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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ole of the Polytechnician as state engineer in the making of modern engineering science in France has been well known. 

This article articulates the role of the civilian engineers and the two engineering schools producing those civilian engineers in the 
making of typically French engineering tradition, particularly in mechanical engineering. The mechanical engineers from Ecoles 
des Arts et Métiers and Ecole Central des Arts et Manufactures played a significant roles in the making of modern engineering 
sciences through their contributions to the making engineering as a theoretical sciences and to the mediation of the technicians 
and the managers in mechanic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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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9세기 프랑스 기계산업과 민간엔지니어의 부상1)

프랑스 엔지니어 학교는 일찍부터 설립되었지만 이 학교들은 

18세기 후반까지 산업의 기계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작업장의 기술자나 기계공들은 주로 도제제도에 따르거나 독학

으로 일을 배웠다. 19세기 초반까지도 프랑스의 중공업은 빈약

했고, 기계기술직은 최하층의 위험한 직종이었다(Day, 1991). 

기계의 확산이 시작된 분야는 면직산업이었다. 1780년대에 영

국으로부터 최초로 기술이전이 시작되었고 수력 방적기계가 고

안되었다. 제1제정기에는 양모 방적기가 사용되었으며 1820년

대에 알자스, 파리를 비롯한 북부지역으로부터 면방적의 기계화

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통적 수공업 작업장의 비중

이 컸던 당시 프랑스 산업에서 동력기계나 공작기계의 도입을 

통한 기계화 과정은 완만하게 이루어졌고, 생산은 당장의 수요

에 따라 진행되었다(Verley, 2008). 섬유산업에서는 발전 동력

과는 거리가 있는 비조직적인 가내 노동이 1860년까지 지속되

었으며, 면직산업에서도 1870년대까지 수동방적기와 기계방적

기가 병용되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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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이제조업에 있어서도 기계화 과정은 완만하게 진행되었다. 1780

년 무렵까지 15세기로 거슬러가는 기술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
었다. 종이를 으깨는 망치 대신 제지업자들은 종이를 절단하는 얇

이와 같은 완만한 산업화 과정은 금속 및 철도산업에서도 나

타난다. 1842년 철도법은 기계산업과 금속산업을 고무시켰지만 

철도산업의 초기 성장은 그리 대단한 것이 못되었다. 1842년 프

랑스에는 단 30대의 기관차가 존재했을 따름이었다. 금속산업 

역시 완만한 산업화 과정을 겪었다. 프랑스 로렌지방의 사례 연

구는 당시 철강 산업에서 혁명의 영향은 거의 없었으며 19세기 

초중반까지도 수공업 전통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음을 보여준

다(Moine, 2003). 당시 주요 기업에 속했던 데로슨-카일 회사

(la société Derosne-Cail)에서 기계 생산으로 성과를 거둔 산

업은 설탕산업뿐이었으며, 프랑스 중공업은 영국의 기계와 기술

자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었다(Day, 1991).

하지만 화물수송에 기여했던 육로나 수로와의 경쟁 속에서 새

롭게 등장한 철도산업을 통해 기계산업 분야에 차츰 변화의 기

류가 일기 시작했음은 분명하다. 1825년 시작한 철로 건설은 

1840년 400km에서 1850년 3000km, 1860년 9500km, 1870

년 17400km, 1880년 23600km로 늘어났다. 주요 철도망이 완

성된 시기는 1880년이다. 전통적 운송수단이던 수로 역시 지속

적으로 늘어났지만, 철로는 더 높은 비율로 증가했다. 철도혁명

이 산업에 미친 가장 눈에 띠는 영향은 무엇보다도 철도산업에 

은 날로 된 네델란드 군대의 롤러를 도입했고, 따라서 펄프가 훨씬 
신속하게 준비되었다. 그 외에 종이를 큰 통에 묶음별로 제작하는 
낱장 제조에 있어서는 전통적 종이제작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Woronoff, 199; Verle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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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부속품 조달과 관련되어 나타났다(Woronof, 1998). 철

도산업 외에도 증기선 및 대형 여객선의 증가, 항구 설비의 근

대화, 새로운 하수도 시설의 개량, 지방 공공사업의 확장, 철강

교량, 고가로, 운하 건설 등이 활발해졌고 이에 따라 훈련된 인

력이 요구 되었다(Day, 1991).

