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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평가

1. 발아기

1970년 는 국민의 기본권이 철 하게 유보되었던 시기로 ‘선 성장 후 분배’라는 행  경

제정책이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임 의 열악한 작업조건을 강요하 다. 가톨릭교회는 ‘노동

사목 원회’의 신인 ‘도시산업사목연구회’를 서울 교구에 설립하여 ‘강화도 심도직물 사태’

와 ‘ 태일 분신자살 사건’이라는 국내 노동 실과 회칙 민족들의 발 이라는 보편교회의 

가르침을 실천 이고 구체 으로 응답하 다.

도시산업사목연구회는 첫째, ｢오늘의 부조리를 극복하자｣라는 주교단 공동 사목교서 발표

를 건의하고 안을 마련하 다. 이와 함께 ｢주교단 공동선언｣은 사회교리에 입각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한국사회에 공개 으로 선포한 획기  사건으로 기록된다. 둘째, 이 문건

들은 재까지 노동사목의 기본지침으로 노동자에게는  존엄한 존재임을 각성시키고, 발

생한 노동문제 해결책을 사회교리를 바탕으로 제시하며, 노동자의 권익보장을 한 노동조합 

설립과 교육에 노력하 다. 셋째, 1958년에 발족하 던 가톨릭노동청년회를 산하기구로 정식

수용하고 교육 강화와 극 인 활동을 개하 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정부, 사용자 단체, 

한국노총, 개신교 단체와 긴장․마찰․ 립․ 력 계가 지속 으로 형성되었다. 넷째, 교회

는 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노동장년회, 도시산업사목 원회 등을 통해 노동 실에 개입하

으나, 노동 장에서 벌어지는 구체  다툼에 하여는 항상 제약이 많았으므로 모든 노동

자들을 실제로 도와주기 하여 노동문제상담소를 개설하 다. 그러나 와 같은 가톨릭교회

의 활발한 활동을 보조성의 원리에 따른 투신이라는 과 가톨릭교회의 통인 겸손이라는 

 때문에 소극 이라고 폄하되기도 하 다(사목헌장 62항).

2. 착근기

신군부는 노동3권을 극도로 제약하는 노동법 집행과 집회  시 에 한 조처로 노동자의 

활동과 표 을 극도로 축시켰다. 경제통계에 의하면, 노동자의 50% 이상이 월 1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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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 이었고, 하도 이나 하청을 통한 사용자들의 노동조합 원천 쇄 정책은 노동자의 기

본인권을 심각하게 하 다. 교회는 일차 으로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도록 

돕는 한편, 노동사목을 강화하기 하여 도시산업사목 원회를 ‘노동사목 원회’로 개편하 다.

노동사목 원회는 한국교회의 노동사목 지침을 마련하기 하여 회칙 노동하는 인간을 

연구하고 ‘사목교서를 한 비 원회’를 결성하여 비한 주교단 공동 사목교서 ｢이 사회의 

인간화를 하여｣를 성 안드 아 김 건 사제 순교 축일에 발표하도록 하 다. 이 사목교서

는 회칙 노동하는 인간의 가르침을 한국 실정에 맞추어 노동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팸 릿 형식으로 제작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겪는 공해문제와 물질 심 가치 , 빈

부격차와 비인간화의 가속 상, 경제성장 혜택에서 소외된 이들의 문제를 복음의 빛으로 해

석하여 각별한 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 다.

이 시기 가톨릭노동청년회는 내 으로 노동자 개인의 장체험 심으로  회합을 유지함

으로써 교회의 가르침이나 성에 한 질  차원의 심보다는 노동 장의 실질  이해라는 

양  차원의 심이 주도하 고, 외 으로 채 과 당근이라는 정부 노동정책이 가톨릭노동청년

회 활동을 일종의 투쟁  노선으로 몰고 갔으며, 국제 으로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JOCI)와 가

톨릭노동청년회국제 의회(CIJOC)가 분열하여 사회체제 변 을 앞세우는 운동권의 향으로 

교회 가르침과 복음의 실천을 외면하여 가톨릭노동청년회의 활동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노동사목 원회는 가톨릭노동장년회와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연 를 강화하는 한편, 보조성

의 원리에 입각한 지도자 양성교육과정을 마련하 다. 가톨릭노동장년회는 복음화와 성에 

주력함으로써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여 1980년  노동사목의 모범  사례가 되었다. 노동사

목 원회는 노동문제상담소를 운 하여 유신 이후 법치주의가 실종된 상황에서 노동문제를 

법치  근보다 사용자의 시혜에 의존하거나 민주화라는 정치투쟁  근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행을 바꾸어놓음으로써 한국사회와 노동계에 훌륭한 귀감이 되었으며, 1987년 이후 

노동단체들의 폭발 인 노동문제상담소 개설에 이바지하 다.

