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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연구자는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사례를 통해 직업적 전문직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온 국내 교사 정체성 연구의 한계에서 벗어나, 교사 정체성의 다층성 및 혼종

성(hybridity)의 실재를 탐색하고자 한다. 더불어, ‘페미니스트와 교사’ 정체성 사례를 

통해, 교사 정체성은 다층적인 정체성 범주(페미니스트 및 교사)에 의해 구성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사 개인의 주체적인 해석 및 실천에 의해 성취되는 것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최근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등장한 ‘페미니스트 교사’ 사례에 

주목하여, 이들의 정체성 형성 과정과 그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스스로를 

‘페미니스트 교사’로 인식하고 있는 세 명의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

하였으며, 현지 자료를 참조하여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은 

수립된 연구 문제의 방향에 따라 분석되었으며,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페미니스트 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을 이루는 구조는 어떠한가?

셋째,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사례를 통해 드러난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

과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 연구결과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페미니스트 교사’이기 이전의 생애경험

과,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주요 계기 및 사건, 그리고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양상이 그들의 교육실천과 이를 통한 성찰과 변화를 중심으로 드러

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 교사’이기 이전에 상이한 생애 경험을 갖고 있었으나, 

교직 선택의 계기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교직이 ‘여성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작용하였다. 여성이나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당위적인 입장에서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자기 삶과 관련한 실존의 문제로 파악하진 못했다. 연구 

참여자들이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주요 계기로는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사건’, ‘학교 전반의 성차별적인 문화 및 구조에 대한 인식’, 그리고 ‘초등성

평등연구회’의 결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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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학교 안팎으로 다양한 실천들을 꾀한다. 학

교 내에서는 그들의 성 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정규 수업과 교실 일상 전반에서 그들

의 페미니즘 교육실천을 구성해 나간다. 정규 수업 내에서는 교과서 및 교육과정에 그

들의 성인지적 관점을 녹여서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다양한 수준에서 재구성 및 비판하

는 가운데 수업을 기획한다.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지도에 있어서도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성인지적 관점을 녹여낸다. 학교 밖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전문성 개발에 힘쓴다. ‘초등성평등연구회’를 중심으

로 기초적인 수업연구부터, SNS와 출판 기획, 연수 및 강연 등을 통해 그들의 수업기

획안과 교육실천 사례, 그리고 학교에서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공론화하면서 

‘페미니스트 교사’에 대한 자체적인 담론을 생산하고, 학교 밖의 다양한 ‘페미니스트 

교사’와 연대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사회적인 소통에도 참여한다.

이러한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자기 성찰과 변화의 순간을 경험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실천과 전문성 개발에 있

어 자기 자신의 삶과 서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관점 

변화를 겪으면서 학생들을 자신과 ‘동등한 동료’이자 ‘시민’으로 존중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의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은 학교 안에서의 ‘나’와 학교 밖에서의 ‘나’가 조

우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을 통해 자기 내면

의 성차별적인 관점과 폭력적인 기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찰하게 된다. 더불어, 자

신이 부정했던 여성으로서의 자기 자신 또는 ‘페미니스트 교사’라기에는 부족한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힘을 얻게 된다. 그리고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은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단순히 ‘여성’ 범주에 그치지 않고, 여성,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와 같이 사

회적 소수자에 대한 확장된 관심과 그 관심을 넘어서는 실천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이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은 지속적으로 자기 경계를 깨트리는 가운데 타자에 대한 윤

리적 감수성을 확장하게 된다.

두 번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연구 참여자들의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 

이면에는 다양한 상황적 요인들이 영향을 끼쳤으며, 그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

해 연구 참여자들은 갈등 상황에 놓인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은 그 맥락과 상황에 따

라 나름의 방식으로 특정한 행위전략을 채택한다.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

을 구성하는 요인들은 사회문화적 요인, 학교 차원의 요인, 그리고 개인 차원의 요인

으로 드러난다.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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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순과 갈등 상황에 부딪힌다. 연구 참여자들이 학교 교사로서 가지는 제도적인 권

위는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내적 모순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

들은 학생(특히, ‘남’학생)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이 이중적인 위치(‘교사’이면서 ‘여

성’)에 놓여있는 상황을 자각하게 된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밖의 페미니스트들

의 지지와 함께 페미니스트 교사에 대한 공격적인 여론과 학교 전반에 퍼져 있는 페미

니즘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 사이에 위치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이들의 교육실천 수

준과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페미니스트 교사’는 자신의 역할 

경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에 대해서도 갈등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 교사’

이기에 주어지는 이중적인 압박을 경험했는데, ‘페미니스트’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기

대되는 이중의 요구와 시선에서 압박감을 느끼기도 했다. 학교 밖에서는 다양한 페미

니스트 교사들과의 연대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같은 학교 내 동료 페미니스

트 교사가 없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연속적이고 일관된 성인지적 관점을 전달하는 것을 

어렵게 했고, 학교 차원에서 그들의 페미니즘 교육실천을 확장하는 것을 어렵게 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에서의 페미니즘 교육실천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그들

의 주장에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자원과 전문성 권위가 결여되어 있다고 느낀다.

다양한 갈등과 모순 상황에 부딪혀,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이 마주한 맥락과 대상에 

따라 다양한 행위전략을 꾀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의 제도적인 교사 권위를 페미

니즘 교육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면서도, 권위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기존의 전통적인 교사 권위와는 다른 방식으로 권위의 효과를 기대하고자 했다. 그리

고 페미니즘 교육실천을 홍보하기 위해, 기존의 교사 연수 제도 등을 활용하여 공적인 

경로를 통해 페미니즘 교육을 하나의 전문 분야로 편입시키는 방법을 고려했다. 더불

어 자신들의 페미니즘 교육실천에 대한 담론에 설득력을 부여하기 위해, 대학원 진학

을 통한 학위 취득 등 제도적인 전문성 권위를 갖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이와 함

께, 설득의 전략으로서 ‘겉모습 꾸미기’와 부드러운 ‘톤앤매너’ 전략을 활용하기도 하였

는데, 이는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의 정서를 완화하고 대화를 가능케 하는 방편으로 활

용되었다. 반면 연구 참여자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성차별적인 문화와 언행을 

지적하고 ‘공격’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다.

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탐색한 세 번째 연구결과에서는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사례를 통해 드러난 여러 가지 특징들이 도출되었으며, 이 특징들이 기존의 교사 

정체성 논의에 있어 가지는 의미가 탐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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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사례는 교사 정체성의 혼종성(hybridity)의 특

징을 드러내어 주고, 이에 대한 이해 방향을 보여준다. 국내 ‘페미니스트 교사’들은 페

미니스트 정체성과 교사 정체성이라는 두 사회문화적 정체성 범주들 간의 혼종으로 이

해될 수 있다. 반면,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은 이들 정체성들의 단순한 합이 아니며, 

이들 두 정체성과도 불화하면서 스스로 ‘이방인’이 되고, 이전에는 설명될 수 없었던 

제3의 공간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으로서 이해된다.

둘째,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사례는 교사 정체성 형성을 이해하는 데에 있

어 학교교육 차원의 맥락뿐만 아니라 보다 거시적인 사회문화적인 맥락과의 관계 속에

서 형성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교사 정체성 형성은 주로 교사 개인적인 차원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치부되어 교사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둘러싼 맥락에 분석이 미흡했

다. 더불어 기존의 교사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학교교육과 교육정책이라는 교육제도적 

공간 이상의 맥락과 관련되어 논의되지 못했다.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사례는 

교사 정체성 형성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미시적인 차원의 분석과 거시적인 차원의 분

석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셋째,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교사 개인의 행위성의 가능성과 그 

양상이 드러났다. 교사 정체성은 자신을 둘러싸거나 그와 반대되는 가치 및 규범에 대

한 전면적인 저항이나 부정뿐만 아니라, 그러한 제도적 문화적 한계 내에서도 다양한 

행위전략을 통해 끊임없이 저항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

여준다. 개인의 행위성은 다양한 수준과 실천 방식을 통해 드러나며, 이를 통해서만이 

교사는 자신의 교사 정체성을 추구하고 주장할 수 있게 됨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국내 교사 정체성 연구에서 간과되어왔던 교사 정체성의 혼종적 특성에 

주목하였으며, 이와 함께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교사 개인의 행위성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기초적인 논의의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주요어 : 교사 정체성, 혼종적 정체성, 교사 행위자성, 페미니스트 교사

학  번 : 2016-2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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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에는 수많은 교사들이 살아간다. 교사의 수만큼이나 교사가 교사로서 자기 자

신을 이해하는 방식 역시 다양하다. 교사는 사회가 요구하는 ‘교사다움’에 대한 규범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다. 이는 교사 역시 교사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그의 

삶의 경험 또는 그를 둘러싼 사회문화적인 담론 및 조건에 의해 형성된 가운데 교실로 

들어서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 개인을 구성하는 다양한 개인적·사회문화적인 조건들은 

교사 개인이 지향하는 ‘교사되기’에 영향을 끼치며, 이는 필연적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교사다움’과 줄다리기 상황에 놓이게 된다(Janzen, 2015). 그리고 교사는 이들 양자 

간의 긴장과 효과를 성찰하고, 이에 대한 자기 나름의 해석과 실천을 통해 교사 정체

성을 구성해 나가고자 한다.

교사 정체성(teacher identity)은 ‘교사로서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교사가 형

성하는 이해 전반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사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은 교사가 스스로 

‘교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현재 어떤 교사이며, 앞으로 어떤 교사로 살아

가고자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작업으로 이해될 수 있다(Korthagen & 

Vasalos, 2005; Akkerman & Meijer, 2011; Mockler, 2011). 이러한 교사 정체성은 

교사가 실제 추구하는 교육적 신념 및 교사의 교육과정 실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기 때문에(Kincheloe, 2003), 오늘날 교사교육 및 교육 연구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

되고 있는 주제이다.

전통적으로, 교사 정체성은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습득과 같이 제도화된 ‘직업적 자

산(occupational assets)’의 획득 여부를 중심으로 이해되어 오거나(Arvaja, 2016), 사

회가 요구하는 ‘교사다움’의 규범을 체화하는 과정과 동일시되어 논의되어 왔다. 이는 

한 개인의 ‘교사됨’의 여부가 교사의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척도를 중심으로 평가

되어왔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은 교사에 대한(about) 담론을 영속화하면서 교사를 

대상화하고 획일화하여 이해할 뿐만 아니라, 교사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교육실천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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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성찰하고, 자신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는 과정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Akkerman  & Meijer, 2011).

이에 대하여, 교사 정체성에 대한 대안적인 접근이 두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먼

저, 한 개인의 교사 정체성은 제도화된 전문성 차원을 넘어서서 교사 개인을 구성하는 

보다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차원들이 경합하는 지속적인 ‘투쟁의 장’(Maguire, 2008)으

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의들이다(e.g. Beauchamp & Thomas, 2009). 이러

한 논의들은 그 개인을 구성하는 생애 경험 및 사회구조적인 조건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직업적 전문성 중심의 교사 정체성 관점에서 벗어나 교사의 전

문적 자아(the professional selves)와 개인적 자아(the personal selves)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함을 제안하거나, 교사의 계급, 인종, 정치적 신념과 같이 사회문화적인 요인

들 간의 상호교차 속에서 구성되는 교사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 즉, 교사 정

체성은 교사에게 요구되는 직업적 전문성 습득의 측면뿐만 아니라, 교사 개인의 삶의 

경험과 신념, 교사를 둘러싼 사회적·정치적 위치 등 교사를 구성하는 다양한 정체성들

로 구성되는 것이다(Ropers-Huilman, 1997; Day et al., 2006; Mockler, 2011). 이

들 논의는 교사 정체성이 다층적인 정체성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드러내면서, 

교사 정체성 발달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반면, 위와 같이 교사 정체성이 교사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위치 및 담

론들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이해될 경우, 교사 개인이 자기 나름의 교사 정체성을 구

성하는 “정체성 작업(identity work)”(Clarke, 2009)의 측면을 간과하게 된다. 이에 대

하여 Bukor(2015)는 교사 정체성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holistic perspective)”을 내세

우면서, 그간 교사 정체성 논의에서 간과되어온 교사 개인의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측

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Clarke(2009)는 교사 정체성이 선재하는 사회문화

적인 담론 및 특정한 범주들에 의해 구성되는 것인 반면, 교사 개인이 자신의 교사 정

체성을 저작(author)하는 능력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교사 정체성은 개인에 의해 성

취되는 측면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즉, 교사 정체성 형성에 있어 교사 개인의 행위성

(agency)의 가능성에 주목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교사가 교사로서의 자기에 대한 

‘자기 나름의 이해’를 구성하는 과정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교사를 자기에 대한 담

론을 생성하는 주체로 위치시킴으로써(Arvaja, 2016), 보다 ‘교사 중심적인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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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육 실천과 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즉, 교사는 

사회문화적인 조건과 교육 및 교육정책을 둘러싼 담론과 같이 자신을 구성하는 다양한 

정체성들에 의해 구성되지만, 교사는 그러한 복수적인 정체성들의 산술적인 총합에 의

한 산출물은 아니다. 교사는 자신을 구성하는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범주들의 

경계를 새롭게 그으면서 이들 간의 경합과 긴장 속에서 그 이전에는 없던 정체성을 성

취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교사는 자신의 다양한 삶의 경험과 자신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과 조우하고 이를 해석하는 존재이자, 자기만의 윤리적인 판단을 형성

하고 무너뜨리는 존재이며,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의 교사 정체성을 주체적으로 구성하

는 행위자로서 의미를 갖는다(Miller, Morgan & Medina, 2017; Reeves, 2018).

위를 종합하면, 교사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교사 정체성을 구성하는 사회문화적인 

조건들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이 요구됨과 동시에, 이를 해석하고 실천하는 개인의 행

위에 대한 이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교사 정체성 형성에 대한 위와 같은 대안적인 관점은 교사 정체성을 교사이기에 요

구되는 일련의 지식, 기술 및 직업적 책무성 등을 통해 쉽게 “인식 가능한 정체성

(recognizable identity)”(Phelan, 2015: 2)으로 파악하는 관점을 비판한다. 더불어 교사 

정체성이 단순히 다층적인 정체성들에 의해 구성되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 개

인의 주체적인 선택과 행위에 의해 성취되고 “출현하는 것(coming into 

presence)”(Biesta, 2006: 33)으로 간주한다. 이는 어떠한 범주와 특성으로도 손쉽게 

환원될 수 없는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물음이자 이해를 강조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2010년대 전후로 교사 정체성과 관련한 연구들이 양적으로 축적되어 

왔다. 반면, 교사가 특정직 공무원이자 관료제도의 ‘교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한국의 

특수한 맥락 속에서 교사 정체성은 주로 국가의 행정적 판단을 따르거나 국가가 생산

하는 전문성 담론에 ‘종속된 전문직(dependent professionals)’과 동일한 것으로 논의되

어 왔다(손준종, 2011). 실제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 정체성에 대한 연구들은 

교사에게 요구되는 교과 전문성 및 교수학적 지식 획득 및 주어진 역할을 보다 잘 수

행하기 위한 ‘능력 갖추기’의 발달과정을 단계적으로 규명하거나, 교육정책 및 제도의 

변화 속에서의 교사의 생존전술 내지는 교직 사회화 과정을 중심으로 교사 정체성 형

성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지배적이다(e.g. 김효정 · 정가윤 · 이현주, 2013; 송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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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효신, 2015; 채현순 · 장유진, 2016). 이러한 연구들은 교사에게 요구되는 일

련의 지식 및 기술, 관계, 규범들을 규명하고, 이들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제반조건들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교사 정체성을 전문

직성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관련한 당위론적 논의에 

집중하는 한계가 있다(손준종, 2015). 이러한 연구들은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요구되는 

공통적인 요건들에 대한 교사의 일방적인 순응, 필연적인 협상 또는 수동적인 내면화

의 과정에 주목하여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을 이해한다.