세기 초부터 민간엔지니어가 등장하면서 산업노동자들의 신

분이 점차 상승되기 시작했다. 민간분야에서의 경력을 경멸하던 

국가엔지니어들은 당시의 성장산업 분야에서 배제되었으며, 선

도적인 기업가들 역시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사무적인 국가엔지

니어들을 외면했다. 19세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산업 엔지니어

들의 훈련 요구가 점증하자 산업기술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엔지니어 양성기관인 기술공예학교와 중앙공예학교의 

설립되었고, 이 학교들은 19세기 동안 기계 산업 분야에 크게 

기여했다. 이 글은 특히 프랑스 기계산업 분야의 엔지니어가 형

성되는 과정에서 이들 공예학교 출신 엔지니어들의 위상과 역

할을 보여준다.

 

II. 기술공예학교

산업현장의 직업 노동자 양성을 목적으로 건립된 학교들 가

운데 기술공예학교는 중요한 위상을 차지했다. 초기 산업화 역

사에서 기술공예학교 졸업생들은 엔지니어와 중간 관리자로 진

출했지만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에 이 

학교는 프랑스 기계기술자의 주요 공급원이 되었다. 기술공예학

교는 로쉬푸코가 자신의 휘하에 있는 군인의 자제들을 위해 리

앙쿠르에 있는 자신의 사유지에 건립한 기술 직업학교를 모델로 

나폴레옹에 의해 1806년 샬롱과 1814년 앙제에 설립되었다.2) 

로쉬푸코는 1806년부터 1823년까지 이 두 학교의 감사원장을 

역임했는데, 나폴레옹과 로쉬푸코는 기술공예학교가 장차 “산업

계의 하사관”으로서 숙련노동자와 십장이 될 청년들을 훈련하

는 역할을 담당하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중공업이 발달하지 못

한 상황에서 기업의 업주나 노동자 모두 학교에서 훈련받은 노

동자를 신뢰하지 않았다. 장인들은 자신의 아들들을 집에서 훈

련시키는 편이 훨씬 쉽고 경제적일 터였다. 1830년 7월 왕정이 

들어서기 전부터 일부 사람들은 이 학교들이 세금을 낭비하며, 

기술교육은 각 지방의 공장에서 제공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

했다.3) 퀴비에, 뒤팽, 드 제랑도는 학교를 방어했고, 1832년 정

2) 샬롱 학교는 원래 1803년 콩피엔느에 건립되었다가 이전했고, 앙제 
학교는 1804년 보프로에 건립되었다가 이전했다.

3) 1828년 아라고는 샬롱 학교를 방문하여 이곳의 기술적 능력이 불
충분하고 기계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학생들이 산업현장
에서 일할 의지조차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의 목적이 달성되
지 못하리라고 주장했다. 앙제 학교를 방문해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부는 이 학교들을 폐교하기보다는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입학허

가 방식이 개선되어 모든 지원자들에게 입학시험 대신 적어도 

1년 이상 금속, 기계, 목공소에서 근무한 증명서가 요구되었다

(F12 1168-72). 

이 학교의 교육은 고등수학보다는 기계와 모델 연구 및 제도

를 토대로 이루어졌다(Baudet, 2004(b)). 수업에서는 기초 수학

이론과 약간의 실험, 그리고 작업장 실습훈련을 제공했는데, 프

로그램은 주로 기계학과 열역학, 기계제도와 산업디자인을 비롯

한 도형기하학 같은 응용과학이 강조되었고, 학생들은 기계, 금

속, 목공 작업장, 그리고 교내 제철소와 주물공장에서 학창시절

의 절반을 보냈다(Day, 1978). 이처럼 이론 수업 외에 실습 훈

련을 중시한 기술공예학교는 당시 산업변화 정책과 교육 혁신 

사이의 협상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

었으며,4) 기술교육과 응용과학 교육을 받은 가자르5)들은 산업

현장에서 이론과 실천 사이를 매개하는 중재자로 활약했다. 

