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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프랑스 노동교육의 현황과 특징 :
타 과목과의 융합과 의무교육화
심성은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서론
노동교육은 각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진화해왔다. 프랑스 노동교육의 경
우 정부 주도적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점, 초중고 학교교육 내 의무 교과과목에 포함되어 체계
적으로 실시된다는 점,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동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상대적으
로 성인 대상 노동교육은 간과되고 있다는 점 등의 특징을 보인다. 프랑스의 체계적인 노동
교육과 시민교육 실시는 현재 민주주의의 안착, 노조의 역할 및 노동자들의 권리 인식과 실행
등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에서는 노동교육 등 시민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가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은 노동교육과 시민교육이 발전된 프랑스 노동교육의 역사와 현황,
최근 개혁 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 이 글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한 정흥준∙송태수∙심성은∙진숙경∙황수옥(2018),『 노동교육의 진단
과 합리화』에 게재된 내용을 요약∙발췌해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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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노동교육의 시작과 발전
노동교육의 다양한 과목과의 융합
프랑스의 노동교육은 주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시민교육, 역사지리(histoire et
géographie), 경제사회(économie et social) 과목 등 여러 과목과 융합되어 실시된다. 초중
고 학생들은 여러 과목을 통해 자연스럽게 노동교육을 접하고, 순차적으로 심화된 지식을 축
적한다.
시민교육 과목에서는 건강한 노동자로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지식과 경험, 역사
지리 과목에서는 노동자와 노동조합 등 노동교육의 핵심이 프랑스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상
과 결과에 대해 학습한다. 경제사회 과목에서는 시장, 화폐, 금융 등 노동과 관련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공부하는 등 프랑스 초중고 학생들은 여러 과목을 통해 노동의 여러 측면을 학
습하고 있다.

프랑스 시민교육의 역사
프랑스 시민교육은 3단계를 거쳐 발전해왔다(송용구, 2010). 첫 번째 시기는 프랑스대혁
명부터 제3공화국(1870~1940)까지로, 제정으로의 회귀를 막기 위해 시민들에게 공화국 정
신을 이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교육이 시작되었다. 국민 교화, 애국심 함양, 국민적 통일
성 확보를 목적으로 했던 것은 시대적 상황 때문이었다. 두 번째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부터

1985년까지로, 68 운동 이후 정부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시민교육이 강제적인 애국심
이식 운동으로 비판받고 폐지되었다. 마지막 시기는 198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다. 1980년
대 중반 이후 실업률이 증가하고, 이민과 인종차별, 학교 폭력 등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대두
하자 공교육 내 시민교육을 재도입해 공화국의 가치를 전달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는 여론이 강해졌다.
이로써 시민교육이 공교육 교과목으로 부활하게 되었다. 1985년 시민교육이 초등학교 교
과목으로 편입되었으며, 1995년에는 중학교, 1999년에는 고등학교에까지 의무단독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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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대·도입되면서 현재의 교육체계가 구축되었다.

2000년대에도 시민교육 개혁이 계속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2008년과 2015년 개혁
이다. 2008년에는 시민교육에 윤리 과목이 접목되면서 ‘시민윤리지침(instruction civique
et morale)’으로 확장되어 윤리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2015년에는 ‘시민윤리교육(éducation
civique et morale)’으로 개칭되었는데, 교사와 학생 간 소통 및 학생 간 토론이 전보다 더 강
조되었다. 또 2015년부터 노동교육이 역사지리 과목에 통합되어 노동의 역사와 시민교육 및
노동교육 간 연계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프랑스 노동교육의 특성
프랑스의 노동교육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프랑스의 시민교육 과목에 융합되어 교
수되는 경우 초중고 교과과정이 공통 학습 목표를 추구하지만, 내용은 학년에 따라 점차 심화
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타인 존중하기,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 이해와 공유, 시민문화 익히기
등 3가지 학습목표에 관해 초등학교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중고교에서는 보다 복잡하고 정
교한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

