럽의 시민의식에 대한 교
육 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고, 각 국가의 학교 내 시민교육이 강화될 필요
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제32조).
EU 교육위원회는 시민교육 중 학교 내 시민교육을 강화해 젊은 층의
시민의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6: 1～5). EU는 이를 통해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세력을 확장
하고 있는 나치와 유사한 극우정당들의 세력을 견제하고, 민주주의 원칙
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U의 공통 가치 보호는 시민교육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EU에서는 EU 지역위원회의 의견과 유럽의회의 결의안, 집
행위원회 등을 통해 EU 내 시민교육 강화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으며, 현
재 시민교육 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 중이다(European Commission, 2018:
4). EU 지역위원회나 유럽의회의 결의안 등은 각 회원국에 대한 법적 구
속력을 지니지 않는 권고 사항이다. 하지만 집행위원회는 2012년과 2017
년, 각국의 시민교육 현황과 결과에 대해 소개하는 등 EU 내 시민교육의
상황에 대해 점검하는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각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
다. 보고서와 관련해 각 회원국 정부는 각국의 시민교육 관련 정보를 EU
에 제출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시민교육이 후퇴 혹은 정체 상태일 때
EU 집행위원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위
원회와 유럽의회, 집행위원회의 이 같은 권고와 의견은 각 회원국의 시민
교육 관련 전략 수립 때 중요한 참고사항이 된다. 현재 EU는 교육 시스
템을 공동 개발하는 중이기 때문에,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EU의
관련 권고와 의견 등은 법적 강제성이 있는 정책 채택 시 기반으로 발전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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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EU의 시민교육 목표 및 운용 현황

1. EU의 시민교육 목표
EU 회원국들은 다른 지역 국가들에 비해 체계적이며, 발전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하지만 2004년 가입한 10개의 동유럽 국가들과
2010년대 추가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은 경제, 정치뿐 아니라 민주주의,
법치, 인권에 있어서도 시각 차이를 보이며, 시민교육 수준에도 격차가
있다. 2000년대부터 EU가 시민교육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기존
EU 회원국과 동유럽 국가들 간 시민교육의 격차 감소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불어 2010년대 들어 프랑스, 영국 등을 대
상으로 한 IS 등의 테러 발발은 EU 내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
가 되었다.
집행위원회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28개 EU 회원국과 노르웨이, 스위
스 등 8개 유럽 국가의 교육 시스템까지 통괄한다. EU 비회원국이라도
인접국의 경우 솅겐협약 등을 통해 경제․사회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갖
고 있기 때문이다.
EU의 시민교육 목표는 단계별로 차이를 보인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아동이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등 사회성 양성에 목표
를 둔다면, 고등학교 단계부터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기 등 보다
복잡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만 18세, 즉 고등학교
고학년에 이른 학생들이 선거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EU는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시민교육(Education for citizenship 혹은 Civic education) 실행을 강조하고, 이를 도입하
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Eurydice, 2017년 유럽 학교
내 시민교육을 통해 시민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리
했다(European Commission, 201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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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1> EU 집행위원회에서 권고한 시민교육 목표
다른 사람과 함께

자존감, 개인의 책임의식과 공감을 포함한 개인적 능력 개발, 타인
과 대화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자료를 활용한 대화하기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추론과 분석능력, 언론 이해도를 높이고 자료 활용 능력을 고양시
키기

사회적으로 책임감 법치 원칙과 인권 존중, 타인과 다른 문화, 다른 종교에 대한 존
있게 행동하기
중, 소속감 증진,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해 이해하기
민주주의 원칙 존중, 지식과 정치 과정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 정
민주주의 원칙에
치적 의사결정 과정, 정치 기관, 조직에 대해 이해하기, 사회의 기
따라 행동하기
능과 정치적 개념에 대해 학습하기
자료 : 저자 작성.

EU 시민교육의 네 가지 목표는 국가별로 다소간 다르게 구현되고 있으
나, 전반적으로는 점차 국가 간 시민교육의 목표를 유사하게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네 가지 목표는 세부 목표에 따라, 혹은 국가에 따라 초․중․
고 일반교육과정과 직업교육과정에서 조금씩 차이를 두고 운용되고 있다.