위와 같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교사 정체성 연구는 주로 교사의 기술적 전문직성의 

습득 과정에 주목하며, 이에 대한 동일시의 과정으로 교사 정체성을 논의한다. 이들 

논의에서는 교사 정체성이 제도화된 전문성 담론 외의 개인적·사회문화적 정체성들에 

의해 구성되는 측면을 간과하며, 더 나아가 교사가 이러한 요인들을 주체적으로 성찰

하고 협상하면서 자기 나름의 교사 정체성을 해석하고 실천해 나가는 차원에 대해서도 

비교적 주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교사’라는 집단적 정체성에 요구되는 특정한 지식이나 기능, 태도와 같은 

공통성의 요인들을 중심으로 이해되는 것을 넘어서서 교사 정체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위치성 및 정체성들을 드러내고, 이를 주체적으로 성찰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드러나

는 교사 정체성의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사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기

존의 전문성 담론을 통해 포착되지 않았던 교사의 자기 이해와 교육 실천의 실재를 이

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특히나, 교사가 특정직 공무원이자 관료제도의 ‘교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한국의 특수한 맥락 속에서 다소 획일화되어 이해되고 있는 국내 교사 

정체성 논의의 경향을 비추어 볼 때, 교사 개인을 구성하는 다양한 삶의 경험 및 사회

문화적인 조건들이 기존의 교사 정체성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이에 대하여 교

사 개인은 자기 내부를 구성하는 다층적인 정체성들 간의 긴장과 경합을 어떻게 해석

하고 이해하는지에 주목한 연구가 요청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페미니스트 교사’로

서 자기를 호명하는 학교 현장 교사들의 사례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페미니스트 교사’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등장

한 ‘페미니스트 교사’는 기존의 전문직성에서 요구되는 특정한 지식이나 역량을 중심

으로 규명되어온 교사 정체성(e.g. 전문 교과 교사)이나 교육 정책적인 요구로 인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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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 교사의 역할 정체성(e.g. 수석교사제)과 같이, 교육정책 및 제도에 의해 주어진 

교사 정체성과는 차이를 가진다. 이는 사회가 허용해온 교사 정체성, 즉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교사다움’에 대한 규범 내에서 구성된 정체성이 아니다. 이러한 ‘페미니스트 

교사’는 ‘페미니스트’로서 형성된 개인적, 정치적 서사 및 담론이 ‘교사’라는 정체성과 

조우하면서 형성되는 것인데, 이는 교사 정체성이 직업적 전문성 측면을 벗어나 한 개

인을 구성하는 다층적인 정체성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이들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 교사’로 호명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가시화

하고 이와 관련한 담론을 주체적으로 생산해내고 있다. 즉,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은 자신을 구성하는 페미니즘 담론과 기존의 교직담론에 의해 구성되는 현상을 단

순 기술한 결과가 아니라, ‘페미니스트 교사’ 개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정당화되고 주장

되는 “논쟁의 형식(form of argument)”(McLure, 1993: 316)을 가지는 것이다. 즉,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은 교사 개인이 사회가 요구하는 ‘교사다움’과 자신이 

지향하는 ‘교사되기’ 간의 갈등과 협상을 꾀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주장하는 것

(arguing for themselves)”(McLure, 1993)이며, 자기만의 고유한 교사 정체성을 구성

하고 이를 주체적으로 정당화해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페미니스트 교사’는 

‘페미니스트’로서 형성된 개인적, 정치적 서사를 ‘교사’라는 정체성과 적극적으로 통합

하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발휘하는 개인의 행위성(agency)에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사례를 통해, 기존에 전문직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사 정체성 논의의 한계에서 벗어나, 교사 개인을 구성하는 다층적인 정체

성들로 인해 구성되는 교사 정체성의 다층성 및 혼종성(hybridity)의 실제를 탐색하고

자 한다. 더불어, ‘페미니스트와 교사’ 정체성은 다층적인 정체성 범주(페미니스트 및 

교사)에 의해 구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 개인의 주체적인 해석 및 실천에 의해 성

취되는 것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기존에 전문직성을 중심으로 교과 및 교수

학 전문가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온 교사 정체성 이해의 한계를 보완하여, 혼종적인 교

사 정체성의 실재를 통해 기존의 교사 정체성 이해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등장한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사례를 

통해 드러난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과 그 의미를 탐색하는 데에 있다. 교사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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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루었던 기존의 국내 연구물들은 주로 전문적 기능 및 규범의 습득이나 교직 사회

화 등과 같이 교사라는 집단적 정체성에 요구되는 공통적인 요인들을 중심으로 교사 

정체성 형성을 이해하였으며, 교사 정체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이는 교사 정체성의 사

회적 구성성의 측면과 이에 대한 교사 개인의 해석 및 실천의 실재에 주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교사 개인의 삶의 경험 및 교사를 둘러싼 사회문화적이고 정

치적인 조건을 통해 구성되는 교사 정체성의 다층적이고 혼종적인 특성 및 이에 대한 

교사 개인의 해석과 실천을 통해 성취되는 교사 정체성에 대한 이해에 기여할 수 있

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는 학교 현장 교사들의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을 이해하

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과 그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페미니스트 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은 어떠한가?

첫 번째 연구 문제에서는 세 명의 초등학교 교사들의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

성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페미니스트 교사’이기 이전의 세 교사의 간략한 생애 

경험과 이들이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주요 계기 또는 전환점, 그리

고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의 실천 양상을 시간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둘째,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을 이루는 구조는 어떠한가?

두 번째 연구 문제에서는 세 교사들의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이면에 내재

한 다층적인 상황들의 결합 내지는 주체와 구조 간의 상호작용의 역학을 탐색해 보고

자 한다. 교사 정체성 형성은 한 개인의 자발적인 의지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여기

서는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과 관계하는 다양한 요인들 -‘페미니스트 교사’를 둘러

싼 사회문화적인 맥락, 연구 참여자들이 처한 학교 상황 및 활용 가능한 자원,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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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 및 신념 등- 과 그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규명될 것이다. 이 상호작용은 연구 

참여자들이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겪는 모순 및 갈등, 그리고 

이에 따른 행위전략으로 드러난다.

셋째,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사례를 통해 드러난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

과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앞의 두 연구 문제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세 번째 연구 문제에서는 세 

교사들의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사례를 통해 나타난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

징과 이것의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교사 정체성 및 그 형성 과정을 이해

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기존의 교사 정체성 논의에 어떠한 질문을 던

질 수 있는지가 탐색될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가. 혼종적 정체성

본 연구에서는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를 혼종적 정체성(hybrid 

identity)(Leavy & Iyall Smith, 2008)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한 개인의 정체성은 다층

적이며, 혼종적이다.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정치적인 정체성들

은 한 범주가 다른 범주에 의해 완전히 동화되거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다양한 긴장과 협상 및 융합을 통해 구성된다.

 Leavy & Iyall Smith(2008)에 따르면, 혼종적 정체성은 편파적인 정체성, 다층적

인 정체성, 복수적인 자아에 대한 논의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혼종적 정체성

은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는데, 이들 형태에는 둘 이상의 정체성 범주 간의 경계를 가

로질러 존재하는 정체성, 이중성(two-ness), 제3의 공간(the third space)으로서 새로운 

정체성 등이 있다. 이러한 혼종적 정체성은 이전에 분리되었지만 현재는 서로 포개어

지는 둘 이상의 정체성의 융합을 통해 창출된 새로운 정체성이며, 이 정체성은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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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체성 범주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the stranger)”(Simmel, 1950; 

Leavy & Iyall Smith(2008)에서 재인용)으로, 기존에 이를 구성했던 부분적인 정체성

들 총합 그 이상을 의미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 정체성이 직업적 전문직성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다층적인 정

체성 범주들로 인해 구성되는 것이라는 지점을 인정한다. 연구자는 교사 정체성이 다

층적인 사회문화적인 조건들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며, 이들 간의 경합을 통해 형성되

는 것임을 보여주고자 채택했다.

혼종적 정체성 개념을 채택하게 될 경우,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은 페미니스트와 교사 정체성 범주 간의 단순한 합으로 이해되지 않으며,  

그들 간의 경계를 넘어서고 융합되는 가운데 성취되는 제3의 정체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나. 페미니스트 교사

이 연구의 사례로 다루어지게 될 ‘페미니스트 교사’는 일부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스스로를 호명하는 그들의 고유한 이름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페미니스트 교사’

를 어떤 형태로든 페미니즘적인 교육실천을 꾀한다고 스스로를 인식하거나 그렇게 인

식되고 있는 학교 현장의 교사로 정의하였다. ‘페미니스트 교사’를 페미니즘적인 교육

실천의 여부로 판단한 이유는 정체성 형성의 문제가 단지 인식적인 앎을 지향하는 문

제가 아니라, 그러한 교사로서 살아가는 삶 또는 ‘행위 그 자체를 지향하

는’(action-oriented) 문제이기 때문이다(Miller, Morgan & Medina, 2017). 따라서 

교사 정체성은 교사의 주요한 영역인 교육실천을 통해 성취될 것이기에 ‘페미니스트 

교사’라면 교육실천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그의 페미니스트적인 성격이 드러날 것이

라 가정하였다. 그러나 Ropers-Huilman(1997)가 그의 연구에서 말했듯이, 교사 개인

마다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교육실천의 내용 및 정도가 상이하기에 

‘누가 페미니스트 교사인가?’에 대한 완벽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연구 과정 속에서 ‘페미니스트 교사’를 정의하는 문제는 열린 질문으로 남게 되었다.



- 8 -

Ⅱ. 이론적 배경

이 연구의 목적은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과 그 구조를 이해하고, 그로

부터 드러나는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 및 그 의미를 탐색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서는 우선적으로 ‘교사 정체성’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교사 정체

성에 관한 연구물들은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양상과 그 구조를 이해하기 위

한 이론적인 틀 내지는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더불어 ‘페미니스트 교사’라는 호명에 

비추어 볼 때, 이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페미니스트 교사’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담론으로서 페미니즘에 기반한 교육실천 담론을 다룬 선행연구 역시 다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페미니스트 교육학(feminist pedagogy/gies)’의 개념과 이에 접근하는 다양

한 관점들을 다룬 선행연구를 개괄한다.

1. 교사 정체성의 의미와 성격

가. 교사 정체성 개념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Who am I?)”에 대한 질문제기와 이에 대한 자기 나름

의 성찰과 이해의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성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교사 정체성

(teacher identity)은 ‘교사로서 나는 누구인가?(Who am I as a teacher?)’, ‘나는 누가 

되고 싶은가?’와 같은 질문을 포함한다(Akkerman & Meijer, 2011). 교사 정체성 관

련 선행연구에서, 교사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없으며, 각 연구마다 

그 연구 맥락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교사 정체성을 정의하고 있다(Beijaard, Meijer 

& Verloop, 2004).

전통적인 교사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여타 집단과 교사 집단을 구분할 수 있는 차

이를 강조하고, 교사 집단만의 공통성과 유사성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교사 정체성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동일성에 따라 개인과 개인 그리고 집단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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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정체성이 서로 명백하게 구별된다고 주장한다. ‘근본적’으로 유사한 개인의 속성

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본질주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손준종, 2015). 이로 인해, 교

사 집단을 설명할 수 있는 지식 내지는 기술들, 덕목의 획득 등이 교사 정체성을 설명

할 수 있는 일련의 지표들로 규명되었다. 반면, 이와 같이 외부의 지표로 인해 설명되

는 교사 정체성은 기술적인 합리성과 도구성에 기반을 둔 “객관화 문화(a culture of 

objectification)”(Phelan, 2015: 13)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서, 교사 집단 내부의 차이

를 간과하였다.

교사 정체성에 대한 최근의 선행 연구들은 교사 정체성에 대한 명료한 정의가 부재

함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교사 정체성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럼에도 이들 논의에서 드러나는 교사 정체성 개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핵심적인 특성을 공유한다.

첫째, 교사 정체성은 완결되어 획득 가능한 것이 아니라, 완결을 지향하는 ‘지속적

인 과정’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Walkington(2005)은 초임 교사들의 자기성찰 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사 정체성은 한 개인이 자신의 ‘교사 됨(being a teacher)’ 및 교

육실천과 관련하여 형성한 그의 핵심적인 신념에 기반하며, 이러한 신념들은 지속적으

로 경험을 통해 재/형성 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Flores & Day(2006)는 교사 정체성을 

‘교사의 가치와 경험의 해석과 재해석을 수반하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한다. 

Akkerman & Meijer(2011)는 ‘대화적 자아 이론(dialogical self theory)’에 기반을 두

고, 교사 정체성을 ‘삶/직업에서의 다양한 참여를 통하여 덜 혹은 더 일관된 자기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는 방식이자 동시에 다양한 나의 위치들을 협상하는 지속적인 과

정’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는 교사 정체성이 특정한 시점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

사의 전 경력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교사들은 교원 양성 과정 

및 초임교사 시기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전 경력에 걸쳐서 학교 및 사회·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기 교사 정체성을 형성한다(Tao 

& Gao, 2017).

둘째, 교사 정체성은 자기를 둘러싼 상황 및 타자와 관련한 관계적인 것이다. 교사 

정체성 형성은 교사의 개인의 내면에서만 이루어지는 고립된 영역 내지는 사적인 것이 

아니다. Ropers-Huilman(1997)는 사적인 정체성(private identity)은 모순 어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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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체성 형성은 ‘어떻게 누군가가 알려지는가(how one is known)’라는 공적인 문

제라고 주장하면서, 교사 정체성 형성에 있어 학생의 기대 및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교

사 정체성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준다. Lasky(2005)는 교사 정체성을 

‘교사가 그들 스스로에게 그리고 타자에게 자신을 정의하는 방식’이라고 규정하고, 교

사 정체성을 형성하는 매개 요인으로서 중등학교 개혁의 맥락 및 학교 교장의 역할과 

같은 상황적이고 관계적인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Maclure(1993)는 교

사 정체성은 “논쟁의 형식(form of argument)”을 지닌다고 주장하면서, 교사 정체성은 

타자와 자기가 처한 맥락과의 관련성을 고려하면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문제’임을 

지적한다. 박휴용(2015)의 연구는 ‘자유학기제’라는 특수한 교육정책 맥락 하에서, 자

유학기제를 시행하는 주체들이 그들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담론으로 인해 정체성 갈등

을 겪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특정한 교육정책 맥락으로 인해 그리고 이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의 당사자들(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의 정체성이 변화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이는 한 개인의 정체성이 기본적으로 타자의 존재를 가정하는 ‘관계적 

자아’(the relation self)와 관련된 개념임을 보여준다. ‘관계적 개념’으로서 정체성은 고

정되어 변화되지 않는 어떤 것이 아니라, 늘 유동하는 것으로 구성/재구성의 가능성에 

놓여있는 것이다(손준종, 2015). 이와 같은 논의들은 교사 정체성이 자신을 둘러싼 타

자 및 상황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 관계적인 속성을 지닌 것임을 드러내어 준다.

셋째, 교사 정체성은 교사 개인의 다양한 하위 정체성(sub-identities)으로 구성된다. 

즉, 한 개인의 정체성은 복수적이고 다중적인 정체성(multiple identity)으로 이해된다. 

이는 ‘교사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교사가 형성해온 다양한 정체성들을 통해 교사 

정체성이 구성되며, 이러한 다양한 정체성들의 효과가 교사의 교육실천의 실재에 영향

을 끼침을 의미한다. Beauchamp & Thomas(2009)는 교사 정체성을 구성하는 다층적

인 하위 정체성들을 다루면서, 교사 정체성을 이루는 교사의 개인적 정체성과 전문적 

정체성 간의 구분은 불분명하며, 하위 정체성들 간의 충돌을 피하고 이들 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Day et al.(2006)은 교사의 정체성을 전문적 차원과 개

인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교사의 정체성은 가르침의 기술적/정서적 측면과 더불어 교

사들의 개인적 경험과 사건들로 인해 구성됨을 보여준다. 김동원(2012)의 연구는 한 

교사가 자신의 하위 정체성 가운데 핵심적인 ‘음악적 정체성’을 자신의 초등교사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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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통합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연구 속에서 교사는 그의 ‘음악적 정체

성’이 교사 정체성과 통합되지 못할 때 존재론적 소외를 경험한다. 교사는 자신의 음

악적 정체성을 초등교사 정체성에 적극적으로 통합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교사는 자

기 소외를 극복하고 좀 더 자기다운 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를 종합할 때,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드러나는 교사 정체성 개념에 대한 이해는 

다음과 같다. 교사 정체성은 주어지거나 습득 가능한 것이 아니라 완결을 지향하는 과

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것이며, 이러한 교사 정체성은 고립된, 개인적인 것

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맥락 및 상황적 요인과 관련하는 관계적인 것이다. 또한 교사 

정체성은 다양한 하위 정체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간의 갈등과 협상 및 통합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나.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 및 구조

기존의 전통적인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가 주어진, 단일한 교사상

(teacher’s image)에 대한 동일시의 과정이자 선형적인 발달 단계로 묘사되었다면, 교

사 정체성과 관련한 최근의 논의들은 교사‘되기’의 과정이 선형적인 과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한다(Flores & Day, 2006).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은 미성숙에서 성숙으

로 나아가는 매끄러운 발달 단계가 아니다. 이는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교사 개

인이 가져오는 다양한 삶의 경험과 사회적 맥락으로 인해 교사 정체성 형성은 저마다 

고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교사가 되어가는 과정과 그 방향은 불확실성으로 점철되

어 있다(Britzman, 2007). 즉,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은 일련의 단계들을 거치는 선형

적인 진보가 아니라, 다양한 차원의 요인들과 단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Mockler, 2011).

Bukor(2015)는 교사 정체성에 대한 이해에 있어 ‘총체적 관점(holistic perspective)’

을 주장한다. 그는 교사 정체성을 형성하는 교사 개인의 교육적, 전문적, 개인적 차원

들의 요인들과 함께 교사의 지식과 신념, 정서를 고려한다. 교사 정체성은 단순히 전

문적인 내용지식 또는 교수학적 측면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없으며, 한 인간 존재로서 

교사 개인의 축적된 삶의 경험을 폭넓게 다루는 가운데에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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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ckler(2011)는 교사의 정체성 형성 과정이 ‘개인적 경험’, ‘전문적 맥락’, ‘외부의 

정치적·사회적 환경’이라는 세 가지 주요한 영역들을 가로지르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

하면서, 교사 정체성의 형성과 매개요인을 설명하는 분석적인 틀을 제시한다. 