2018년 7월, 필자가 프랑스 현지에서 인터뷰했던 한 학부모는 프랑스인과 결혼한 한국인
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두었는데, 그녀는 자녀의 역사교과서에서 1936년
노동자의 총파업으로 유급휴가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던 부분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한국에서
는 역사나 사회 교과서에서는 언급되기 힘든 부분인 반면, 프랑스에서는 교과서에 설명될 정
도로 총파업 등의 노동교육이 자연스러운 교육과정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었다.
같은 시기에 인터뷰했던 낭트대학 시민교육학과 교수들, 초등학교 교사, 학부모, 노조간부
등의 프랑스인들은 노동교육 및 민주시민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민주주
의와 노동권 쇠퇴를 막고 발전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노동교육과 시민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이다.
둘째, 프랑스의 노동교육은 시민교육, 역사지리학, 경제사회학, 프랑스문학 등 다양한 과목
과 적절히 융합되어 있다. 단일 교과과정으로 편성될 경우 과목 고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지만, 시민교육이나 윤리학, 경제, 사회, 문학 등 다양한 과목과의 연계성을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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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프랑스식 노동교육은 다양한 과목과 통합되어 노동교육에
대한 역사적, 경제적, 정치사회적, 문화적 측면 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며, 학생들의 학습효
과도 더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셋째,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강의식 수업과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생각해보도록 유도
하는 토론식 수업이 적절히 혼합되어 있다. 강의식 수업을 통해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한
편, 토론식 수업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관련 원칙과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다른 학생들과 함
께 추론하도록 유도한다. 토론식 수업의 강화는 시민교육 교육의 경우 2015년 시민교육 개
혁으로 강화되었다가, 2018년 개혁으로 다시 약화된 바 있다.

■ 학교 내 노동교육의 현황과 특성
초중고 시민교육의 공동 목표와 방향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민교육은 노동교육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초중
고 단계의 시민교육 교과과정은 2018년 9월을 기점으로 일부 개정되었다.1) 언어, 수리 및 타
인에 대한 존중에 관한 국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프랑스 초등학교의 관련 교과과정이 개편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개정된 2018년 프랑스의 시민교육과 프로그램의 주요 주제는 타인 존중(respecter autrui),
프랑스 가치 습득과 공유(acquérir et partager les valeurs de la Répulibuqe), 시민문화 익
히기(construire une culture civique)다. 초중고 시민교육은 3가지 주요 주제하에 감수성 배
양, 규칙과 법칙 문화, 판단력 함양, 참여 능력 키우기 등 4가지 추가 목표를 두었으며, 다시
각 추가 목표하에는 초중고 공통의 세부 목표들이 포함된다.2)
초중고 각각의 시민∙노동교육 목표와 주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반복되며, 각
1) Arrêté du 17. 7. 2018, J.O. du 21-7-2018.
2) “Les finalités de l’enseignement moral et civique”, Bulletin officiel de l’éducation nationale , n〬
30, 26 juille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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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마다 점진적으로 심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된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노동
교육에 관해 공동 목표를 추구하되 학년이 높아질수록 내용을 심화하는 식이다. 일례로 초등
학교 저학년에서는 간략한 학교생활 속 규칙 등에 대해 공부하고, 고학년부터 인권이나 기본
권 등의 추상적 개념에 대해 점진적으로 접근한다.
초중고 노동교육은 시민교육, 역사지리 과목, 경제사회 과목과 학교와 교사에 따라 프랑스
어 과목 등 다양한 과목과 연계해 실시된다. 역사 등 타 교과목 교과서에 ‘시민교육’ 제목을
달은 페이지나 박스 텍스트를 삽입함으로써 타 교과과목의 세부 주제와 연결되는 노동교육
내용이 설명되는 식이다.
두 과목 이상이 융합 구성된 교과서는 한 가지 대상 혹은 주제에 대해 역사적으로, 시민교
육 측면에서도, 또 노동교육 면에서도 조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과목의 유기적인 내용
구성이 가능하며, 학생들의 이해도도 높아진다는 점에서 높은 학습효과가 기대된다.

초등학교 노동교육의 현황과 특성
원칙적으로 시민교육은 초등학교 입학 직후부터 시작되지만 노동교육은 저학년 시민교육
과목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저학년 시민교육 내에 공동체 생활이나 규칙 준수
등이 소개되는데, 이는 노동교육의 근간이 되는 기본 요소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초등
학교 1, 2, 3학년 학생들(CP, CE1, CE2)은 시민교육과 노동교육을 매우 기본적인 수준에서
학습한다.3)
노동교육은 초등학교 고학년 교과과정부터 언급된다. 일례로 프랑스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
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시민교육 교과서 중 한 페이지를 들 수 있다. [그림 1]의 왼쪽 페
이지에는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채택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오른쪽에는 1948년 채
택된 ‘세계 인권 선언’이 소개되어 있다.

3) 초등학교 저학년 윤리시민교육 프로그램은 다음의 행정명령에 의거해 결정되었다(「 2015년 6월 12일
행정명령」(arrêté du 12-6-2015, J.O. du 21-6-2015; Bulletin officiel n° 30 du 26-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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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초등학교 4~5학년과 중학교 1학년 대상 시민교육 교과서

자료 : Sophie Le Challennec, Tous citoyens!, Enseignement moral et civique , Paris: Hatier, 2015, p.48-49.

