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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early history of the British civil engineers as a group in terms of where they originated from, how they 

emerged as a profession in the British society during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and when they began to be educated at the 
formal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Eventually this paper intends to seek for something like a British style of civi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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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1)

역사적으로 공학은 18세기 중엽 이래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발전한 장인기술 혹은 기예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신설학문으로 

볼 수 있다. 역사를 통해 계승되어 온 장인기술을 바탕으로 19

세기에 토목공학(civil engineering)이 탄생하고, 이와 더불어 

전통적 장인에서 근대적 전문 엔지니어로 공학의 주체가 이동

했던 것이다.1) 물론 초기에 토목공학하면 이는 군대의 공병을 

의미할 정도로 군사공학(military engineering)과의 구분이 불

분명하였지만, 산업혁명의 성숙과 더불어 영국사회에서 새로운 

전문분야로 대두하였다.

이처럼 영국에서 토목공학의 대두는 1760년대 이래로 일어난 

산업화의 진전과 이로 인한 사회변화의 반영이었다. 그런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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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목공학이란 말은 1768년 국의 스미턴에 의해 군사공학에 대응

하는 의미로 처음 사용되었다. 하지만 당시까지는 토목공학하면 군 
공병을 의미할 정도로 군사공학과 구분이 힘들었고, 토목공학 자체
도 미분화된 상태 기에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웠다. 1828
년에 토목공학협회가 왕실특허장을 청원했을 때 청원서 작성을 주
도했던 트레드골드(T. Tredgold)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다: 
“토목공학이란 인간의 편의와 사용을 위해 자연에 대한 거대한 힘
의 원천을 지배하는 기예이다.”(Sir R. Wynne-Edwards, “Civils,” in 
T. L. Dennis, ed, Engineering Societies in the Life of a Country, 
London, 1968, p. 29).

국의 산업화는 생산현장인 작업장에서 익힌 기술을 토대로 자

수성가한 엔지니어들의 노력에 힘입은바가 크다. 이들은 19세

기에 영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든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의 최

전선에서 활약하였고 그로 인한 자부심도 대단하였다.2)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국의 엔지니어들은 19세기 중엽에 이르기까

지 프랑스처럼 과학이론으로 훈련받은 전문가가 아니라 전통적 

방식으로 기술을 익힌 자발적 개인으로 실제 경험을 통한 학습

을 중시했다.3)

이로 인해 영국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에 의한 엔지니어 양성

에는 소극적이었다. 특히 장인 출신이 주도한 엔지니어 단체가 

힘을 발휘하면서 대학교육은 전문적 영역을 통제할 능력과 권위

를 갖기가 어려웠다. 이처럼 실기 위주 도제제도(apprenticeship)

2) 자조론의 저자로 당대 저명 엔지니어들에 대한 전기집(傳記集)
을 발간한 바 있는 스마일스(S. Smiles)도 이 점을 인정한 바 있다: 
“만일 오늘날 국에서 도로, 교량, 운하, 부두, 그리고 항만 등을 
제외한다면 무엇이 남겠는가? 또한 각종 기계, 스팀엔진, 증기선, 
그리고 증기기관차 등이 없다고 한다면 무엇이 남겠는가? 이러한 
것들을 만든 주체가 바로 엔지니어 아닌가?”(Samuel Smiles, Lives 
of the Engineers, new and revised edn., 5 vols., London, 1874), W. 
J. Reader, “‘At the head of all the new professions’: the engineer 
in Victorian society,” p. 175에서 재인용).

3) 물론 왕립학회(Royal Society) 회원으로서 풍력과 수력에 관한 논문
을 발표한 바 있던 스미턴이나 열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당시 과학
자의 연구를 참조했던 제임스 와트의 경우처럼, 드물게나마 과학적 
이론에 관심을 보인 경우가 있었다(R. A. Buchanan, The Engineers: 
A History of the Engineering Profession in Britain, 1750-1914, London, 
1989, p.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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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깊은 연관성으로 인해 영국에서 전문 엔지니어 양성을 위

한 대학 차원의 공학교육은 매우 느리고 불완전하게 진행되었다

(한경희, 2008: 112). 영국에서 공학교육의 대학사회 내 정착은 

1760년대 이래 거의 한 세기 이상이나 현장 실기교육과의 경쟁

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전기 및 화학공학과 같은 신산업이 등장

하고 대외 산업경쟁이 고조되는 1870년대에 이르러서야 대학

학위를 받은 전문 엔지니어들이 배출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18세기 중엽∼1860년대 말에 영국사회