3. 성숙기

1987년부터 10년간은 노동사목 원회의 성숙기로서 격동하는 시 상황에서도 가톨릭교회

는 양 ․질 으로 성장하 다. 노동사목 원회가 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노동쟁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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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  식견을 갖추기 하여 지속 으로 학습과 연구모임을 개최하 고, 보편교회의 가

르침을 끊임없이 되새겨 정진함으로써 종합 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한국사회와 노동계에 

올바른 지침을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투쟁  결구조에 의한 신속하고 가시

인 승리쟁취 노선’이 ‘끊임없는 내  성찰과 복음화 실천노선’을 압도하여 계 투쟁  활동

방식이 가노청을 주도하 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노동사목 원회는 교회의 가르침과 노동의 

성을 강조하며, 가톨릭노동청년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행사와 연구회를 개최하는 

등 달라진 상황의 인식과 응, 조직확장 노력, 국제교류활동 등을 극 개하 다. 

속한 경제발 , 88올림픽 이후 높아진 국제  상, 노동자들의 3D업종 기피 상 등은 

1990년 에 이주노동자의 격한 유입을 래하 다. 서울 교구는 종 의 산발  지원과 사

목활동을 정비하여 1992년에 이주노동자상담실을 개설하고 체계 이고 문 인 상담활동을 

개하 으며, 1993년부터 이주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의 제․개정을 포함한 각종 의견서를 제

시하는 등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하여 다각 인 노력을 기울 다. 상담활

동과 병행하여 법률구조, 각종문화사업과 행사를 통하여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고 그들과의 

계개선에 노력하 다. 한 노동사목 원회의 기능과 상이 폭 강화되었음에도 끊임없

이 노동사목의 새로운 역을 발굴․확장하 다. 를 들면, 문 이고 체계 인 교육, 훈련, 

연구활동, 산재사목과 이주노동자상담실 개설운 , 노동법강좌의 심화를 통한 노동법교육의 

문화, 각종 문화강좌의 개설 등이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노동사목회 이 신축되어 체계

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아쉬운 은 첫째, 기업과 정규직 심의 립  노사 계를 극복하기 하여 사회교리

에 기 한 소기업과 비정규직 주도의 력  노사 계 안이 제시되지 못하 다. 둘째, 일

반인과 문인 상의 노동법, 사회교리강좌를 다양화하고 례화하지 못하 다. 셋째, 산재

사목이 체계화․ 문화를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하지 못한  등이 지 되었다.

4. 전환기

융 기로 래된 비상상황에서 정부나 사회가 상문제에 매달려 있을 때 교회는 식소 

등 긴 구호차원만이 아니라, 취업정보와 기술습득훈련 등 근본 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다. 

노동사목 원회는 2000년을 ‘노동자의 희년’으로 선포하고 노동의 참된 가치, 교회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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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 노동자의 존엄성 등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써 민족복음화의 사명을 수행하 다.

1990년 이래 폭주하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여성의 문제에 해 노동사목 원회도 문

성과 다양성을 갖춘 문화  근을 시도하 다.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탈바꿈한 한국교

회는 문화  차이에서 오는 갈등으로 고통 받는 결혼이민여성과 인간 을 받지 못하는 이

주노동자들에게 물질 ․정신  지원을 기울여 건강한 사회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 다. 

1970년 와 같은 투신을 가톨릭노동청년회에게 요구하기에는 변하는 한국사회의 상황에 

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가톨릭노동청년회는 한국사회의 심각한 청소년 문제에 근본 으

로 근하여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안임을 조 씩 입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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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전망

노동사목은 노동환경의 변화에 종합 으로 처하고 기술  근보다는 문화  근을 통한 

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서비스 분야의 

노동업종이 증가하 지만, 장시간 정신집 이 요구되고, 비정상  노동자세가 요구되므로 산업

화 기보다 작업조건은 훨씬 퇴보하 다. 일의 내용과 일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한 보편교

회의 가르침은 회칙 노동하는 인간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 장에서 일

어나는 새로운 도 에 교회는 한 응책을 강구하도록 요청되었다.