2. 시민교육의 세부 목표 및 운영 현황
EU 집행위원회의 Eurydice, 2017년 유럽 학교 내 시민교육은 시민교
육 관련 4개 목표와 EU 회원국 내 시민교육 현황 등에 관해 자세히 소개
하고 있다. EU 층위의 시민교육 강화 시도는 사실 회원국의 시민교육 실
시 현황과 연관이 있다. 전반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시민교육 강화에 관심
이 많지만, 2004년부터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 때문에 국가별 시민교육 정
책에 괴리가 발생했다. 따라서 EU는 EU 층위뿐 아니라, 유럽 국가들의
시민교육 실시 현황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간헐적으로 이를 보
고서 형태로 소개함으로써 국가별 시민교육 정책을 비교한다. 본 EU 관
련 시민교육 연구 관련 부분에서는 EU 집행위원회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회원국들과 EU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시민교육 현황을 비교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상기한 4개의 시민교육 목표는 국가별로 초․중․
고 과정을 통해 유사한 동시에 차이를 두고 재설정되었다. [그림 10-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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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회에서 설정한 시민교육 목표가 유럽 국가들의 교육과정 내에서
구현되고 있는 현황을 보여준다. 아래 그림에 따르면 네 가지 목표가 동
등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과의 협업과 책임감 있는 행동
은 초․중․고 단계에서 모두 중요시되는 반면, 비판적으로 사고하기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X축에 위치한 ISCED는 국제교육기준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의 약자로, 초․중․고로 요약되는 일반 교육과
정을 의미한다. ISCED 1은 대략 한국의 초등학교, ISCED 2는 중학교,
ISCED 3는 고등학교에 해당한다. IVET은 초기직업교육․훈련(Initial
[그림 10-1] 유럽 국가 내 교육단계별 집행위원회 시민교육 목표 실행 현황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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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의 약자로 한국의 직업중학교나 고등
학교와 유사하다. Y축은 시민의식능력의 총합으로, 36개 유럽 국가의 각
교육단계 교과과정 내에 집행위원회에서 권고한 시민교육 관련 네 가지
목표가 어느 정도로 비중 있게 다뤄지는지 보여준다. 각 단계마다 네 가
지 시민교육 목표 중 어느 것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파악하
기 위해 이를 다르게 표시했다. 마름모는 다른 사람과 함께 효율적, 건설
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삼각형은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원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기, 사각형은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목표를
가리킨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다른 사람과 함께 효율적으로, 건설적으로 상호작
용하기’는 초등학교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중․고교에서는 중요
성이 점점 낮아진다. 특히 직업학교에서는 더욱 적은 비중으로 다루어진
다.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는 초등학교 때에는 두 번째 목표
로, 중학교부터는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된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기’는 초등학교 때에는 낮은 비중으로 언급되지만, 중․고교 교과
과정에서는 높은 비중으로 다뤄진다. 하지만 직업학교에서는 그 중요도
가 초등학교와 일반 중학교의 중간 정도의 비중으로 낮아진다. 마지막으
로 ‘비판적으로 사고하기’는 초․중․고 과정 내내 가장 덜 중요한 목표
로 간주되지만, 일반 중․고교에서는 초등학교와 직업학교에 비해 상대
적으로 더 중요한 목표가 된다.
각 목표가 구현되는 모습은 국가별로 다소간 차이가 있다. 첫째 목표인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기’는 36개 유럽 국가에서 모두 다루
어질 정도로 중요한 교육 주제가 된다. 첫 번째 목표의 첫 번째 소주제인
개인의 책임성 함양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 향상과 연결된다. 고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총 35개 국가에서 교과
과정 내에서 ‘책임감’에 대한 부분을 여러 형태로 소개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8: 8).
두 번째 소주제인 대화와 듣기도 상호작용 관련 주제의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38개 국가 중 33개 국가는 다른 학생이나 선생과의 효율적인 상
호작용을 중요한 부분으로 다룬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대화와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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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교과과정으로 포함시킨 국가는 총 31개국이며, 직업고등학교에 관련
과정을 삽입한 국가는 총 24개국이었다(European Commission, 2018: 8).
세 번째 소수제인 협동심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직업학교 커리큘럼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두 번째 목표인 비판적 사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초․중․고 전 과정
에 걸쳐 주요 목표로 설정되었다. 비판적 사고 관련 소주제로는 추론 및
분석 능력, 언론에 대한 이해 등이 포함된다. 비판적 사고는 중학교 단계
에서 가장 중요하게 학습되는데, 중학교에서는 판단하기와 현 세계 이해
하기에 관해 배운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판단하기와 현재 세계 이해하
기, 그리고 추론과 분석 능력을 부가적으로 학습하는 등, 전반적으로 모
든 국가에서 비판적 사고를 시민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비판적 사고의 세부 주제로 절반 정도의 유럽 국가들이 ‘언론 이해 능
력’을 선택했는데, 인터넷상의 사이버 폭력에 대한 교육은 최근 더 각광
받는 주제다. 비판적 사고는 일반 초․중․고 중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중요한 목표로 간주되었으며, 직업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축소되었다.
셋째,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책임 의식도 함양하도록 했다. 사회적 책임 관련 교
육은 모든 과정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지만, 위 그림에 따르면 특히 중고
교 시민교육 과정에서 더욱 그러했다. 23개의 유럽 국가들은 초등학교 교
과과정에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을 언급했는데, 이는 최근 이민 문제로
인해 사회 분열 현상을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사회 문제를 반영한다.
이러한 이유로 타 문화에 대한 존중은 직업학교에서도 중요하게 학습된
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소주제는 주로 중․고등학교 이상에서, 국가
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애국심과 국가적 정치성 등은 초등학교에서 학
습된다.
마지막 목표인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기’는 시민교육 교과과정
중 현 정치와 가장 연관이 있는 부분이다. [그림 10-1]에서 보듯 초․중․
고 전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절차란 무엇인지 알려주고, 이에 적
극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이는 유럽의 민주주의 교육은 단지 민주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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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이론적 지식을 전달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
가 학생들이 공적 생활과 정치적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양성
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반증한다.
민주주의 관련 시민교육은 초․중․고 전 과정에서 실행된다. 초등학
교보다 중․고교 학생들에게 더 중점적으로 소개되는데, 초등학교 학생
들이 민주주의 원칙과 관련된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들은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준수 방
법에 대해 학습한다. 총 30개국에서 ‘참여’를 일반 초․중․고 교과과정에
[그림 10-2] 유럽 국가의 민주주의 원칙 관련 시민교육 실행 현황