에서 엔지니어가 전문화되고, 이들에 대한 공학교육이 도제제

도의 전통을 벗어나서 대학교육으로 이동해 가는 과정을 토목

공학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토목공

학이 군사공학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전문분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과정을 스미턴(John Smeaton, 1724

∼92)과 토목공학모임(Society of Civil Engineers, SCE)의 

결성(1771년)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이어서, 토목공학 분야 엔

지니어들의 ‘공식적’ 집단화 및 정체성 발현 과정을 텔퍼드

(Thomas Telford, 1754∼1834)와 토목공학협회(Institute of 

Civil Engineers, ICE)의 등장(1818년) 및 성장을 통해 살펴보

고, 마지막으로 토목공학 교육이 작업장에서 벗어나 대학사회

로 이동해 간 과정을 런던대학(University College London, 

UCL)에 최초로 토목공학 강좌를 개설했던 비놀스(Charles B. 

Vignoles, 1793∼1875) 및 글라스고 대학에 이론과 실기가 결

합된 토목공학 교육체계를 정착시킨 랭카인(W. J. M. Rankine, 

1820∼72)의 경우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4)

요약컨대, 이 논문은 영국에서 토목공학이 탄생 및 전문직화

되는 과정을 엔지니어 조직의 등장과 집단화, 사회적 위상 정

립, 그리고 공학의 대학교육 진입이라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고

찰하면서 궁극적으로 토목공학 발전과정에서 드러난 영국적 

특징을 찾으려는 시도이다.

II. 토목 엔지니어의 탄생

4) 이 글은 해당 시기에 토목공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대표적인 네 
인물 - 스미턴, 텔퍼드, 비놀스, 랭카인 - 의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
되고 있다. 공학 발전의 역사 속에는 이들 저명 엔지니어의 배후에
서 활동한 수많은 무명(無名) 엔지니어들의 공헌이 있었지만, 여기
에서는 후자의 역할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 고찰 대상인 네 명
의 엔지니어들은 당대 토목공학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에 
이들을 통해 엿보게 되는 당시 엔지니어들의 활동상이나 정체성 
등이 나름대로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구나 묘하
게도 토목공학의 태동기에는 스미턴이, 형성기에는 텔퍼드가, 그리
고 발전기에는 비놀스 및 랭카인이 각자의 연령대에서 대표적 토
목엔지니어로서 명성을 떨치면서 활동하 다. 물론 이들이 전적으
로 토목공학 계통의 일만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토목 관련 
작업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는 전제 하에 이들을 토목공학 엔지니
어로 범주화하 다.

영국에서 전문 엔지니어는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산업

혁명을 선도한 국가로서 다른 나라에 비해 엔지니어의 활동이 

두드러졌으리라 짐작되는데 과연 그럴까? 영국에서 근대적 의

미의 엔지니어가 등장하는 것은 1760년대 이후의 시기이다. 이

들의 대두는 18세기말부터 시작된 영국의 산업화로 인해 도로, 

항만, 그리고 운하 등의 건설이 빠르게 확장된데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런데 영국에서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군대에서 였다. 영국군 공병(工兵)은 1066년 윌

리엄 정복왕의 브리튼 섬 침공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긴 

역사를 갖고 있다. 이때 국왕의 군대에 고용된 이래로 공병은 

축성작업은 물론이고 각종 전투에 참여하여 왔다(Lacey, 1970: 

242-43). 일종의 ‘국가엔지니어’로 활동한 이들은 주로 해군기

지의 선착장이나 육군의 경우 조병창에서 실기 위주의 교육을 

받았다. 군대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술학교를 세워서 필요한 인력

을 양성하였음은 물론,5) 1770년대 중반에는 왕립공병단을 설

치하였다(Lundgreen, 1990: 47). 이후 토목공학의 발전도 육

군 및 해군의 성장과 궤를 함께 하였다. 하지만 군 공병을 근대

적 의미에서 엔지니어의 원조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군사공

학은 제반 제약사항으로 인해 18∼19세기에 영국에서 토목공

학의 탄생을 선도하지 못하였다(Buchanan, 1989: 36). 오히려 

산업혁명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성장한 민간분야에 비해 군사

공학은 상대적으로 뒤쳐지고 있었다.

