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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1)

공학의 기원과 역사에 대한 이해 없이 좋은 엔지니어가 될 

수 있을까? 적지 않은 시간을 공과대학에서 교육하고 연구하면

서 늘 고민해 왔던 문제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

루기는 쉽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공학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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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그 자체가 글로벌한 특성과 보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

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대학의 공학교육을 살펴보아도 지금

은 거의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다. 공학 교육과정과 방법, 이와 

관련된 제도를 둘러싼 국가 간, 대학 간 교류와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래 전 공학이 등장하고 

형성된 초기의 역사와 과정에 관심을 두기가 쉽지 않다. 둘째, 

공학의 기원과 역사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국내에서 아직 충분

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무엇보다 이를 공학교육에 적용한 사

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학의 기원과 역사가 공학교육에 갖는 의미와 가치

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학생들은 공학이 발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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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esent concept of "gong" which was shared by traditional East Asian societies (Korea, China and Japan) and 
to identify how it has been developed through their respective process of moder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Despite the territorial 
proximity of the three countries, their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followed different patterns, and the notion of engineering 
from the Occident was also accepted and reconstructed with a certain difference in each country. Japan had developed its own concept 
of engineering as part of industrialization in Western style and in the context of establishment of an imperialist nation. What was important 
for Japan was how engineering could contribute to the national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industry, and to the development of 
Imperial Japan. For China, which attached importance to resistance to Western civilizations and to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for and which needed to resolve domestic political conflicts, engineering constituted more than a simple issue on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dimension; it was also associated with obtaining ethical and political legitimacy which would allow the nation to gain support 
from the working and peasant classes. Though belated, Korean attempted to build an independent modern state, yet experienced a considerable 
nuisance from the invasion of Japan and the protracted colonial period. Engineering of Korea had to take a long time before emerging 
from backwardness especially because of Japanese policies which tended to restrict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avoid fostering qualified 
engineers in the colony. Therefore, engineering in Korea started to contribute to the nation’s development and the improvement of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nly after it was combined with modern higher education after liberation, under the name of engineering 
science (工學, gong-hak). This study argues that our recognition of what engineering was for and who engineers were in East Asia 
will allow us to evaluate current status of engineering education and provide us with significant insight which will be useful when 
we imagine the future society. Identity of engineering in Korea, China, and Japan has been developed along with historical contexts 
such as clash of civilizations, wars, recovery of sovereignty and obtaining of national competitiveness; now, what will be combined 
with engineering in the next generation? This question will lead and motivate engineering students to think and imagine about what 
future engineering should be and how they respond t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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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어온 사회적, 역사적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엔지니어로서

의 책임과 직업적 정체성, 자부심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선

진 국가들이 공학의 역사를 공학교육의 주요 커리큘럼으로 삼

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Layton, 1986; Gispen, 1989; 

Picon, 2004; Downey and Lucena, 2004). 따라서 한국의 공학

교육계 역시 공학의 역사를 어떻게 공학교육에 반 하고 발전시

켜나갈 것인지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추진된 것으로 일차적으로 

동아시아 사회에서 전통적 공이 어떻게 근대적 역으로 이동하

고 변형되었는지의 역사적 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동일한 한자 

문화권에 속한 한중일은 갑작스러운 서구 문명의 유입으로 대전

환기를 맞이했다. 따라서 전통사회의 문법과 전혀 다른 방식의 

지식과 규범, 문명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과정은 동아시

아 각국이 처한 정치적, 사회적 맥락과 국제적 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이것은 엔지니어링에 대한 인식과 엔

지니어링의 교육적 제도화 과정에도 일정한 향을 미치게 된다.

II. 연구의 배경과 질문

국내총생산(GDP) 순위로 살펴본 21세기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력은 괄목할 만한 수준이다. 일본은 1960년 세계 5위로 

출발한 이래 2000년대까지 2위 자리를 지키며 명실상부한 기

술 선진국의 입지를 다져 왔다. 중국은 최근 일본을 3위로 

어내고 2위 자리를 차지한 데 이어 미국과의 경쟁을 통해 

2050년까지 세계 최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포스트 덩샤오핑 

시대를 예고했다. 한국은 1970년까지만 해도 30위권 내외에 

머물렀으나 2000년 이후 세계 10위권까지 성장했다. 불과 

150여 년 전까지도 서세동점(西勢東漸)의 환경에서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했던 동아시아의 상황을 떠올린다면, 놀라운 변

화가 아닐 수 없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19세기 이후 서로 다른 경로를 따라 발전

해 왔지만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된 것은 

공통된 특징이다. 이들 국가에서 과학과 기술은 실패의 원인으

로도 혹은 성공의 열쇠로도 인식되어왔다. 예를 들어,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을 미국의 과학기술역량에 미치지 못

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며, 전후 물리,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

신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했다. 중국은 체제 경쟁에서의 

열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조업 중심 시스템 구축과 기

술혁신에 사활을 걸었다. 식민지 역사인식과 관련해 최근 또다

시 불거진 한일 갈등은 한편으로 주력 산업 및 기술 패권을 둘

러싼 경쟁의 양상으로 치닫기도 했다.   

비록 경로는 다를 지라도 20세기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룬 

발전은 세계에서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졌다. 이 때문에 기술혁

신 연구자들은 한중일 기술발전의 요인과 메카니즘을 분석하

는 데 관심을 가졌고 그 결과 상당한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었

다. 하지만 전통사회로부터 근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엔지니어링이 등장하고 산업발전으로 연결되었는지의 과정에 

관한 역사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크게 진전되지 않았다. 특히, 동

아시아 전통사회에 공통된 공(工) 개념이 근대화 과정에서 어떻

게 정착되고 변형되었는지의 과정에 대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이로 인해 한중일 국가들은 서로의 엔지니어링과 엔지니어 개념

이 갖는 특징과 차이에 대해 서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한중일은 근대화 과정에서 각자 독특한 방식으로 엔지니어링

과 엔지니어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만들어진 개념은 국가

의 우수한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기술혁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향을 미친다(Kranakis, 1997; Brown, 2000). 이 연구는 

19세기 이래 한중일 삼국이 전통적 공의 극복과 재구성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경험하고 실천해 왔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으로는 첫째, 동아시아 전통사회가 공통

적으로 보유한 공(工) 개념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 사회가 서구의 문명과 그들의 발전 모델을 접

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장인 시스템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즉 새롭게 등장한 엔지니어 집단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가 오래되고 낡은 세계를 대체했는지, 아니면 계승이라는 

보다 연속적이고 부드러운 경로를 거쳤는지를 검토하고자 한

다. 이 과정에서 한중일 국가 간 유사성과 차이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셋째, 근대화 초기의 역사적 과정이 한중일 엔지니어의 

정체성 형성에 미친 향이 무엇인지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개념사의 방법론을 기반으로 한중일이 엔지니어링 

개념을 수용하고 구성해 가는 방식을 추적한다. 개념사는 오토 

브룬너(Otto Brunner), 베르너 콘쩨(Werner Conze), 라인하

르트 코젤렉(Reinhart Koselleck), 그 밖의 하이델베르크 대학 

역사학부의 근대 사회사 연구모임에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개

념이 역사적 현실과의 지속적 상호과정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본래 개념사는 독일 개념철학에서 나왔

지만 역사가인 코젤렉이 개념철학의 방법을 사회사에 접목하

면서 발전된 것이다(한경희, 2018).   

개념사 연구는 과학이나 기술처럼 19세기 동아시아 사회에 

새롭고 낯설었을 개념이 어떻게 그 사회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

를 분석하는데, 그리고 국가 간 비교 연구를 수행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또한 과학, 기술, 공학과 같은 근대적 개념이 도입, 

수용되는 국제적 정치경제의 맥락을 파악하고 한국의 근대 초

기를 역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비교의 관점을 확보하는 데에

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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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동아시아 전통 사회의 공(工) 개념

공학, 기술, 과학에 관한 동아시아 전통 사회의 문헌과 자료

를 탐색하려고 할 때 느끼게 되는 당혹스러움이 있다. 무엇보

다 그러한 용어 자체가 동아시아권에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

이다. 기술, 과학, 공학이라는 용어는 19세기 말 동아시아에 처

음 소개되고 이후 서서히 받아들여진 개념이다. 실제로 어떤 

번역어를 사용할 것인지를 놓고 적지 않은 이견과 논쟁이 있었

다. 다시 말해, ‘engineering’이라는 어 단어를 지금처럼 주

저 없이 공학이라고 번역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공(工)에 관한 전통적 인식은 명확히 분별할 수 있다. 