그러나 당시 기술공예학교들만으로는 산업엔지니어에 대한 수

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다. 기술공예학교에서 훈련받은 기

술자들이 산업기술에 큰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이들은 혁신적 

기술 분야에 필수불가결한 이론지식이나 응용과학지식이 부족

했다. 일부 폴리테크니시언들이 민간 기업으로 진출하기도 했지

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였다. 기계학은 점점 더 물리학, 화학, 수

학의 응용에 기울어져 갔으며, 새로이 등장한 기술적 문제들에 

직면한 가자르들은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이는 가

자르들이 포진해있던 금속산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고 

산업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 국가엔지니어들을 산업분야로 

계속 투입할 수도 없었다. 1826년 화학자 뒤마와 수학자 올리비

에는 국가엔지니어들이 산업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치 못하

다고 지적했고, 결국 산업의 새로운 요구는 새로운 유형의 엔지

니어를 탄생시키게 되었다(Shin, 1978).

III. 중앙공예학교

1829년 산업가와 과학자를 중심으로 프랑스 최초의 사립 엔

지니어학교인 중앙공예학교가 설립되었다(Baudet, 2004(b)). 

생시몽에 동조했던 실업가 라발레는 산업 지도자를 훈련시키

려는 목적으로 이 학교를 세웠다. 새 학교는 에콜 폴리테크닉

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엄격한 집중 교육방식을 채택했

었다. 아라고는 이 학교가 무상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양질의 이론 
수업과 더불어 더 나은 실기교육을 제공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Lequeux, 2008).

4) 파나베커는 특히 샬롱 학교 연구를 통해 이 점을 보여주었다
(Pannabecker, 2002).

5) 가자르는 기술공예학교 졸업생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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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비교적 과학과 수학의 실제적 응용에 더 기울어져 있었다

(Ermenc, 1956).

이 학교는 최초의 사립 엔지니어 양성기관6)으로서 에콜 폴리

테크닉에 대항해 현장위주의 실습교육을 지향했다. 이 학교의 

수업은 혁신적이었고 교수들은 이론적 발전에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산업현장에서도 많은 경험을 쌓은 엔지니어들이었다

(Barjot & Dureuil (dir.), 2008). 수학 위주의 이론교육에 비판

적이던 중앙공예학교의 설립자들은 물리학, 화학, 그리고 실험

실 연구와 같은 과목들을 교과과정에 도입했다. 1846-1849 사

이 중앙공예학교의 강의는 수학적 분석, 도형기하학, 물리학, 일

반기계학과 응용기계학, 산업물리학, 스팀엔진이론을 포함하고 

있었다(De Comberousse, 1879, pp. A5-A8, A59-A69). 기계

학과 관련하여 중앙공예학교는 초기 교육에서 응용기계학에 속

하는 물질의 저항 이론에 중점을 두었다. 학생들은 합리적 기계

학의 법칙과 경험적 자료들을 이용한 계산을 통해 금속물질과 

관련된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도록 교육받았다. 이 수업

들은 에콜 폴리테크닉 출신으로 중앙공예학교 교수를 지낸 코

리올리의 제자 벨랑제에 의해 이루어졌다. 중앙공예학교의 분석

기하학과 일반 기계학 교수였던 그는 1858년 기계이론을 출

간했는데, 이는 1840년대 자신이 강의한 응용기계학 수업 내용

을 담고 있다. 벨랑제는 중앙공예학교뿐 아니라 도로교량학교

(1842)와 에콜 폴리테크닉(1853)에서도 응용기계학을 강의했

고, 이 분야에서 널리 영향을 미쳤다(Barjot & Dureuil (dir.), 

2008).

민간엔지니어의 양성을 목적으로 했던 중앙공예학교는 전문

화보다는 실용성을 내세우면서 응용과학을 이해하고 통합하는 

다학제간 접근방식을 발달시켰다. 전문화를 거부하는 태도는 중

앙공예학교 뿐만 아니라 이후 다른 민간엔지니어 교육 및 직업

의 특징이 되기도 했다. 중앙공예학교가 양성한 비전문 엔지니

어(generalists)들은 실용성이 요구되는 기계 ․제철분야에 주로 

투입되었고, 졸업생들은 중 ․상위 경영직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았다(Meiksins & Smith, 1996). 기술과 과학의 결합을 추구

했던 성트랄리엔7)들이 주력한 문제는 물질의 저항이었고, 철도

와 건설 업무에서 이 지식들을 기술지식으로 정착시켰다(Barjot 

& Dureuil (dir.), 2008). 예컨대 물질 저항 이론의 전문가였던 

벨랑제는 파리 생제르맹 철도회사 연구소와 미디 철도회사 등지

에 근무하면서 생라자르 기차역 광장이나 아스니에르 교량 건설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했다(Hauglustaine, 2004). 성트랄리엔의 

일부는 과학적 기술적 이론의 문제를 담당했고, 일부는 행정가

와 과학자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에콜 폴

6) 이 학교는 1856년까지 사립학교로 남아있었다.
7) 성트랄리엔은 중앙공예학교 졸업생을 지칭한다.