이러한 초기의 상황 속에서 1770년경부터 민간엔지니어들이 

등장, 기존의 군 공병과 자신들을 구별하고자 ‘토목엔지니어(civil 

engineer)’라고 자칭(自稱)하기 시작하였다(Lundgreen, 1990: 

47). 1760년대 이전까지 영국에는 엔지니어들의 공동체라고 불

릴 만한 모임이 없었다. 물론 기계공장인(匠人)들이 없었던 바

는 아니지만 이들은 개별적으로 작업에 몰두 했을 뿐 집단화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1760년대에 접어들면서 상황

이 빠르게 호전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운하 및 교량건설, 항만보수, 등대 축조, 그

리고 농지 배수작업 등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산업화는 공장 및 연관산업의 건물 신축공사를 촉진

하였고, 새로운 동력원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였다. 이러한 외

부적 변화는 이제 막 전문 직종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한 토목공

학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때 활동한 토목엔지니어들 중에서 영국에서 최초로 ‘전문

직 엔지니어’로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인물은 스미턴(John 

5) 일종의 공병학교인 Royal Military Academy at Woolwich (1741년 
설립) 및 School of Military Engineers at Chatham (1812년 설립)
을 꼽을 수 있다(Buchanan, The Engineers, 1989,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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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eaton)이었다. 1724년 6월 리즈 부근에서 태어난 그는 토

목공학의 전문직화에 필요한 초석을 놓았기에 오늘날까지 ‘토

목공학의 아버지’로 평가되고 있다(Buchanan, 1989: 38). 스켐

프톤의 평가처럼, 그가 놓은 기반 위에서 이후에 텔퍼드가 상

부구조를 세웠던 것이다(Skempton, 1981: 1). 그보다 먼저 브

린들리(J. Brindley) 및 멧캘프(J. Metcalf) 등이 명성을 얻었지

만, 이들은 하층계급 출신으로 사회적 냉대 및 경제적 곤경과 씨

름하느라 토목공학 발전에 관심을 기울일 만한 여력이 없었다.

스미턴은 출발부터 당대의 다른 엔지니어들과 구별되었다. 지

역 명사였던 부친 덕분에 그는 리즈 문법학교에서 수학하였고, 

17세가 되던 1742년에 법률 공부를 위해 런던으로 갔다. 런던 

생활 동안 그는 법률 공부 이외에 과학기술에도 깊은 관심을 갖

고서 왕립협회 회원들과 교분을 쌓았다. 1744년에 학업을 마

치고 귀향한 그는 고민 끝에 자신의 재능에 충실하기로 결심하

고, 법률가 대신에 과학실험도구 제작자라는 엔지니어의 길로 

나아갔다(Watson, 1988: 4-5). 본격적으로 공학계통 작업에 매

진한 그는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면서 곧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

다. 물론 그의 대표작은 3년 정성 끝에 1759년 보수작업을 마

무리한 에디스톤(Eddystone) 등대6)였지만, 토목 엔지니어로서 

그가 남긴 유명 작품들은 손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7) 이처럼 

엔지니어 및 과학자로서 명성을 얻은 스미턴은 1768년에 한 

보고서에서 최초로 자신을 ‘토목엔지니어’로 칭하였다(Watson, 

1988: 6). 40여년에 걸친 활동상을 통해볼 때 그가 이론과 실

제를 겸비한 전문 엔지니어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집단적 의미에서 토목엔지니어라는 전문직이 가시화된 

것은 1770년경에 이르러서 였다. 이때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은 

엔지니어들이 민간 산업분야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스

미턴처럼 독립적인 컨설턴트로 혹은 특정회사에 고용된 엔지니

어로 활동하였다. 1771년 3월 중순 스미턴을 비롯한 여러 명의 

저명 엔지니어들이 런던 홀본에서 회동하여 SCE(Society of 

Civil Engineers)를 결성하였다.8) 성격상 이는 학문적 토론의 

장이라기보다는 명사들의 저녁식사 모임에 가까웠지만, 곧 인

원도 늘어났고 비공식적으로나마 조직도 갖추어 졌다.9) 무엇보

6) 특히 1759년은 엔지니어로서 그의 생애에 매우 뜻 깊은 해 다. 
등대 작업 완료 이외에 풍차 및 수차의 효율성을 분석한 논문으로 
왕립학회로부터 과학분야 최고상인 코플리 메달(Copley Medal)을 
수상했기 때문이다.

7) 그는 국 전국에 걸쳐서 석조 교량, 운하, 항만, 등대 등을 건설했
고, 다수의 수차 및 풍차, 그리고 증기기관을 설계했다. 엔지니어이
자 과학자로서 그는 약 200건의 보고서 및 1,000건 이상의 설계도
면을 작성했다(Skempton, J. Smeaton, 1981, p. 16).

8) 1771년 출범 시 Society의 최초 멤버는 11명이었고, 1792년 스미턴
이 사망할 즈음에 20여명으로 늘어났다. 1771∼1800년에 Society의 
멤버로 이름을 올린 인물은 총 42명에 달하 다.