지역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 왔던 동아시

아 전통사회는 공에 관해 유사한 관점을 발전시켜 왔기에 그 

의미와 쓰임새도 거의 동일했다. 工은 상형자에서 비롯된 것으

로, 그것의 갑골문(甲骨文)과 금문(金文)의 자형 모두 자루

가 달린 날카로운 도끼의 형상, 즉 도구를 의미했다(양동숙, 

2005). 

하지만 工의 의미는 단순히 도구에 그치지 않고 여러 의미

로 변화되고 파생되어갔다. 중국의 진열과 손열은 전통적 공의 

주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陳悅‧孫烈, 2011). 

첫째, 도구를 사용하여 만들어낸 결과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평행한 것을 ‘工’이라고 한다면 평행하지 못한 것은 ‘工’하지 

못하다고 하고, 수직인 것을 ‘工’이라고 한다면 수직하지 못한 

것을 ‘工’하지 못하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工’은 

‘땅(土)’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 즉 경작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工의 두 번째 용법은 도구를 사용하는 기교나 능력을 의미하

는 것이다. 과거 문헌에서 나타나는 工伎(백공의 기예), 做工

(기량, 솜씨) 등의 표현이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다. 1895년 서

유견문에는 “런던은 각지의 천생물을 수입하여 제작 개정한 

工을 가하여 수출하는 주의를 가지고”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역시 이러한 용법으로 사용된 것이다(한국근대신어데이터베이

스). 셋째, 工於書畵(글과 그림에 재주가 있다)에서처럼 동사

로 쓰일 경우에는 뛰어나다 혹은 재주가 있다는 의미를 갖는

다. 넷째, 조선과 일본의 士農工商, 혹은 중국 고대의 여러 

분공(分工)에서처럼 계층화된 사회분업체계 중 하나를 일컫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이를테면, 百工(각종 장인, 기술자)을 

가리키거나 신분 혹은 직함을 표현해 ‘工匠’, ‘匠工’, ‘匠人’

과 같이 일정한 기술을 가진 사람, 혹은 직업을 나타내기도 했

다. 중국에서 가장 이른 기록은 서경에 나온 것으로 “允厘

百工, 庶績熙成(백공의 일을 바로 세우니, 많은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네)”과 같은 문장에서 등장했다(陳悅‧孫烈, 2011). 

공사할 때 쓰는 施工(시공하다), 工役(토목건축의 공사), 竣

工(공사를 마침) 등의 표현은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동아시아권은 이처럼 工 개념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문서에 

등장하는 공은 대개 행정관리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

이 특징이다. 工의 일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문서를 직

접 작성하거나 자신의 일을 계획하는 데 참여할 수 없는 계급

사회 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지방관들은 제작을 감독하고 장

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접 현장에서 지도하고 감독하

는 일을 자주 수행했다(김윤정, 2015). 이 점은 일본 전통사회

의 관점과도 일치한다. 예를 들어,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무사

도를 주창한 야마가 소코오(山鹿素行, 1622-1685)는 농공

상의 삼민이 각각의 일이 바빠 분주히 움직이므로 그러한 일로

부터 해방되어 있는 武士가 농공상을 대신하여 오로지 실천적 

도덕을 추구하고 사회에 올바른 道를 행하는 일에 전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신현승, 2011).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동아시아 전통 사회의 工은 생

산과 사회 인프라 건설의 일을 실행하는 구체적 활동이자 귀족

이나 양반이 아닌 하층에 속한 전형적 職으로 존재해 왔다. 하

지만 강력한 군사력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서구 문명의 위세 앞

에 동아시아 각국은 과학과 기술이라는 새로운 사상과 도구, 

시스템에 직면하여 전통적 공을 새롭게 재편하지 않을 수 없었

다. 그에 대응한 시기와 방식에 따라 동아시아 국가들의 운명 

또한 갈리게 되었다.  

IV. 동아시아 공(工) 개념의 근대적 재구성

1. 일본의 工: 식산흥업과 제국일본의 구성요소  

1853년 미국의 페리호가 도착했을 때 일본에는 해군전함이라

곤 없었다. 하지만 불과 15년이 지난 1868년 메이지유신 시기에 

쇼군은 45척의 전함을, 지들은 94척의 전함을 소유하게 되었

다(박 준, 2002). 이 길지 않은 기간 동안 큰 변화가 있었던 것

이다. 메이지시대 초기에 일본에 머물던 외국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250개 이상의 서구 무역회사가 활

동하고 있었다고 하니 상당한 수의 외국인들이 일본에 머물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막부는 개항 이후 점증하는 외교

문서를 처리하고 서양의 문명을 이해하고 통역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 번역관청이자 교육기관인 반쇼시라베쇼(蕃書調所)를 

1857년에 개교했는데, 당시 지원자 수가 천 명 가량이었다. 번역

관청의 지원 자격이 사무라이 계층에 제한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서구 문명에 대한 호감과 학습 의지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이

건상, 2007). 산업 측면에서 보면, 메이지시대(1868-1912) 말

기까지 32,000여 개의 공장이 설립되었고 5,400여 대의 증기기

관과 2,700여 대의 전기기계가 일본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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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스즈키, 1998).

비록 일부 지표에 불과하지만 19세기 일본 사회가 서구문명

을 얼마나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받아들여 변화를 도모하고 있

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일본인들은 오랫

동안 지켜온 가치와 관습의 저항과 관성을 극복하고 익숙한 일

상의 안정감을 포기하면서까지 서구문명을 적극 받아들이려고 

했을까? 그 이유를 분석하려면, 일본 사회가 가진 내적 특성과 

더불어 19세기 사회가 맞이한 세계적 전환이라는 외부 환경 

변화에 주목하면서 과학과 기술에 기반을 둔 근대적 산업 국가

로서 일본의 정체성이 구축된 배경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이와 같은 변화의 맥락 속에서 일본의 전통적 공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한 것처럼 일본 전통사회의 정치 

지배구조는 근대적 기술과 산업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긍정적

으로 작동한 요인이었다. 일본은 군현제(郡縣制)를 택한 한국

이나 중국과 달리 오랫동안 소규모의 봉건 주국으로 갈라져 

있었다. 가장 부유하고 전략적인 핵심 지역은 쇼군이 직접 다

스리고 있었지만 나머지 지역은 다이묘라는 주의 지배하에 

있었고 도쿠가와 시대에는 260여 개 이상의 지가 존재했다. 

주들은 서로 경쟁적 관계에 놓여 있었다. 서구문명의 도래로 

기술학습의 기회가 생겼을 때, 이들은 표준화되거나 보편적인 

접근방식을 선호하기 보다는 각 지역에 고유한 문화와 여건에 

적합하도록 기술과 상품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가졌다. 지들 

사이의 경제적 경쟁으로 인해 다이묘와 같은 지배 엘리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탐색하고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스

즈키, 1998).    

두 번째 요인으로, 지 간 경쟁적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근대 지식과 이념, 시스템의 구축자로 역

할을 행한 사무라이(武士) 계급의 존재를 들 수 있다(신종대, 

2017). 근대로의 전환 시기에 일본의 무사 계급은 땅으로부터 

해방되어 상인으로서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고 

새로운 과학과 기술 문명을 가장 열렬히 받아들인 집단이 되었

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일본 무사계급의 물적 토대에 내재해 있

다. 에도 시대(1603-1868)의 무사는 대부분 농촌이 아닌 조카

마치(城下町)라는 도시에 살며 쌀로 봉급을 받고 생활하는 일

종의 봉급생활자 다. 이들 중 일부는 정치가로서, 행정 관료

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경제적으로는 곤궁했

다. 에도시대 무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이유는 권력을 가

진 자에게는 재산이 적게, 재산이 있는 자에게는 권력이 가지 

않게 한다는 막부의 강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

라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상급 무사로의 출세가 보장되

지 않은 하급무사들에게 서구 열강의 진출은 위기이기 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인식되었다. 