리테크닉 출신 엔지니어들은 이론과학에 치중하는 과학자로서

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굳히게 되었다(Shin, 1978). 하지만 

19세기 중반 이후로는 중앙공예학교 역시 이론에 보다 치중하

는 에콜 폴리테크닉의 커리큘럼과 엘리트 의식을 모방하게 된다

(Kranakis, 1989).

중앙공예학교의 설립과 교육과정이 에콜 폴리테크닉의 수학과 

이론에 주력한 교육과의 차별화를 염두에 둔 것이기는 했지만, 

두 학교 출신의 학자들 대다수는 과학과 수학이 기술과학 지식

의 발전에 있어 토대를 제공하는 한편 기술적 실천을 통해 이론

이 발전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다. 전자와 후자 

사이에서 학자들은 어느 한편에 더 기울어져 있었고 갈등이 존

재했다고는 해도, 기본적으로 에콜 폴리테크닉 및 응용학교들

과 더불어 공학학교 복합체를 형성했던 중앙공예학교 역시 과학

과 기술 사이의 접한 상호관계에 기초한 프랑스 공학 발전의 

패턴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음을 보여준다. 

IV. 관리자와 기술자 사이의 가자르

기술공예학교는 1833년 공교육법(기조법)의 제정과 더불어 

상공부 산하로 편입되면서8) 학생모집을 비롯하여 프로그램과 

작업장을 산업체의 기술적 요구에 맞추어 운영하게 되었고, 졸

업생들은 생산기업으로 보내졌다. 제1제정기(1804-1814)와 초

기 왕정복고시대에 거의 전무했던 가자르들의 산업체 근로자 비

율은 1820년대 40%, 1830-40년대 60-70%, 1880년대에 이르

면 평균 90%로 증가하게 된다(Day, 1978).

이처럼 가자르들이 산업현장에서 눈부신 활약을 할 수 있었던 

데는 1830대부터 시작된 거대 규모의 철도사업을 비롯한 금속 

및 기계 산업의 성장이 배경에 있었다. 기술공예학교는 1827년 

탄생하여 꿈틀대기 시작한 금속 기계 산업과 연관되었다(Day, 

1991). 기계건설 산업 분야의 초기 제조업자들은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학교 교육을 받은 기계공들에게 경쟁심을 

느꼈고 그들을 고용하기를 꺼려했다. 하지만 1840년-50년대 철

도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기계, 야금 등을 비롯하여 산

업 전반에 걸쳐 변화가 초래되었다. 정 한 기계들이 등장하면

서 규격화되어 교체 가능한 부품이 요구되었고 다양한 용도의 

기계 발달을 촉진시켰다. 기관차 기관의 제조업에서 기계와 열

역학 이론 지식은 중요했는데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자와 

반장은 이론적 지식이 없었으며, 기계와 제도, 측량 기술을 쉽

게 습득하지 못했다. 기계공, 제도공, 작업 감독관, 엔지니어직

의 수요가 급증했고 이는 기술공예학교 출신의 수요 증가로 이

어졌다. 정교한 산업 기술 지식이 요구되는 거대한 기계 장비들

8) 이는 1차 대전까지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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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계와 설치는 일반 노동자들은 물론 대다수의 성트랄리엔도 

폴리테크니시언도 수행할 수 없는 작업이었다. 이론 위주의 수

업 외에 기계 기술과 관련된 실무교육을 받은 가자르들은 작업

장에서 기계 설계도를 읽어내고 기계와 열역학 에너지를 이해

하는 능력으로 빛을 발하며 산업현장에서 인기를 누렸다(Day, 

1991).