다도 1794년 사망 시까지 그는 모임에서 구심점 역할을 했다.10)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아직까지 엔지니어 집단의 모습과 목

소리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결성 후 12년 동안 주로 런

던의 선술집에서 모임을 가질 정도로 SCE의 성격은 젠틀맨들의 

친목클럽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기에는 

회원 수가 50명 미만으로 너무 소수였고, 더구나 이들의 활동분

야별 분포를 보면 토목공학보다는 오히려 다른 분야 - 기계공, 

목공, 건축설계, 법률 등 - 의 경험을 가진 인사들이 많았다. 엔

지니어가 전통적 전문직인 의사나 법률가처럼 사회적으로 인정

을 받고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산업화가 가속화되는 

19세기를 기다려야만 했다. 스미턴이 이루어 놓은 토대 위에서 

그 책임을 맡은 인물은 바로 텔퍼드(Thomas Telford) 였다.

III. 토목 엔지니어의 집단화와 그 한계

근대 엔지니어의 탄생은 곧 이들의 조직화로 이어졌다. 전문

직으로서 사회를 향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궁극적으로는 집

단 이익을 추구하고 위상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19세기에 접

어들어 공학분야가 집단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빠른 

산업화에 따른 엔지니어 인력의 증가 및 기여가 숨어 있었다. 

이러한 흐름에 맨 먼저 공헌한 산업분야는 1780∼90년대에 절

정에 달했다가 1830년대 말에 그 자리를 철도부설 산업에 물려

주게 된 운하건설이었다. 18세기 말은 영국경제사에서 ‘운하 광

풍(canal mania)’으로 불릴 정도로 운하건설 바람이 전국을 강

타한 시기였다. 따라서 이 분야 엔지니어들의 활동이 두드러졌고 

새로운 기술도 상당 수 개발되었다.11) 무엇보다도 운하건설은 

토목엔지니어들이 대거 고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가 

단체 등장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Buchanan, 1989: 53).

토목공학 계통 초기 역사를 대표하는 엔지니어들이 운하건설 

분야에서 배출되었는데, 이들 중 전국적으로 가장 알려진 인물

은 텔퍼드였다. 그는 자력(自力) 및 독학으로 최고의 운하건설 

엔지니어 반열에 오른 인물이었다. 인생의 초창기에 석공(石工)

으로 일했던 그는 이후 각고의 노력을 통해 전국적 명성을 얻고 

18세기 말부터는 운하건설 엔지니어로 활동하였다. 운하시대를 

이어서 철도시대가 개막되려던 1834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30여 년 동안이나 그는 운하건설 계통에서 많은 업적을 남

9) 최고 연장자 던 요맨(T. Yeoman)이 초대 회장으로, 산업체 엔지니
어 던 마일른(R. Mylne)이 부회장으로, 그리고 스미턴의 조수로 일
한 바 있던 제솝(W. Jessop)이 총무로 선출되었다.

10) 개명된 사실을 통해 모임에서 그가 차지했던 비중을 짐작해 볼 수 
있다.

11) 가장 주목할 만한 기술 발전으로 수로건설 시 주철을 핵심 구조물 
재료로 사용한 점과 수면 차이의 조정을 위해 경사판과 거중기의 
사용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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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었다.12) 그는 뛰어난 실력과 리더십을 발휘하며 엔지니어의 

독자적 과업수행 능력을 과시하였다.

무엇보다도 그의 특별한 공헌은 엔지니어 단체의 설립에 있

었다. 그는 스미턴 사망 후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던 SCE 

대신에 1818년 초에 새로 조직된 토목공학협회(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를 맡아서 이를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공학계

통 전문가 단체로 발전시켰다(Buchanan, 1989: 61). 1820년에 

ICE의 초대 회장이 된 텔퍼드는 이후 사망 시까지 무려 15년 

동안 회장직에 머물면서 영국사회에 엔지니어의 목소리를 각인

시키는데 기여했다. ICE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그는 

다각도로 노력하였다. 회합에 정기적으로 참석했음은 물론 저명

인사들을 게스트로 초청하고 이들을 협회 회원으로 영입하였다. 

1825년에는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협회 조직을 정

비하고 회원자격을 세분화하였다.13)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왕실특허장(Royal Charter)이었다. 

그의 지도하에 ICE는 왕실특허장 획득에 성공(1828년)하였는

데, 이는 협회 발전의 진정한 초석이 되었다.14) 바야흐로 ICE가 

엔지니어 집단의 대표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준(準)공식적’ 권

위가 마련되었다. 