그렇다면 군인이나 서리로 살아가던 가난한 봉급생활자 던 

이들이 어떻게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새로운 지식 집단이자 주

체 세력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소위 ‘독서하는 사

무라이’, ‘칼 찬 사대부’들을 대량으로 출현시킨 19세기 초의 

사회적, 문화적 변화 때문이다(박훈, 2014). 한국, 중국과 달리 

일본에는 유학(儒學)의 향이 미미했고, 18세기 중반 이후에

야 본격적으로 유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했다. 뒤

늦게 유학 공부가 시작된 이유는 전쟁이나 내전이 거의 없던 

장기간의 평화기를 맞아 무사계급이 군인으로서의 존재감을 

상실하고 있던 상황에서 오히려 행정능력과 정치능력이 중시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그 결과 유학이 체제 유

지 이데올로기로써 근대화의 장애물로 인식되었던 한국, 중국

과 달리, 일본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사상으로 인식되었다는 것

이다. 일본의 서양 문명 번역이 시작되었을 때, 오히려 중국 고

대의 한자어에 충실하고자 했던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공부하는 무사계급은 일본의 근대화를 안내하는 역할을 맡아 

한편으로는 네덜란드, 국 등지의 외국인들과 접하며 새로운 

상업적 기회를 적극 활용해 사업가로 변신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메이지정부가 활발히 추진한 해외 유학생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근대 일본을 건설하는 시스템 구축자

(system builder)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 대표적 인물 중 한 사람으로 니시 아마네(西周, 

1829-1897)를 들 수 있는데, 그는 네덜란드 유학 후 서구의 

문명을 일본에 소개하고 근대 교육에 앞장 선 것으로 특히, 과

학 및 기술 관련 용어를 번역한 것으로 유명하다. 1870년에 출

판한 [백학연환(百學連環)] (Encyclopedia의 번역어)에서 

그는 학술기예(Science and Art)의 본질에 관해 이야기하며 

최초로 사이언스(science)와 테크놀로지(technology)를 학

(學)과 기술(技術)로 번역하 으며, 이를 학문적으로 자리매

김하 다(飯田賢一, 1989).     

셋째, 서구문명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 일본은 적극적인 

국제 교류와 유학을 추진했다. 사실 일본이 서구문명과 교류를 

시작한 것은 꽤 오랜 역사를 갖는다. 16세기 일본은 개방과 무

역의 시대 다. 일본열도에서 대량으로 채굴되기 시작한 은을 

기반으로 다이묘들은 중국 뿐 아니라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

란드 등 유럽 상인들과 무역에 나섰고 동남아시아로도 진출했

다. 비록 17세기 중반 이후에는 기독교에 대한 공포와 은 유출

을 막기 위해 도쿠가와 막부가 쇄국정책을 결정해 교류가 중단

되었지만 이미 수입된 지식들은 오랜 기간 사라지지 않고 그대

로 남아 일본 전역의 가내공장에서 조용히 이용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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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9세기에 들어와 막부체제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본격

화되고 서구열강의 힘의 우위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서

양 문물을 신속히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게 된다. 당시 서구의 

침입을 막지 못한 중국의 처량한 모습은 일본이 반드시 피해야 

할 선례로 인식되었다. 1853년 7월 페리제독이 들이닥쳤을 때, 

에도 막부는 네덜란드 선박의 소식통을 통해 이미 아편전쟁에 

관해 알고 있었고 청나라가 패한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정하

미, 2013). 이후 서양 문물의 수용은 외국 엔지니어의 초빙, 국

내 교육기관 설립, 그리고 해외 방문 및 파견 유학을 통해 추진

되었다. 

일본에 근대적 공학교육기관이 설립된 데에는 외국인 엔지니어

들의 역할이 컸다. 예컨대, 1871년 메이지 정부는 일본 기술교육의 

효시라고 불리는 공부학교(工學療)를 공부성(工部省) 산하에 

설립했는데, 이것은 국인 엔지니어 모렐(Edmund Morel, 

1840-1871)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었다. 당시 공부성의 요직은 

일찍이 국에서 공부한 유학파로 채워져 있었고 모렐은 정부에 

의해 최초의 철도건설 기사장(技師長)으로 고용되었다.

끝으로 살펴볼 중요한 맥락은 19세기 후반에 일어난 근대 국

가로서 일본에 대한 새로운 상상, 즉 국민국가로써, 제국으로

써의 정체성이 구축된 과정이다. 식산흥업을 국시로 한 메이지 

정부는 유신 후 첫 십 년간에 걸친 개혁을 통해 근대적인 국민

국가의 기초를 닦았다. 이후 1870년대 말에서 1880년대에 이

르는 시기에는 근대 일본의 국가 정체성을 가름하는 치열한 사

상 투쟁이 전개되었다. 신분제와 토적 할거체제의 해체, 사

적 소유권과 경제적 자유의 확립이라는 근대국가의 기본구조

가 대부분 이 때 구현되었다. 

또 하나 주의 깊게 들여다볼 것은 이 시기에 일본이 입헌정

치라는 서양의 형식을 취하되 천황주권 제국헌법이라는 현실

권력의 신격화를 선택하여 전근대의 황제상과 그에 의해 지배

되는 제국의 상을 재정립했다는 것이다(이삼성, 2011). 제국헌

법의 공포는 1889년에야 이루어지지만 1880년대에 초에 전개

된 정치적 상황은 제국 개념이 근대 일본의 정치, 외교, 언론, 

학문 각 분야에서 급속도로 일반화되고 일상화되는 전기를 이

루었다. 이는 근대 일본 고등교육의 핵심기관들이 제국대학의 

이름을 갖게끔 법제화한 1886년 ‘제국대학령’의 중요한 정치

사적 배경이기도 하다. 

제국으로서의 정체성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했던 일본은 청일

전쟁(1894-1895)에서 승리하고 타이완을 차지하면서 비로소 

식민지를 가진 제국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다. 

중화주의, 곧 중원의 중심이었던 청의 패배는 일본 뿐 아니라 

조선 사회에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제 일본은 식민지

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보편적 의미의 제국의 일원으로 확인

하는 제국 국가의 자의식을 확립하게 되었다. 이후 전쟁은 제

국으로서 일본의 발전을 견인하는 메커니즘으로, 그리고 기술

혁신의 원동력으로 작용하 다. 청일전쟁 이후, 러일전쟁, 1차 

세계대전, 중일전쟁,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게 된 패전 이후까지도 ‘전쟁’은 일본의 기술과 엔지니어

를 규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홉스봄이 ‘제국의 시대(the age of Empire)’라고 불렀던 

1875년부터 1914년의 시기 동안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

게 제국이라는 근대국가의 형태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

에 일본의 전통적 공을 근대적 교육 및 산업체제로 전환시킨 

근본적인 변화들이 발생했다. 그 특징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

서 분석될 수 있다. 

첫째, 에도시대에서 메이지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체제 

모순을 민감하게 의식하고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간파한 하급 

무사들이 변화의 주도 집단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발

전시킨 새로운 지식과 조직, 제도화 역량은 전통적 공의 활동

을 근대적 산업 활동으로 전환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

다. 특히, 거물급 상인들이 그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면서 서

양의 발전된 기술을 활용한 공업 발전과 기업의 성장이 이루어

졌다. 예를 들어, 메이지유신 후 2대 재벌을 형성한 미쓰이(三

井)와 미쓰비시(三菱)가 이렇게 성장한 기업이다(장남호, 

2006). 일본의 전통적 工은 근대적 공업(工業)의 역으로 

인도되었다.    

둘째, 일본의 전통적 공이 근대적 공으로 연계되는 과정에서 

‘전통’은 환 받았고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연계되었다. 전통

적 공과의 연결은 무엇보다 그것을 담당했던 각 봉건 지 장인

들의 능력과 솜씨가 해체되지 않고 지역을 통해, 그리고 도제 

기반의 기술 전수 과정을 통해, 공업가 혹은 산업가로의 변신

을 통해 연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화 초기에 일본은 외국과 활발히 교류하며 기술능력을 

키울 수 있었지만 여러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자국의 기술능

력에 의존하려고 했기에 기존의 생산 네트워크와 대부분 무사

계급에서 배출된 기술 엘리트의 양성과 활용에 집중했다. 특히, 

일본 현지의 경제구조에 맞는 중간기술을 개발하려는 국가정

책은 산업화 이전부터 있었던 기술 장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았

다. 교육제도의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1881

년에 도쿄직공학교(東京職工學校)가 설립되었는데, 이 학교

는 장차 교사 또는 직공장, 제조소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양성

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여러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다. 뿐만 아니라 기사와 직공 사이에 개입하여 “기사의 계

획을 흠잡을 데 없이 수행하도록 하는 임무에 종사하는 공수

(工手)”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1888년에는 공수학교(工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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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校)를 설립했다(飯田賢一, 1989).  