1825-75년 사이 철도분야에서 대부분의 가자르들은 11년 경

력을 쌓고 나면 중급 관리자가 되었다. 역장이나 설비와 수송 

감독 같은 중상급 지위에 도달하려면 9년이 걸렸고, 폴리테크니

시언과 성트랄리엔이 주로 차지했던 상급 엔지니어나 사장이 된 

가자르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철도나 공공사업에서 승진은 산

업 현장에서보다 두 배 가량 늦었고 정상에 도달할 기회도 훨씬 

적었지만 가자르의 4분의 1 가량이 철도나 공공사업 분야로 진

출했다(Bulletin, XV, Dec., 1879).

에콜 폴리테크닉 출신들이 19세기에 산업 분야의 직업에 관

심을 갖는 일은 드물었지만 운송이나 광업 등의 분야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영향을 미쳤다. 중앙공예학교 졸업생과 더

불어 기술공예학교 졸업생들은 에콜 폴리테크닉 출신들의 직속 

부하인 현장감독관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 일부는 

엔지니어로서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 기

회에서 배제되곤 했다(Meiksins & Smith, 1996). 공공사업과 

철도산업 분야에서 폴리테크닉 출신들은 늘 가자르 같은 테크

니시언들이 책임자의 위치로 승진하는 기회를 가로막아왔다.

산업화 과정에서 민간산업 분야는 특히 가자르들에게 많은 기

회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 분야에서 가자르들의 지위는 차츰 상

승했으며, 1880년대가 되면 기계산업 분야에서 수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Meiksins & Smith, 1996). 특히 중공

업 분야는 철도나 공공사업 혹은 군대에 비해 나이, 경력, 사회

적 지위가 덜 강조되었고 보수가 높았다. 가자르들은 승진을 위

해 회사를 옮겨 다니곤 했다. 초기 1년 사이에 평균 3차례, 그리

고 총 6차례 이상을 옮겨 다녔다. 당시 카일(J. F. Cail)같은 일

부 대기업 수장들은 성트랄리엔이나 폴리테크니시언보다 가자

르를 선호하기도 했다(Day, 1978).

산업체에서 관리자나 기술자 양쪽에서 능력을 발휘했던 가자

르들은 관리자와 실무기술자 사이의 중재자로 활약했다. 이들

은 때로 소규모 가족 회사의 다용도 기술 지도자로서 자가 경영

자와 가깝게 일하면서 광범위한 기술적 문제들을 책임지고 생산

을 관리했다. 이들은 또한 디자인하고 건물을 세우고 새로운 설

비와 공정의 사용과 보수를 시험하고 관리했다. 예컨대 파이프 

및 철강 제조회사인 PAMPCO의 창립회장은 1859년 24세의 한 

가자르에게 공장 관리의 책임을 맡겼는데 이 엔지니어는 새로운 

용광로를 디자인하고 회사의 생산설비와 기술을 확장하고 개선

시킴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새로운 형태의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성공적으로 보여주었다(Crawford, 2009). 

19세기 프랑스 엔지니어의 위계조직은 기술노동자 조직의 관

리와 노동이라는 이분화 형태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러나 20세

기에 접어들면서는 기업의 중간 수준에서 기술적 업무라는 위계

적 서열이 만들어졌고, 자격증을 거머쥔 기계노동자들은 산업자

본주의 기업 환경에서 전문직종의 지배권을 유지함으로써 자신

들의 위상을 구축하게 된다. 이러한 위상이 구축되기까지 많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이 맞물려 있었지만, 과학과 기술 

사이, 관리자와 실무 기술자 사이의 중재자로 활약했던 19세기 

기계 엔지니어들의 노력이 간과될 수 없을 것이다.

V. 국가엔지니어 vs. 민간엔지니어 

국가엔지니어와 경쟁하던 초기 민간엔지니어의 정체성과 위

상은 산업화시기에 국가가 제공한 새로운 기술교육 및 직업 구

조 모델을 통해 형성되었다. 엔지니어가 민간 영역의 산업 생산

에 관심을 갖도록 프랑스 정부가 체계적으로 유도했던 것이다. 

민간 엔지니어 직업이 형성되는 데는 프랑스혁명이 끼친 간접적

인 효과도 있었다. 혁명으로 길드가 와해되면서 숙련된 장인들

을 양성하던 도제시스템이 약화되었고, 혁명의 결과 기계관련 

기술자와 기계공 같은 숙련노동자들의 부족현상이 심화되었다. 