주 : 삼각형: 집단적인 결정에 참여하기, 직선: 규칙 준수, 사각형: 민주주의 존중,
검은색 원: 정치기관에 관한 지식, 마름모: 민주적으로 행동하기, 흰색 원: 국
제조약에 대한 지식.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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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했으며, 직업학교 교과과정에는 27개국만이 이를 포함시키고 있다
(European Commission, 2018: 8).
민주주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에는 EU 등 국제기구, UN 조약이나 세계
인권헌장 등 국제조약도 포함된다. 이 내용은 모든 초․중․고 교과과정
에서 다뤄지지는 않는다. 민주주의 관련 시민교육 교과과정의 세부내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0-2]는 시민교육의 민주주의 원칙과 관련된 네 가지 주제가 일
반 초․중․고 과정과 직업학교 내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교수되는
지 보여준다. 초등학교의 경우 네 가지 주제 중 ‘집단적인 결정에 참여하
기’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그다음으로 규칙 준수, 민주주의 존중, 국
제조약에 대한 지식 등이 중요시된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정치 기관에 대
한 지식이 집단적 결정 참여와 거의 비슷한 중요도로 언급되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정치 기관에 대한 지식이 가장 우위를 점한다. 직업학교에서
는 민주주의 존중 원칙이 가장 중요하게 소개되며, 그다음이 정치 기관에
대한 지식과 집단적인 결정에 참여하기다.

제3절 EU 내 회원국 간 민주시민교육 현황

1. 시민교육의 교과편성
EU 회원국과 노르웨이, 스위스 등 기타 유럽 국가는 시민교육을 여러
교과과정에서 실행한다. 프랑스와 같이 ‘시민교육’이라는 단독 교과과정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국가처럼 역사나 지리학, 문학 등 인문학이나 사회과
학 과목과 결합한 형태가 될 수도 있다. 학교가 시민교육 운용에 자율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시민교육을 모든 과목에 통합시켜 교수하기도 한다.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세 가지 시민교육 형태 중 한 가지를 채
택한다. 세 가지 중 가장 널리 차용되는 것은 시민교육을 역사 등 다른 과
목에 통합시켜 가르치는 방법으로, 총 28개 국가의 교육 시스템이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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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민교육 방법을 실행한다(European Commission, 2018: 12).
시민교육을 의무 교과과목으로 하는지, 또 단독 교과과정으로 실행하
는지도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유럽 36개국 중 프랑스만이 초․중․고 모
든 단계에서 시민교육을 의무과목이자, 단독 교과과목으로 한다. 2017년
가을부터는 프랑스어권 벨기에에서도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했다. 사이프
러스와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몬테네그로, 터키는 시민교육을
독립의무교과목이자, 다른 과목과 통합된 형태로도 운영한다. 2017년 가
을 학기부터는 아일랜드도 이러한 형태의 시민교육 과정을 도입하고 있
다(European Commission, 2018: 12).
[그림 10-3] 유럽 국가별 초․중․고 교육과정과 시민교육의 통합 유형
(2016년 가을학기 기준)

주 : 붉은색 부분 : 시민교육 교과과정의 세 가지 유형이 초․중․고 과정 중 최소
한 단계에서 실행되고 있음, 분홍색 부분 : 각 단계에서 최소 두 가지 유형이
실행됨, 빗금 부분 : 한 개 이상의 단계에서 한 가지 유형만 실행됨, 회색 부분
: 모든 단계에 시민교육의 의무교육과정 없음.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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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은 어느 국가가 시민교육을 단독 교과과정으로 하는지, 특
정 과목과 통합과정으로 하는지, 혹은 모든 과목과의 융합과정으로 진행
하는지 보여준다. EU 회원국과 주변 유럽 국가 중 15개국이 초․중․고
중 하나 이상의 단계에서 세 가지 교육과정 중 한 가지만을 실행하고 있
었다. 대개는 시민교육을 다른 의무 교과목이나 분야에 포함시키거나, 여
러 교과과정에 통합시켜 실시한다. 후자의 경우로 네덜란드어권 벨기에
를 들 수 있다. 플랑드르 지방의 벨기에 고등학교에서는 책임감 있는 말
하기, 존중심 표현, 비판적 사고 등 범위가 넓은 주제부터 특정한 정치적
주제 등 좁은 내용까지, 다양한 시민교육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교수할
것인지에 대해 교과목 교사들이 공동 결정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시민교
육이 다른 방식으로 운용된다.
시민교육을 단독의무 교과과정으로 채택한 국가들은 대개 시민교육의
다른 과목과의 통합 여부도 미리 정해놓는 경우가 많다. 루마니아, 영국,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그리고 구유고연방이었던 마케도니아가 이러한
방식을 채택했다. 영국에서는 시민교육을 독립과목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단독 공립학교에서 공부하는 7학년부터 11학년의 학생들은 이를 단독의
무 교과목으로 배우는 동시에 선택과목들을 통해서도 학습하게 된다. 세
르비아는 초․중․고 및 직업학교의 전 교과과정에 시민교육이 의무적으
로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곳이다. 하지만 초․중․고 전 과정에서 선택과
목으로 종교 관련 과목과 시민교육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민교육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European Commission, 2018: 13).