하단에는 각 선언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으며, 사진 왼쪽과 아래
부분에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교과서가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구성되었다
는 것이다. 왼쪽 페이지의 질문은 “ ‘시민과 인간의 권리 선언’에 대해 어려운 용어 대신 학생
들이 사용하는 어휘와 표현으로 이야기하라”고 명시했다. 오른쪽 페이지 4번 질문은 “ ‘시민
과 인간의 권리 선언’과 ‘세계 인권 선언’ 간 공통점을 찾아보라”며, 학생들로 하여금 인권 및
기본권에 대한 노력이 18세기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20세기에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을 스스
로 깨닫게 하고 있다.
또 2018년 9월부터 초등학교 5학년에 해당하는 CM2 과정의 역사 과목에는 노동교육이 강
화되어 ‘프랑스의 산업시대’라는 챕터가 새롭게 포함되었다. 새로 삽입된 챕터를 통해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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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초등학교 마지막 학년인 5학년 때 산업혁명이 미친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게
된다.4)
특기할 만한 점은 새롭게 도입된 산업시대 파트를 통해 학생들이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노동교육의 주요 주제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프랑스의 산업시대’ 챕터에서
산업화의 의미, 183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시대 당시 노동자 계급과 부르주아 계급이 탄생
한 이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생활수준 등을 학습한다. 노동자 중에서도 광산, 공장, 수공
업, 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설 등 어느 지역 혹은 직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임금과 노동조건
이 다를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노동자들의 다양한 삶에 대해 조명했다. 또 빅토르 위고의 소
설『 레 미제라블』등을 예로 들면서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었다는 설명도 포함되어 있다.
프랑스의 시민교육 및 노동교육은 시민교육과 역사지리 과목 외 프랑스어 과목과도 융합된
다. 이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는 교사들에게 프랑스어 말하기, 쓰기에 할당된
시간에 시민교육 주제를 다룰 것을 권고하고 있다.5)

2018년 7월 초, 본 보고서 연구진이 인터뷰를 실행한 파리 근교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프
랑스어 과목에서도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로 프랑스
어 수업시간에 19세기 말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는 아동 노동자의 삶에 대한 빅토르 위고의
시「 멜랑콜리아(Melancholia)」를 가르친다. 그녀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의논해서 이 시를
선택했는데, 당시 노동자의 삶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멜랑콜리아」를 읽으면서 시를 배우는 한편, 자연스럽게 당시 노동환경과 아동착
취로부터 아동권과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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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industriel_France_619875.pdf(검색일: 2018. 11. 7).
5)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Bulletin officiel de l’éducation nationale , n゚ 30, 27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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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노동교육의 현황과 특성
1, 2, 3, 4학년(6ème, 5ème, 4ème, 3ème) 등 4년 과정으로 구성된 중학교에서 노동교육
은 매주 3~4시간씩 교수되는 시민교육과 역사지리 과목을 통해 진행된다.6) 시민교육 과목에
서는 프랑스 국내법과 EU법, 국제법 등 노동교육의 기초가 되는 법과 규칙을 주로 학습한다.
역사지리 과목에서는 초등학교와 유사하게 노동 및 노동자 관련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교육부7)의 시민교육 과목 프로그램 및 설명지침에 따르면 중학교 고학년의 시민교육 교과
목의 목표는 타인 존중이다. 소목표 중 하나가 사회 내에서 법의 역할인데, 법이나 규칙 외에
윤리법, 도덕법, 관습법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타인의 소유권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8)
교육부의 시민교육 교육지침에 따르면 4학년은 ‘정치적 참여, 노조 관련 참여, 협회 참여,
인도적인 사회 참여: 동기와 행동양식, 문제점’에 대해 학습한다. 중학교 3학년부터는 노동자
의 노조 및 협회 참여 필요성과 인도적인 사회 참여, 정치적 참여 등 여러 사회 참여와 문제점
에 대해 배운다.
중학교 4학년 학생들은 시민교육 외 과목에서도 노동교육을 학습한다. 역사지리 과목의 3
가지 연간 학습주제 중 두 번째인 ‘19세기의 유럽과 세계’라는 챕터에서는 당시 노동자의 사
회적, 경제적 역할을 배우게 된다. 관련 챕터의 노동 관련 내용은 프랑스의 1848년 혁명에 관
한 것으로, 공업의 발달로 노동자 계급이 형성·성장되면서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한 불만
을 갖게 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노동권을 주장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학습대상
이다.