ICE는 최후의 위대한 운하건설 엔지니어였던 텔퍼드의 개인

적 업적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었다. 그가 협회 성장의 초석을 마

련해 준 덕분에 이후에 다른 경쟁 단체들이 등장했음에도 불구

하고, 여러 면에서 ICE의 우월성은 유지되었다(Marsh, 1988: 

126).15) ICE에서 그의 비중은 사망 후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

났다.16) ICE의 역사를 정리한 왓슨에 의하면, 팔머(Henry R. 

12) Buchanan, The Engineers (1989), pp. 56-57. 대표적으로 스코틀랜
드 고지대의 칼레도니아 운하건설, 버밍엄 주변의 운하 시스템 개
선사업, 버밍엄-리버풀 운하건설, 그리고 스웨덴의 전장 347마일의 
고타운하(Gohta Canal) 건설작업 등을 꼽을 수 있다.

13) 규정을 수정하여 일종의 명예직으로 4명이나 두었던 회장직을 회
장(1명)과 부회장(4명)으로 바꾸고, 총회의 결정에 따라 협회의 각
종 사업을 주관해 나갈 평의회(council)를 설치하 다. 그리고 회원
을 일반회원, 객원회원, 준회원, 그리고 명예회원 등 네 등급으로 
구분하 다. 1828년 특별 총회에 총 134명이 참석한 바 있다: 일
반회원 32명, 객원회원 42명, 준회원 45명, 그리고 명예회원 15명
(Minutes of Proceedings, ICE, 1828).

14) Transactions, ICE, vol. 1 (1836)에 부록으로 협회의 Regulations 
(pp. 299-318) 및 Charter of Incorporation(pp. 321-25)이 수록되어 
있다.

15) 비록 1847년에 ICE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브루넬 및 스티븐슨과 
같은 중북부 산업도시 출신의 엔지니어들을 주축으로 기계공학협
회(Institute of Mechanical Engineers, IMeE)가 결성되었지만, 공학
계통에서 ICE의 우월한 위상은 1920년대 말 세계 대공황기에 이
르기까지 유지되었다.

16) 텔퍼드는 유언을 통해 2천 파운드를 협회기금으로 출연하 고, 여
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협회의 재량에 맡겼다. 그래서 협회
는 1835년부터 매년 우수 공학논문 3편을 선정하여 텔퍼드 메달
(gold, silver and bronze)을 수여해 오고 있다. 이외에도 그는 자

Palmer)가 ICE의 설립자였다면 텔퍼드는 구원자(saviour)였다

(Watson, 1988: 179). ICE를 위한 그의 공헌은 사후에 공식적

으로 인정되었다. 예컨대, 그의 후임으로 회장이 된 워커(J. 

Walker)의 주도 하에 ICE는 1840년 1월 웨스트민스터 사원 

내 텔퍼드 무덤 앞에 그의 동상을 세웠다.

이후 산업이 발전하고 직종이 분화되면서 공학계통에서 다양

한 전문가 단체들이 등장하였다.17) 이때 이들이 벤치마킹한 것

은 바로 ICE의 발전 과정이었다. 설립과 더불어 규정 및 회원

자격을 제정하고 가입 기준과 인원 수 등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

하였다. 이러한 권한을 토대로 조직을 체계화하고 종국에는 왕

실특허장 획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엔지니어 집단의 분화는 

엔지니어가 영국사회 내에서 특정 전문직업인으로서 자리매김

하는데 중요한 모멘텀이 되었다. 특히 당시 ICE 멤버십은 전문

가 수준의 엔지니어에 요구되는 교육과 훈련의 이수를 입증하

는 일종의 보증서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산업혁명의 진전과 더불어 영국사회에서 엔지니어라는 

새로운 전문직종이 대두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스

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자리매김하였을까? 영국의 

산업혁명은 극소수를 제외하고 농촌 태생으로 사회 하층계급 

출신의 장인 배경을 가진 엔지니어들의 활약으로 이루어졌다

(Hirose, 2010: 401). 그러다보니 영국사회 내에서 이들에 대한 

인식은 산업화에 대한 이들의 공헌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

다. 브루넬(I. K. Brunel)이나 제임스 와트와 같은 일부 엔지니

어들은 영국사회에서 명성을 얻고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거두었

지만, 정치적 및 사회적 영향력은 높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19

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엔지니어들은 이데올로기적으

로 정상궤도를 벗어나지 않았다. 당대의 사조였던 자유방임주의

와 자조(自助)의 가치를 숭상하였고, 기존 정치체제의 변화를 

원하지도 않았다. 근본적으로 이들의 관심은 정치적 이슈가 아

니라 자신의 일, 즉 공학 그 자체에 있었다.