2. 교과편성과 수업시수
위에서 시민교육이 의무 교과목인지 선택 과목인지, 혹은 단독 교과목
으로 실행되는지, 다른 의무교과목과 통합되는지, 전반적인 교과목에 융
합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의할 점은 시민교육을 의무교과목으
로 도입한 국가들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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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4] 시민교육의 단독의무 교과과목 운영상황(2016～17년도)

주 : 1) 왼쪽부터 주황색은 초등학교, 보라색은 중학교, 초록색은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한다.
2) 국가는 BE fr(프랑스어권 벨기에), BE(네덜란드어권 벨기에), EE(에스토니
아), IE(아일랜드), FR(프랑스), HR(크로아티아), CY(사이프러스), LT(리투
아니아), LU(룩셈부르크), PL(폴란드), RO(루마니아), SI(슬로베니아), SK
(슬로바키아), FI(핀란드), UK-ENG(영국), BA(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FY(마케도니아), TR(터키).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8: 14)

2017년 12월 기준, 시민교육을 단독의무 교과과정으로 편성한 국가는
총 20개국이다. EU 회원국과 기타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초․중․고 교
육과정을 12년으로 설정하는데, 초중고 교과과정 중 최소 한 단계에서 시
민교육을 단독의무 교과과목으로 실행하는 국가는 13개국이다. 시민교육
을 초중고 전 교과과정에서 단독의무 교과과정으로 하는 국가는 프랑스
뿐이다. 그리스와 루마니아의 경우 초중고에서 시민교육을 단독의무 과
목으로 도입했지만 지속적인 것은 아니며,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터키
는 시민교육의 단독의무 교과과정을 도입한 국가 중 가장 짧은 교육기간
만을 단독의무 기간으로 정했다(European Commission, 2018: 14).
시민교육은 지속적으로 개혁되고 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이 시민교

제10장 노동교육의 제도화: EU의 시민교육 정책 사례 239

육을 단독의무 과정으로 강화하는 추세인지, 혹은 약화하는 쪽인지 판가
름하기는 쉽지 않다. 벨기에의 왈롱 지방, 그리스, 핀란드는 시민교육을
단독의무 교과과정으로 강화해온 경우지만, 다음의 4개 국가는 시민교육
의 단독의무 교과과정 편성을 약화했다. 스페인은 2013년 교육 개혁을 통
해 교과과정에서 시민교육의 단독의무 교과과정 편성을 폐지하고, 각 주
정부가 정책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했다.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노
르웨이는 시민교육의 단독의무 교과과정을 철폐하고 통합 교과과정으로
변화시킨 것이다(European Commission, 2018: 15).
시민교육을 단독 과목으로 편성한 국가들은 대부분 일정 시간 이상을
시민교육에 편성하도록 권고한다. 영국은 이 중 유일한 예외로 정부가 수
업시수에 대해 의견을 내지 않았으며, 각 학교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 10-5]는 각국의 정부가 각 단계의 학교에 권고하는 시민교육 수
업시수에 관한 것이다. 국가들마다 시민교육에 대한 권고 수업시수는 큰
편차를 보이지만, 대개 시민교육이 의무과정으로 편성된 고등학교 단계의
수업시수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해 많은 편이다. 중학교의 시민교육
수업시수가 가장 많은 곳은 핀란드(1년에 28시간), 에스토니아(26시간),
[그림 10-5] 각국 정부가 권고하는 시민교육 수업시수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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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25시간), 아일랜드(23시간)인데, 네 국가 모두 모든 단계에서
시민교육이 이루어진다.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룩셈부르크는
유일하게 고등학교에서만 시민교육에 대한 수업시수를 권고한다. 초․
중․고 전체에서 수업시수가 가장 긴 국가는 시민교육을 전 과정에 의무
화한 국가들로 프랑스, 핀란드, 그리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European
Commission, 201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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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학교 노동교육에 대한 평가와 해외사례의 시사점