6) 프랑스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education.gouv.fr/cid 80 /les-horaires-par-cycle-aucollege.html(검색일: 2018. 11. 8).
7) 프랑스 교육부의 정식명칭은 고등교육·연구·공교육부(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
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로 통칭한다.

8) “Annexe – Programme d’enseignement moral et civique de l’école et du collège (cycle 2, 3, et
4)”, Bulletin officiel , n° 30, 27 July 2018,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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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노동교육의 현황과 특성
3년으로 구성된 고등학교 노동교육은 일반 고등학교(lycée générale)와 직업고등학교(lycée
professionnelle) 등에 따라 내용이 다소간 상이하다. 고등학교의 시민교육 과목은 시민·법률·
사회 과목(éducation civique, juridique et sociale)으로 명명되어, 시민교육에 법률적 측면과
사회 과목이 결합된 형태를 띠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시민교육 과목으로 통칭된다.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시민·법률·사회 과목을 연간 총 17시간 수업하며, 연관 과목
인 역사지리 과목은 매주 3시간씩 배우게 된다.9) 선택과목인 경제사회를 통해 기업, 협회 등
경제에 대해 다루는데 노동과 관련된 경제 전반 사항에 대해 공부한다.
기술 고등학교에서는 시민교육을 연간 18시간, 역사지리 과목은 매주 1시간 반씩 수업한
다. 경제경영기술계열인 경우 선택과목으로 경영·디지털 과목, 경영 과목, 법·경제 과목을 선
택해 매주 15시간씩 공부한다. 3학년 학생들은 선택과목으로 경영·디지털 과목(인사, 커뮤니
케이션 과목 등에서 추가선택함)과 법·경제과목을 매주 16시간씩 공부할 수 있다.
고등학교 내 노동교육은 더 복잡하고, 실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 프랑스 노동자
들의 권리와 책임 등에 대해 배우게 된다.10) 교육부의 고등학교 시민교육 교과과정 지침에
따르면 ‘타인 존중하기’(대주제) 밑에 ‘사회에서의 법의 기능’(소주제)에서 법과 규칙의 역할,
프랑스 법과 기능과 함께 사회권(droits sociaux)을 학습한다.
학생들은 사회권을 학습하면서 노동권(droit de travail)의 개념과 활용방법, 노조에 대한
개념과 역할, 노조의 형성과 자유, 파업권 등에 대해 배우게 된다. 또 노동자가 실업 등 사회
적 위기에 처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지도 살펴본다.
노동자 권리 및 사회 참여와 관련된 부분은 고등학교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복
잡하고 추상적인 노동교육 관련 개념들을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직접 깨닫고, 서로 논의하도
록 하고 있다.
일례로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역사교과서를 보면, 1947년 총파업에 대한 역사적
9) 프랑스 교육부, http://www.education.gouv.fr/cid52692/les-enseignements-nouvelle-seconde.
html#Horaires_et%20organisation%20des%20enseignements(검색일: 2018. 11. 9).
10) 2015년 6월 12일 행정명령(arrêté du 12-6-2015), Journal officiel, 21 6 2015.

>>

_39

[그림 2] 고등학교 1학년 역사교과서 내 노동교육 관련 내용

자료 : Histoire Géographie EMC, cycle 4, 3e, Collection Natalie Plaza, Hachette,
pp.190-191.

사실을 소개하면서 당시 정치·경제적 상황을 연결해 설명하고 있다. 본 내용은 르노 자동차
노동자들과 당시 프랑스의 정치적 상황을 연계해 노조와 노동자들이 어떻게 결합하여 총파
업을 단행했으며, 그로 인해 얻은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 학생들에게 질문을 제기한다.
직업고등학교는 졸업 후 취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민교육 교과과정이 일반
고등학교보다 더 강조된다. 최근 직업적성자격증 과정(certificat d’aptitude professionnelle,
이하 CAP)에 포함된 시민교육과정은 2015년 교육개혁으로 강화되었는데, ‘역사지리’와 ‘시
민교육’이 분리되면서 각 교과의 특성이 더 부각되었다.11) 일부 직업고등학교에서는 시민교
육 단독 교과목이 폐지되고, 다른 과목과 융합되도록 개혁되었으나 이것이 시민교육 과목의
영향력 약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년 전부터 시민교육 과목이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인
11) “Programme d'enseignement moral et civique pour les classes préparatoires au certificat
d'aptitude professionnelle”, 2015년 6월 12일 행정명령(arrêté du 12-6-2015), Journal officiel ,
21 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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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깔로레아 공통 과목으로 지정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시민·법률·사회 과목 교사 지침서에 따르면 직업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시민·
법률·사회 과목은 사회생활에 적용 가능한 것들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직장에서
차별을 당했을 때 학생들이 차별대우를 당한 것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법적, 시민적, 윤리적
차원에서의 차별의 의미와 형태를 이해하도록 한다.
CAP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교육의 세부 주제는 ① 교육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② 평등, 차이, 그리고 차별, ③ 시민과 언론, ④ 시민과 정의로 나뉜다.12) 시민
교육 과목에서는 노동교육의 전제가 되는 시민교육에 대해 배운다면, 역사 과목이나 경제 과
목에서는 노동교육의 역사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에 대해 학습한다.
또 예방·건강·환경 과목 수업시수 중 10%는 구직부터 근로계약, 피사용자와 사용자 간 분
쟁해결방법, 직장 내 위험요인 그리고 이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까지 취직을 앞
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총망라되어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졸업 직후 바
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13)