둘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여성 문제에 해 우선 교회가 세계화의 순기능은 장려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할 수 있는 근원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독일의 경험은 훌륭한 모범사례

가 될 수 있으며, 우리의 경우는 동․서양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  갈등의 독일보다는 훨씬 

유리한 입장이었다. 

셋째, 노동사목 상 역을 환경․복지․통일 분야에서 발굴하고 노동사목의 을 기술

신이나 효율성 주의 양  차원에서 복음에 기 한 노동 성이라는 질  차원에 맞추도록 

요청되었다. 가톨릭교회의 통방식 로 겸손하게 실행할 때 비록 소극 이라는 오해를 받겠

지만, 함께 꾸 히 노력할 때 민족의 복음화는 실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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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1991.

이정순, 포교 성 베네딕토 수녀회 원산 수녀원사, 포교 성 베네딕토 수녀회, 1988.

백동 70년사 편찬 원회, 백동 70년사, 천주교 혜화동 교회, 1997.

양양본당 80년사 편찬 원회, 양양본당 80년사, 천주교 춘천교구 양양교회, 2001.

천주교 서울 교구 도림동교회, 모랫말 半世紀(道林洞 聖  50年史), 크리스챤 출 사, 1986.

김택암․김병상, 암흑속의 횃불 7,80년  민주화운동의 증언 제1－8권, 기쁨과 희망 사

목연구소, 1996－2001.

오경환, 시원하게 풀어 놓은 사회교리, 도서출  바오로딸, 1995.

주교회의 이주사목 원회 편, 새로운 탈출, 한국천주교 앙 의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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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서울 교구 사회사목부 편, 가톨릭 사회 교리－입문편, 가톨릭출 사, 2001.

천주교 서울 교구 사회사목부 편, 가톨릭 사회 교리－ 편, 가톨릭출 사, 1999.

천주교 서울 교구 사회사목부 편, 가톨릭 사회 교리3－실천편, 사회교리학교, 2004.

최 철 편, 교회와 사회－사회교리에 한 교회 문헌, 한국천주교 앙 의회, 1994.

한국 가톨릭 노동청년회, 한국 가톨릭 노동청년회 25년사, 분도출 사, 1986.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 원회, 이땅의 정의와 평화를 하여,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 원

회 25주년 기념 자료집, 도서출  빅벨, 1994.

마르게리뜨 페베즈 & 쟈끄 메르뜨, 성염 역, 조셉 가르 , 가톨릭출 사, 1990.

韓國敎 史硏究所, 明洞天主敎  200年史 資料集 第1輯 서울敎區年報(II), 天主敎明洞敎 , 1987.

明洞天主敎 , 明洞天主敎  二百年史第1輯 韓國가톨릭人權運動史, 明洞天主敎 , 1984.

양한모, 민족통일과 한국천주교회, 일선기획, 1990.

허창수 엮음, 외국인 노동자 환 받지 못한 손님, 분도출 사, 1998.

천주교 서울 교구 노동사목 원회 소장, ICYCW's Foundation－Relations between 

ICYCW and IYCW(가노청국제 의회[CIJOC]의 기 －가노청국제 의회[CIJOC]와 

국제가노청[JOCI).

* 논문집

韓國敎 史硏究所, 韓國敎 史論集 I, 韓國敎 史硏究所, 1984.

韓國天主敎 創設二百周年紀念 韓國敎 史論文集刊行委員 , 韓國天主敎 創設二百周年

紀念 韓國敎 史論文集 I, 韓國敎 史硏究所, 1984.

최석우 신부 수품 50주년 기념 사업 원회, 최석우 신부 수품 50주년 기념 논총 제1집 

민족사와 교회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최석우 신부 수품 50주년 기념 사업 원회, 최석우 신부 수품 50주년 기념 논총 제2집 

한국교회사의 성찰, 한국교회사 연구소, 2000.