1. 학교 노동교육에 대한 평가
본 연구가 32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학교에서의 노동인권교
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4.8%로 나타났으며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한 이
유로 ‘노동의 가치와 인권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
다. 그러나 응답학교의 42%는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4장
참조).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교과로서의 시
민교육이나 노동교육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사회과목 혹은 고등학교
경제과목에 노동관련 내용을 매우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는 수준이다. 공
교육의 측면에서 노동인권교육은 부재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직업계고 정규 교육과정으
로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 역시 직업계고에만 해당하고 ‘성공적인
직업생활’ 자체를 노동교육 교과서로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보고서의 제4장 설문결과를 보면 교육부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지지율
이 다른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에 비해 현저히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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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학교에서의 노동교육은 부족하고 비체계적인 데 비해 일하는 청소년들
에 대한 노동인권보호 활동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회사 견습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인권침해에 대해 교육부 등 정부당
국이 관리를 강화하고, 실습 전 노동법 강의 및 부당한 행위를 겪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받게 되었다. 또한 <성공적인 직업생
활> 5장에서는 노동법과 노사관계를 다루고 있어 특성화고 학생들은 최
소한의 노동법 교육을 받고 있다.
직업계고 학생들에서 시작된 학생노동인권은 일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로 확대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부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운
영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7개 주요 도시에서 청소년노동 관련 무료 상
담 및 구제 활동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도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운영
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첫째는 청소년 노동관련 임
금체불, 성희롱, 부당해고 등 노동 관련 상담지원이며, 둘째는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등
캠페인 활동을 한다.
[그림 11-1] 성공적인 직업생활의 제5단원

자료 : 성공적인 직업생활 5단원 표지를 저자가 캡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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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도 지역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데 주로 조례에 근거해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크게 두 가지 방
향으로 노동인권교육이 진행되는데, 하나는 지역교육청이 중심이 되는
노동인권교육이며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 차원의 활동이다. 지방정부의
노동인권교육의 근간이 되는 조례는 2015년 광주광역시가 가장 먼저 제
정한 이후 경기도(2016년), 서울특별시(2018) 등에서 노동인권 보호 및 증
진 조례안이 만들어졌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으로 특성화고에서의 노동교육을 의무화한
점에서 이전 조례안과 차별적이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는 광역시
에서 시군구로 확대되고 있다. 다만, 조례 그 자체가 청소년의 노동인권
교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조
례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청소년을 위한 노동교육은 정부,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니라 시민
사회단체의 역할로 적지 않는데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민관협력기
관인 광주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나 서울노동권익센터 등이 대표적
이다. 제4장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들은 이들 단체가 학생
노동인권교육을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
다. 주요 활동은 학교의 요청 시 학교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이
를 위한 강사양성 교육이지만 그 외에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상
담, 정책사업, 시민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함께 한다.
이상으로 한국 학교에서의 노동교육 현황을 보면, 최근 청소년들에 대
한 노동교육이 주목을 받고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2장에서
지적한 대로 ‘교육’보다는 ‘인권’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학교의 체계적인 노
동교육보다는 일하는 학생들에 대한 ‘노동권 보호’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가 학교 노동교육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평
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본 연구의 질문인 한국의 노동교육
이 노동인권과 노동교육의 측면에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답하면
[그림 11-2]와 같다. 즉, 한국 노동교육의 유형은 3유형인 <현장형 노동
교육>에 머물러 있으며 <조화로운 노동교육>으로 진화하기 위한 과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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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한국의 노동교육 유형

자료 : 저자 작성.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보호에 비해 정작 학교에서의 노동교
육이 부족하고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보면 노동교육이
교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가 노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철학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
이다. 따라서 배정된 교육시간도 없으며 당연히 노동교육을 위한 교재도
없다. 정식 교과목이 아니므로 전담교사도 없고, 교사들 다수가 노동교육
에 대한 개념과 교육을 위한 기초지식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 학교 노동교육은 외부강사에 의한 초청강의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마저도 노동교육이 아닌 노동법 기초교육으로 치환될 때
가 많은 것이다.
우리 사회가 노동교육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갖지 못한 것은 한국의
현대사와도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근대교육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식
민지 교육을 받으면서 노동은 ‘복종하면서 근면하게 일하는 것’으로 이해
되어 왔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노동자의 권리는 ‘국가재건을 위한 희생
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강요되었으며 분단의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불
순한 사회주의 이념을 퍼뜨리는 것’으로 왜곡되었다. 그러나 노동은 우리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며 가치 있는 일이다. 따라서 노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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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노동하는 인간에 대한 존엄을 보이는 것
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에 대한 존중은 노동기본권과 같은 노
동권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도 한다. 그럼에
도 우리 사회에서 노동이 여전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희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 해외사례의 시사점
본 연구는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의 학교 노동교육의 사례를 살펴
보았다. 독일의 노동교육은 노동학이라는 학문체계를 통해 매우 체계적
으로 노동교육을 하고 있으며 노동교육과 직업교육을 잘 조화시켜 노동
존중사회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노동교육을 시민교육
으로 편입하여 역사, 사회 등 다른 학문 분야의 교육과 노동교육을 잘 조
화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프랑스는 역사와 노동을 연계하여 역사적인 사
실에서 노동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연계하여 교육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02년 이후 시민교육이 필수교과로 지정되어 국어, 수학, 과학과
함께 필수과목이 되었다. 프랑스의 노동교육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매우
체계적인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 학년에서 배운 노동교육의 방향들이
깊어져 단순 지식에서 심화 토론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예를 들어 프랑
스의 시민교육 학습목표는 ‘타인을 존중하기’, ‘프랑스공화국의 가치이해
와 공유’, ‘시민문화 익히기’ 등인데 각각의 과정에서 노동의 가치, 노동조
합의 역사, 단체교섭의 중요성 등이 학습된다. 스웨덴의 노동교육은 시민
교육과 직업교육과 연관되어 실시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직업교육이 잘
발달되어 있다.
이상의 해외사례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
째, 주요 선진국의 노동교육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모두 초등학교에
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노동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에서 출발하여
노동의 역사, 노동의 가치, 직업과 노동의 관계, 경제와 노동의 관계 등을
심화해서 학습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은 노동