무엇보다도 정규 공학교육에 대한 이들의 관심은 미미하였다. 

설립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ICE나 IMeE 등 전문가 단체들은 

이론교육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다.18) 이들의 주 관심은 도제제

신 소장의 모든 장서, 유인물 및 설계도안, 그리고 심지어는 책장
까지 기증하여 협회 도서관 건립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Watson, 
The Civils, 1988, p. 136).

17) 1847년 IMeE(1847)의 결성을 필두로 Institution of Naval Architects 
(1860), Institution of Gas Engineers(1863), Royal Aeronautical 
Society(1866), Iron and Steel Institute(1869), Institution of Electrical 
Engineers(1871), Institution of Municipal Engineers(1873), Institute 
of Marine Engineers(1889), Institution of Mining Engineers(1889) 
등이 설립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R. A. Buchanan, “Institutional 
Proliferation in the British Engineering Profession, 1847-1914,” 
Economic History Review, vol. 37(1) (1985), pp. 42-60을 참고할 것. 

18) Minutes of Proceedings, ICE (1841), pp. 25-26. 예컨대, 18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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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에서 실기를 통해 기술을 습득하고 더 좋은 자격을 획득하

도록 고무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서 ICE는 일종의 스터디그

룹을 조직, 기술 관련 협회원들의 개인 경험을 강연이나 연구논

문 형식으로 일반대중에게 알리는 사업을 벌였다. 정규 공학교

육의 초기 발전사에서 ICE가 기여한 일은 거의 없었다. 한마디

로, 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영국에서 엔지니어란 일정한 자격기

준 없이 능력과 기업가 정신을 갖고서 해당 분야에서 성공하면 

인정되는 전문가와 비전문가간의 구분이 불분명한 ‘이질적 직업

(heterogeneous profession)’ 이었다.

IV. 토목공학 제도화와 전문 엔지니어의 양성

영국에서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전문 엔지니어가 될 수 있었

는가? 유럽 대륙에서는 일찍부터 국가 지원 하에서 공학교육 기

관이 설립되어 이론과 실기가 혼합된 교육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 온데 비해 영국은 다른 길을 걸어왔다. 실기 위

주의 도제제도가 주류였고, 특히 전문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는 개인교습제(premium pupilage)를 거치는 것이 관례처럼 되

어 있었다. 더구나 ICE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도제제도를 마

친 후 적어도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쌓아야만 했다. 19세기 초

반에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었던 공학계통 인사들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전문 엔지니어로 성장했다.

당시에 영국 대학에서는 과학기술, 특히 공학계통의 교육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영국 국교회의 지적 아성

이었던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는 심지어 공학을 대

학 수준에서 교육할 만한 지적(知的) 자격을 갖지 못한 학문분

야로 간주하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초창기 엔지니어들 중 대

학 졸업자들은 재학 시 공학이 아니라 다른 분야를 전공할 수밖

에 없었다(Watson, 1988: 154). 하지만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영국의 산업화 영역이 철도부설 등으로 확장되면서 이론과 실기

를 겸비한 체계적인 공학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활약한 철도엔지니어들 중에 한 명이 1841년 런던대학

(UCL)에 영국 대학 최초로 토목공학 강좌를 개설한 비놀스

(Charkes B. Vignoles)였다.19) 그는 1841년 6월 UCL에서 제

워커는 ICE 회장 취임연설에서 대학의 공학교육이 발전할 경우, 
이것이 실기 위주의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일
자리도 부족한 상황에서 대학에서 이론교육만 받은 엔지니어들이 
양산되어 노동시장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 다.

19) 국군 측량장교로 1817년 이래 미국 남부지방에서 활동한 그는 
1823년 국으로 귀국, 제대 후 리버풀&맨체스터 철도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 다. 이후 그는 1830년대에 바닥이 편평한 레일
을 발명하고 국내외의 각종 철도부설 공사에서 엔지니어로 활동
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 H. 
Vignoles, Charles Blacker Vignoles: Romantic Engineer (Cambridge, 

안한 토목공학 교수직을 수락하고 10월부터 강의를 시작하였다. 