특히 석탄산업이나 제철산업 같은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이 심각

했다. 이러한 노동력 부족현상은 새로운 엔지니어 양성 및 직업

의 확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Meiksins & Smith, 1996).

19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는 민간 분야에서 일하는 토목엔지

니어와 기계엔지니어의 수가 국가엔지니어의 수보다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들이 지녔던 정체성은 국가엔지니어가 지녔던 것과 

유사해서, 공동선에 기여하는 데 있어 엔지니어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신뢰에 기반하고 있었다. 이들의 일관된 사고는 당시 출

현했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독특한 관계를 통해 이루어

졌다. 그 관계는 서로가 뚜렷이 구분되기보다는 상호 침투된 경

계를 이루고 있었다. 이 점은 이후 ‘혼합경제’로 표현되는 현대 

프랑스를 특징짓는 공적 관심과 사적 관심 사이의 착된 관계

로 이어지게 된다. 오랫동안 프랑스 경제를 지배해 온 공적 주

도와 민간자본이 혼종된 ‘혼합경제’로부터 기원한 이러한 중간

지대는 엔지니어들이 사적으로 고용된 경우조차 공공복지를 위

해 일한다는 자부심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Picon, 2007). 

국가엔지니어와 민간엔지니어 사이에 나타나는 이러한 유사성

은 국가엔지니어를 향한 민간엔지니어들의 선망과 시기가 엇

갈려 작용한 결과이기도 했다(Kranakis, 1989).

19세기 중반부터 각종 공학학교 출신의 엔지니어들은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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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체성 및 사회적 위상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집단을 형성

하고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그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데 있

어서 중요한 조직은 동창회였다. 예컨대 중앙공예학교가 창립된 

1829년 바로 다음 해인 1830년 일부 폴리테크니시언들은 자신

들의 특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폴리테크닉협회를 창설했다. 

폴리테크니시언들은 이 모임을 통해 행정기관과 대기업에 취

업하는 데 있어 가자르나 성트랄리엔에 비해 우월한 사회적 특

권을 누리고 있었고 그 위상을 계속 독점하고자 했다(Bodet, 

2004(b)).

19세기 내내 국가엔지니어 집단에서 배제된 엔지니어들 역시 

국가 엔지니어의 독점적 지위를 깨고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투쟁했다. 당시 산업체 종사자들은 자신의 아들들의 진로

를 산업체보다는 공공기관의 고위직에 종사하도록 유도하는 경

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에 맞서 산업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

키는 한편 산업 엔지니어들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직업을 명

확히 규정하기 위해 프랑스 민간엔지니어협회가 결성되었다. 이 

협회는 프랑스 최초의 공식적인 엔지니어 조직이었다. 이 협회

의 기관지인 프랑스 민간엔지니어협회 보고서는 콩트의 실

증주의와 생시몽의 엘리트주의 철학을 표방한 이 단체의 신념

을 담아내고 있었다. 1857년 한 모임에서 협회장은 인류의 운

명이 자연과 사회권력 그리고 인간의 완전한 지식과 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선언했다. 그에게 산업화는 자연에 대한 인간 

우위의 상징이자 인류 진보의 정수로 여겨졌다. 중앙공예학교 

출신을 주축으로 구성되었던 초기 회원들은 산업을 과학 활동

의 특권적 영역으로 간주하며 산업과 엔지니어를 칭송했다. 이

들은 과학지식을 생산에 응용함으로써 인간의 욕구가 점차 충

족될 수 있으리라 믿었다. 여기에는 산업현장에서 엘리트의 위

상을 얻고자 하는 이 단체의 목적이 반영되어 있었다. 이 협회

의 철학적, 정치적, 사회적 노선이 확산되면서 협회는 특히 기

계 분야의 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엔지니어들의 관심을 자극하

려는 의도로 파리와 지방 각지에서 모임을 주도하여 가장 발달

된 최신 기술지식들을 소개했다. 이 협회는 과학과 산업의 진보

에 동참하고자 했고 회원들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이권을 수호

하려는 정책을 추진했다. 초기 회원은 그리 많지 않아서 1857

년에 300명, 1868년에 600명에 불과했고 1882년이 되면서 

1,500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는 당시 중앙공예학교 학위를 받

은 엔지니어가 3,500명, 국가 엔지니어가 8,000명 정도였음을 

감안할 때 적은 수였다(Shin, 1978). 민간엔지니어협회가 기획

한 직업적 사회적 안정이 쉽지 않은 목표였음을 드러내 준다.