246

노동교육의 진단과 합리화

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교과서들은 중등1과정(중학교 과정)에서 노사관계를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
지만 중등2과정(고등학교 과정)에서 노사관계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상세하
게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교과서 ｢함께 행동｣은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51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다. 영국도 초등학생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노동교육
실시여부를 결정하지만 중학교 이후에는 의무교과로 편성되어 있다.
둘째, 유럽의 선진 국가들은 노동교육을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교육하
고 있다. 시민교육과 노동교육의 관계는 독일처럼 노동교육이 별도로 강
조되기도 하고 영국이나 프랑스, 스웨덴처럼 시민교육이 노동교육에 비
해 더 강조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노동교육은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시민교육은 각국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법체계 및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사회그룹과 공존하며 살아가기 위한 지혜들을 학습한다.
예를 들어 영국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이해, 법이 제정되고 실행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성인이 되어 성공적인 직업생활로 전환하기 위한
능력개발을 시민교육 교과목의 구체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 또한 노동
교육은 시민교육의 부분영역으로 노동에 대한 주제가 전 교육과정에서
다뤄지고 있다.
프랑스의 시민교육은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하는데 프랑스대혁명
이후 시민교육은 제정으로의 회귀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2차 대전
이후 시민교육은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목적이었으며 1990년 중반 이후
시민교육은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 인종차별, 폭력 등 사회적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노동교육은 이러한 시민교
육의 역사적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셋째, 청소년노동인권은 직업교육의 하나로 산업안전과 함께 다루어지
고 있다. 한국은 일하는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
그램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유럽 선진국의 경우 청소년노동인권이란 개념
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노동교육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다. 또한 청소
년노동인권교육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산업안전의 경우도 직업교육에
포함되어 있다.
넷째, 단순지식을 지양하고 노동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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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있었다. 모든 사례 국가들에서 교육은 단순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서 출발하여 토론하고 심화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생각을 확장시키
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강의식에선 지식전달 위주로 학
습하고 토론식 수업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원칙과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
였는데, 강의식 수업과 토론식 수업이 적절히 배분되어 있다.
다섯째, 노동조합이 학교 노동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의 CGT를 제외하고 독일, 영국, 스웨덴 모두 노동조합이 학생들의
노동교육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기여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노총
(DGB)은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학교투어’라는 프로그램을 통
해 노동법,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대한 이해, 노동조합의 역할 등을 교
육한다. 독일노총은 교육비용을 직접 부담하며 교육은 지역본부가 지역
별로 나누어 담당한다. 영국노총(TUC)도 ‘노동조합이 학교 안으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노동조합의 역사, 노동조합의 필요성, 노동조합의 다양
한 활동 등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강사는 노동조합 조합원들로 노
동교육을 위한 특별교육을 받은 후 학교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영국노
총은 학교 교사들을 위한 노동교육 교안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기도 하다.
영국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의 노동교육 참여에 대해 적극 환
영하고 있다.

제2절 학교 노동교육 체계화를 위한 제언

제2절에서는 학교 노동교육을 체계화하고 현재의 <현장형 노동교육>
을 <조화로운 노동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들이다.

1. 교육과정 개편으로 노동교육의 상시화
학교 노동교육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노동교육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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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교육의 원칙을 수립하고 원칙에 맞도록 초
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내용을 심화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타인 존중하기,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와 이해 공유,
시민 문화 익히기라는 시민교육의 3대 원칙 아래 다양한 내용의 노동교
육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4장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응답자
의 80.1%가 노동교육의 향후 정책적 방향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노
동인권교육을 체계화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 2장에서 현행 노동교
육의 실태를 보더라도 학교 노동교육은 상시적인 교과목이 아니었다.
한국의 노동교육이 체계화되려면 둘째, 교육부가 중심이 되는 교육과
정을 개편해야 한다. 교과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노동교육을 독립적인
교과목으로 할지, 아니면 기존의 ‘사회’ 과목이나 ‘경제’ 과목에 추가할지
는 정책적, 실무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개편에서 중
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은 교과서의 노동 관련 내용을 대폭 보강해야 하
는 것이다. 제4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교육이 어려운 이유에 대
해 응답자들은 1순위(응답자의 71.5%)로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표준화된
교재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인권교육을 하려
고 하더라도 마땅한 교재가 없음을 의미한다. 물론 지금도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 노동법과 노사관계를 다루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매우 적은
분량(3% 내외 수준)으로 노동 3권과 최저임금위반 등에 대한 지식전달의
수준이지, 노동이 무엇이고, 일이 왜 중요하며 노동의 역사에 대한 이야
기는 전혀 없다. 노동조합의 활동원리 및 노동조합이 투쟁하는 과정에 어
떤 쟁점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교과서에서 매우 적은 분량
으로 노동과 노사관계를 다루려다 보니 지식전달 수준에서 핵심적인 부
분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노동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한 세 번째 방향은 교원들이 중심이 되어 노
동교육을 수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노동교육은 주로 외부 시민
사회단체에 속한 전문강사에 의해 간헐적, 임시적 노동인권교육이 이루
어져 왔다. 그러나 노동교육이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노동교육을 독립적
인 교과목으로 인정하여 교과서를 개발함과 동시에 교원들의 역량을 강
화하여 장기적으로 교원이 노동교육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노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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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교사들이 노동교
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에 속한 강사들은 학교와
의 협의를 통해 간헐적, 일시적으로 노동교육이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다.