셋째, 일본의 전통적 공은 이제 아시아 국가를 발판으로 삼

아 서구화를 추구하겠다는 탈아입구(脫亞入歐)의 기획 속에

서 제국주의 일본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술적 도구로 전환

된다. 전쟁을 치르며 등장한 일본 혁신관료, 기술관료의 등장

을 이것과 연결해 이해할 수 있다. 일본 최초의 고등기술교육

이 메이지정부 조직의 하위 기관으로 설립되고 1886년 제국공

과대학으로 발전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제국대학 

공과대학이 설립된 이후 일본의 과학기술 교육과 연구는 제국

대학 理工醫農 각 분과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전쟁을 빼놓고 일본의 기술을 이해할 수 없다. 1938년 제정

된 국가동원법에 의해 일본 정부는 자본과 노동력의 배치를 통

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소유하게 되었고 기술연구를 지도

하고 육성하는 새로운 권한까지 갖게 되었다. 공장기술자교육

령을 발표했고 모든 대기업은 사내기술훈련제도를 마련해야 

했다. 전쟁을 치르는 동안 연구소 설립이 급격히 증가하여 

1935년과 1942년 사이에 기업연구소 숫자가 약 1,150여개로 

배 이상 증가했으며 과학자와 기술연구원 규모도 크게 증가되

었다. 과학 전공자에 대한 징집이 전쟁 막바지까지도 면제되었

기 때문에 이공학 분야 학생 수 또한 크게 증가하 다. 1945년 

이전까지 일본에서 기술자란 근대적 공업교육을 받은 자를 의

미했고 고등공업학교 또는 대학의 공학부 졸업자가 기술자로 

대우받았다(하상진, 2017). 특히, 1920년대 이전 근대적 공업

교육을 받은 일본 기술자들은 전전의 식민지 개발과 일본 기업

과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협력을 주도하 다. 

일본의 신생재벌 경 자들 대부분은 기술자나 과학자로 출발

해 자신들의 기업을 설립한 후 정부와 협력했다. 혁신관료나 

군부의 기획가들은 조직에서 승진하여 범부처 조직인 기획 부

서에서 근무하며 해외유학 혹은 본토나 식민지에서 기술 프로

젝트 관리를 하며 전문지식을 익히기도 했다(미무라, 2015). 

일본의 많은 기술자들은 제국주의적 기획의 맥락에서 기술과 

경 , 정책을 조율하고 추진하는 데 참여했다. 이들에게 전쟁

의 실패는 곧 기술의 실패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기술혁신과 

발전은 세계적 차원에서 일본의 위상과 정체성을 측정하는 중

요한 잣대가 되었고 그 인식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 중국의 工: 공정사치국과 사회주의  

2002년에 선출된 중국 공산당 16기 중앙정치국의 구성은 국

제 사회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과거와 달리 차세대의 젊

은 지도자들이 대거 등장한 것도 눈에 뜨 지만 당 정치국 상

무위원들 대부분이 이공계 전공 일색으로 엔지니어가 주도하

는 3세대 지도부를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뜻밖이었던 것이다. 

마침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

던 한국에서 이 사건은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공정사치국(工程師治國)이란 공학 엘리트가 지배하는 중

국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1980년대 이래 중국 사회에 나타난 

기술관료 우위의 정책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려면, 19세기 이후 

중국이 경험한 근대화의 지난한 여정과 맥락을 들여다볼 필요

가 있다. 

국 산업자본의 공격적인 세계시장 확보 전략과 청조의 폐

쇄적 무역 정책이 부딪히며 발발한 아편전쟁(1839-1842)은 

거칠고 격한 방식으로 중국 근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

었다. 이후 청조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성립되었다가(1912) 

다시 사회주의 체제인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될 때까지(1949) 

크게 두 개의 흐름이 중국 근대사를 형성해왔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양무운동(1860-1894)과 무술변법(1898)으로 대표되

는 위로부터의 혁명이고 다른 하나는 태평천국(1851-1864), 

의화단(1899-1901), 5.4운동(1919)으로 이어지는 아래로부터

의 혁명이다(차석기, 1995).

이와 같은 중국 근대사에서 과학과 기술에 관한 관점과 태도

는 크게 네 개의 역사적 국면을 거치며 변화되어왔다. 첫 단계

는 아편전쟁 패배 후 양무운동을 통해 추진된 중체서용(中體

西用)의 확립 시기로 볼 수 있다. 중체서용이란 중국 문화를 

근본이자 진리인 체(體)로 보고 서양의 기술 문명을 실용적 응

용이자 도구로 한정짓는 태도를 의미한다. 아편전쟁이 일어날 

무렵 청과 서양의 군사력 차이는 비교할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이에 청말 통치 집단과 지식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이 더욱 두려워했던 것은 외세의 침략 그 자체 보다 오히

려 태평천국 운동 등에서 표출된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무장투

쟁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존의 지배구조 그 자체에 대한 

변혁적, 전복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배층 지식인들은 자강(自强)을 기치로 서양의 문명

을 일부 수용하여 군수공업 기반의 기술적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이를 통해 대내외적 위기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 다. 일례로 

대표적 양무운동가인 장지동(張之洞, 1837-1909)은 중학(中

學), 즉 군신질서로 대표되는 유학적 신분질서와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관의 유지를 전제로 서양의 과학기술과 제도를 수용하는 

중체서용적 개혁론의 입장을 견지했다. 기본적으로 양무운동(洋

務運動)은 도기(道器) 분리론에 입각한 위계적 세계관에 입각하

여 기술과 산업은 시세에 따라 서양을 학습하되 이를 수단으로 

위기에 빠진 왕도(王道)와 윤상(倫常)을 재건한다는 의도를 가

지고 있었던 것이다(김정호, 2004). 그렇기 때문에 양무운동의 

사회개혁론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근본적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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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들이 내세운 자강은 아래로부터의 

개혁 요구를 탄압하기 위한 군사력의 강화일 뿐 막상 제국주의 

세력의 중국 침략에 대해서는 타협과 양보로 일관하 고 그들이 

추진한 산업화 정책도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번역과 교육, 유학, 무역 등의 활동이 활

발해지기 시작했고 새롭게 가능해진 학습과 경험으로 인해 기

존의 금지된 경계들이 무색해지고 다양한 역들이 향을 받

게 된다. 예를 들어, 양무파 혁흔(奕欣)의 노력으로 1862년 

경사동문관(京師同文館)이 설립되었는데, 초기에는 어, 불

어, 러시아어 등의 외국어 과정만 개설되었지만 1866년에는 

보수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천문, 수학, 화학, 격치 등의 학과

가 새롭게 문을 열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양무파 내부에 분화가 일어났다. 기존 질서를 

유지한 채 서양 문명을 도입하려는 보수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결정적으로 1885년 청불전쟁과 1895년 청일전쟁의 

연이은 참패로 인해 양무운동은 사실상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

었다. 무엇보다 천하질서의 변방에 속했던 일본에 패한 충격은 

서양 열강과의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이었다. 전통적 천하

질서가 실질적으로 와해된 것은 물론이고 중국 자체의 존망까

지도 위태로워진 것이다(조성환, 2005; 房正, 2011). 근본적

인 변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지니며 확산되었다. 

두 번째 국면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청일전쟁 패배 후 젊은 

지식인들은 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정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급

기야 1898년 무술년에 강유위, 양계초, 담사동 등이 변법자강

(變法自疆)을 앞세워 광서제와 연합하여 전면적인 제도개혁

을 추진했지만 구체적인 성과 없이 곧 진압되고 말았다. 연이

어 반외세운동의 성격을 띤 의화단운동(1899-1901)마저 실패

하자 역설적으로 기존 지배질서의 혁파와 새로운 국가 건설에 

대한 열망이 커지게 되었다. 

이 시기는 중국 근대사에서 그리 길지는 않지만 기존의 중체

서용 관점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절대불변의 가치라고 여겼던 중체(中體)나 동도(東道)에 대

한 근본적 성찰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국 유학파 던 엄복

(嚴復)은 서양 근대문명의 근거에 과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진정한 근대화를 이루려면 과학 정신을 수용하

고 중국의 전통 사상과 낡은 관념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는 것이다(이용주, 2012). 강유위와 양계초 역시 중국이 부강

해지려면 단순히 기술의 도입이 아닌 변법, 즉 정치, 경제, 사

회제도의 근본 개혁이 필요하다고 확신했다. 