한국사목연구소, 한국 천주교회사의 성찰과 망 2, 한국천주교 앙 의회, 2001.

* 학위 논문

金治東, 韓末 天主敎 의 敎育事業에 關한 察, 서울大學校 敎育大學院 碩士學位論文, 1974.

李根昌, 노동헌장 정신에 비추어 본 강화도 가톨릭노동청년회 사건에 한 연구, 仁荷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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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校 經營大學院 碩士學位論文, 1993.

* 연감․총람․전기․일지

한국천주교 앙 의회, 한국 천주교회 연감(1994), 한국천주교 앙 의회, 1994.

한국천주교 앙 의회, 한국 천주교회 총람 1995∼2003년, 한국천주교 앙 의회, 2004.

랑수아 뻬쉬, 주님!… 어디까지 당신을 따르오리까?, 도서출  요한사, 2002.

韓國敎 史硏究所, 明洞天主敎  200年史 資料集 第1輯 서울敎區年譜(I), 天主敎明洞敎 , 1984.

미카엘 모임, (미카엘) 柛父추모집 우리들의 친구 (미카엘) 柛父, 구(제일기획인쇄사), 1997.

한국교회사연구소, 뮈텔 주교 일기 4, 한국교회사연구소, 1998.

천주교 명동교회 編, 한국교회사연구소 譯註, 뮈텔 주교 일기 II, 한국교회사연구소, 1993.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뮈텔 문서.

한국살 시오회 주공동체 일지(1).

한국살 시오회 도림동공동체 일지.

살 시오회 일본 구평의회 일지.

살 시오회 일본 구장 타씨나리 신부가 살 시오회 총장 지죠티 신부에게 보낸 1953년 

1월 27일자 편지.

한국 살 시오회 백  신부 번역, 살 시오회 로마 본부 도서  소장, 뮈텔 주교가 살

시오회에 보낸 1908년 7월 7일자 보고서.

Luigi Del Col, S.D.B., Cronistoria dell'Ispettoria Giapponese di S.Francesco 

Saverio 1951－1958, Tokyo, 1958

il Bollettino Salesiano 63(1939).

* 학술지

가톨릭 학 학지편집 원회, ALMA MATER 제5호, 가톨릭 학 신학부 학생회, 1960. 이하

가톨릭 학출 부, 신학과 사상 제4호, 가톨릭 학출 부, 1990. 12.

가톨릭 학 출 부, 신학과 사상, 제21호(1997년 가을).

한국교회사연구소, 교회사연구 제6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88. 이하.

근·  한국 가톨릭연구단, 제3회 근·  한국 가톨릭연구단 학술심포지엄－문화분야·

신학분야,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 로젝트 심포지엄, 200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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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한국 가톨릭연구단, 제3회 근·  한국 가톨릭연구단 학술심포지엄－역사분야·

사회과학분야,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 로젝트 심포지엄, 2005. 4. 9.

근·  한국 가톨릭연구단, 한국 근·  100년 속의 가톨릭교회, 한국학술진흥재단 연

구 로젝트 심포지엄, 2003. 5. 3.

김수환 추기경 구술·평화신문 편, 김수환 추기경 회고록－추기경 김수환 이야기, 평화방

송·평화신문, 2005.

* 잡지

가톨릭청년사, 가톨릭청년 제3호, 가톨릭청년사, 1935. 이하.

京鄕雜誌社, 경향잡지, 1961년 5월호. 이하.

한국 살 시오회, 살 시오 가족 통권 제21호, 한국 살 시오회, 1996. 11. 이하

* 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1949년 11월 20일과 23일자.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일보, 서울신문, 1968년 2월 9일자 이하.

동아일보, 1972, 465.

동아일보, 1979년 8월 13일자.

경제일보, 1974년 1월 20일자.

앙일보 1984. 5. 26.

가톨릭시보 1958년 12월 8일자 이하.

평화신문 2003년 6월 15일자.

* 회의록

서울 교구 노동사목 원회, 회의록 1971～2001년.

서울 교구 노동사목 원회, 문 원 회의록 2000～2008년.

서울 교구 노동사목 원회, 각년도 이주사목 월례회의.

* 보고서

서울 교구 노동사목 원회, 각년도 사무처 연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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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구 노동사목 원회, 각년도 상임 원회의 보고서.