Mockler(2011)가 보여주는 세 가지 영역들은 다양한 맥락 속에서 상호간 충돌하고 협

상되며, 이 세 가지 영역은 상호 겹치면서도 각각 고유의 특성을 가진다. 세 지점의 

합류 지점에는 ‘교사 됨’과 관련한 독특한 체화가 존재한다. Mockler(2011)의 논의는 

교사 정체성 이해에 있어 개인적 차원의 삶의 경험, 전문적 학습 경험, 정치적·사회적 

차원을 고려하면서 교실 및 개인의 영역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거시적인 사회적·정치

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교사 정체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는 이제까지 교사의 정체성 형성 작업이 교사의 전문적 발달과 학습을 위한 

도구로서 기능할 것이라는 기존의 기능주의적 접근들에 반박하면서, 교사 정체성이 거

시적인 사회적·정치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교사는 자신의 

교사 정체성을 구성하는 담론 및 맥락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가질 수 있으며, 더 확

장된 차원에서 그의 교육실천의 목적과 신념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

Clarke(2009)의 교사 정체성 형성 논의는 Foucault의 입장에 기반하여 교사 정체성 

형성 작업을 구성하는 네 가지 축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교사 정체성의 ‘본질

(substances)’은 교사 개인이 자기 자신의 어떠한 부분이 교육 실천과 관련을 맺으며, 

자신의 가르치는 자아(teaching self)를 구성하는지와 관련한다. 이러한 질문은 자신의 

교육실천과 ‘교사됨’이 자신을 이루는 개인적 정체성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탐

색하게 한다. 둘째, 교사 정체성의 ‘권위의 자원(authority-sources)’을 탐색하는 것이

다. 여기서는 교사가 자신의 교사 정체성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기대고자 하는 특정

한 학습 이론들, 윤리적인 가치들, 또는 정치적인 이념 및 담론을 포함할 수 있다. 셋

째, 교사 정체성의 ‘자기 실천(self-practices)’이다. 여기서는 교사가 자신의 교사 정체

성을 형성하고 가꾸기 위해 사용하는 일련의 기술들과 실천 양식들을 다룬다. 마지막

으로는 교사 정체성의 ‘목적(telos)’이다. 여기서는 ‘교사로서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

엇인가?’라는 질문이 추구된다. Clarke(2009)가 말하는 교사 정체성의 목적(telos)은 심

리학에서 말하는 ‘가능성의 자아들(possible selves)’과 같은 개념과는 구분되어야 하는

데, 이러한 개념은 한 개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cf. 전문적 학습에서의 성공 등)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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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촉발하는 개념으로, Foucault가 말하는 윤리적

인 차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Clarke(2009)가 말하는 교사 정체성의 ‘목적

(telos)’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며, 거시적인 사회적·정치적인 가치 및 기대들과 관련한

다(Miller, Morgan, & Medina, 2017). 이러한 교사 정체성 형성 작업을 구성하는 이 

네 가지 구성요인들은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이들은 서로 다른 구성요인들에 영

향을 끼치고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Clarke(2009)의 논의는, 교사 정체성이 지

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으며,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은 다양한 구성 요인들의 영

향력들 간의 협상의 과정임을 보여준다(Reeves, 2018). 

종합하자면, 교사 정체성 형성과 그 구조에 대한 최근의 논의들은 공통적으로 교사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과 그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루는 구조의 복잡

성을 강조한다. 이들은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을 선형적인 발달 단계로 이해하는 관점

과 전문적 기술이나 지식의 습득 여부를 강조하는 도구주의적인 접근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과 그 구조에는 교사 개인의 삶의 경험 및 태도뿐만 아니

라 거시적인 사회적·정치적 맥락적 차원이 강조되면서 교사 정체성 형성은 더 이상 교

사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라거나 특정한 기능주의 담론의 도구로서 환원될 수 없다. 더

불어, 교사 정체성 형성은 자기 교사 정체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권위 자원들 및 미래

적인 가치 지향에 대한 성찰과 인식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실천이자 행위의 문제인 것

이다.

다. 교사 정체성 형성에 있어 개인의 행위성

교사 정체성을 다룬 선행연구 내용들을 미루어 볼 때, 교사 정체성 개념은 타자 및 

맥락과 조우하는 관계적인 개념이며, 교사 개인을 이루는 다양한 하위 정체성들로 인

해 지속적으로 구성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교사 정체성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

사다움’에 대한 공통적인 규범뿐만 아니라 학교 및 사회적·정치적 맥락, 교사 개인의 

경험과 서사들의 영향력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반면, 이와 같이 교사 정

체성이 교사 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원의 요인들의 효과들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라면, 여기서 교사에 의한 주체적인 정체성 형성 작업의 가능성과 그 의미에 대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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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교사 정체성 형성에 있어 교사 개인의 행위성

(agency)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것의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들을 탐색한 논의들

이 있다(e.g. Clarke, 2009; Janzen, 2015; Mockler, 2011).

Janzen(2015)은 교사 정체성은 이미 일정 부분 결정되어 있지만, 교사는 저마다 

‘다르게 되고자’ 열망하면서 자신의 교사 정체성에 부과된 다양한 힘에 저항한다고 주

장한다. 그는 교사‘되기’의 과정 속에서는 ‘교사다움’에 대한 권위적인 담론과, 한 교사 

개인에게 내적으로 설득력을 갖는 담론을 “변절적 지식(renegade knowledge)”이 공존

함을 보여주면서(Britzman, 2003; Janzen(2015)에서 재인용) 이러한 ‘변절적 지식’이 

교사 개인의 허황된 소망이나 꿈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사 개인에 

의해 ‘교사다움’에 대한 권위적인 담론에 저항하는 가능성의 공간과 행위의 순간을 창

출한다고 주장한다.

Clarke(2009)는 Foucault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교사 정체성 형성과 그 작업의 

가치를 교사 개인의 ‘윤리적인 자기 형성이자 실천’이라고 주장한다. 교사 정체성이 다

양한 차원의 요인들의 영향력에 의해 구성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체성 형성이 주어

진 것에 대한 순응이 아니라 주체가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arguing for 

yourself)”(Mclure, 1993) 능동적인 작업일 수 있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정체성은 다

양한 차원의 힘과 효과에 의해 미리 주어지는 실재가 아니라, 교사 개인에 의해 주장

되어야 하는, 치열하게 쟁취되어야 하는 효과이다. 교사 정체성이 교사에 의해 주장되

어야 한다는 것은 교사가 자신의 정체성 형성 작업에 있어 적극적인 행위를 의도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이러한 주장과 정당화의 작업은 필연적으로 그 주장을 듣는 

청자인 타자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교사 정체성 형성의 방향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과 관계하는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윤리적인 작업인 

것이다. 그를 둘러싼 타자와 맥락을 고려하는 가운데, 자신의 교사 정체성을 구성하는 

지배적인 영향력들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통해 교사로서의 자기를 형성하고자 하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것이다(Clarke, 

2009).

교사 정체성은 분명 자신의 과거의 경험, 특정한 기질, 나이, 성 정체성 등에 영향

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교사다움에 대한 규범 및 교육 정책적 요구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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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미 여기 주어진 교사 정체성의 구성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은 

없으며, 교사는 그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새로운 교사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Janzen, 2015). Clarke(2009)는 교사 정체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힘과 권력관계

의 만연함은, 필연적인 결과로 자유과 선택 가능성의 만연함을 내포한다는 Foucault의 

견해를 따른다. 따라서 비록 제한적이라고 할지라도, 교사가 그 내부에서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협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선택’의 영역이 존재함을 깨달을 때 교

사는 ‘윤리의 영역’에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교사 정체성의 이러한 사회적 

형성을 고려할 때, 교사 스스로가 자기 정체성 형성 작업에 개입하여 이들을 협상하는 

행위성(agency)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틈새를 탐색하고, 그 가능성을 시도하는 성찰과 

행위가 주요한 관건이 된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교사는 지배적인 교사 정체성 담

론들의 틈새 속에서 독특한 자기를 형성할 수 있다.

Clarke(2009)가 말하는 교사 정체성 작업(teacher identity work)은 필연적으로 동

시에 이루어지는 사회정치적인 차원과 개인적 차원의 효과들에 대한 주의를 요구한다. 

이러한 점에서, Clarke(2009)는 교사들이 변화시키기 어렵거나 피할 수 없는 외부적인 

영향력들이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반면에, 교사는 이러한 사회적 효과들에 대한 지속적

인 성찰 속에 개입하기 위해 학습을 하고 새로운 행위를 모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성찰과 학습은 그들로 하여금 교사에 대한, 또는 자기 실천 저변에 깔린 지배

적인 담론들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때때로 이러한 교사들은 특정한 학습과 실

천들을 통해 그 담론들에 저항하거나 심지어는 그들을 변형시킨다.

이러한 Clarke(2009)의 논의에 바탕을 두고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을 논의한 

Miller, Morgan & Medina(2017)는 한 언어 교사의 주체적인 교사 정체성 형성 사례

를 통해, ‘더 좋은 교사’가 되는 방식에 있어 이를 좌우할 단일한 규범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교사는 자신의 교육실천과 신념을 세우면서 주체적인 판단과 행위의 공간을 

창출하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확실성이나 특정한 결과가 담보되지 않는다. 교사는 ‘어

떻게 좋은 교사가 되는가?’와 관련하여 경쟁하는 수많은 담론들 사이의 긴장과 역설들

을 깨달으면서, 단지 안정적이고 친숙한 정체성으로부터 오는 편안함만을 추구하기 보

다는 자신의 경험과 상황에 기반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윤리적인 판단과 행위를 추구하

려고 애쓴다. 즉, 교사들이 열망할 수 있고 심지어 열망해야만 하는 보편적인 교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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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은 없다. 교사의 정체성 형성 작업은 ‘윤리적인 자기 형성을 실천하는 것

(practicing ethical-formation)’을 포함하지, ‘윤리적인 자기 형성을 완성하는 것

(mastering ethical self-formation)’을 포함하진 않기 때문이다(Miller, Morgan & 

Medina, 2017).

이는 앞서 논의되었던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에 영향력을 끼치는 다양한 외부적 요

인들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어떻게 주체적으로 이러한 외부의 요인들을 협상하

여 자기만의 독특한 교사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함을 보여준

다. 이는 교사 정체성 형성이 교사 개인에게 갖는 의미이자 가치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은 교사만의 개인적이고 독단적인 작업이 될 수 없는 관

계적인 성격을 가지며, 다양한 사회적 영향력들에 의해 구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이러한 효과들을 인지하면서,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행위 할 수 있는 틈새를 모

색한다. 교사 정체성 형성의 과정에서 교사 개인의 주체적인 선택과 행위의 가능성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교사 정체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힘들에 대한 성찰을 통해 가능해진

다.

종합하자면, 교사 정체성을 다룬 일련의 선행연구들은 이 연구의 사례가 되는 ‘페미

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조건들과 그 효과들의 상호작용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필

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은 단순히 ‘페미니

스트’와 ‘교사’라는 정체성 담론 및 범주를 기본 단위로 하여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아

니라, 교사 개인의 주체적인 성찰과 행위의 가능성이 탐색되어야 함을 요청한다.

2. 페미니즘 교육실천

가. 페미니스트 교육학의 개념과 관점

페미니스트 교육학(feminist pedagogy/gies)은 페미니즘 이론과 원리에 기반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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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교육 실천과 이것의 철학 체계 전반을 포괄한다. 교사는 저마다 페미니즘에 대

한 다양한 해석과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교육실천을 구성하기 때문에, 각각의 교육 실

천은 저마다 다채로운 양상을 가진다(Tisdell, 1998). 이러한 차이들은 ‘페미니스트 교

육학’이 그 자체로 복수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페미니스트 교육학

의 역사, 실천, 영향력, 복잡성을 정의하는 것의 어려움 또는 불가능성을 의미하는 것

이기도 하다(Hughes, 1995; Crabtree, Sapp & Licona,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

미니스트 교육학의 주요 논지는 남성 중심적인 교육체제에서 주변화 되어온 여성의 관

점을 통해 현재까지 행해져 온 교육실천 및 행위 전반을 비판적으로 재고할 것을 요구

한다는 것이며, 그간 가시화되지 못했던 성 불평등 문제와 성 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이 교육 영역 내에서 주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송현주, 2002; 

Tisdell, 1998).

‘페미니스트 교육학(feminist pedagogy)’이라는 용어는 Fisher(1981)의 글에서 처음

으로 사용되었는데, 여기서 페미니스트 교육학은 성차별주의에 반대하고 억압된 여성

들의 경험을 중시하며, 성차별주의와 억압적인 위계질서에 저항하기 위하여 여성의 세

력화, 즉 ‘힘 기르기(empowerment)’에 중점을 둔 교육실천 전반으로 정의된다. 이후 

Shrewsbury(1987)가 시도한 페미니스트 교육학에 대한 개념화 작업은 Fisher(1981)의 

개념화를 따르면서도 보다 확장된 관점을 취한다. Shrewsbury(1987)에 의해 정의된 

페미니스트 교육학은 성차별주의 뿐만 아니라 인종, 계급에 따른 차별과 동성애 혐오

(homophobia), 그리고 여타 파괴적인 혐오와 증오를 넘어서는 과정에 기여하는 교육 

철학이자 실천이다. 여기서 페미니스트 교육학의 주체였던 ‘여성’이라는 정체성 범주는 

보다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과 조우한다.

페미니스트 교육학에는 정의만큼이나 다양한 접근이 존재한다. 다음은 페미니스트 

교육학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살펴본다. 차례로 심리학적 관점, 구조주의적 관점, 그리

고 후기구조주의적 관점이 논의된다.

심리학적 관점은 여성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를 지식의 구성

자로 인식하며, 여성으로서의 학습 경험을 인정하고 이를 발화할 수 있는 ‘목소리

(voice)’를 갖추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심리학적 관점은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

를 낼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구성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심리학적 관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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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기초는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정신분석학 페미니즘인데, 이들은 집단보다는 개

인 여성의 심리적/정신적 해방에 초점을 두며, 구조적인 사회 변화보다는 개인 여성의 

심리적/정신적 해방을 중시한다. 이 접근은 여성 중에서도 백인-중산층 계층의 여성의 

교육적 필요에 주목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심리학적 접근에서는 동일한 ‘여성’ 범주 내

에 존재하는 차이들, 즉 여성들 간의 인종, 민족성, 계급과 같이 구조적 차원에서 기인

하는 차이와 권력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Tisdell, 1998).

구조주의적 관점은 Freire의 ‘비판적 교육학(critical pedagogy)’에 대한 페미니즘적 

비평에서 탄생하였다. 구조주의적 관점은 동일 ‘여성’ 범주 내에서의 계급적 차이에 따

른 억압의 효과들에 주목하면서, 젠더, 인종, 계급, 성적 지향 등에 기반한 특권-억압

의 체계와 구조화된 권력 관계들을 다룬다. 구조주의적 관점의 이론적 기반은 억압의 

체계로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에 주목했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과 가부장제, 자본주

의, 백인우월주의 등 다양한 억압적 체계들에 도전하는 것에 초점을 둔 사회주의 페미

니즘을 포함한다. 여기서 분석의 단위는 심리학적 관점이 간과해온 사회적 구조와 지

식 생산의 정치학이다. 반면 구조주의적 관점에서는 해방 교육이라는 목적 하에 학습

에 대한 개개인의 다양한 이해와 해석이 경시되며, 학습 환경 속에서 학생의 심리적 

안정성이 소홀히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구조주의적 관점에서는 구조에 대한 과

도한 강조로 인해, 개개인의 행위성(agency)과 관련한 능력이 경시되거나 무시될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Tisdell, 1998).

후기구조주의적 관점에서 페미니스트 교육학의 이론화를 시도하는 다양한 움직임들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하자, 2000; 정민승, 2004; 김미숙, 2015; Ellsworth, 

1989; Hughes, 1995; Tisdell, 1998). 후기구조주의적 관점은 기존의 비판적 교육학과 

그 흐름을 함께 이어간 구조주의적 관점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이들은 비판적 교

육학과 구조주의적 관점이 ‘해방교육’이라는 명분하에 사회적 차이의 다양성을 침묵시

키는 또 다른 억압을 낳는다는 점, 교육실천 장면에서 교사의 객관성과 권위가 절대시

된다는 점, 그리고 교사와 학생 모두 사회적 실재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가능하다는 

합리주의적 전제를 가정한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Ellsworth, 1989). Tisdell(1998)

은 페미니스트 교육학이 실제 다양한 상황과 맥락,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위치에 놓인 

주체들에 의해 상이한 내용과 방식 속에서 실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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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에 대한 논의가 단일한 단위로 다루어져 왔고, 페미니스트 교육학의 주체인 여

성 역시 ‘여성’이라는 동일한 범주로만 이해되어왔음을 비판한다. 후기구조주의적 관점

에 기반한 페미니스트 교육학에서는 우선적으로 교육의 주체인 ‘여성’ 범주 내부에 존

재하는 ‘차이/다름’을 강조한다. 또한 한 개인이 가진 다층적인 정체성에 주목하면서, 

모든 여성의 경험과 억압을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하려는 거대이론 또는 거대담론을 극

복하고자 한다(송현주, 2002). 이러한 후기구조주의적 관점에서 교사와 학생은 다층적

으로 형성된 자신의 위치를 자각할 필요가 있다(Cook-Sather, 2007). 교사와 학생은 

상호간의 다층적인 위치를 인지하면서, 자기 정체성이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황과 맥락, 타자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순적이고 불안정한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지식이나 진리체계 역시 상황에 따라, 구성원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그 

해석과 의미가 변화하기 때문에 진리의 복수성을 전제해야 한다(김미숙, 2015). 후기 

구조주의 관점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억압적 경험 역시 담론에 의해 구성되고 재구

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소수자들의 억압적 경험 그 자체를 진리화하기 보다는, 

그들의 억압적 경험이 어떻게 진리가 되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재형성되는가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송현주, 2002). 또한 후기구조주의

적 관점에서는 교사의 권위가 핵심적인 성찰의 대상이 된다. 교사가 갖는 다층적인 사

회적 위치의 한계로 인해, 교사의 권위 역시 절대적이거나 온전할 수 없다. 