이후 신해혁명(1911)을 통해 공화국이라는 근대 국가로써의 

정체(政體)가 수립되었지만 중국인들의 염원은 쉽게 실현되지 

않았다. 1913년 원세개가 공화국의 국회를 해산하고 군사 독

재 정권을 세워 제정(帝政)으로의 복귀를 꾀하면서 또다시 정

치 투쟁의 시간이 시작되었는데, 이번에는 과거와 사뭇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즉, 신해혁명까지의 국면이 기존 지배질

서와의 경쟁이었다면 이후의 양상은 새로운 질서를 둘러싼 사

회적 상상들의 경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을 대표하

는 신사조로는 반전통을 주장하고 과학과 민주를 외친 신문화

운동, 학생운동의 형태로 나타난 공학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

의의 중국화를 가져온 일련의 사건들을 들 수 있다. 이 세 번째 

국면을 통해 우리는 중국의 근대적 공 개념이 갖는 독특한 특

징을 엿볼 수 있다.     

진독수를 위시한 지식인들이 이끈 신문화운동은 서구의 근대

적 가치를 대변하는 민주주의와 과학주의를 수단으로 유교적 

전통 문화를 맹렬히 공격하 다. 이들은 정치개혁을 통해 공공

질서를 세우는 것이 당시 상황에서 요원하다고 판단하고 정치

에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중국이 낙후한 원인을 문화에서 찾

았다. 그들은 교육과 사상 측면에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입

각한 공적 문화를 세움으로써 정치 질서의 초석을 다지고자 하

다. 진독수는 지식인(士)이 과학과 과학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이 몽매함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아 문학 혁명의 

슬로건을 내걸면서 소수의 귀족과 현학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은자의 문학을 추방하고 단순하고 대중적인 보통 사람을 위한 

문학을 창조할 것을 주장하 다.   

한편, 1919년 5‧4운동 이후 학생들에 의해 주도된 공학주의

(工學主義)는 신문화운동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당시 젊은 

지식층이 주장한 사상의 일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북경

고등사범학교의 공학회(工學會)는 1919년 말에 창간한『工

學』을 통해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 실천 방안을 제

시하 다. 여기에서 이들이 내건 공학주의란 공과 학을 병립시

키고자 하는 것이며 수천 년간 중국에서 내려온 귀학천공(貴

學賤工)의 잘못된 견해를 일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다(박

제균, 1995). 

여기에서 우리는 중국사회의 공 개념이 변화하는 중요한 단

계를 만나게 된다. 즉, 전통사회의 위계적 질서 가운데 미천한 

육체적 범주로 여겨지던 工은 이제 學과 대등한 관계 속에서 

논의되기 시작하고 새로운 사회를 주도할 근대적, 도덕적 주체

의 핵심 구성요소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사

상을 주도한 지식층들은 기존의 관료, 정객, 군인의 존재에 대

해 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 정치적 방법을 통한 개

혁 보다는 공상계(工商界) 대중에 대한 교육과 작은 규모의 

조직화를 통한 계몽운동과 개인의 도덕적 실천을 중시했던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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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5‧4운동의 흐름은 북벌운동(1926-1928), 십년내전

(1927-1937), 항일전쟁 등으로 이어지는 계속된 위기와 극렬

한 투쟁들 속에서 처음과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즉, 구망

(求亡)이 계몽을 압도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그 

동안 새롭게 강조되었던 자유, 평등, 민주, 인권 등의 가치는 

점차 가려지고 거꾸로 봉건의식과 소생산적 경제 논의가 부활

되었다. 특히, 1921년에 공산당이 창당되면서 중국은 새로운 

혁명, 즉 계급혁명의 노도에 직면하게 된다. 이 때, 마르크스주

의를 중국에 최초로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이대조(李大釗: 

1888-1927)는 러시아 혁명의 성공을 모델로 중국의 후진성이 

오히려 새로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 다. 농민과 

농촌의 중시, 도덕주의에 의한 소생산자를 위한 사회주의혁명, 

그리고 계급투쟁에 대한 윤리적 강조는 실용에 대한 전통적 태

도와 적절히 융합되면서 중국적 마르크스주의의 특징을 형성

해갔다(황성만, 1992). 

그렇다면 왜 중국은 근대화 과정에서 중국적인 것, 전통적인 

것에 대해 끊임없이 탐닉해 왔을까? 중국인들은 개항 과정에서 

서구의 제국주의 세력이 중국을 약탈하고 자존심을 짓밟고 전

통을 말살시키는 장면들에 분개했다. 또한 근대화 초기의 시도

들, 중국적 가치를 근간으로 서양의 과학과 기술을 접목하려는 

실용주의적, 지식인 중심의 접근방식 역시 양무운동, 신해혁명

을 통해 실패로 받아들여졌다. 이 과정에서 서구식 근대화와 

제국주의는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여겨져 부정과 극복의 대상

이 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중국의 유교적 전통을 지

키고 농민과 노동자 중심의 계급혁명을 완수하는 중국만의 고

유한 모델이 추진되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근대적 공(工) 개

념은 새로운 중국의 도덕적 주체이자 계급적 주체를 구성하는 

근본 가치로 전환되었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설과 함께 

근대화된 중국 사회의 중심부로 이동하게 된다(남정휴, 2005).

중국 건설 초기에는 혁명간부가 지도부의 주축을 이루었지만 

1976년 개혁개방 이후에는 기술관료가 우위를 차지하 다. 사

실 이공계 인력이 다수 양성된 것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 초기

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그 이유는 첫째, 대규모 경제건설 추진

으로 이공계 인재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두 번

째 이유는 마르크스주의가 교조화되어 학술적 토론 자체가 이

단시되면서 인문사회계열 지식인이 쉽게 공격의 대상이 되었

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리(數理)를 잘 배우면 (정치적 탄압

에서 비껴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는 이야기

가 중국 사회에 널리 회자되기도 했다. 실제로 1949년 중국 대

학의 문과, 재정경제과, 정치법률과의 학생 수는 각각 총 모집 

정원의 10.2%, 16.6%, 6.3%를 차지했지만 1957년에는 4.4%, 

2.7%, 1.9%로 줄어들었다. 중국의 이공계 기술관료 주도, 소

위 공정사치국 현상은 묘하게도 정치의 우위, 생산투쟁, 권위

주의적 통치 시대를 살아갈 개인과 국가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

로 나타난 것이다(김윤권, 2010).

중국 근대사 전반에 걸쳐 과학과 기술은 언제나 획득하고 발

전시켜야 할 자산이자 문화로 받아들여졌지만 흥미롭게도 그

것은 경제 발전의 논리 보다는 정치적 이념과 이슈의 우위 속

에서 논의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사회변혁과 혁명의 중

심세력은 사대부에서 공농병력, 공정사로 이동해 왔다. 중국과 

한국의 오랜 인재 발굴 제도 던 과거제를 통해서는 기술 인력

이 지도부에 진입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 근대사에서 공인(工人), 공정사의 사회적 지위 변화

가 갖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중국의 공 개념은 새로운 사

회주의 국가건설의 도덕적, 계급적 기초로 재해석되어 구축되

었으며 개혁개방과 시장사회주의 발전을 이끌 엘리트 집단의 

기반으로 발전되었다. 

그렇다면 근대 중국을 이끈 지도자로서 공정사라는 지위와 

역할이 등장하고 성장한 배경은 무엇일까? 공정사(工程師) 

개념은 엔지니어에 대응하는 용어인데, 이것은 자신들의 오랜 

전통 위에 새로운 것을 결합시켜 온 중국의 고유한 특징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공 

개념은 동아시아에 모두 공통된 개념이지만 정(程)은 중국 고

유의 뉘앙스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程은 주로 도량, 표준으로 삼다, 규칙을 제정하다, 

헤아린다(考量評定)는 네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렇

기 때문에 고대 중국어에서 工程은 주로 대형공사, 그 중에서

도 특히 공사가 어렵고 인력 소비가 많으며 측정할 일이 많은 

토목건축의 일을 가리켰다. 하지만 이 때 공정이라는 용어만 

사용된 것은 아니고 工功, 工事, 功, 功程, 工作, 匠作, 工

役 등의 개념이 빈번히 사용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만청시기에 

이르면 다른 용어들은 점차 사라지고 工程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다. 여기에서 공정(工程)은 과학이나 기술과는 다른, 

또 다른 정체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었다. 즉, 工程 개념은 

설계와 제작, 기획과 관리를 포함하는 통합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 반면 기술이나 발명은 공정에 비해 다소 미시적인 개념으

로 사용되었다. 다시 말해, 공정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단순히 

엔지니어링 개념을 직역한 것이 아니라 자강운동 시기에 서양

의 엔지니어링 용어에 대응하는 개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등

장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주목할 것은 과연 공정

사가 누구를 의미했는가에 있다. 