서울 교구 노동사목 원회, 각년도 사목방문보고서.

서울 교구 노동사목 원회 가톨릭노동청년회, 각년도 보고서.

서울 교구 노동사목 원회 가톨릭노동장년회, 각년도 보고서.

서울 교구 노동사목 원회 어린이사도직, 각년도 보고서.

서울 교구 노동사목 원회 산재사목 , 각년도 보고서.

서울 교구 노동사목 원회 이주노동자상담실, 각년도 외국인 상담활동 보고서.

서울 교구 노동사목 원회 외국인쉼터 운  최종보고서, 2003년 이하.

서울 교구 노동사목 원회, 필리핀 가톨릭 공동체, 각년도 업무보고.

서울 교구 노동사목 원회, 남미공동체, 각년도 업무보고.

서울 교구 노동사목 원회, 태국공동체, 각년도 업무보고.

서울 교구 노동사목 원회, 베트남공동체, 각년도 업무보고.

서울 교구 노동사목 원회, 몽골공동체, 각년도 업무보고.

서울 교구 노동사목 원회, 가리  이주노동자의 집, 각년도 업무보고.

서울 교구 노동사목 원회, 필리핀 가톨릭 공동체, 각년도 업무보고.

서울 교구 노동사목 원회 어린이사도직 동반자 모임, 각년도 서기록.

서울 교구 노동사목 원회 산재사목 , 2007년 독일 의료재활시설 해외연수시찰 보고서.

서울 교구 노동사목 원회 산재사목 , 2008년 일본 의료재활시설 해외연수시찰 보고서.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실 보고서, 2007년.

베들 헴 어린이집, 각년도 운 보고.

필리핀 가톨릭 공동체 알빈 신부, 2008년 보고서.

벗들의 집, 2005년 사업실 서.

한국천주교정의평화 원회, 생존권의 보장을 하여－84년 노동자․농민․도시빈민의 활동

을 심으로－, 한국천주교정의평화 원회, 1985. 2.

서울 교구 노동사목 원회 소장, 원풍모방사건 경 서(1982년 1월 작성).

2. 노동관련 문헌

* 단행본

한국 농업 농민 문제연구 1, 연구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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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본주의와 농업문제, 아침, 1987.

한국자본주의와 임 노동, 화다, 1987.

박 채, 한국경제론, 1987.

이 근 외, 한국경제 발 사, 나남출 , 2005.

서울사회과학연구소 경제분과, 한국에서 자본주의의 발 , 새길, 1991.

서울사회과학연구소 경제분과, 한국에서 자본주의의 발 , 새길, 1999.

이종원, 한국경제론, 율곡출 사, 2002.

노동청, 노동통계연감.

김 명, 한국 정치사, 을유문화사, 1994.

김진배, 기자수첩, 비망록; 오소백, 해방20년.

박노 , 부산, 서울, 주의 미문화원방화 거사건,  한국을 뒤흔든 60  사건, 동아일보사, 1988.

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 도서출  장에서 미래를, 2001.

한국노총 1980: 310.

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 도서출  장에서 미래를, 2001.

한국민주노동자연합, 한국노동운동사, 도서출  동녘, 1994.

허 , 한국헌법론( 정3 ), 박 사, 2007.

김유성, 노동법 I, 법문사, 2005.

김유성, 노동법, 법문사, 2003.

김형배, 노동법, 박 사, 2007.

문무기 외 14인, 노사 계법·제도 선진화 방안노동부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03.

문무기, 한국의 노동 계법제도 개선방안, 제5차 한·독 학술 회, 로벌 사회에서의 노동

가치, 2006. 9.

문무기, 경제와 공동선, 한국가톨릭사회과학연구회 제60차 심포지엄 공동선과 한국사회, 2006. 11. 25.

이원덕 편, 한국의 노동 1987~2002, 한국노동연구원, 2003.

허 , 한국헌법론( 정 3 ), 박 사, 2007.

유길상․이규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한국민주노동자연합, 한국노동운동사, 도서출  동녘, 1994.

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 도서출  장에서 미래를, 2001.

동일방직복직투쟁 원회, 동일방직노동조합운동사, 돌베개,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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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 학교 사회문화 연구소, 1970년  산업화 기 한국노동사 연구 － 노동운동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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