Tisdell(1998)이 보여주는 사례와 같이, 백인-중산층의 여성 교사가 유색인-저소득 계

층의 학생들의 언어와 정서를 이해하는 것은 그의 사회적 위치로 인해 어느 정도 한계

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후기구조주의적 관점에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역시 자신

의 사회적 위치성과 그에 기인하는 다양한 억압의 효과에 대한 성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 관점에서는 교육의 주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적인 

위치들과 담론들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요청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할 때, 페미니스트 교육학의 외연은 복잡하다. 이에 대하여, 

Crabtree, Sapp & Licona(2009)은 페미니스트 교육학이 단순히 여성학의 내용이나 

페미니즘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함께, 가르침의 목적과 전략, 교실 실천, 지식 및 교사-

학생 관계에 내재된 가정 체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성찰하는 것이라고 개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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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페미니스트 교육학의 특징 및 실천상의 쟁점

페미니스트 교육학은 교육체제에서의 성 불평등으로부터 기인하는 권력 구조에 대

한 문제제기를 핵심으로 한다. 다채로운 실천 양상과 지향들을 아우르는 복수적인 개

념임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 교육학 논의에서는 몇몇 공통된 특징이 도출되는데, 이

들은 실제 교육실천에 있어 주요한 쟁점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1)경험과 목소리, 2)

권력 및 권위 3)위치성(positionality)과 차이, 유동하는 정체성, 4)의식 증진과 사회 변

화를 페미니스트 교육학 논의에서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특징으로 인

해 실제 페미니즘 교육실천의 장면에 있어 발생하는 쟁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목소리(voice)’의 문제는 페미니즘 교육실천에서 줄곧 핵심적인 사안이 되어 

왔다(McLeod, Yates, & Halasa, 1994; Tisdell, 1998; Cook-Sather, 2007; Maher 

& Tetreault, 2001). 목소리는 학생의 세력화/‘힘 기르기(empowerment)’의 은유로서, 

지배 계급에 의해 강요되거나 주입된 ‘침묵’에 대치되는 용어이다(정민승, 2004). 남성 

중심의 언어와 사고 체계 속에서 발화되지 못했던 여성의 경험과 언어를 복기하기 위

해 그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것, 또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페미니즘 교

육실천의 핵심이다. 교사는 학생이 자신의 억압된 경험을 재발견하고, 이에 이름 붙이

고, 이론화할 수 있는 해석과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으로

부터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도록 돕는다(Briskin, & Coulter, 1992). 학생이 자신의 경

험을 발화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학생이 자기 스스

로 말하고자 하는 일련의 실천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일깨우며, 그들만

의 질문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의 구조와 교실을 지배하는 특정 교육담론에 의해 무시

되어 왔던 자신의 경험과 언어를 드러내게 해준다. Tisdell(1998)은 ‘교육 실천 속에서 

누가 쉽게 말할 수 있으며, 누가 침묵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목소리를 내지 못

하는 주변화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자기만의 경험을 발화하고, 이를 토대로 자기만의 

지식을 구축할 수 있는 ‘힘 기르기’의 수단으로 ‘목소리’를 강조한다. Crabtree, Sapp 

& Licona(2009) 역시 개개인의 경험의 인식론적 타당성을 강조하고, 개개인의 주관적

인 앎의 방식을 지식을 생산하는 타당한 형식으로서 인정하기 위하여 ‘목소리’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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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강조한다. 반면, Tisdell(1998)은 목소리-침묵의 이분법에 의문을 제기 하기도 한

다. 대부분의 논의에서 ‘침묵’은 암묵적으로 ‘목소리’의 반대, ‘목소리’의 결여로 이해된

다. 그러나 Tisdell(1998)은 실제로 침묵이 반드시 목소리의 결여라기보다는 비언어적

인 형식으로 목소리가 발화되는 또 다른 형태일 수 있으며, 종종 침묵이 저항이자 권

력, 능동적인 지식 구성의 형태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침묵 자체를 부정적

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침묵의 저변에 무엇이 존재하는가(what is underneath 

silence)”(Goldberger, 1996, p.343; Tisdell(1988)에서 재인용)에 대해 질문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김미숙(2015)은 실제 교육실천 장면에서, 학생의 목소리와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시도를 할 때에 소수의 학생들에 의해서만 교실 상황이 좌지우지될 

경우에는 교사가 간섭하여 참여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학생들이 

언제나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고 강요하게 되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로 아직은 침묵하고 싶은 학생, 그리고 침묵을 또 다른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배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학

생들로 하여금 목소리를 끌어내는 문제와 학생들의 다양한 발화 방식을 인정하는 것은 

여전히 교육실천 상의 쟁점으로 남는다.

둘째, 위와 같은 학생의 ‘목소리’와 ‘힘 기르기’를 위한 실천 상의 쟁점에는 교사의 

권력과 권위의 문제가 있다. 페미니스트 교육학에서는 교사-학생, 학생-학생 간의 불

평등한 권력 관계, 특히 교사의 권위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학생-교사 간의 비위계적인 

관계 발달을 지향해 왔다(Briskin, & Coulter, 1992; Tisdell, 1998; Crabtree, Sapp 

& Licona, 2009). 학생-교사 간의 비위계적인 관계 지향을 위해 페미니스트 교육학에

서 우선적으로 취한 전략은 교사가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학생들에게 이양하는 것이었

다. 이 전략에서 교사는 학생에게 권위와 권력을 부여하는 주체로 상정된다. 하지만 

이후 페미니스트 교육학에서는 교사의 권위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교사-학생 간의 비위계적인 관계 지향의 허구성을 지적한다. 즉, 실제 교사

의 권위로부터 교사가 완전히 자유로워져 학생과 동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리

고 교사의 권위와 권력이 학생들과 공유되었을 때 모든 학생의 경험이 동등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다뤄질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실제 실천 상

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Ellsworth, 1989; Luke, 1996; Ropers-Huil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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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교육실천 상에서 교사들은 자신의 교사로서의 권위가 이들이 지향하는 비위계

적인 학습 환경의 창조와 충돌하는 순간을 경험한다. 교육실천 상에서 엄연히 존재하

는 교사-학생 간의 불균형한 권력 지형과 위계적이고 관료적인 학교 체제라는 현실 

속에서 학생-교사 간의 비위계적 관계, 지도력의 공유와 협상, 강압적이지 않고 개방

적이고 공평한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지향한다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김미숙, 

2015). 그렇다면 이러한 교사의 권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 이에 대하

여 Bauer(1990)는 페미니즘 교육학에서 권위를 부정하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 변화와 실천을 위한 전략으로서 권위를 주장/지향하고 이를 새로

운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장한다.

셋째, 페미니스트 교육학에서는 ‘위치성(positionality)’과 함께 동일한 정체성 이면

의 다름/차이의 문제를 강조한다. 이러한 위치성과 차이의 문제는 주로 후기구조주의

의 영향을 받은 페미니스트 교육학의 등장 이후 강조되어 왔다(Alcoff, 1988; Tisdell, 

1998; Maher & Tereault, 2001; 송현주, 2002; 정민승, 2004). 위치성이란 교육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이 어떠한 주체적 위치를 가졌는지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위치성 

개념은 젠더, 인종, 계급, 성적 취향 등 다양한 위치성의 교차지점에 개개인의 정체성

이 존재하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드러낸다(정민승, 2004). 위치

성 개념을 처음으로 논의한 Alcoff(1988)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체스판의 비유를 보여

준다. 체스판의 특정한 말이 위험한지 안전한지 혹은 강한지 약한지의 여부는 그 말이 

놓인 위치와 다른 말들과의 관계에 의해 상대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말 자체의 본질

적인 특성 때문이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여성의 정체성도 외부의 맥락과 타자와

의 관계, 즉 위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지, 그 여성의 정체성을 어떠한 본질적인 기

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이러한 위치성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단일한 ‘여성’ 범주에 

대한 문제제기 및 ‘여성’ 범주 이면의 차이/다름에 주목할 것으로 요청한다. 위치성의 

문제는 페미니즘 교육실천의 주체로서 ‘여성’에 대한 정의 혹은 ‘여성’이라는 정체성이 

그를 둘러싼 맥락이나 상황과 독립적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 맥락에서 ‘어떠한 속

성을 갖추었으면 여성이고 갖추지 못하였으면 여성이 아니다’라는 규정은 무력해진다. 

위치성은 여성을 여성이게 하는 외부적 맥락이 존재하며, 이 맥락은 끊임없이 개개인

의 상대적 위치를 규정하면서 ‘여성’ 범주의 경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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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러한 위치성 개념은 교육의 주체인 여성이 자신의 위치성을 끊임없이 성찰

하고, 자신이 위치한 자리에서 자기에 대한 의미를 만들어감으로써 자기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다시 말하자면, 페미니스트 교육학에서 ‘위치 짓기

(positioning)’란 여성이 스스로 결정한 자리에서 그들 나름대로 가치나 의미를 해석하

고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치성은 교육실천 상에서 교사와 학생의 젠더, 인종, 계

급과 같이 사회적인 위치성으로부터 야기되는 다름과 차이에 대한 배려를 요청한다. 

더불어 서로 상이하게 형성한 경험과 억압을 자기 자신의 주체적 위치에서 재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로 정의하는 것이 요청된다(송현주, 2002). 교사 및 학생의 위치성이 강조

된 이후, ‘학생’과 ‘여성’이라는 유사성만큼이나 학생과 여성간의 차이/다름이 더욱 주

목받게 되었다.

Tisdell(1998)은 이러한 위치성이 교사와 관련하여 교육실천 상에서 쟁점을 불러일

으킨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여성-교사와 남자-학생 간의 관계에는 이중의 위치성

이 작동한다. 여성-교사는 교사로서의 권위를 가지지만, 동시에 학교 현장에 만연해 

있는 성 불평등한 권력 구조에 있어서는 남자-학생에 의해 대상화되고 소비되는 위치

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여성이라 하더라도 백인-중산층의 여성 교사

가 흑인-중산층, 또는 흑인-저소득층 여학생의 언어와 감정을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는 되려 교사가 자신의 위치성으로 인해 학생의 언어와 감정을 억압하는 경우도 발생

한다. 이러한 위치성의 문제는 교육실천을 하는 교사로 하여금 가르침이 발생하는 교

육적 환경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요청한다. 즉, 페미니스트 교사는 복잡한 위치성이 

작동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분석(정민승, 2004)의 중요성

을 깨달으며, 이러한 자기에 대한 이해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끼치는 영향력

을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페미니스트 교육학은 여성을 비롯하여 사회적 소수자의 의식화를 통한 

사회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페미니스트 교육학은 여성 문제를 단순히 여성의 개인적 

문제만으로 국한시키지 않는다. 페미니스트 교육학에서는 여성문제에서 젠더문제로 나

아가면서, 성 불평등 사안을 단순히 여성만의 개별화된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차원

에서의 성 불평등 사안으로 확장시킨다. 페미니스트 교육학은 기존 교육체제 내에 내

포된 젠더문제를 가시화할 때에, 이러한 젠더문제에 필연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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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사회구조적 환경과 같은 거시적인 영역과 이를 연결시키고자 한다. 페미니스트 

교육학은 페미니스트들의 사회적 실천으로부터 등장하였기에, 여성 및 사회적 소수자

의 의식 증진, 사회적 행동, 사회 변혁이 주요한 목적이며, 이는 비판적 교육학과 맞물

리는 지점이기도 하다(Crabtree, Sapp & Licona, 2009). 따라서 페미니스트 교육학은 

사회 변화라는 큰 기획의 내부에서 여성의 ‘힘 기르기(empowerment)’를 추구하는 것

과 관련하며, 피할 수 없는 성차별주의 및 이성애중심주의과 맞서고자 한다. 페미니스

트 교육학에서는 개인의 경험을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것과 연결시키고자 하며(“the 

personal is the political”), 궁극적으로 사회 구조의 변화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학생

의 의식 증진을 꾀한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과연 실제로 ‘학교’가 학생들로 하여

금 사회 구조에 대한 변화와 의식을 기르는 데에 적합한 기능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

다. 이에 대하여 구조주의적 페미니즘 교육학을 비롯한 몇몇 논의에서는 학교의 역할

을 매우 수동적인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이들은 대학 및 성인교육과 같이 학교라는 제

도적인 교육공간으로부터 벗어날수록 페미니스트 교육학의 실천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정미자 · 노상우, 2012). 반면 후기구조주의적 페미니스트 교육학에서는 학교를 유기

적 지식인으로서의 ‘교사들’에 의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의식 및 

사고를 정교하게 하는 장(場)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종합하자면, 페미니스트 교육학에서는 남성중심적인 교육 체제 내에서 억압된 학생

들의 경험과 주관성을 복기하고, 이들이 새로운 지식과 자기에 대한 이해(정체성)를 창

조하도록 하며, 이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차원으로 확장시키고자 한다. 

반면, 이 과정 속에서 학생이 발화하는 목소리의 양태의 다양성, 교사-학생 간의 불가

피한 권위와 권력 차이의 문제,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갖는 다채로운 위치성으로부터 

기인하는 차이로 인한 정체성의 불안정성과 상호작용에서의 충돌 가능성, 그리고 개인

적인 것을 정치화할 때의 ‘학교’라는 공간의 한계 및 가능성 등이 실제 페미니즘 교육 

실천에 있어 페미니스트 교사가 마주칠 수 있는 주요한 쟁점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이

러한 쟁점은 단순히 학생을 가르치는 데에 있어 교사가 마주하는 기술적인 쟁점이 아

니다. 교사 역시 자신의 다층적인 정체성과 자신이 가진 권위에 대한 반성, 차이/다름

에 대한 감수성을 문제화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교사로 하여금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자기 분석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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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 현장 교사들의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을 탐색

하고, 이를 통해 나타난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과 그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다. 

한 개인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작업은 ‘너는 누구인가?(who are you?)’라는 질문을 

추구한다. 이러한 질문은 ‘너’라는 고유한 존재의 출현에 대한 질문이며, 이는 고정되

어 있는 그의 속성 내지는 본질(essence)에 관한 질문인 ‘너는 무엇인가?(what is)’와는 

구분되는 것이다. 즉, 정체성과 관련한 질문은 “존재의 출현에 대한 질문이지, 그 존재

의 본질에 관한 질문은 아니다.”(Nancy, 1991; Biesta(2006)에서 재인용) 그럼에도 불

구하고, ‘너는 누구인가?’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항시 어떤 존재를 그를 이루는 속

성, 또는 그에게 부여된 직업 내지 신분으로서의 특성, 성격, 재능, 능력, 결점과 같은 

‘무엇(what)’의 형태로 치환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한계를 갖는다. 

위의 내용을 고려할 때, ‘페미니스트 교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추구하기 위해

서는 우선적으로 그들을 특정한 ‘무엇’으로 고정시키지 않고, 그 존재가 출현하는 현상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작업이 요청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택한다. 

질적 연구는 현상의 복잡성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는 입장을 취한다(조용환, 

1999: 20). 따라서 질적 연구의 관점을 채택하는 연구자는 연구의 맥락을 인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이 전개되는 자연적인 맥락 또는 일상적인 맥락에 자신이 

참여하는 접근 방식을 취한다(조용환, 1999: 21).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자신의 연

구에 참여하는 이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부터 이들이 어떤 

의미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이들의 관념 세계에 들어가려고 부단히 노

력한다(Bogdan &Biklen, 2007. 조정수(역), 2010: 32). 즉, 질적 연구의 관점을 채택

하는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관점에서 그들의 삶과 세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도 사례연구(case study)방법을 택한다. 사례연구

는 비교적 분명한 특성과 경계를 갖고 있는 하나 혹은 복수의 사례를 깊이 있게 분석

함으로써 “왜” 혹은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답하고자 할 때 유용한 방법이다(Yin, 

2009). 이러한 사례연구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지향하기 보다는, 특정한 상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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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풍부하고 자세하게 기술함으로써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Merriam, 1998, 강윤수 외(역), 2007). 이 연구는 학교 교사의 ‘페미니스트 교사’ 정

체성 형성 과정을 특정한 사례로 선정하여 이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요청되기

에, 사례 연구 방법은 이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다.

1. 연구 사례 및 연구 참여자

가. 연구 사례

질적 연구에서는 ‘준거적 선택’을 통해 연구 사례를 선정하는데(조용환, 1999), 연

구자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purposeful), 의도적인(purposive) 과정을 통해 연구 목

적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면서 ‘정보가 풍부한 사례’를 선정하게 된다(Merriam, 

1998, 강윤수 외(역), 2007).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 교사의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를 ‘페미니스트 교사’로 규정하거나, 그렇

게 인지되고 있는 학교 현장의 교사가 이 연구의 참여자로 적절하다. 연구자는 학교 

교사의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사례로서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

은 사례에 주목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페미니스트 교사’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7월 말, 온라인 영상매체 ‘닷페이스’ SNS 계정에 게재된 <우리 선생님은 페미

니스트>편에 OO초등학교 교사학습공동체 ‘페미니즘 북클럽’의 구성원인 A교사의 목

소리가 실리면서 부터다. 본 영상 속에서, A교사는 “여자아이들은 왜 운동장을 갖지 

못하나”, “비판적 사고 능력 함양을 위해 페미니즘은 최고의 텍스트”라고 주장한 바 

있다. 영상이 공개된 이후, ‘페미니즘 북클럽’을 주도했던 A교사는 일부 누리꾼들과 특

정 보수 성향의 학부모 단체에 의해 끊임없는 인신 공격성 폭력과 명예훼손에 노출되

면서 직접적인 신변의 위협을 받았고, 결국 해당 학교의 교사학습공동체 ‘페미니즘 북

클럽’은 해체되었다. 이 사건 이후에 일부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내가_바로_페미니

스트_교사다.”라는 SNS 공동행동을 주도하면서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자기 정체성을 



- 28 -

드러내고 이를 공론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 교사’라 호명하였

으며, 이 사건은 그 이전에는 가시화되지 않았던 ‘페미니스트 교사’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각자의 학교에서의 경험과 실천을 공유하며 연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페미니

스트 교사’의 존재는 현재까지도 이들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와 함께 다양한 사회적 갈

등과 긴장을 불러일으켜오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자는 2017년 7월 SNS를 통해 A교사의 영상을 보았으며, 영상이 게재된 당일 

A교사에게 연구 참여 제의를 하기 위해 그의 연락처를 수소문 하였다. 그러나 며칠 

뒤 A교사와 A교사가 주도하는 ‘페미니즘 북클럽’ 및 그 소속 학교가 외부로부터 상당

한 민원과 공격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A교사와의 접촉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신에 

연구자는 A교사를 지지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활동하고 있는 ‘페미니스트 교사’들을 

알게 되었으며, 당시 “#내가_바로_페미니스트_교사다.” SNS 공동행동을 주도했던 ‘초

등성평등연구회’에 대해 알게 되었다. 성평등 교육을 위한 수업연구 모임인 ‘초등성평

등연구회’의 SNS 계정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결과, ‘초등성평등연구회’ 구성원이

면서 스스로를 ‘페미니스트 교사’로 소개한 임솔리 교사와 연락이 닿았다. 이후, 임솔

리 교사가 연구자로부터 이 연구의 주제와 의도를 듣고, 이를 그의 동료 ‘페미니스트 

교사’들에게 공유하였다. 이후, 해당 연구의 주제와 취지에 공감한 ‘페미니스트 교사’들

이 자발적으로 연구자에게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최종적으로 총 세 명의 교사가 연구

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 연구 참여자

위의 연구 사례 및 연구 참여자 선정 과정을 통해 총 세 명의 ‘페미니스트 교사’가 

연구 참여자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연구 참여자들은 초등교사 성평등 교육연구 모임인 

‘초등성평등연구회’의 구성원이다. 세 연구 참여자 모두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이

며, 각기 다른 학교와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간단한 정보는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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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근무 학교 학교유형 교직경력 담당학년 성별 면담일자

1 서유라 햇살초등학교 혁신학교 6년 3학년 여성

2017.10.24.