처음에 수강생은 12명으로 소수였지만, 열정은 대단하였다. 비

놀스는 조교들의 도움을 받아서 강의 중 활용할 축소 모형 및 

설계도 등을 준비하였고, 학생들은 “매우 집중하여” 강의를 들

었다(Vignoles, 1982: 98). 특히 그는 현장수업의 중요성을 강

조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자주 여러 토목공사 작업장을 견학하였

다. 하지만 그의 토목공학 강좌는 기대만큼 별다른 인기를 얻지 

못하였고, 게다가 수강생들의 예전 교육배경이 다양하여 강의 

수준을 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개설된 지 채 2년도 

안되어 수강 학생 수 부족으로 강의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UCL의 시도는 전국

적으로 공학교육 도입을 자극하였다. 수도인 런던에서는 킹스 

칼리지(King's College)에 공학강좌가 개설되었으며, 비슷한 시

기에 지방도시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왕실 

지원으로 1840년에 토목 및 기계공학 흠정교수좌를 설치한 글

라스고 대학이 지방 최초로 공학계통 교수직을 보유하게 되었다

(Buchanan, 1989: 165-66). 처음에 고든(Lewis D. B. Gordon)

이 임명되어 기초를 놓았고, 이어서 1855년부터 그의 후임자였

던 랭카인(W. J. M. Rankine) 대에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져 

글라스고 대학의 공학교육 방식을 영국 전역에서 주목하게 되었

다.20) 무엇보다도 랭카인은 공학을 이론적 기초가 필요한 대학 

수준의 학문으로 확립시키는데 기여했다.21) 특히 그는 공학교

육을 대학의 학위과정(학사)으로 정착시키는 일에 매진했는데, 

이에 힘입어 1872년부터 글라스고 대학에서 공학계통 학사학

위가 수여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대내외적 환경도 공학교육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일련의 국제산업박람회 및 조사위원회 보고서들은 하나같이 영

국 과학기술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헸다. 1851년 런던 산업박람

1982)를 참고할 것.
20) James Small, “Glasgow University's contribution to engineering 

progress,” in Glasgow University Engineering Society Yearbook 
(1954), p. 27. 그는 에딘버러 대학에서 자연철학을 전공한 다음에 
스코틀랜드 및 아일랜드의 토목공사장에서 풍부한 현장경험을 쌓
았다. 또한 ICE로부터 수차례 우수논문상을 수상하 고, 특히 열
역학 분야에서 이룩한 업적으로 1853년에 왕립협회의 펠로우 자
격을 받기도 했다. 랭카인의 생애에 대해서는 Hugh B. Sutherland, 
Rankine: His Life and Times (London: 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 
1973)를 참고할 것. 

21) 특히 그는 여러 권의 공학 관련 교재를 저술하 다: Manual of 
Applied Mechanics (1858), Manual of the Steam Engine and Other 
Prime Movers (1859), Manual of Civil Engineering (1862), Manual 
of Machinery and Millwork (1869). 이 책들은 수차례 판을 거듭
하면서 심지어는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대학에서 공학교육의 기본 
텍스트가 될 정도로 정평이 있었다. 그의 공학교육 방식에 대해서
는 David F. Channell, “The Harmony and Theory and Practice: 
The Engineering Science of W. J. M. Rankine,” Technology and 
Culture, Vol. 23(1) (1982), pp. 39-52를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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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영국은 산업적 발전상을 세계에 과시하였지만, 플레이페

어(Lyon Playfair)와 같은 과학자는 장차 영국 산업의 낙후를 

경고하면서 정규 기술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경쟁 산업국 

공업제품이 우수한 이유가 이들의 앞선 교육제도 및 시설에 있

다는 주장이 두 번에 걸친 파리박람회(1855, 1867년)에서 제

기되어 급기야 중앙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서게 되었다.22) 영국

의 공학교육은 대륙국가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 있는 바 이를 조

속히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 각종 조사의 결론이었다.

이러한 점은 ICE 자체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ICE는 1865

년에 부회장 파울러 경(Sir John Fowler)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학교육 조사위원회를 임명하였다. 1870년에 발간된 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은 대륙국가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에 공학교육은 국가의 적극적 지원 하에 

주로 이론교육 위주로 실시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영국의 경우 

국가 지원이 부재한 채로 기술교육에서 이론적 지식을 등한시하

고 있었다.23) 가열되는 국제 산업경쟁에서 영국의 엔지니어들

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론과 실기가 혼합된 공학교

육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서 1870년대에 접어들어 공학교육에서 

이론을 가르치는 시스템이 정착되었다.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는 

랭카인식 공학교육이 영국의 여러 고등교육 기관에서 채택되었

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발전은 대학에 정착한 선각자적 엔지니

어들이 학내(學內)에서 초반의 괄시를 극복하고 체계적인 공학

교육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정

교한 분석과 실험을 위해 과학적 접근이 요구되면서 대학 캠퍼

스 내에 강의실만이 아니라 실험실이 필요했던 것이다. 당시 런

던에서 막 운용을 시작한 2개의 실험실 - UCL의 케네디 교수 

실험실(1879) 및 Central Institution의 운윈 교수 실험실(1884) 

- 이 세인의 주목을 받았다. 점차로 실험실은 정규 공학교육을 

실기 위주의 도제제도와 구별하는 일종의 상징물로 여겨졌다.