2. 경제의 하위차원으로의 노동교육 탈피와 단순 지식전달에서
내용을 심화하는 교육으로 전환
노동교육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동교육에 대한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1969년 <노동학>이란 별도의 교과과
정을 도입한 후 2004년 <노동-경제-기술>로 교과명을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노동학>을 도입하면서 독일 직업훈련위원회는 노동학을
통해 학생들이 현대적인 생산과 서비스에 관한 노동의 특징을 넓게 이해
하고 이를 통해 이성적인 직업선택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
혔다. 즉, 노동은 경제와는 구분되는 다른 차원의 개념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과서는 노동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경제의
하위요소로 취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경제교과서를 분석한 김
현진․박도영(2018)의 연구에 의하면 경제교과서에 노동 관련 내용의 비
율은 8% 수준으로 교육의 양에서 경제와는 압도적으로 차이가 난다. 내
용의 양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진
석(2018)은 경제교과서는 노동을 설명하면서 ‘근면’의 이미지를 강조한다
고 지적하였다.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노동이 근면
과 등치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노동을 근면으로만 바라보면 노동에 대
한 왜곡된 인식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
노동교육의 내용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또 다른 것은 노동교육
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지식전달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
어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청구권이 있다는 것이나 근로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제도가 있다는 식이다(윤종수․김해성, 2016).
노동교육은 수학 등 자연과학과 달리 정답을 맞추는 식의 교육이 되어서
는 안 된다. 물론, 노동제도나 노사관계를 둘러싼 사실관계와 법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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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쌓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임금청구권이 있고, 근로감독관 제도가
있고 단체행동권이 존재하는 사실관계 못지않게 내용을 심화하여 학생들
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이 왜
발생하며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근로감독관 제도가 현실에서 얼마나
유용한지, 아니면 형식적인 제도인지, 그리고 단체행동을 하는 노동조합
과 이에 맞선 사용자의 어려움은 각각 무엇이며 갈등을 올바로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등이다.

3. 예비교사 및 교원들의 교육역량 강화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은 학생시절 단지 10%만이 노동
인권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
동교육을 공부하지 않는 이상 노동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지 못
하는 상황이다. 교사들이 노동교육의 주요 내용인 노동법, 노동인권, 노사
관계, 노동의 역사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주도적으로 노동교육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노동교육 관련 연수경험도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2/3의 교
사들은 노동교육 관련 재직 중 연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동교육 연수를 받은 교사들은 노동교육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연수를 받은 응답자의 89.3%는 연수 후 노동인권
교육이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는 의식이 생겼다고 응답하였
다. 또한 응답자의 84.3%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관한 지식이 향상되
었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교육을 외부
전문강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교사들이 직접
노동교육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교사
로 볼 수 있는 대학생들에게 노동교육의 중요성과 내용을 사전에 교육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사범대와 교육대에서 노동인권 관련 교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최소한 노동교육의 개념과 중요성 그리고
학습방식 등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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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 교사들의 재직 중 연수도 확대하여 노동교육의 현재 흐름과
쟁점, 그리고 현대식 교수법 등을 배우고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연수원에서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교육
을 실시하고 있으나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확
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4. 대학 및 사회 노동교육 확대
노동과 일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노동교육만이 아니라 대학생들의 경
우 예비 직장인 혹은 미래 경영자로 노동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는 것이 바
람직하다. 최소한의 필수과목만이라도 만들어 노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
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학만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노동교육은 필요하다. 현재의 성희롱 예
방교육은 법 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노동인권교육
은 아직 아무런 법, 제도적 장치가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법 제정을 추진
하되, 법이 제도화되기 이전까지 자발적으로 사내 노동인권교육을 실시
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이해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의지로 어렵지 않게 실시할 수 있
으며 민간기업에도 무료 노동인권교육을 제공하여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최소한 관리자만이라도 노동인권교육을 받도록 교육서비
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학과 사회에서의 노동교육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
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노총(LO)의 노동자교육
협회의 활동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교육협회는 1912년 설립되어
스웨덴의 가장 큰 성인 민주시민 교육기관으로 발전하였다. 교육에 필요
한 재정은 지방정부의 보조금 등 대부분이 공적기금으로 운영되며 생활,
노동, 취미, 직업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이
상의 내용으로 노동교육의 변화 방향과 과제를 정리하면 <그림 1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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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조화로운 노동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

자료 : 저자 작성.

제3절 노동교육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제2절에서 노동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았고 제3절
에서는 노동교육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들을 살펴본다.