2017.10.30.

2017.11.28.

2018.01.16.

2018.03.07.

2 임솔리 사랑초등학교 혁신학교 4년 2학년 여성

2017.10.16.

2017.12.05.

2018.01.18.

3 신애리 하늘초등학교 혁신학교 3년 5학년 여성

2017.11.19.

2018.01.21.

2018.03.04.

<표Ⅲ-1> 연구 참여자 목록1)

서유라 교사는 햇살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교직 경력 6년차 교사이다. 서유라 교사

는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사건’ 이후, 이를 주제로 계기수업을 기획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을 통해 함께 수업연구를 할 교사들을 

모집하였으며, 그것이 현재 ‘초등성평등연구회’의 출발이 되었다. 서유라 교사는 현재 

‘초등성평등연구회’의 대표이자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학교현장에서의 교육실천뿐만 

아니라, 학교 안팎으로 투고 및 저서 활동을 병행하고 있었다.

임솔리 교사는 사랑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5년차 교사이며, ‘초등성평등연구회’ 일원

이다. 임솔리 교사는 ‘초등성평등연구회’뿐만 아니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

회>에서 주관하는 ‘페미니스트 교사 독서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임솔리 교사 역시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학교에서의 수업실천뿐만 아니라 학교 안팎으로 다양한 강연 

활동 및 저서 활동을 병행하고 있었다. 임솔리 교사는 교육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상태였으며, 현재는 휴학을 한 상태에서 학위논문을 구상하고 있었다.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일어나는 성 불평등한 요소들을 학술적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신애리 교사는 하늘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3년차 교사이며, 신애리 교사 역시 ‘초등

1) 연구 참여자들의 학교유형 및 교직경력, 담당학년은 본 연구의 면담이 시작된 2017년을 기준으로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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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연구회’ 일원이다. 신애리 교사 역시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학교에서의 교육실

천뿐만 아니라, 학교 안팎으로 교사와 학부모 대상의 연수와 강연 및 저서 활동을 병

행하고 있었다.

2. 자료 수집

  

이 연구의 주된 자료 수집 방법은 면담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현지 자료 수집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

지 이루어졌다. 이 중 2017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는 예비 조사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연구 참여자들과 각각 최소 1회의 면담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

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관계(rapport) 형성을 위해 힘썼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5

월까지는 본 조사 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예비 조사 기간에 수집된 면담자료를 바탕으

로 구성된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 면담과 자료 수집을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면담

이 연구의 핵심적인 자료는 ‘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다. 면담은 인간의 행위의 맥락

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하며, 이를 통해 연구자로 하여금 그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게 

하게 하는 방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자료 수집 방법이다(Seidman, 2006).

면담은 초기에는 ‘비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되었으며, 특정한 주제에 국한하지 않

고  연구 참여자들의 학교 일상과 생활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면담 자료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이 수행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연구 문제가 구성된 

이후에는 ‘반구조화된 면담’의 형태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연구자가 준비한 질

문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면담 과정에서 떠오른 질문들이 자유롭게 추가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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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들과는 각각 최소 3회 이상의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매회 면담은 평균 

1시간 내외로 이루어졌다. 면담 장소는 연구 참여자에게 익숙할 뿐만 아니라 연구 참

여자들이 놓인 상황과 맥락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장소로, 연구 참여자들의 근무 공간

인 학교 내 교실에서 진행되었다. 단, 학교에서 면담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

구 참여자의 자택이나 학교 밖의 조용한 공간 등에서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을 통해 

수집된 내용들은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음되었고, 전사를 통해 기록으로 보관하였다.

나. 현지자료

현지자료로는 연구 참여자들이 ‘페미니스트 교사’로서의 교육실천을 보여줄 수 있는 

수업기획안이나, 실제 수업 상에서 활용한 학습자료 및 활동 기록지 등이 수집되었다. 

그밖에도 연구 참여자들과 관련한 기사, 연구 참여자들이 신문사 및 잡지에 투고한 글,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이 출판한 저서 두 권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연구 참여자들의 동

의를 얻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이러한 현지 자료들은 연구 참여자들의 ‘페미

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를 보완하고, 면담 질문을 구성

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3. 자료의 분석과 해석

질적 연구에서 자료의 분석과 해석은 자료 수집과 함께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과

정으로서, 실제 연구의 과정에서 이들은 상호보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조용환, 

1999).

자료의 ‘분석’은 현상의 구조를 파악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으며, 분석의 첫 단계는 

주로 수집한 자료를 ‘코딩(coding)’하는 것으로 시작된다(조용환, 1999). 코딩은 현상의 

내면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휘, 주제, 장면 등을 

조사하여 이에 일정한 코드를 부여함으로써 자료를 체계화하는 작업을 말한다(조용환, 

1999: 53). 연구자는 면담 자료와 현지 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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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모든 자료는 분석을 위해 반복적이고 집중적인 읽기의 과정을 거쳤다. 연구자

는 우선적으로 ‘개방적인 코딩’을 실시하여, 특정한 선입견이나 관점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읽어 나갔다. 그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어휘, 

주제, 장면을 기록하였으며 이들을 범주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연구 참여

자들의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이전의 삶’, ‘형성 계기 및 전환점’, ‘교육실천’, 

‘변화와 성장’, 연구 참여자들을 둘러싼 ‘맥락’, ‘모순과 갈등’, ‘행위전략’이라는 범주들

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범주들 간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면서 유사한 범

주들을 종합하여 상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형성 이전의 삶’, ‘형성 계기 및 

전환점’, ‘교육실천’ ‘변화와 성장’ 총 4개의 범주들은 연구 참여자들의 ‘페미니스트 교

사’ 정체성 형성을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배치할 수 있는 범주들로 간주하였으며, 첫 

번째 연구 문제인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과 관련 지었다. ‘맥락’, ‘모순

과 갈등’, ‘행위전략’ 등 총 3개 범주들은 연구 참여자들의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이면의 다층적인 상황과 중층적인 구조를 드러내는 범주들로 간주하였으며, 두 

번째 연구문제인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의 구조’와 관련 지었다. 동시에 연구

자는 이러한 상위 범주들을 연구 주제 및 연구 목적과의 관련성과 적절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분석이 현상의 구조를 확인하는 작업임에 비해서, ‘해석’은 현상의 

의미를 확인하고 구성하는 작업이다. 즉, 분석이 ‘설명 지향적’인데 비해서 해석은 ‘이

해 지향적’이다(조용환, 1999: 62). 해석은 분석된 현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나

눈다는 점에서 ‘경험의 경험(experiencing the experience)’이라 할 수 있다(조용환, 

1999: 62). 해석은 자료에 대한 면밀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특수한 사례의 

경계를 넘어서서 보다 일반적인 의미와 적용가능성을 따지는 일”이며, 또한 지금까지 

기술되고 분석된 자료들에 대하여 연구자의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조용환, 1999). 연구자는 분석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사례를 통해 나타나는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과 

이것의 의미를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 기대어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

구자의 해석과 견해를 지속적으로 성찰하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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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윤리적 고려

질적 연구가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그리고 상황의 특수성에 영향

을 받는다는 특성상, 연구자는 실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윤리적 문

제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들은 실제 본 연구의 진행 과정 및 방

법, 그리고 결과에 영향을 끼쳤으며, 이들이 이 연구의 과정 및 결과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고려되어야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자의 판단 하에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가. 연구자의 위치

연구자는 ‘페미니스트’라는 연구자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들과

의 면담을 이어 나갔다. 이러한 연구자의 위치는 연구 참여자들이 기꺼이 연구 참여를 

허락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더불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들이 비슷한 2, 30대 연령

층이라는 지점도 나이권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이나 거리낌 없이 연구 참

여자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연구자의 페미니스트 정체성과 연구 

참여자들과 유사한 연령 특성은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야기를 보다 솔직하

게 풀어나갈 수 있는 안전한 기반으로 작동하였으며,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과 긍정적

인 관계를 형성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수집하게 하는 도구로 기능하

였다.

반면, 연구자는 페미니스트로서 연구 참여자들의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지지하는 입

장에서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수집된 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의 가능

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나. 면담의 성격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면담의 목적과 성격에 대해 



- 34 -

고민하게 되었다. 질적 연구에서 요구되는 연구 과정과 결과에서의 윤리는 연구자가 

참여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연구 수집 과정을 전제한다. 연구자는 면담 상

황에서 최대한 ‘있는 그대로’, 연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연구 참여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면담의 성격은 ‘질문하는 

연구자’-‘답하는 연구 참여자’라는 구도가 깨어지고, 상호 간에 주고받는 대화의 성격

을 띠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면담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보다 구체화기도 하였고, 

역으로 자기 생각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을 묻거나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선생님은 어

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옳은 일일까요?). 질적 연구에서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보

고자 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이에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진술에 

있어 연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러나 면담이 진행될수록 연구 참여자의 진술은 연구자의 호응과 비판, 의견 등이 개입

되면서 연구 참여자만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다. 재현의 문제

연구자는 수집된 면담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재현의 문제에 직면하였

다. 실제 원자료(raw material)에서 드러나는 연구 참여자 개개인의 삶의 복잡성과 풍

부성은 자료 속에서 연구자 입장에서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선별하고 재구성하

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왜곡이 불가피하였다.

연구자는 제Ⅴ장에서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의 구조와 그에 따른 일련의 특

징을 범주화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세 연구 참여자 각각이 보여주는 ‘페미니스

트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을 어떠한 특징이나 개념으로 범주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

었다. 그럼에도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 개개인의 차이를 의미 있게 드러내지 못한 채로 

세 연구 참여자를 ‘페미니스트 교사’라는 범주로 묶어 동일성을 중심으로 이들의 면담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게 처리되지 못한 채로 글 곳곳에서 드

러나는 연구 참여자 개개인의 독특성과 차이들로 인해, 역으로 이 장에서 제시된 의미 

범주들 역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임이 드러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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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페미니스트 교사’ 되기: 정체성 형성 과정

이 장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을 다룬다. 연구 

참여자들이 ‘페미니스트 교사’이기 이전의 생애 경험은 어떠했는지,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주요 계기 및 전환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의 ‘페

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이 어떻게 실천되며 그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성찰과 변화

의 경험이 드러났다.

1.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이전

먼저, 페미니스트 교사로 살아가기 이전의 연구 참여자들의 생애 경험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개별 연구 참여자의 고유한 생애 경험을 다루는 것은 이유는 비록 ‘페미니

스트 교사’라는 단일한 언표로 호명된다고 할지라도, 실제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이

라는 공통성 이면에는 연구 참여자 개개인의 고유한 차이들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역시 균열 가능성을 내포한 유동적인 개념임을 의미하

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초기 교직에 대한 이해와 태도,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

친 가정환경 및 교직 선택의 계기 등과 같은 개인의 생애 경험이 드러났다. 더불어 연

구 참여자들이 ‘페미니스트 교사’이기 이전에, 여성 및 소수자 문제에 대해 어떠한 관

점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기술되었다.

세 연구 참여자들의 교직에 대한 인식 및 교직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공통적인 내

용을 담고 있었는데, 연구 참여자들은 직업 선택에 있어 교육에 대한 특정한 열망이나 

이상보다는 “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서 교직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2) 반면에 연구 참여자들의 여성 및 소수자 문제에 대한 

2) 정주영(2017)에 따르면, 교직이수를 하는 여대생들은 교사라는 직종에 대한 이해, 흥미, 적성, 사명

감 등을 고려하기 이전에 ‘여성으로 갖기 좋은 직업’을 교직으로 인식하고, 또 그렇게 인식하기를 강요

받으며 성장한다. 또한 기회비용, 경력단절 가능성에 대한 경계, 자아실현의 욕구 등이 복합적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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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수준이나 그 내용은 개개인의 생애경험의 차이로 인해 상이하게 형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 서유라 교사: “안정성에 대한 욕구”

현재 약 7년차 경력의 서유라 교사는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 중 소위 “재정 

안정도”가 가장 높고, 여자이기에 받을 수 있는 차별이나 “어려움”이 가장 덜한 직업

으로서 교직을 택했다고 고백한다.

내가 만약에 여자로서 어떤 직업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좀 예상할 수 있는 어려움3)

이 있잖아요. 저는 그 예상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피해서 온 거거

든요. 저는 개인 사정으로 집을 빨리 탈출해야 하는 그런 사정도 있었기 때문에, 돈

을 가장 안정적으로 빨리 벌 수 있고, 만에 하나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걸 

선택해도 잘 살 수 있는 직업으로 골라서 왔어요.(서유라)

서유라 교사는 학창시절 전교 1등을 놓친 적 없는 영리한 학생이었다. 대학 진학을 

고민할 무렵, 서유라 교사는 자연계열 분야로 대학 전공을 선택하기를 희망했다. 그러

나 그의 부모님은 “여자가 이공계 쪽에서 버티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교사(가 되는 것) 외에는” 대학 등록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셨다. 더욱

이, 일찍이 집으로부터의 “탈출”과 “독립”을 원했던 서유라 교사에게 초등학교 교사라

는 직업은 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 중 가장 안정적이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

고, 그가 “결혼을 하지 않”게 되더라도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직업으로 이해되었다. 

그가 인생의 여러 가지 경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안정성”은 “제일 강력한 동기”로 

작용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서유라 교사가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그의 자발

용한 결과, 여대생들은 교직을 희망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갈등에 빠진다.
3) 여기서 서유라 교사가 말하는 “예상할 수 있는 어려움”이란, 여성과 남성간의 임금 격차 문제, 취

업 이후에 임신이나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직장 내 남성 동료 및 상사에 의한 성희롱이나 성추

행 등과 같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게 되는’ 직장 내에서의 문제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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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선택은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련의 제한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그가 

강조하는 “안정성에 대한 욕구” 역시 마냥 자발적인 동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애초의 

그의 직업 선택의 폭이 “여자이기에”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상황과 조건들과 맞물려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서유라 교사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경력을 쌓을 때에도 교육대학에서의 수학교육 전

공 경험을 바탕으로 영재교육에 관심을 가졌으며, 이를 자신의 전문 분야로 삼기 위해 

노력해왔다. 서유라 교사가 영재교육을 선택한 이유는 경력이 낮은 초등 교사가 “합법

적인 추가수입”을 얻을 수 있는 전문 분야 중에서 영재교육이 “페이가 제일 세”기 때

문이었다. 더불어, 서유라 교사는 교사 경력 초기에 시험 “성적을 잘 받게 해주는” “유

능한” 교사이기를 원했다. ‘유능한 교사’에 대한 열망은 서유라 교사의 학창시절 경험

에서 비롯되었다. 학창시절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못 받는 돌봄을 학교에서 

받을 수” 있었으며, 교육대학에 진학해 직장을 빨리 잡을 수 있었다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의 시험 성적을 끌어올려주는 것이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교육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더욱 강화되었다.

반면, 서유라 교사에게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지 못했을 때 가지게 되는 

“억하심정”이 늘 그의 내면에 자리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 사람 마음이 어떤 억하심정이 생기냐면, 원

래 내가 원하던 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 길을 가면 이제 여자로서 분명히 

고통 받는 게 생기죠.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미 그러고 있는 애들이 있고. 그러면 걔

네가 막 이렇게 힘든 점을 토로하면 ‘그럼 너도 교사하지 그랬어?’라는 생각이 들 때

가 있었어요. 저의 이전 상태입니다.(서유라)

서유라 교사는 자신의 주변 친구들 중,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 친구들이 겪

는 “여자이기에 겪는 힘든 점”을 토로할 때, 그러한 어려움을 애초에 고려하지 않거나 

그 어려움을 피하지 못한 친구들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다. 그는 더 

나은 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에 초래되는 결과는 그 개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오만

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한다.

2015년 이후, 페미니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서유라 교사 역시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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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친구와 함께 페미니즘 도서인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4)를 읽어보기

도” 했다. 그러나 서유라 교사는 책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을 보며 “우리 얘기는 아닌 

거 같”다고 생각했다. 또한, 다른 여성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도 그러한 고통은 “이렇

게 저렇게 하면 회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며 자기 자신과 다른 여성

들로부터 거리를 두었다. 서유라 교사는 이 시기를 “페미니즘 하기 전의 비열한 상태”

라며 스스로를 꼬집기도 했다.

나. 임솔리 교사: “여자답지 않은 게 좋은 거구나.”