중국의 전통문헌에는 工師라는 지위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공정 업무에 능통한 자의 官名을 가리켰다. 工師는 百工의 

우두머리가 되어 工匠들의 수공업을 살피고, 때에 맞는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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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살피며 생산품의 질이 좋고 나쁨을 판별한다. 또한 사

용의 편이성을 높이고 관리하는 감독으로 역할을 했다는 것이

다. 마침 자강운동 시기를 기점으로 중국의 산업화가 시작되면

서 工程사업이 점차 체계화되고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중국과 

서양 전문가들의 만남도 빈번해졌다. 하지만 중국의 工程 전

문가와 서양의 엔지니어는 서로 어떻게 호칭을 사용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이 때 새롭게 등장한 호칭으로 “工程司”가 있는

데, 여기에서 工程司는 엔지니어의 본래 뜻과는 의미가 다른 

것으로 전문적 기술자를 가리키기 보다는 공정 업무와 관련된 

담당자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자어인 “司”는 고대 工部의 

司量(궁정건설 담당), 司准(표준 담당) 등 전문적인 관리로부

터 유래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정사(工程師)라는 명칭은 다소 특이한 점이 

있다. 工程師는 工程司의 연속적 개념이 아니고 工師와 같

은 전통 단어를 어 단어인 엔지니어에 맞게 번역한 것도 아

니다. 당시의 신문이나 문서에서 工程師와 工程司의 사용 

맥락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工程師가 보다 높은 관직이나 

전문가를 의미하는 흔적이 강하다고 한다. 서양의 기술을 배우

자고 주장한 양무파가 의도적으로 “司”가 아닌 “師”를 선택했

다는 것이다. 교육기관에서 사용된 공식 명칭으로는 1895년 

설립된 천진북양서학학당(天津北洋西學學堂)에서 공정을 

학교 교육의 한 분야로 받아들이면서 그 이름을 공정학(工程

學)이라고 붙인 사례를 들 수 있다. 이것은 공정을 단순히 현

장의 활동만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지식체, 곧 학문으로 수용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工程사업이 흥하면서 1913년

에는 中華工程師學會가 창립되었고 工程師는 이 학회의 

정식 명칭이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의 공정사 

개념은 전통적 의미와 근대적 의미를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중국의 엔지니어는 전통적 용법을 계승하고 현대적 활용을 

반 한 공정사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후 工과 學 사이에 대등

하고 보완적 관계를 상상한 새로운 사회적 이념의 등장 속에 

미래 시대를 이끌 도덕적 주체로 부각되었고, 실제로도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 다. 그리고 1949년 사회주의 체제로 진입한 

이후 그들은 계급적, 정치적 주체로 성장했는데, 마오쩌둥 시

기까지는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할 집단으로, 그 이후에는 시장

사회주의를 성공으로 이끌 핵심 지도층으로 성장해 왔다.  

3. 한국의 工: 주권회복과 국가발전의 수단  

한국이 경험한 근대 시기의 세계사적 흐름에 주의하면서 전

통적 공의 변모 과정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그와 관련해 중요

한 변화가 발생한 첫 시점은 최초의 국가 간 통상조약이 체결

되고 본격적인 근대화 논의가 시작된 1876년이라고 볼 수 있다. 

믿었던 청이 서구와의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일본에 

입헌군주제가 도입되는 등 천지개벽의 변화가 발생하는 동안 

조선에서도 분주한 움직임이 있었다. 조선의 학자와 관료들은 

간간히 서양 소식과 서적, 종교 등을 접하며 그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세상의 변화에 관해 관심을 갖고 생각을 발전시키고 

있었다. 예를 들어, 조선의 실학자인 하백원(河百源, 

1781-1844)은 농공상고(農工商賈) 역시 모두 학문이라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자신이 기존 수차를 개선하여 자

승차를 제작하기도 했으며(문중양, 2001), 최한기(崔漢綺, 

1803-1879)는 공업의 원리를 모르는 공장(工匠)들을 깨치고 

지도할 기술교사(工師)의 확보, 선비 가운데 근대적 과학 연

구자를 양성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이 당대를 대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과의 관계가 불

편했던 17세기에는 서학의 도입 자체가 어려웠다. 19세기 초

반의 청처럼 본격적인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 대상이 되

었던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서구 문명을 도입하기 시작한 일

본의 변화를 과소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내부의 근본적 

개혁을 도모하려는 동기가 충분하지 않았다. 관수용(官需用) 

제조 위주의 관부에 예속된 관장(官匠) 수공업 중심의 공장제

도(工匠制度)나 장인들의 열악한 지위 또한 근본적 변화 없

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실학파들은 문제로 인식하

고 있었지만 그에 관한 사회 전반의 태도를 바꾸는 데는 역부

족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압박 하에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된 것을 계

기로 새롭게 변화된 국제 관계와 서양 문명의 쇄도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 자리를 잡게 된다. 바로 이 시기, 

즉 강화도 조약 이후 대한제국이라는 근대적 주권국가를 선언

하고 운 하기까지 한국은 근대 사회로 가는 불확실하고 험난

한 길로 접어들게 되었지만 공(工)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매우 의미 있는 변화가 발생했다.

첫째, 공이 근대적 교육의 주된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는 것이다. 1899년 4월 27일 고종황제는 관립으로 상공학교 

관제를 마련하라는 조칙을 내렸다(조재곤, 2010). 1890년대에

는 이미 사농(士農)보다 공상(工商)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인

식이 널리 확산되었고 신문지면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언

급되었다. 독립협회 설립과 독립신문 창간과 발행에 주도적 역

할을 수행한 서재필은 1896년 독립신문에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 권공장(勸工場)이라며 학교를 세우고 인민

을 모집하여 공업을 가르쳐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광

무학교 등의 기술학교와 실업학교가 다수 설립되었다. 외국인 

기술자를 입하여 기술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도 있었다.

두 번째로 교육 뿐 아니라 산업 측면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한경희

공학교육연구 제22권 제6호, 201960

나타났다는 점이 중요하다. 대한제국 정부는 지주제와 관주도

의 식산흥업 체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한 개혁을 추진했는데, 

비록 청에서 시도한 관독상판형(官督商辦形)의 구조이기는 

했지만 근대적 제조업과 회사설립에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

다. 예를 들어, 1898년을 전후해 자력에 의한 철도건설을 추진

하여 1898년부터 1904년까지 서울과 각지에서 15개 이상의 

철도관련 회사가 설립되었는데, 이들 회사의 형태는 대부분 반

관반민(半官半民)의 민수회사(國策會社) 다. 사실 이처럼 

정부가 직접 회사를 운 하는 방식의 접근은 일본과 청 모두에

서 발견되는 현상이다. 대규모 초기 투자와 자원이 필요한 인

프라 구축 관련 산업이 많은 데다 해외 자본을 견제하고 정부

의 부를 축적하려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은 특정 시점에 정부 소유의 기업을 민간 기업에 넘겨 결

과적으로 민간 시장과 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 반면 중국

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재편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하지만 대

한제국의 경우, 전통적 생산 방식을 근대적 공업 발전으로 연

결하는 과정에서 식민지배의 타율적 개입이 이루어져 청이나 

일본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셋째, 새로운 근대 지식과 기술을 익힌 인재를 충원하고 자

강의 기틀을 마련할 제도적 개혁 조치들도 함께 추진되었다.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유학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었다. 천률 병기창에 유학생을 파견하거나 1881년 신사

유람단(紳士遊覽團)과 선사(領選使) 파견, 동문관 설치, 

1883년 보빙사절단 파견 등이 그 대표적 사례들이다. 당시 

선사 인솔 하에 파견된 인원은 중인과 양반 계층을 망라했으며 

학도(學徒)와 공장(工匠)을 포함하여 84명에 이르렀다(권석

봉, 1962). 비록 재정 문제로 조기에 귀국해야 했지만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

의가 크다.