1880년대에 이르면 영국의 대학사회에서 공학교육의 위상은 

한층 강화되었다. 당시까지 9개의 칼리지에 대학 수준의 공학교

육 과정이 개설되었고, 마침내 전통적 고등교육기관의 대명사였

던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교에도 공학과목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전자에서는 1894년에 졸업시험에 공학과목이 포함(담

당교수는 1907년에 임명)되었고, 후자에서는 공학과목 담당교

수가 임명되었다(Buchanan, 1989: 173). 이처럼 영국에서 공학

교육의 대학사회 내 정착은 거의 한 세기 이상이나 실기위주 현

22) 국 산업이 낙후된 요인을 찾아 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사
위원회가 임명되었다: Samuelson Committee(1868), Devonshire 
Commission(1871∼75), Samuelson Commission(1881).

23) Report on the Education and Status of Civil Engineers in the 
United Kingdom and in Foreign Countries (ICE, 1870), pp. viii-ix.

장교육과의 힘겨루기 끝에 달성되었다. 바야흐로 전문 엔지니어

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공식 교육과정의 이수가 요구되는 이른바 

‘공학교육의 자격증화’가 정착된 것이었다.

V. 맺음말

산업혁명의 선행국가인 영국에서는, 국가주도로 초기부터 정

규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산업인력을 양성한 프랑스나 독일과는 

달리, 체계적인 토목공학 인력 양성과정은 장기간 성립되지 않

았다(Lundgreen, 1990: 47). 영국에서 엔지니어 양성은 주로 

민간차원에서 실기위주의 도제제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작

업장문화(shop culture)가 지속적으로 학교문화(school culture)

를 압도했음을 의미한다. 물론 영국이 전통적으로 실기 위주의 

기술훈련과 작업장 문화가 강했고 이를 통해 성공한 엔지니어가 

다수 배출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정규학교에서의 기술교

육을 등한시 한 영국의 경우를 무턱대고 비판할 수만은 없다. 

국가 주도로 필요한 엔지니어를 양성한 대륙국가와는 출발부터 

다른 전통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 하에서 영국의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자

신들의 위상을 구축해 나갔는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

창기에 엔지니어들은 토목 및 기계, 광산 및 운하, 제조업 분야 

등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들이었다. 비록 스미턴의 주

도하에 SCE(1771)가 그리고 텔퍼드의 영도 하에 ICE(1818)가 

등장하였지만, 전문직으로서 엔지니어의 사회적 위상은 여전히 

미미한 상태였다. 무엇보다도 전문직 엔지니어가 되는 길이 만

만치가 않았다.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은 도제제도라는 전통적 훈

련시스템을 통해서 자신의 분야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이어서 실제 작업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전

문 엔지니어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1840년대부터 런던 및 산업

도시에 소재한 대학들에서 이론과 실기를 혼합한 공학교육이 실

시되었지만, 제반 제약사항에 부딪혀 1870년경에 이르러서야 

가시화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에서는 1870년경에 이르러 공

학교육이 대학사회에 점차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

러한 정착과정에서 일종의 ‘영국적 특징’이 형성되었다. 영국에

서 전문 공학교육은 도제제도의 한 유형인 개인교습형 실기교

육과 과학적 이론교육이 조화를 이룬 ‘타협적 형태’, 즉 작업장 

전통과 대학 내 공학교육의 공존 추구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Buchanan, 1989: 175). 그리고 이러한 공존에서 영국의 경우

에 실기 전통이 장기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은 물

론, 실기에서 이론으로 나아가는 변화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느

리게 진행되었다. 장인기술 중심으로 전개된 최초 산업혁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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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과 국가 개입의 부재라는 영국적 상황이 이러한 완만한 변

화의 이면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외적 변화에 둔감했다고 하여 영국이 새로운 세기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는데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앞에서 

고찰한 역사적 사실들이 함의하고 있는 영국적 특징을 간과한 

성급한 평가가 아닌가 한다. 영국은 제1차 산업혁명을 선도한 

국가로서 적어도 본고가 고찰하고 있는 시간 범위 상으로는 나

름대로 세계의 공장으로 높은 공업력을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 

32A-A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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