임솔리 교사는 “누구나 말하는 흔한 이유”로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다. 임솔리 교

사는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랐다. 임솔리 교사에게 교직은 “보

람”도 있어 보이면서 “여유 있는 삶”을 영위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직업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이유”로서 “여자의 직업으로는 교사가 최고다.”라는 생각이 그

의 교육대학 진학 선택에 있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임솔리 교사는 교육대학 재학 시절부터 교직과 자신이 “맞지 않다”고 여겼

고, “빨리 여길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보다는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에 대학 졸업 뒤 곧장 교육 대학원을 진학하기도 했다.

현재 약 4년차 경력의 임솔리 교사는 교직 초기 경험에서 느꼈던 한계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교사는 교직 2, 3년차만 되어도 변화를 꾀하기 어려운 “관료주의적인 학

교 문화”에 “타협”하게 되고, “편하게 가자.”는 식의 태도에 빠지기 쉽다. 특히, 교직의 

특성상 “아이들한테도 상처 받고” “학부모에게도 상처” 받는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서, 

임솔리 교사도 역시 교사 특유의 “방어적이고 회의적인 태도”에 젖어들고 있었다고 고

백한다.

반면, 임솔리 교사는 학창 시절부터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이었고, “인권 의제에 

관심”이 많았으며, 스스로도 옳지 않은 것을 보면 “가만히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이었

4) 레베카 솔닛(2015)의 저작으로, 신조어 ‘맨스플레인(MANSPLAIN, MAN+EXPLAIN)’의 발단이 된 

책이다. ‘잘난 척하며 가르치려 들거나 훈계를 일삼는’ 남성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출발하는 이 책은 일

상 속의 작은 폭력과 거시적인 구조적인 폭력 간의 연결고리를 드러내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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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등학교 학창시절, 수업시간 중 낙태5)에 반대하는 국어 선생님을 향해 자신이 앞

장서서 친구들과 함께 항의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어린 시절부터 적극적이고 당찬 

성격의 임솔리 교사는 흔히 통용되는 “여성적인 것”에 대한 거부가 있었다고 고백한

다.

그런데 저는, 되게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넌 여자애 같지 않다.’라는 말. 제가 

논리적으로 또박또박,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고 할 때, 이럴 때 그런 말 많이 들었거

든요, 주로. 이것들이 저한테 말로 못 이기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

는 ‘아, 여자답지 않은 게 좋은 거구나.’(웃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임솔리)

이후 임솔리 교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1년간 생활하게 된다. 임솔리 

교사는 1년간의 미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직접적인 “인종 차별”을 경험하였고, 이후 

“소수자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임솔리 교사는 여전히 “여성 

문제”에 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었다.

진보적인 가치들이 확립이 되면 인권이나 여성문제 그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

는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임솔리)

임솔리 교사는 인권 문제 전반에 관심이 있었지만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

하지 못했었다. 임솔리 교사는 자신은 “항상 어느 정도는 페미니스트였던 같”다고 말

하면서도, ‘페미니스트 교사’가 되기 이전에는 자신을 적극적으로 ‘페미니스트’라고 정

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임솔리 교사에게 여성 문제는 어디까지나 “관심이 있는 정

도?”였으며, 여성의 인권에 대해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나

의 문제”이며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문제”인지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 임솔리 

교사는 여성문제가 “나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생각까지는 가지지 못했다.

5) ‘낙태죄 폐지’ 역시 페미니즘의 주요한 정치적 의제이다. 페미니즘에서 주장하는 ‘낙태죄 폐지’는 여

성의 몸과 섹슈얼리티(sexuality)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낙태죄’에 반대하여, 여성의 몸에 대한 자유

와 권리를 요구하는 의제로 성장하고 있다(나영,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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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애리 교사: “페미니스트 정체성이 먼저”

신애리 교사는 교사가 되기 전에 이미 ‘페미니스트’로서 스스로를 정체화한 연구 참

여자로, 위의 다른 두 연구 참여자와는 구분된다. 신애리 교사는 독특한 가정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녀는 자신의 가정사를 이야기하면서 이를 “꽃밭”에 비유한다. 신애리 

교사는 소위 “<82년생 김지영>6)류의 고난”을 겪을 기회가 거의 없는 생애사를 가지고 

있다. 신애리 교사는 어릴 때부터 화가인 아버지가 집안 살림을 하셨고, 어머니가 경

제활동을 하는 다소 독특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했다. 그리고 여자중학교-여자고등학

교-교육대학이라는 학창시절 환경으로 인해 “남성에 의한 직접적인 차별을 받을 기회”

나 경험 역시 드문 편이었다. 신애리 교사는 이러한 자신의 경험과 삶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 왔다.

현재 약 3년차 경력의 신애리 교사는 자신은 “얼떨결에” 교사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원래 “교사가 되기 싫었던 사람”이고, “교사가 되고 싶어서 교사가 된” 것도 아

니었다. 신애리 교사는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를 기획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 나

서서 무언가를 보여주고 발표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인 탓에, 언론학이나 광고 및 홍보 

분야를 전공하고 싶었다. 친척 중에 교사이신 어른들이 계셔서 “꾸준히 교사가 될 것

을 요구”받아 왔지만 교사가 될 생각은 없었다.

신애리 교사는 우연히 교육대학에 진학되었지만, 2학년까지는 “학교를 그만 둘 기

회”만 노렸다. 그러나 이미 1년 재수 경험이 있었고, 다시 시험을 쳐서 새로운 대학에 

입학하게 될 경우 자신의 나이와 취업 가능성이 마음에 걸렸다. 당시 신애리 교사는 

집안의 가정 경제가 “기울고 있다”는 걸 느끼고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집안의 장녀로서 “내가 빨리 취업해서,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다. 자기 아래에 두 남동생이 있는 신애리 교사는 집안의 장녀로서 “엄마와 집안 돌아

6) 조난주(2016)의 <82년생 김지영>은 제도적 차별이 사라진 현대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일상적

인 차별을 ‘1982년생 김지영’이라는 여성의 삶을 통해 풀어낸 책이다. 여기서 ‘김지영’의 삶은 단순히 

한 개인의 특별한 삶의 경험으로서가 아닌, 한국사회에서 여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겪는 일상적이고 보

편적인 차별들을 드러내어 주면서 한국사회에서의 고질적인 성 차별 문제를 드러내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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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얘기”를 함께 나누는 존재였고, 집안의 장녀는 어머니로부터 “엄마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아내로서 힘든 점”을 듣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 즉, 20대 언저리

의 집안의 장녀는 “엄마와 친구”가 되는 나이다. 신애리 교사는 이 시기에 어머니가 

짊어진 “가장의 무게”를 느끼게 되었고, “빨리”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다. 

무엇보다도 초등교사는 “방학”에 쉴 수 있고,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직업이니 “여

자 직업으로 이 정도면” 괜찮을 거라 여겼다.

그러나 신애리 교사는 막상 교사가 되고 난 후, 1년 동안 교직에 적응하기 어려웠

다. 그는 교직 초기에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항상 “탈진 상태”에 있었으며, 각종 행

정 업무 처리로 인해 “소모되는 느낌”과 “자괴감”에 빠져있었으며, “눈물 터지는 날”

이 많았다고 회상한다.

제가 초임 때 업무를 되게 과중하게 받았었고, 맨날 행정처리 하고 있고. 너무, 너무 

힘든데. 수업도 진짜, 맨날, (딱딱하게)‘책 펴라. 52쪽. 풀어라.’ 이런 식이고. 저는 실

제로 정신과 상담을 받을까 생각했었거든요. 진짜 갈아 넣어지는 느낌, 약간? 그때 

맡은 게 회계처리 업무였었는데, 교사로서 무력감이 너무, 너무 힘들어서, 진짜 맨날 

울었어요, 진짜(웃음). 이 패배감이 되게 컸어요. 무능한 교사라는...(신애리)

신애리 교사는 정식으로 교사가 되기 전 이미 ‘페미니스트’였다. 신애리 교사는 임

용고시 합격 뒤 대기발령 기간 동안 초등학교의 시간제 강사로 일했는데, 당시 2015

년 “메갈리아”7)의 등장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부터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후에 스스로 페미니즘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봐야”겠다고 결심하게 되

었고, 페미니즘과 관련된 책을 읽거나 강연을 들으러 다녔다. 신애리 교사는 교사이기 

이전에 자신에게는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이 먼저 왔다”고 고백하며, 자신이 회사

원이었다면 “페미니스트 회사원”이었을 것이며, 배우였다면 “페미니스트 배우”였을 것

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신애리 교사는 이러한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교육으로 가져와야겠다는 생

7) ‘메르스 바이러스+이갈리아의 딸들’의 합성어인 ‘메갈리안’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의 

‘메르스 갤러리’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여성을 모욕했던 혐오발언의 주어를 ‘남성’으로 바꿔서 되돌

려주는 이들의 미러링(mirroring) 발화의 파급력은 사회 전반의 ‘여성혐오’를 사회적인 의제로 확장시

키는 계기가 되었다(장민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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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또는 자신의 ‘페미니스트’ 정체성과 ‘교사’ 정체성을 서로 연결시켜야겠다는 생각

은 이 당시에는 하지 못했다. 이 시기에 ‘페미니스트’ 정체성과 “교사로서의 신애리”는 

별개의 문제였다.

2.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계기

이 장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주요한 계기

들을 살펴본다. ‘페미니스트 교사’라는 정체성은 교육정책과 같은 특정한 제도적 차원

의 담론에서 촉발된 정체성도 아니며, 교사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요

인으로 간주되었던 특정한 교과 내용지식이나 교수학적 기술의 습득 여부로 설명가능

한 정체성도 아니다. 따라서 ‘페미니스트 교사’라는 정체성은 교사 개인의 삶 속에서의 

특정한 경험 및 사회문화적 담론의 유입으로 인한 인식의 전환을 계기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Denzin(1989)은 한 인간의 다양한 경험 중에서도 그 개인에게 문제적(problematic)

으로 다가오는 경험들을 “epiphanies”라고 칭하는데, 이는 한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특정한 사건이나 경험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 체계를 통해 개인은 자

기 스스로 또는 타자에 의해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체계를 부여하고, 이를 형성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이 ‘페미니스트 교사’가 된 삶의 전환점에는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

사건’이라는 특수한 사건이 자리한다. 이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은 ‘여성’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성찰하게 되는 인지적 전환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에 대한 “동일시”라는 독특

한 정서적 경험을 함으로써 ‘페미니스트’가 되어간다. 이후, 서유라 교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초등교사 수업연구 모임인 ‘초등성평등연구회’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학교의 수업 실천으로 가져오기 위한 “정제”의 작업을 거친다. 

그와 동시에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의 성 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을 통해 학교

교육 전반의 성차별주의를 성찰하면서 “학교에 페미니즘이 필요한 이유”를 깨닫게 된

다. 종합하자면, 연구 참여자들은 ‘강남역 10번 출구 사건’에 대한 사회적 애도의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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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초등성평등연구회’ 결성, 그리고 성차별적인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 문화에 대한 

문제 인식이라는 일련의 특정 사건들로 삶의 전환점을 맞게 되고, 이는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을 형성의 주요 계기가 된다.

가. 학교 밖: “강남역 10번 출구”와 “동일시” 감각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의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주요한 계기이자 

“기폭제”로서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사건’(이하 ‘강남역 살인사건’)8)을 공통적으로 언

급한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연구 참여자들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여성혐오

(misogyny)9)와 그로 인해 촉발되는 젠더 폭력10)의 구조를 인식하고, 그 구조 속에서 

여성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

강남역 살인사건 이전에도 연구 참여자들은 여성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공감대

와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서유라 교사와 임솔리 교사는 일찍이 페미니즘 도서

를 읽어보기도 하면서 여성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신애리 교사의 경우에는 

강남역 살인사건 이전, 2015년에 등장한 ‘메갈리아’의 전복과 유희를 목격하면서 보다 

일찍 ‘페미니스트’로서 스스로를 정체화하였다. 그러나 강남역 살인사건은 연구 참여자

들이 사회전반의 성차별적인 구조를 인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성’으로서의 자기 자

신의 위치성을 성찰하고, 그 위치성 속에서 자기 삶의 서사를 해석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강남역 살인사건은 이러한 성찰을 자신의 교육실천에 녹임으로써 자신의 교사 

8)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사건’은 2016년 5월 17일, 한 젊은 여성이 공용 화장실에서 한 남성에 의

해 무참히 살해된 사건이다. 그가 살인을 저지른 이유는 “여자가 나를 무시해서”였다. 이 사건은 “조현

병 환자에 의한 살해사건”으로 결론지어 졌으나, 이 사건은 “여성혐오에 기반한 살인사건”이며, 여성혐

오 문화가 페미사이드(femicide: 여성 살해)로 촉발된 사건이자 젠더폭력의 한 양상이다(이나영, 2016).
9) 여성혐오란, ‘여성에 반하는 뿌리 깊은 편견’,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낙인찍거나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모든 생각들’을 의미하며, 성차별적인 사회와 구조의 원천으로 이해되어 왔다. 여성혐오

는 여성에 대한 멸시뿐만 아니라 칭송의 효과 역시 나타내며, 어느 경우든 비인간화의 결과를 야기한

다. 이러한 여성혐오는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뒷받침하는 무/의식적인 감정의 역동이자 원천이다(이나

영, 2016). 
10) ‘젠더폭력’이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되는 폭력의 형태일 뿐만 아니라, 남성(성)의 

권력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기제가 되는 폭력으로 정의된다(이나영·허민숙, 2014: 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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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에서의 변화를 이끄는 특정한 감정과 행위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다.

공통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

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동일시의 정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어떤 사건으로부터 수

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일시적인 느낌이나 인상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언

가 해야 할 것 같다”는 행위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이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

로 하여금 어떠한 실천을 추동하는 정동(affect)11)으로 기능하게 된다.

강남역 10번 출구 전후 1년, 그 전에는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정확하게 말하기는 

좀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인권 의제에 관심이 많고, 여성 문제에도 당연히 관심이 있

지만...(중략)...그런데 그게 나의 문제인가?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문제이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항상 노력해야 될 문제인가? 나에 대한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진 않

았던 것 같아요.(임솔리)

거기(강남역 10번 출구)가 영어학원이 많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였던 

거예요. 그 사람(강남역 10번 출구 사건 피해자)이랑 나랑 차이가 하나도 없었던 거

예요. 거기다가 그 피해자가 다녔던 시간을 보면, 성인이 다니기에 늦은 시간이라는 

생각도 안 들잖아요. 게다가 거기가 워낙 번화가라 새벽이라고 해도 사람이 없는 곳

이 아닌데. 흔히 피해자와 나를 선을 그으려고 하는데, 그 선들이 하나도 작동될 수

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난 누구랑 같이 다니니까. 나는 외진 곳엔 안 가니까.” 뭐 

이런 선들이 하나도 작동을 할 수 없었잖아요. 피해자와 내가 너무 동일시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뭐, 진짜, ‘여자라서 죽었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정말 딱 그거잖아요. 피해자와 나를 구분하는 선이 단 하나도 없어진 상황?

(서유라)

연구 참여자 교사들에게 ‘강남역 10번 출구’라는 공간은 “일상적인 공간”이자 안전

하다고 느껴지는 공간으로 이해되며, 특히 신애리 교사의 경우에는 자신이 “살아온 동

네”이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은 이때까지 다양한 여성 문제에서 “피해자와 자

11) ‘정동(affect)’은 느낌(feeling)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반면에 정동은 특정한 사건과 사물로부터 

오는 느낌에 대한 수동적이고 재현적인 관념으로서의 정서나 감정과는 다르다. 정동은 관계들의 마주

침을 통해 발생하는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에너지에 가까운 것으로, 잠재적인 능동성을 지닌 ‘무언가를 

이행하는 힘’으로 이해된다(박지원·김회용,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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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이에 그은 선들”이 작동될 수 없는 상황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상황은 연구 참여

자들이 “나 역시 죽을 수도 있는” 여성으로서의 위치를 깨닫게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

은 강남역 살인사건을 목격하면서 “두려움”의 감정과 함께, 자기 자신이 피해자의 위

치에 놓이게 되는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사건의 피해자와 자기신

이 “동일시”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강남역 살인사건

은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닌 곧 자기 자신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윤김지영(2016)은 ‘너’와 ‘나’를 동일시하는 이러한 정동의 역학을 ‘통감痛感’이라고 

칭한다. 통감은 너와 내가 포개져버리는 것, ‘너’와 ‘나’라는 상호 주관성의 경계가 걷

히고, 타자의 고통의 감각이 나를 오롯이 관통하는 가로지름의 감정이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통감은 기존에 자기 자신을 둘러친 견고한 경계를 깨부수기 때문에,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주체화의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힘으로 기능한다.12)

특히, 이미 ‘페미니스트’로 스스로를 인지하고 있었던 신애리 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두 교사는 여성문제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자기 자신의 문제

로까지 적극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었다. 특히, 강남역 살인사건 이전의 서유라 교사는 

“여자로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이고 “지혜롭게 회피하면서” 살아왔다고 회고하면서, 

여성으로서 고통 받는 지인들을 위로해주거나 공감해줄 수 있을망정, 그들에게 자신을 

투영하지는 못했었다.

그러나 강남역 살인사건은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여성문제가 관심을 가져야할 인

지적 차원의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다른 여성과 자시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들과 자기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통감의 감각은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자기에 대한 감각과 행

위의 필요성을 일깨우게 한다. 이들은 여성으로서의 개인의 경험을 정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가족관계나 연애와 같은 일상생활부터 사회문제에 이르기까지 이전

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게 된다(김아령, 2003). 페미니즘적인 의제에 

12) 윤김지영(2016)에 따르면, 통감은 ‘연민’이나 ‘공감’과는 다르다. 공감은 타자의 ‘곁’에 있는 것이

며, 타자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여기서 ‘곁’은 나의 자리의 연장선이며, 그 ‘곁’이라는 장소

는 통제가능하며 차단을 할 수도 있다. 이에 반해 통감은 타자의 고통에 진입해 들어가는 것으로 타자

와 자신 사이의 곁이라는 최소한의 거리두기마저 붕괴시키는 감정이며, 타자의 고통을 경청하는 데 그

치지 않고 온몸으로 절절히 반응한다. ‘너’와 ‘나’의 자리의 본래성을 뒤흔드는 이러한 통감은 새로운 

공간의 발명 행위로 이어지며, 새로운 주체화 양태로서의 변이체를 탄생 가능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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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전투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다양한 페미니즘 관련 서적과 매체를 접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정치적으로 페미니스트라고 

정의”하게 된다.