다른 한편 대한제국 정부는 근대적 상공업을 진흥하고 육성

하기 위해 1899년 5월 칙령으로 상무사장정(商務社章程)를 

만들고 상무사를 설립했다. 상무사가 설립된 1899년 5월 12일

에 내각과 학부에서 상공학교 설립자금에 대해 논의하 다는 

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볼 수는 없다. 이것은 근대적 상공업 활

성화와 근대적 교육 시스템을 연계하려는 나름대로의 기획 속

에서 추진된 것이며, 후발주자로서 국가가 중심이 되어 산업 

활성화와 근대적 교육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고자 했던 유럽 국

가들의 전략과도 유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884년 갑신

정변으로 이미 타격을 받은 정부는 1889년 일본의 제국헌법 

선포, 1894년 청일전쟁과 일본의 승리 등으로 인해 앞으로 나

가는 것 외에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많은 한계에도 불

구하고 이 시기에는 전통적 공이 근대적 교육과 제도적 지원의 

대상이자 산업의 주요 구성요소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는 

것, 아직 어렴풋하기는 하나 동아시아가 아닌 세계라는 관점에

서 자신의 위치를 조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전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일본에 의한 식민화 정책이 노골화되

며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의학교는 1899년 개교와 함께 신

입생을 모집한 데 반해 상공학교는 개교도 못한 채 광무 8년인 

1904년에 그 명칭이 농상공학교로 바뀌었다. 결과적으로 상공

학교는 탄생도 못한 채 폐지된 것이다(김근배, 2005). 1907년

에는 농상공학교 공업과를 공업전습소로 격을 낮추어 개편하

여 그 관제를 반포하 다. 흥미로운 점은 공업전습소 교수로 

일본인 기사(技師), 기수(技手)를 초빙 고용하게 했다는 것인

데, 과거부터 사용되어오던 명칭인 공사(工師)가 아닌 일본에

서 번역한 새로운 용례를 따라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

에서 보면, 1960년대와 1970년에 사용되는 기술공(技術工), 

기능공(技能工) 등의 용어 사용은 전통적 용례와 근대적 용례

가 함께 결합된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근대적 교육에 대한 조선인들의 열망은 매우 컸지만 일본에 

의해 추진된 기술교육은 중견 기술자 양성이나 학문적 연구의 

심화가 아니라 최소한의 기술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하급 기

술자 양성으로 제한되었다(임종태, 1995).    

세기적 전환 과정에서 교육, 산업, 제도 각 역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되어 가던 전통적 공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등

교육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낮은 단계의 실습 교육 수준으로 하

락했다. 이것은 단순히 교육 수준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근

대적 공학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 특징인 과학 연구와의 연

결, 시스템적 사고, 산업적 활용, 국부 창출, 개인적 성취와는 

멀어지고 오히려 파편화되고 세분화된 실행과 단순 노동 분야

와 더욱 가까워진 것이다. 이로 인해 그 동안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직업적 위세가 미약했던 전통적 공의 이미지와 실천은 

식민지 사회의 대우받지 못하는 하급 기술자 이미지와 연결되

어 중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45년 해방과 함께 주권 국가로서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졌다. 하지

만 임시적인 형태일 수밖에 없는 미군정의 지배가 이어지고 극

심한 이념 갈등 속에 이루어진 정부 수립, 전쟁 등의 여파로 산

업 발전과 기술 개발의 실행 이슈는 국제 정세가 주도하는 정

치 담론의 우위 속에 힘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

가했다. 이때부터 본격화된 교육과 직업 간 불일치는 해방 이

후 한국 사회를 특징짓는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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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커다란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해방 이후 대학이라

는 고등교육 시스템 안에서 공학이 자리를 잡고 공업발전계획

이 국가적 차원에서 기획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의미

는 결코 작지 않다.            

기술이 근대 민족국가 형성이라는 과제와 긴 히 연결된 시

기는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는 1961년에 들어와서이다. 박정희 

정부는 발전국가 모델을 바탕으로 기술을 철저히 국가발전의 

수단으로 삼고자 했다. 정부는 기술 인력에 대한 제도적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이들의 직업적 역할과 위상을 정의

했다. 1962년 경제기획원은 국내 기술 인력을 역사상 최초로 

기술자(技術者), 기술공(技術工), 기능공(技能工)으로 분류

하 다. 이 분류체계는 1973년 과학기술처에 의해 다시 과학

기술자, 현장기술자, 기능자의 범주로 바뀐다. 같은 해에 국가

기술자격법이 제정되면서 이와는 별도로 기술사(技術士), 기

능장(技能長), 기사(技士), 산업기사(産業技士), 기능사(技

能士)라는 자격 체계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1980년에는 과학

기술자 범주가 다시 과학자와 기술자로 분화된다(경제기획원, 

각년도). 1962년의 분류 방식과 1973년의 분류 방식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1962년의 기술 인력 분류는 기술 인

력의 역량을 사실상 실행 역량이 아닌 교육 수준으로 분리하는 

방식이었던 반면 1973년의 분류는 전통적 용어인 공(工)이 사

라지고 교육과 역량을 중심으로 기술 인력의 직업적 지위를 새

롭게 구성한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분류체계의 도입은 국가가 기술인력 양성을 자신의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산업 발전 전략에 따라 체계화된 역할 범

주를 만들고 그에 따른 제도적 지위와 자격을 부여해 왔음을 보

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한국의 정부와 사회가 기술과 기

술 관련 직업인에 대해 어떤 상(像)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상징적

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기술 인력의 자격 인정과 그들의 

직업적 지위는 통제와 조정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기술 인력의 학문적 위신은 과학이나 과학자에 비해 낮게 설정된 

반면 산업 발전을 위한 기능적 기여도는 높게 인식되었다는 특징

이 있다. 이것은 국가 주도의 인력 양성 체제가 마무리되는 1990

년대 이후 기술자 집단 내부에서 자신들의 직업적 위상과 정체성

과 관해 문제 제기가 일어나는 배경이 된다.   

한편, 박정희 정부시기에 자주 사용된 산업역군이라는 용어

는 기술-국가 관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

준다. 산업역군이라는 표현은 해방 이후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 마치 전쟁을 치르는 군인처럼 헌신하고 일하는 기술 인력

을 아우르고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이다. 일제 식

민지 시기 북한 지역의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전사(産業戰士)

라는 용어가 사용되곤 했다. 1938년부터 [조선직업소개소령]

에 따라 합법적 형태로 부국과 근로봉사 명목의 노동력 동원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수풍댐 건설처럼 중요 산업의 종사자들이 

산업전사로 불렸고 이들은 자의로 직장을 변경할 수도, 퇴직할 

수도 없었다(하상진, 2017). 역설적이게도 하나는 식민지배의 

상황에서, 다른 하나는 조국 근대화의 일선에서 사용되었지만 

산업전사와 산업역군 개념 모두 기술자가 국가에 의한 동원의 

대상으로 소환된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박정희 정부시기의 전통적 공 개념에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

다. 무엇보다 직업적 지위를 가리키는 용어로써 공(工)의 시대

가 종료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의 실천 방식은 명확해졌다.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하는 것, 목표를 갖고 달성하는 것, 문제

를 해결하는 것, 정량화하는 것,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결과에 

승복하는 것, 더 발전된 것을 지향하는 것. 다시 말해, 박정희 

시대는 근대적 공이 지향해야 할 내용을 구성하고 이념과 가

치, 규범, 제도 안에 체계화하 다.   

1990년대 이후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도되었다. 공학인, 공학

자, 혹은 공학도(工學徒)라는 표현이 빈번히 등장하는데, 이

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개념화와는 사뭇 다른 특성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 주도의 호명이 아니라 엔지니어들 스스

로가 적극적으로 자신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방식이기 때

문이다. 이 용어는 학문적 교육과 훈련을 강조하지만 어떤 제

도화된 공식적 지위와도 관계가 없다. 다른 한편, 과학기술자

라는 용어가 공식적인 법적 정의로 도입된 것도 이공계 위기 

담론이 한창 사회적 관심을 이끌던 2004년에야 가능했다. 