■ 프랑스의 성인 대상 노동교육
프랑스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노동교육은 독일, 스웨덴 등 노동교육이 발전한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제한적으로 실행된다. 프랑스 성인 대상 노동교육은 주로 노조를 중심으로 진행
되며, 그 대상 역시 일반인이 아닌 노조원으로 제한된다. 드물게 초중고 학교에서 노동교육
실시를 위해 노조의 참여를 요청했을 경우 학생 교육에도 관여할 수 있다.
프랑스 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크며 가장 활발한 성인 노동교육을 진행하는 노동총연맹
(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이하 CGT)의 노동교육 담당 간부 4명을 지난 2018년

7월 파리 근교 CGT 본부에서 인터뷰한 결과, CGT의 성인 노동교육은 노조원의 새로운 기술
12) http://www.education.gouv.fr/cid50636/mene0925419a.html(검색일: 2018. 11. 29).
13)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Prévention Santé Environnement”, Bulletin officiel , n° 30,
23 July 2009, pp.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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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과 노동권 등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교육에 집중되어 있었다.
일례로 2018년, CGT에서 실시 중인 노동교육은 노조의 개념과 역할 등을 소개하는 ‘일반
노조결성 교육(formation syndicale générale)’, 기업의 사용자와 기업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위임자 대상 교육(formation des mandats)’, 노조 내 교육자 등 간부급을 양성하기 위
한 ‘노조 책임자 양성 교육(formation à la responsabilité syndicale)’, 소프트웨어, 기계 작업
등 새로운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한 강의 등을 들 수 있다.
CGT의 노동교육은 모두 사용자의 기여로 충당된다. 1971년에 채택된 법률에 따라 사용자
들이 노동자의 교육에 대해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CGT는
사용자들의 부담금을 정부로부터 받아 운용하며, 노동교육 실시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지지
않는다.
교육기간은 최대 법적 허용일인 18일까지 가능하지만 보통은 2~3일에서 긴 경우 10일 정
도 소요된다. 보통 공기업 노조원은 연간 12일, 시청, 우체국 등의 노조원은 연간 18일까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또 하루종일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전 혹은 오후만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다.
CGT 내 노동교육 담당 부서는 본부가 아닌 33개 협력 지부에 위치하며, 본부에는 엔지니
어 등 총 7명의 자문단이 활동한다. 지부의 인력까지 포함하면 CGT에만 약 300명의 노동교
육 인력이 활동하는 셈이다. 노동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부에서 결정하고, 각 지부 연맹에
서 확정한다.

■결론
프랑스는 초중고 교과과정을 통해 노동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며, 전 과정에 걸쳐 공동
목표를 심화시키는 방법으로 실행하고 있다. 특히 노동교육 내용이 시민교육, 역사, 경제사회
등 다른 과목에 포함되어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노동에 관한 여러 주제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2015년 교육개혁은 기존의 일방적인 지식전달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토론과
발표 등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노동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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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노동교육은 독일, 스웨덴 등 유럽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실행되는 편
이지만, 오늘날의 교육체계를 이루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1789년 프랑스대혁명부터
도입되어 실시된 노동교육을 포함한 시민교육은 68 운동으로 일시 폐지되었다가, 1980년 사
회문제 해결을 위해 초중고 교과과정에 재도입되었다. 즉 정부 주도의 학교 교과과정 제도화
와 다른 주요 과목과의 융합 실시 등은 프랑스만의 독창적인 교육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노동교육 및 시민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프랑스 노동교육 분석 결과, 노동교육을 통한 노동 관련 역사와 노동자들의 권리 인
식 등은 추후 학생들의 사회 진출 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은 프랑
스와 정치·사회·경제적 차이점이 현격한 만큼, 이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고 합의
점을 도출하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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