테리 신은 당시 협회의 난점을 중앙공예학교 출신 엔지니어

들이 겪어야 했던 세 가지 이유에서 찾는다. 우선, 엔지니어 집

단 내부의 갈등이 첫 번째 이유였다.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전

통적인 방식으로 경영자나 기업주가 되고자 했고, 일부 소수만

이 산업 노동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거나 탁월한 과

학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으며, 이들 사이의 

갈등이 상호협력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당시 산업

의 기술적 상황에 따른 취업난 때문이었다. 기계의 성질로부터 

기원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많은 기술적 업무들은 중급 과학지식 

역량을 지닌 가자르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새로이 부상하던 화

학 산업분야에서조차 고용주들은 고비용 엔지니어보다 무자격

증 노동자를 선호했다. 세 번째 장애는 국가기관의 엔지니어들

이 민간산업 분야의 동료들에 대한 직업적 사회적 정당성을 인

정하기를 거부했다는 점이다(Shin, 1978). 당시의 이러한 경제

적 사회적 장애 속에서 에콜 성트랄 출신 민간엔지니어의 위상

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이 상황은 1880년대가 되어서야 새

로운 돌파구를 찾게 될 것이었다.

그밖에 기계 엔지니어 관련 단체로 기술공예학교 동창회(1847), 

중앙공예학교 동창회(1862), 그리고 물리화학학교 동창회(1885)

를 들 수 있는데, 다양한 이해관계로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하

고 있었던 이 단체들은 차후 민간엔지니어협회에 속하게 된다. 

사회적 특권을 독점하고 있던 국가엔지니어에 대항하여 자신들

의 직업적 위상을 획득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쏟았던 19

세기 기계엔지니어를 포함한 민간엔지니어들의 노력은 1880년

대 이후가 되면서 더욱 강화되고 차츰 결실을 맺게 된다. 

VI. 결 론

19세기 프랑스 엔지니어는 당시 영국에서 활약하던 유형의 

장인-엔지니어와는 성격이 달랐다. 이들은 경험이 풍부한 장인

으로서 기술적 숙련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학과 이론을 중시하

는 일류 학교나 혹은 산업 역군 양성을 목적으로 건립된 학교

들의 졸업을 통해 자신들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프랑스 공학학

교들은 졸업생들의 직업 및 사회 계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

으며, 따라서 프랑스 엔지니어 집단은 졸업한 공학학교에 따라 

기술노동력의 위계를 드러낸다. 에콜 폴리테크닉 출신들이 가장 

꼭대기에, 그리고 가자르가 제일 낮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다. 

중앙공예학교와 기술공예학교의 기계엔지니어들은 이론적인 

응용과학 교육과 실천적인 기술교육 사이에서 지식과 노동을 매

개하는 중재자로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활동한 

가자르의 경우 일부는 관리자로서 일부는 기술노동자로서, 혹은 

관리업무와 노동업무를 겸비한 새로운 형태의 관리자 혹은 노

동자로서 둘 사이를 중재했다. 이들 공예학교 출신의 엔지니어

들은 자신들이 처한 가족적 배경이나 상이한 사회적 지위로 인

해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이들 모두는 과학과 수학이 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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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발전에 있어 토대를 제공하리라는 신념, 그리고 기술현

상을 과학이론으로 정립한다는 믿음과 사명감을 엘리트 엔지니

어들과 공유하고 있었다. 이론적 지식을 실용적 기술에 적용하

고 실용적 기술을 이론화한다는 생각은 기술을 과학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분과로서의 근대공학을 탄생시켰고, 19세기 폴

리테크닉 출신의 엔지니어-과학자들과 더불어 중앙공예학교, 

기술공예학교 출신 엔지니어들은 기계 엔지니어의 지식과 실천

을 아우르는 확고한 정체성이 수립되는 데 기여하면서 프랑스 

근대 엔지니어 문화의 한 패턴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던 것이다.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 

32A-A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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