저는 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고, 제가 잘나서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중략)... 지금은 이 생각이 흐려짐과 동시에 어떤 생각들이 오

기 시작했냐면, 아, 내가 “어떻게 내가 가진 자원을 사용해서 피한 그 지점에 또 다

른 여성이 당하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인간으로서 좀 그래야. 그러

면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서유라)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연구 참여자들은 단순히 자기 일상과 사회에 대한 자기 감각

의 변화뿐만 아니라 보다 실천적인 변화를 꾀하게 된다. 서유라 교사는 강남역 살인사

건을 마주하여 “뭔가를 해야”할 필요성,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이후 서유라 교사는 초등교사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 강남

역 살인사건을 주제로 한 계기수업 연구모임을 제안하게 되고, 이것이 현재 세 연구 

참여자가 모인 ‘초등성평등연구회’ 결성의 계기가 되었다.

나. 페미니스트-교사의 연결고리: “모여서 수업연구”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적으로 확장된 일련의 페미니즘 관련 의제와 논의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애도를 목격하며 여성으

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성찰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더 이상 여성문제는 객관적

인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여성으로서 서사가 투영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문제가 되었다. 

‘초등성평등연구회’는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에 서유라 교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페

미니스트 교사’들의 수업연구 모임이다. 서유라 교사는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여성으

로서의 자기 위치성에 대한 성찰과 함께 “두려움”과 “분노”의 감정, 그리고 막연하게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감정을 가지고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 강



- 47 -

남역 살인사건을 주제로 계기수업13)을 기획할 연구모임을 제안하는 글을 올린다. 

그냥 간단하게 수업을 한 번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글을 올렸는데. 그래서 글도 

자세하게 안 썼어요. ‘이거 강남역 10번 출구 너무 화가 납니다. 수업 같이 제작하실 

분 구합니다.’ 올렸는데 거기 댓글이 막 미친 듯이 계속 달려가지고. 공격을 받았죠, 

사실상? 나는 굉장히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두려움에 대한 조롱, 내 두려

움은 웃음거리가 되고, 내가 과민반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생명존중교육을 해

라’, ‘예의교육을 해라’ 아니 예의교육이라는 말이, 정말 되게 열 받는 지점 중에 하

나였거든요. 예의교육이 대체 왜 나와? 알고 봤더니, 그 범인이 살인을 하게 평소 여

자들이 자기를 무시했다는 게 이유였잖아요? 내 동료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내 동

기고, 동료고, 선배 후배가 그런 말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어... 이거 잘 해봐야 되겠다. 그냥 대충하면 안 되겠구나. 뭐야~ 얘네 왜 이래~”

(서유라)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서유라 교사는 강남역 살인사건으로부터 비롯된 “분노”의 

감정과 자신의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학교 수업에 가져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를 무

작정 수업에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정제하는” 준비 단계로서 수업 “연구를 해

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후 임솔리 교사와 신애리 교사는 ‘인디스쿨’ 게시판에서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서유라 교사의 글을 보고 수업연구에 동참하게 된다.

나만 괴로운 걸로는 교육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아, 저는 제가 이걸 가지고 온 게 

애초에 내가 겪은 일들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겪은 일만을 계기로 이걸 교육 해야

겠다는 아니었고요. 하지만 내가 겪었던 일들을 아이들이 다시금 겪지 않으려면 이 

교육을 해야겠구나. 했고. 나 잘했어! 훌륭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인디스쿨 자유

게시판 들어가길 잘했어.(신애리)

‘초등성평등연구회’는 ‘페미니스트’로서 정체화를 했지만 이러한 정체성을 학교 현

장의 교육 실천으로까지 연결시키지를 못했던 교사들에게 ‘페미니스트 교사’라는 정체

13) 계기수업 또는 계기교육이란, 시기별 또는 계절별로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주제나 변화하는 사

회 현안에 대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한다(교육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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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형성하게 하는 주요한 실천적 계기이자 과정적 단계로 기능한다. 즉, ‘초등성평등

연구회’는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페미니즘과 학교교육, 그리고 자신의 ‘페미니스트’ 

정체성과 교사 정체성을 연결하는 주요한 매개 기능을 하게 된다.

제가 생활지도를 해도, 그런 페미니즘한 관점으로 아이들 생활지도를 해야겠다는 생

각을 하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제일 페미니스트가 먼저였다고 말하는 게, 그냥, 그건 

그냥 내 기본을 가지고 있던 건데, 이걸 교직으로 가져올 생각을 한 건 그 나중이어

서. 생활지도 할 때 그냥 ‘나쁜 말을 쓰면 안돼요~’ 그래서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아이들한테, ‘내 앞에서만 쓰지 마.’라고 했었거든요, 욕을 쓰거나 할 

때. 그냥, 그게 그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연구회 활동 하면서 

확실히 좀, 수업으로 가져왔죠.(신애리)

특히, 일찍이 ‘페미니스트’로서 자기 인식을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신애리 교사

의 경우는 자신의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자신의 교육 실천과 유의미하게 연결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에게 ‘초등성평등연구회’는 페미니스트 정체성과 교사 정체성을 통합

하는 실천적인 계기를 마련한다.

페미니스트 정체화까지는 하고 와! 여기서는 우리는 어떻게 이걸 교육할지를 좀 전

문가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해보자.(서유라)

‘초등성평등연구회’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개개인의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학교 교육

으로 끌어오는 법, 자신의 성인지적 관점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녹일지를 “교육 전문

가의 입장”으로 이야기하는 공간이 된다. ‘초등성평등연구회’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

의 페미니스트 정체성과 교사 정체성을, 페미니즘과 초등학교 공간에서의 교육실천을 

연결하는 주요한 매개가 되며, 성인지적 관점에서 학교 공간을 바라보는 감수성을 키

우고 이에 적절한 교육실천을 기획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개별적으

로 페미니즘에 대한 학습을 통해 자신의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성찰하고 다듬어가면서

도, 이를 학교와 교육현장에 녹여내기 위하여 수업연구 및 교육실천 전반에 대한 성찰

을 통해 ‘페미니스트 교사’로서의 나름의 전문성과 교육실천을 위한 자원들을 쌓아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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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 안: “학교에 페미니즘이 필요한 이유”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전후로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는 사회 전반을 통틀어 더

욱 빠르게 확장되어 갔다. 연구 참여자들 역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페미니

스트’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기존의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반면, 연구 참여자들이 ‘페미니스트’가 아닌 ‘페미니스트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

게 된 계기 중 가장 주요한 맥락은 바로 학교다.

학교는 이미 “어느 정도 성 평등”한 공간이라 여겨지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의 기

저에는 여아의 교육기회가 남아와 동등하게 보장되고, ‘심지어는’ “여학생의 학업성취

도가 남학생보다 더 높다”는 것, 더불어 교직에서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이라는 ‘교직 

여성화’ 담론이 맞물려 있다. 그러나 학교와 학교교육과정은 여전히 생물학적 성에 따

른 이분법적 젠더 규범을 재/생산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학교에서의 성 불평등은 표면적이고 의식적인 

것이 아닌 보다 내밀하고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학교 문화 전반에 “은연중에 녹아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면적으로는 교과서나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깊게는 학교생활과 

일상 전반에서 이분법적 젠더규범이 작동되고 수행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의 성인

지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학교 전반에 만연한 성별분리와 이분법적 젠더규범의 작동, 

성적 대상화와 혐오발언,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 평등 교육 실태와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워나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들은 연구 참여자

들이 학교에서 “페미니스트 교사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1)성별 분리와 이분법적 젠더규범

이분법적 젠더 규범은 강제적인 이성애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남성성/

여성성을 지칭하며,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특성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분법적 젠더 

규범은 ‘남/녀’라는 생물학적 성별 분리와 강하게 결탁하여 수행된다.14) 성별 분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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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법적 젠더규범은 점차적으로 가시화되기 어려운 숨겨진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의 형식으로 작동하며, 학교생활 전반에서 일상적인 교사의 발화와 또래 

관계 내에서 뿌리 깊이 스며들어 학생 및 교사에게 내면화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아직도 여학생 남학생을 나눠요. 남학생 번호는 1번부터, 여학생 

번호는 41번부터. 대부분의 학교에서 아직 그렇고. 줄을 설 때도 남학생 한 줄, 여학

생 한 줄 이렇게 서고. 그 다음에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구분해서 앉고.(임솔리)

학교에서 주는 노트 색깔이 여자는 분홍색, 남자는 파란색 이런 거니까. 저는 대놓고 

짜증낸 적도 있는데. 그 신입생들 입학선물 주는데, 입학선물 보니 “이거 색깔이 왜

이래?” 이러면 “이건 남자, 이건 여자 꺼야.”하고. 그 급식 줄서는 것도, 저는 한 번

도 애들한테 남자랑 여자로 나눠서 서라고 한 적 없거든요. ‘야~그냥 두 줄 서라~’

그러면 알아서 착착착 모세가 홍해 가르듯이 그렇게 남자한 줄, 여자한 줄. 그, 아니, 

급식 받는데 남자 여자를...! ‘너네 식당에 가면 남자 여자 따로 받아?! (웃음) 제가 

섞으려고 해도 절대 안 섞여요.(신애리)

모든 학생들이 한 교실 내에서 평등하게 교육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사에 의

해 그어지는 학생 간의 성별 경계는 일상에서 비교적 뚜렷한 방식으로 실천된다. 여아

와 남아를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하거나 줄을 세우는 것, 자리 배치, 성별로 특정한 색

상의 물건을 부여하는 것은 사회화와 모방의 욕구가 큰 저학년 시기부터 꾸준히 이루

어지며, 성별 간 “경계 만들기”(허창수, 2006)를 강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시적인 성

별 분리와 함께 이분법적 젠더 규범의 재생산 역시 은근하고 내밀한 방식으로 이루어

지면서 학생들의 성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는 주로 교사와 학생의 보

호자, 그리고 또래 간의 가치와 태도 및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행된다.

남자애가 울 때 ‘하, 태권도학원 보내야겠어요.’하면서 문제 있다는 듯이, 그렇게 여

14)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성으로서의 섹스(sex)와 사회규범적인 성으로서의 젠더(gender)는 개념적으

로 분리된다. 그러나 다수의 학자들은 섹스와 젠더는 결탁관계에 있으며, 오히려 섹스를 젠더의 연장선

이자 젠더의 효과라고 주장하면서 섹스와 젠더의 구분에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배은경, 2001).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과정에서는 섹스와 젠더 간의 명료한 개념적 구분이나 특정한 관점이 채택되지는 않

았으며, 맥락에 따라 양자의 의미는 구분되기도 하고, 중첩되기도 한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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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지고, 여자애가 울 때 위로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역으로 여자애가 화를 낼 때와 

남자애가 화를 낼 때의 교사의 그 반응 정도가 너무 달라요.(서유라)

뭐 교실에서 뛰다가 넘어졌어요. 부모님께 전화를 했어. ‘남자애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뭐, 남자애들이 싸웠어요. 피터지게 싸워서, 주먹질하면서. 부모님께 전화를 

했어요. ‘뭐 싸우면서 크는 거니까, 그냥 괜찮다’는 식이죠. 여자애들이랑 다르게 남

자애들은 행동에 제약이 없는 게 보통 정상이죠.(신애리)

학교 일상에서 드러나는 학생들의 공격성과 폭력, 또는 “눈물”과 같은 감정적인 표

현에 있어서도 교사와 학부모의 반응은 그 대상이 남학생/여학생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감정의 표현에 있어서도 여학생의 공격성과 폭력은 용납되지 않으면서도 여학

생의 눈물은 쉽게 용인되며, 마찬가지로 남학생의 눈물은 용납되지 않지만 공격성과 

폭력은 쉽게 용인되지 않는다. 여학생과 남학생은 “걔는 남자애가~ 걔는 아무래도 여

자애라 그런지~”와 같이, 교사와 보호자에 의해 “성 역할 고정관념적인 발언” 속에서 

자신의 신체뿐만 아니라 감정까지 억제하게 되고, 자신에게 부여된 여성성과 남성성을 

체화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분법적 젠더규범의 생산이 왜 문제가 되는가? 서유라 교사는 

학교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이분법적 젠더규범의 재생산이 학생들에게 끼치는 해

악을 실감한다. 그 중 하나의 예화로 서유라 교사는 여학생들이 그들에게 요구되는 여

성성에 대한 규범으로 인해 자신의 “공격성”을 건강하게 드러나지 못하게 될 때 야기

되는 여학생들의 또래 관계 형성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다. 여학생들은 또래 관계를 형

성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자기감정을 표출하고 입장을 드러내면서 또래 간의 갈등

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깨트리는” 방향으로 또래 간의 갈등을 심화시킨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자기감정에 반응하는 방식이 학교에서 받아들

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다른 이상한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일단 사람에게 공격성이 없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러다보니 직접적으로 그 친구에게 

‘나는 이게 싫어.’라는 말을 못하죠. 대신에 또 다른 친구에게 가서 내 친분을 무기 

삼아 그 친구의 마음에 안 드는 지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친분의 

연대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보면, 그 친구 한 명을 때리거나 잘못된 거를 직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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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적해주지는 않지만, 공격적인 행동은 단 하나도 하지 않지만, 그냥 웃어요, 걔

네끼리. 그냥 웃어요. 웃는 건 여자애들한테 허용된 행동이잖아요. 재밌게 깔깔거리

면서 친구랑 웃어. 그것만으로 공격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사람을 너무 망가트려

요. 공격성을 건강하게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게. 그리고 이런 게 나중에 데이트 폭

력이나 그런 걸로 이어지겠구나. 남자친구가 내 가슴을 만지려고 할 때 ‘하지 말라.’ 

이 소리를 못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피해자의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겠구나. 그런 상황에서 먹잇감이 되기 쉽게 키우

고 있구나.(서유라)

교사와 학생, 그리고 또래 간의 상호작용은 ‘숨겨진 교육과정’의 형식으로 특정한 

메시지를 발생시키며 이러한 미묘한 메시지들은 실제 학생들의 장기적인 영향을 끼친

다(Stevens & Martell; 2018).

더불어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이분법적 젠더 규범은 아이들의 성장 이외에도 “성별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악순환”을 일으킨다. 

막 웃긴 짓들을 주로 남자애들이 많이 하죠. 웃긴 행동을 일부러 하고. 그런 것들이 

여자애들은 쉽지가 않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교사한테 생활지도가 쉬워지고, 남자애들

은 점점 엄격해지고 선생님들은. 그게 악순환인거죠? 그러다보니까 남자애들은 “선

생님은 남자애들만 싫어해. 여자애들한테는 뭐라 안하면서.”(신애리)

여자아이들에게 요구되는 젠더 규범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행동 양식에 더욱 “부합”

하는 까닭에 여학생들의 학업성취가 남학생들보다 대체로 높을 뿐만 아니라, 여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역시 훨씬 쉬운 편이다. 이는 학교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여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다움’의 수행이 여성성의 수행과 분리되지 않고 여-학생이 일치

되도록 교육받는 반면에, 남학생은 남성-학생다움의 분리가 용인되고, 학교에서 요구

하는 행동 양식과 멀어지는 것에도 관대하기 때문이다(김애라, 2007).

그러나 자신의 경험의 기저에 깔린 성차별적 구조를 자각하기 어려운 연령대의 아

이들에게는 이러한 성차별적인 경험이 개인적인 “억울함”과 다른 성별에 대한 “적개

심”과 “피해의식”을 야기한다. 그리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러한 이분법적 젠더규범의 

내면화와 함께 학생 간 성별갈등 역시 더욱 공고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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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적 대상화와 혐오표현

또래문화 사이에서 유행하는 대중매체 또는 또래 간의 상호작용에는 여성을 성적으

로 대상화하는 양상이나,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

오표현이 만연해 있다. 학교에서 성적 대상화는 여학생뿐만 아니라 여교사와 여성 양

육자를 향한다. 성적 대상화와 혐오표현의 주체는 남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와 양육자 

그리고 여학생 모두에 해당된다.

성적대상화의 지배적인 증후는 바로 ‘외모품평’이나 ‘꾸밈노동’과 관련된다. 특히, 

교실 내에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더 빈번하게 끊임없이 자기 외모를 평가하고, 평가 

당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여학생들은 ‘몸매 관리’와 ‘외모 꾸미기’, ‘화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저희 반에 다이어트하는 아이들 있고요. 화장하는 애들 엄청 많고요. 그리고 지금 날

씨가 이렇게 춥잖아요. 이 날씨에 핫팬츠 입고 오는 애들 있고, 미니스커트 입는 애

들 있거든요. 청치마 되게 답답한 거 아시죠, 입으면. 쫙 붙는 청치마. 그거 입고와

요. 똥배가 나와서 이걸 입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얘는 안 내려가니까. 이렇게 늘어

나는 재질이 아니니까. 여자애들만! 남자애들과 기준이 다르잖아요. 여자애들은 일단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아이돌 걸 그룹의 화보집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를 평가

를 하면서, 심지어 그것 때문에 신체적으로 위협도 당하는 거죠. 이 나이에 다이어트

를 하면 거의 평생의 성장에 있어서 치명적이잖아요. 그리고 이 날씨에 미니스커트

를 입으면 자기 건강권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

고.(서유라)

여학생들은 SNS 및 대중매체에서 여자 연예인이 성적 대상화가 되는 풍경을 접하

면서 일찍이 자기 외모와 몸을 대상화한다. 그리고 이는 자기 몸에 대한 왜곡된 인식

과 자기부정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실제 여학생들의 건강권과 신체적인 성장에 있어

서도 치명적이다.