이와 같은 용어의 특징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한국 과

학기술자의 사회적 위상과 관련된 정체성의 위기 다고 볼 수 

있다(한경희, 2004). 더 이상 위로부터 호명되고 주어지는 정

체성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직업적 전문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려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진지한 질문들 속에서 

평가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면, 한국에서 엔지니어링을 공학으로 

번역하고 인식하게 되자, 전통적 工이 독자적으로 자신을 표현

할 수 있는 방법은 상실되었다. 1980년대까지 기술공, 기능공

이라는 직업적 범주가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 전통적 工은 근대

적 의미의 engineering과 곧바로 결합되지 않는다. 이제는 근

대적 교육 및 훈련제도와 결합되어야 공학이라는 역에 도달

할 수 있게 된다. 이 점은 일본이나 중국과는 다른 측면이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동아시아 전통사회가 공유했던 공(工) 개념이 무엇

이었는지를 제시하고 이것이 한중일의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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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변화되고 근대적 공의 역으로 전개

되어 나갔는지를 역사 탐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했다. 동아시아

라는 토적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세 국가의 산업 및 기술 발전

은 서로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고 그 가운데 서양의 엔지니어링 

개념 또한 다소 다른 방식으로 수용되고 재구성되었다. 

가장 먼저 서양문명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제도화했던 일본

은 서구 방식의 산업화와 제국주의 건설의 기획 속에서 엔지니

어링을 발전시켰다. 엔지니어링 분야의 학문적 수월성이 중요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술 및 산업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

인지, 제국 일본의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중요했다.

서구 문명에 대한 저항과 그에 대한 경쟁력 확보, 끊임없는 

국내의 정치적 갈등 해결이 중요했던 중국의 경우, 엔지니어링

은 단순히 기술적, 산업적 차원의 이슈가 아니었다. 농공(農

工)계급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도덕적, 정치적 정당성을 도

출하는 데에도 관련되어 있었다. 

비록 늦기는 했지만 독립된 근대국가로서의 출발을 기대했던 

한국의 시도는 일제의 침략과 오랜 식민 기간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식민지의 기술 발전과 엔지니어 양성

을 부정적으로 보았던 일제의 정책으로 한국의 공은 전통적 후

진성을 벗어나는 데 꽤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다. 따라서 엔지

니어링은 해방 후 근대적 고등교육과 본격적으로 결합되면서 

‘공학’의 이름으로 국가의 발전과 기술경쟁력 증진에 비로소 

매진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 특히 동아시아의 발전과정에서 공학이 

어떻게 자리매김했는지를 아는 것이 공학교육의 현재를 평가

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도 의미 있는 정보와 통찰력을 제공

해 줄 것이라고 본다. 한중일 각 사회에서 발전시키려는 기술

과 산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각 사회 구성원

들에게 갖는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지, 그것을 추진하는 기술 

주체들, 즉 엔지니어들은 어떤 역할 모델을 전제하며 교육받고 

있는지, 또한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을 인지하며 

활동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문명의 충돌, 전쟁, 주권회복, 국가 경쟁력 확보와 같은 시

대적 맥락을 따라 형성되고 발전해 온 엔지니어링이 다음 세대

에는 무엇과 결합될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은 공학교육 현장

에서 학생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

리라 생각한다.  

이 논문은 산업통상산업부의 재원으로 연세대학교 공학교

육혁신센터(창의공학리더 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N0001310)

참고문헌

1. 권석봉(1962). 선사행(領選使行)에 대한 일고찰. 서양사론, 
3, 96-98. 

2. 김근배(2005). 한국 근대 과학기술인력의 출현. 서울: 문학과지

성사. 

3. 김윤권(2010). 중국 기술관료(Technocrat)의 형성과 변화. 한
국행정학보, 44(3), 309-334.  

4. 김윤정(2015). 15세기 조선과 명의 御用磁器 제작체제의 유

사점과 차이점. 고문화, 85(85), 101-124.

5. 김정호(2004). 19세기 중국 중체서용적(中體西用的) 개혁론

의 의의와 한계. 국제정치논총, 44(3), 51-72.  

6. 남정휴(2005). 중국 근대국가 형성과정을 통해서 본 중국의 

민족주의. 한국동북아논총, 10(37), 79-102.   

7. 모리스-스즈키, 테사(1998). 일본 기술의 변천. 박 무 옮김. 

한승.

8. 문중양(2001). 18세기 후반 조선 과학기술의 추이와 성격. 역
사와현실, 39, 199-231. 

9. 미무라, 제니스(2015). 제국의 기획: 혁신관료와 일본 전시국가. 

서울: 소명출판. 

10. 박 준(2002). 서구군사체제의 수용과 근대일본: 네덜란드의 

나가사키 해군전습과 그 향을 중심으로(1855년-1859년). 

일본연구논총, 16, 117-148.

11. 박제균(1995). 工學 雜誌와 五四時期 無政府主義思潮. 

중국근현대사연구, 1, 1-35. 

12. 박훈(2014). 메이지 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서울: 민음사.

13. 飯田賢一(1989). 科學と技術. 東京 : 岩波書店.

14. 房正(2011). 洋武運動과 中國近代 工程學的尖端. 中
國近現代史硏究, 165-168.  

15. 신종대(2017). 일본 전근대 시대별 무사 연구. 일어일문학, 73, 

183-198. 

16. 신현승(2011). 일본의 武士와 조선 文士의 정신세계: 무사도

와 선비정신의 비교. 일본학연구, 32, 135-155.

17. 양동숙(2005). 갑골문해독. 서울: 월간 서예문인화.  

18. 이건상(2007). 반쇼 시라베쇼(蕃書調所)의 번역과 교육. 일
본학보, 71, 323-334.

19. 이삼성(2011). ‘제국’ 개념과 19세기 근대 일본: 근대 일본에

서 ‘제국’ 개념의 정립과정과 그 기능. 국제정치논총, 51(1), 

63-97.  

20. 이용주(2012). 근대기 중국에서의 과학 담론: 진독수와 양계초

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26, 277-310. 

21. 이우성(2014). 적정기술 사업화 사례와 문제점: 캄보디아 사

업. 과학기술정책, 24(1), 46-57.

22. 임종태(1995). 김용관의 발명학회와 1930년대 과학운동. 한국
과학사학회지, 17(2), 89-133.  

23. 장남호(2006). 일본 근대의 성격. 인문학연구, 33(3), 335-353.



동아시아 공(工) 개념의 기원과 근대적 재구성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22(6), 2019 63

24. 정하미(2013). 일본의 서양문화 수용사. 파주: 살림. 

25. 조성환(2005). 역사와 의지: 중국 근현대 지식인의 정치적 행

동주의.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7-26. 

26. 조재곤(2010). 대한제국의 식산흥업정책과 상공업기구. 한국학
논총, 34, 941-968.

27. 陳悅‧孫烈(2011). 工程과 工程師. 工程硏究, 5(1), 53-57.

28. 차석기(1995). 청말 근대화를 위한 교육사조. 교육연구, 29, 

97-110. 

29. 하상진(2017). 식민지 ‘개발’과 전후 ‘경제협력’에서 일본 기술 
컨설턴트의 역할: 일본공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30. 한경희(2004). 이공계 위기의 재해석과 엔지니어의 자기성찰. 

한국사회학, 38(4), 73-99.

31. 한경희(2018). 한국 엔지니어 연구방법론의 고찰. 과학기술학
연구, 18(2), 181-232. 

32. 황성만(1992). 서체중용과 중국적 마르크스주의. 시대와 철학, 
3, 75-94.

33. Brown, J. K.(2000). Design Plans, Working Drawings, National 

Styles: Engineering Practice in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1775-1945. Technology and Culture, 41(2), 195-238.

34. Downey, G. L. & Lucena, J. C.(2004). Knowledge and 

Professional Identity in Engineering: Code-switching and the 

Metrics of Progress. History and Technology, 20(4), 393-420.

35. Gispen, Kees.(1989). New Profession, Old Order: Engineers 

and German Society, 1815-1914. Cambridge Press.

36. Kranakis, Eda.(1997). Constructing a Bridge: An Exploration 

of Engineering Culture, Design, and Research in Nineteenth 

Century France and America, MIT Press.

37. Layton, E. T.(1986). The Revolt of Engineers: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American Engineering Professi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38. Picon, Antoine.(2004). Engineers and Engineering History: 

Problems and Perspectives. History and Technology, 20(4), 

421-436.

한경희 (Han, Kyonghee)

1990년: 이화여자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1993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2000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2002년: 미국 UC Davis Post-Doc

현재: 연세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조교수

관심분야: 공학과 엔지니어의 역사, 공학윤리, 공학교

육, 공학문화

E-mail: khan01@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