1. ‘노동교육 활성화 위원회’로 중장기적 노동교육 방향 제시
현재 학교 노동교육 또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와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 다양한 기관들이 관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학교 노동교육
의 핵심주체는 교육부라고 할 수 있다. 학교 교육정책 및 학생들의 교육
과정 전반에 대한 결정권한과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교
육을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교육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교육부 장관인 사회부총리
가 중심이 되어 (가칭)노동교육 활성화 위원회를 만들고 사회부총리가 주
재하여 관계부처 및 관련 기관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새롭게 노동
교육의 체계화 방향을 수립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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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육의 체계화 방안에 담겨야 하는 내용들은 교육과정 개편 시 노
동교육을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지에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노동교육
교과목을 신설할지, 아니면 기존 과목을 활용하되 내용을 보강할지 등 구
조적 측면에서부터 노동교육의 원칙과 내용은 무엇이며 이를 학년별로
어떻게 학습시킬 수 있을지 등의 내용적인 부분까지 구체적인 것들이다.
다만 (가칭)노동교육 활성화 위원회는 사회적으로 공론의 장을 거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교육의 형식만이 아니라 내용은 모두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이고, 말 그대로 백년의 대계이기 때문이다.

2.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학교에서의 노동교육과 함께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도 사회적으로 중요
한 과제이다. 여기에는 일하는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노동인권을 포함한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주목받은 사회문제 중 하나는
‘갑질’이었다. 특히 직장 내 갑질은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실천을 제안한다.
현재 학생의 신분으로 아르바이트 등 일하는 학생의 비율은 조사기관
마다 약간은 다르지만 대체로 15～20% 정도이다. 적지 않은 학생들이 고
정적인 수입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들은 학생의 신분이지만 일
터에서는 일하는 노동자로 인정해 주어야 하고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해
서는 안 되며 오히려 더 많은 보호와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청소년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와 보호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지만
사용자들도 노동인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일하는 장소
는 편의점, 주유소, 기타 서비스업 등 제한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이들 업
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노동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학생이 아닌 성인도 직장에서 이런 저런 노동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상담건수가 22,810건에 이를 정도
로 직장 내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렇다고 이들을 모두 법적으
로 처벌하기도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기업 스스로도 직장 내 갑질 문
화를 근절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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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존재하는 기업에서는 노동조합의 집단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과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정부가 함께 사회
적 합의를 통해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합의의 예로, 기
업은 직장 내 노동인권보호 교육을 간부사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정부는 영세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한 노동인권교육서비스
를 지원할 수 있다. 노동조합도 회사와 함께 기업 내 노동인권교육을 지
원하도록 하며 시민사회단체는 기업이나 소상공인 그리고 학교에서의 노
동인권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3. 노동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노동교육 기반구축
마지막으로 노동교육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교육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며 그
다음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는 노동교육을 제고할 수 있는 학문적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 교육부 등 정부차원으로 노동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전략을
새롭게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 노동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 등 주요 도시나
적어도 국립대학 수준에서 노동 관련 학과나 노동대학원의 신설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에는 노동 관련 학과는 전무하고 노동대학
원도 사립대 1곳에만 남아 있어 노동 관련 연구조차 국내에서 재생산하
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음으로 노동 관련 전문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의 잠재적인 역량을 활
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고용노동연수원이 고용노동부 등 공무원들의
노동교육 연수를 위해 활용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고용노동부 공무
원만이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등을 확충하여
그 규모를 확대하는 등 좀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
요가 있다. 고용노동연수원이 직업교육과 관련된 연수도 병행하고 있으
므로 고용노동연수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등 직업, 노
동 관련 연구기관이 합동으로 노동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거나 교육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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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4절 연구의 함의와 한계점

본 연구는 학교에서의 노동교육에 주목하여 한국에서 노동교육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와 앞으로 노동교육이 발전한다면 어떤 방향이 되어야 하
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 노동교육의 현황을 각 기관별로 살펴
보고 간단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326개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노동교육 현황을 진단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해외사례를 통해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교육의 구체적
인 실태를 살펴보고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
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차별적인 시사점이 많다. 첫
째, 우리나라 노동교육을 큰 틀에서 진단하였는데 이러한 통합적인 연구
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그동안의 연구는 각 기관별 노동교육을 평가하
거나 지역별 노동교육의 실태를 보고한 정도였다. 둘째, 본 연구는 풍부
한 해외사례를 다루고 있다. 2003년 한국노동교육원의 연구 이후 해외방
문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사례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15년 만에 독일, 영국, 스웨덴 등의 사례를 추가로 개정하고 프랑스의 사
례를 구체적으로 다루어 후속 연구들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
었다. 셋째, 본 연구는 국내에선 처음으로 독일의 노동학이 어떻게 발전
되어 왔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소개하였으며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시민교육의 방향과 현 단계를 각각 제9장과 제10장에서 소개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사례들은 각각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노동교육의 체계
화 및 제도화와 깊게 관련되어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한계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설문조사가 대규모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326개 학교가 전
체 학교를 대변할 수 있을지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주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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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례로 유럽 이외에 북미, 일본 등 다른 선진국의 사례는 미처 검토하
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교과과정을 어떻게 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까지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러한 본 연구
의 한계는 향후 연구에서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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