여아 뿐 아니라 여교사와 여성 양육자 역시 성적 대상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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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젊은 여교사”는 교사 중 성별권력뿐만 아니라 나이권력이 가장 덜하기 때문에 

남학생들에게 손쉬운 성적 대상화와 희롱의 대상이 된다. 

6학년이었는데. 그러니까 대놓고 저한테 지나가면서, “앙 기모찌15) 선생님 기모찌” 

막 이러고, 뭐 “선생님 다리 섹시해요.”이러고. 막 화장을 조금 진하게 하고 온 날이

면, “선생님 존나 화(장)떡(칠)이네” 이러고. 제가 원래 화장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쌩얼(화장을 안 한 채)로 학교를 가면, “헐 쌤 오늘 존나 못생겼어.” “헐 쌩얼, 쌩

얼.” “쌤 졸라 예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여자아이들은 그렇게까지 안하는데, 남자

아이들은 약간 튀어 보이고 싶어 하고. 그런 친구들이, 똑같이 여자 선생님이어도 나

이 많은 여자 선생님한텐 안 그러거든요. 젊은 여교사, 내가 누를 수 있을 것 같은?

(신애리)

신애리 교사는 기간제 교사로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시절, 남학생들이 “젊은 여교

사”인 자신을 희롱했던 경험에 대해 진술한다.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들에게 ‘여’교사

는 교사이기 이전에 “젊은 여성”이라는 성적인 존재로 인식된다.

학교 전반에는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역시 만연하다. 학생들이 일

상에서 익숙하게 쓰는 용어 중 “니애미 창년” “느금마” “게이새끼” “장애냐?”와 같이 

표현들은 여성 및 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혐오발언이다. 

그 대표적인 게 유튜브(youtube). 그러니까 애들이 보기에 그런 ‘니 애미 창녀’ 그게 

정말 나쁜 말인 걸 알기 때문에 쓰는 거고. 전혀 모르지 않아요. 너무 잘 알아요. 수

위도 알고. ‘니 애미’라 그러면 ‘너네 엄마랑 섹스한다’ 뭐 그런 맥락을 가진 말들이

라는 거 다 알아요. 알고 쓰는 거예요. 그니까 왜 그런 말을 쓰냐면, 이런 말임을 앎

에도 불구하고 뱉을 수 있는 강인한 나 자신? 이런 걸 보여주는 거지, 몰라서 쓰는 

거 아니고. 설령 몰라서 썼다 해도 곧 알게 돼요.(신애리)

여학생과 여교사, 그리고 여성 양육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문화와 혐오발언은 직접

적으로 여아들의 몸을 위협하고, 교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여

학생과 남학생 모두에게 성적인 대상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하고 이를 재

15) 気持ちいい: ‘기분 좋다’는 뜻으로 일본 성인 동영상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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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하는 데에 기여한다. 더불어,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은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왜곡을 심화시키고,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일상적으로 정당화하

는 기제로서 작동하게 된다.

(3)교육과정과 성평등 교육 실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중 범교과 학습주제인 안전·건강교육 

일환으로 성교육을 명시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양성평등의 가치 역시 명시

되어 있다(교육부, 2016). 그리고 그간 교육적 효과가 미미했던 성교육 실태에 대한 

반성으로, 국가수준의 ‘성교육표준안’을 보급하여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게 성교육에 대

한 지침을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교육부, 2015).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의 교과

서나 교육과정은 여전히 성평등한 관점에서 고려되지 않은 채 만들어졌음을 문제제기 

한다. 또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평등 교육 및 국가수준의 학교 성교육표준안은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 역시 교육적 효과가 미미하며, 오히려 이러한 학교 교육과정과 

성평등 교육 실태가 이분법적 젠더 규범 재생산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교과서에 지금 직업 성비 맞춰놨다고 얘기는 하죠, 교육부에서? 근데 여전히 안 맞

고 있거든요. 어디는 맞아요. 그 아이들이 선망하는 직업, 주로 장래희망으로 쓰는 

직업은 이제 구색 맞추는걸 좀 해놨어요. 여자 과학자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근데, 아이들이 선망하지 않는 직업군. 농부. 마트 캐셔. 이런 직업들은 여전히 성별 

이분법이 너무도 강력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략)...뭐, 교과서 보다가, 국어 

교과서에 된장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거 읽으면서 저는 

별 생각 없이 된장을 만드는 과정, ‘애들이랑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하고 있는데, 

애들이 보면서, 선생님 “왜 이거 여자들만 만들고 있어요?”해서 삽화를 봤더니 다 

할머니들이 된장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신애리)

교과서는 학생들이 정보를 찾는 주요한 원천이 되는데, 교과서 역시 상당 부분 성

인지적인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 명시적인 교육과정의 표본인 교과서는 그간 교과서 

내에서의 성평등 관점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 및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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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권치순 · 김경희, 2008, 여전히 전통적인 성별/젠더 이분법을 고수하고 있다. ‘양성

평등’에 대한 교육 제도적 차원의 요구로 인해 어느 정도 수적으로는 남녀 성비를 맞

추려는 노력이 보이기는 하나, 여전히 교과서에서 여성은 등장 비율이 낮다. 그리고 

여성의 등장 빈도의 문제를 넘어서서 교과서에서 여성을 그려내는 방식 역시 문제적이

다. 교과서에서 그려지는 여아의 모습을 보면 남아와는 확연히 다르게 “뚱뚱한 여자아

이는 없고”, “치마를 입으며”, “속눈썹이 길게” 그려진 모습으로 등장한다.

더불어 교과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형태만을 소위 ‘정

상적인 가족’의 형태로 노출시키면서 조손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과 같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워버린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강제적 이성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가

부장제적인 규범과 연결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여성’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소수

자와 관련하여 교과서가 보여주는 지배적인 가치들에 대해 다양하게 의문을 제기한다.

더 나아가, 서유라 교사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평등 교육의 “유명무실”

함과 이에 내재된 문제들을 제기한다. 현재 학교 교육과정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평등 교육의 내용은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성차별 경험만을 다루면서, 개인의 성차별

적인 경험을 사회적 차원의 성차별적인 구조와 연결시키는 과정을 생략하고 있다.

그때 (성평등 교육 수업자료 관련해서)검색을 해봤더니 나오는 게 다, 뭐 되게 개인

적인 내용 있잖아요. ‘남자가 집안일을 안 해요. 그건 안 나빠요.’ ‘남자가 소설책 읽

고 우는데 놀리면 안돼요.’ ‘여자가 축구한다고 놀리면 안돼요.’ 근데 그것만 보면 이

미 평등한 세상인데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진 (몇몇)사람이 뭔가 실수를 함으로써 불

평등이 생긴다, 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구조’가 있는 거잖

아요. 예를 들어,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고 해도 내가 아기를 낳는 순간 겪는 일

을 남편이 저지를 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는 건데, 그런 거를 가르치는 수업은 하

나도 없고. (서유라)

  실제로 서유라 교사에게는 성평등 교육을 “왜 해?”라는 질문들이 따라 붙는다. 대부

분의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학교 정도면 성평등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성평등은 학교에서는 “이미 다 이루었기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

된다. 그러나 서유라 교사는 성 불평등의 문제를 개인적인 “사소한 실수”로 치부하는 

방식이 성 불평등 현상 이면의 “구조”를 드러내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적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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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성 편견으로 인해 겪는 불이익이 있지만, 사회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여성이 ‘사회적 약자’임이 더욱 공고하게 드러나게 된다. 하지만 학교 교육에서는 

“남녀가 모두 피해자이니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야한다”고 말할 뿐 그 기저의 구조로 

인해 사회적으로 여성이 겪는 차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그 구조를 안 배우니까, “내가 군대 가니까 여성우월주의 사회야.” 이러고 있죠. “내

가 정수기 물통 교체하니까 여성우월주의 사회야.” “내가 밥값 내니까 여성 우월주의

사회야.” 이런 식의 흐름을 성인도 가지게 되죠. 물론 성인이 그런 건 참 한심한 일

이지만, 우리가 교육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라고 느꼈죠.(서유라)

구조적인 문제를 애들이랑 얘기를 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혐오발언 하는 데 거기다 

대고 “착한 말 쓰기 운동해요.”이러고 있어요. 촌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구조적인 

얘기를 하면, 이걸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건 촌스럽다, 아니다의 문제

가 아니잖아요. ...(중략)...여자애들은 “쌤, 저는 집에서 남녀차별 받은 적 없는데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이러고, 남자애는 저한테 와서 “쌤 저는 제가 더 억울한데요?” 

이러면 솔직히 제가 더 뭐라고 했어요.(신애리)

신애리 교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자기규율에만 국한시켜 성 불평등의 해결책을 

강구하는 식의 교육 방식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여자가 축구한다고 놀리면 

안돼요.’라는 식의 자기규율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오히려 개인적 경험의 피상성을 강

조함으로써 그 기저에 깔린 구조와 경험의 의미를 감추어버리는 효과를 낳는다. 

국가차원에서 보급된 학교 성교육표준안이 제시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의 방향은 여

전히 ‘가해 예방’위주가 아닌 ‘피해 예방’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남성의)성에 대한 욕

망은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충동적으로 급격하게 나타난다.”라며 주요 가해자인 남성

의 성욕을 정당화하고 여성의 성욕을 금기시한다던지, “이성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

들지 않는다.” “늦은 밤 시간에 다니지 않는다.”와 같이 성폭력 예방책으로 ‘피해자의 

대응’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식이다.16)

16) 김현경(2015)에 따르면 현재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여아와 10대 여성을 

‘위험한 성적 존재’로, 성인 여성을 이들을 보호해야 할 모성 주체로, 남아와 10대 남성을 ‘성폭력의 

피해자일 수 없는 존재’로 표상하면서 규범적 남성상과 여성상을 새롭게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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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교육과정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성평등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

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에게 그릇된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시킨다는 점을 자각

하고,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4)지배적인 성차 담론

그렇다면 개인 교사가 교실에서의 성 차별적인 교육 지도를 개선하기만 하면 학교

에서의 성평등은 가능해 질까? 실상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는 이미 학교 교육에서의 

성차를 정당화하는 지배적인 담론들이 기능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일상과 

“연수”상황에서, 그리고 “동료교사”, 그리고 “학부모” 사이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성

차’에 대한 “통설”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러한 통설이 학교문화와 교육 전반을 “지배”

하고 있음을 자각하게 된다.

초등학교 현장에서 지배적인 성차담론은 바로 남/녀에 따른 생물학적 발달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차담론은 여학생과 남학생에게 부여되는 교육적 대응이 달라

져야 함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서유라 교사는 초등학교 현장과 연수에서 가

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EBS의 <아이들의 사생활: 남과 여>의 “실험영상”을 예로 든다.

EBS에서 나온 <아이들의 사생활: 남과 여>, 그 실험영상이 정말 연수에서 많이 쓰

이거든요. 남녀 쌍둥이 한 3-4살짜리, 걸을만한 애들? 걔네를 방에 풀어놓고 ‘네가 

원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봐.’라고 해요. 남녀 쌍둥이면 유전자가 같다고 전제하

고 출발하는데, 뭐 이거서부터 이상해(웃음). 그런데 같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자아이들은 핑크색 인형을 고르고 남자아이는 로봇을 고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영상만 봐도 그 여자아이는 핑크색 옷을 입

고 있다니까요? (웃음)하하. 그럼 핑크를 고르겠지~ 핑크를 맨날 입혀놨으니까~ 그

건 환경적인 영향이 없는 게 아닌데도, 그 영상만 보면 되게 그럴 듯 해. 정설처럼 

받아들여지니까. (서유라)

서유라 교사는 교사 연수, 동학년 회의나 교사 모임, 수업 장면에서 “아무렇지도 않

게” 받아들여지고 논의되는 성차에 대한 통설이 가장 “문제적”임을 깨닫는다. ‘여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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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이 더 빠르기 때문에 토론 수업 때 남아를 배려해야 한다.’와 같은 이야기들

은 “지나가듯 한번씩”은 꼭 언급되는 이야기이다. 문제는 이것이 교사가 수업을 할 때 

자신의 “성차별적인 연행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이다.

남자아이들은 대근육 발달이 먼저 이루어지고, 여자애들은 소근육 발달이 먼저 이루

어지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이 운동을 더 잘하고 여자아이들이 자잘한 가위질 이런 걸 

더 잘한다, 이런 게 1,2 학년 연수에 나오는데. 문제는, 방향이 이상하잖아요. 그렇다

면 여자애들은 대근육 발달을 이끌기 위해서 체육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

고, 남자애들이 소근육 발달을 이끌기 위해서 남자애들한테 작은 손 활동을 많이 해

야 된다,로 가야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정당화를 시키더라고요. “남자애들 가위질 

못하는 거, 여자애들 체육 못하는 거 봐줘야한다, 남자애들 기 살려줘야 되고.”(서유

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요인들을 생물학적 원인의 결과로 보는 이러한 “생물학주의

(biologism)”(고미숙, 2005: 20)는 여학생과 남학생의 본질을 생물학적인 능력을 통해 

정의하려고 한다. 하지만 생물학적 성차 역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명제라기보다는 하

나의 관점이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일상에서의 경험을 통해 생물학적 명제 

역시 특정한 메시지를 포함하는 실천적 담론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체득하고 있었다.

신애리 교사는 체육시간에 여학생들의 소극적인 몸 활동 참여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과학적으로 성차가 존재해서 정말 여자아이들은 체육을 싫어하는 건가?”라는 의구심

을 품기도 하였다. 하지만 아이들의 바로 곁에서 학생들을 관찰한 결과, 성차에 대한 

설명 자체가 특정한 성적 규범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학교에서 여자아이가 체육을 잘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거든요. 여자의 기준

이랑 남자의 기준이 달라요. 근데 초등에서는 그 차이 둘 필요 없거든요. 아이들이 

체력장하기 전에 열심히 운동해서 체력을 길러서, 동일한 성취목표를 가지게 해야 

하는데, 이 성취목표 자체가 다르다는 게, 여자아이들이 ‘아, 남자애보다 못하는 게 

당연하구나.’ 이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 물론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

렇게 메시지를 전달 받는 거죠.(신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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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애리 교사는 여자애들이 본래 체육을 싫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체육을 싫어하도

록 은연중에 이런 압박을 받는 것”이라고 말한다. 생물학적 성의 구분 자체가 성에 대

한 사회적 규범을 생산하는 담론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Butler(1999)는 

성(sex)과 젠더(gender)의 구분의 무의미함을 지적하며, 성 역시 자연적인 것이라기보

다는 이미 문화적인 구성물임을 지적한다. 우리가 신체적인 특징에 남/녀를 구분하는 

것은 이미 사회문화적인 틀 내에서의 구분이며, 이를 구분하는 순간 이미 그 성에 내

재된 사회문화적인 의미가 함축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성 자체는 자연적이고 중립적

인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체가 젠더’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Butler, 1999; 고미숙

(2005)에서 재인용).

그러나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성차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고, 이러한 성차의 유

효함은 성별을 구분하고 더 나아가 “성차를 심화”시키는 교육을 “정당화”하는 데에 사

용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EBS에서 수년전에 방영된 <아이의 사생활: 남과 여>와 아직

도 “싸우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연구 참여자들이 성평등 교육을 하는 데에 있어 

“최대의 적”이다. 이에 맞서, 연구 참여자들이 기획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다시 쓰는 

‘아이의 사생활’”이다.

3.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실천

교사 정체성 작업은 완결될 수 있다거나 특정한 단계 혹은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재/구성의 과정이다. 또한 교사 정체성을 구성해가는 과정은 단순히 현

재의 자기에 대한 인식이라거나 특정한 정체성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심리적인 과정만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사 정체성 작업은 “실천 지향적인

(action-oriented)”(Miller, Morgan & Medina, 2017: 91) 것이다. 따라서 연구 참여

자들이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실제 그 정체성을 실천하는 양상에 

주목할 때, 보다 깊이 있게 이해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의 실현 양상을 연구 참여자들이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어떠한 실천을 꾀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 61 -

수업과 교실 일상, 그리고 학교 밖의 공간에서 ‘페미니스트 교사’로 살아간다. 연구 참

여자들의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은 교실 내 수업과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실천, 그리

고 수업과 생활지도 외에도 활발한 수업연구와 학습 및 사회적 소통과 같은 다양한 실

천들을 통해 구성되고 있었다.

가. 수업 속에서: “교육과정에 녹여서”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교실의 안팎을 가로지르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페미

니스트 교사’ 정체성을 실천하고 있었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이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주요 무대이자 “최적의 장소”는 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실천, 

즉 “수업을 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의 교육실천을 “페미니즘 교육”이라 

부른다.17)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교육실천은 단순히 페미니즘과 관련한 특정한 내용

지식을 집중적으로 가르친다거나, ‘페미니스트 교육학’으로 이론화된 교수 방식을 따르

는 것이 아니다. 연구 참여자들의 “페미니즘 교육”은 연구 참여자들이 교실 내에서 경

험을 통해 축적한 교실 상황과 학생에 대한 실천적 지식에 기반해 구성되며, 그 내용

과 방법 측면에 있어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의 성인지적 관

점을 기존의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녹여서” 수업을 기획하는 것을 주된 교육실천의 원

리로 꼽았다. 실제로 페미니즘과 연결될 수 있는 명시적인 교과 내용은 초등학교 4학

년 2학기 사회 교과서 2단원 내 소단원에 있는 ‘성 역할의 변화와 양성평등 사회’가 

전부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맡게 되는 다양한 학년의 이해 수준과 학생들

의 흥미 및 선호도를 고려하여 수업을 기획해야 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교육실천은 1)성차별적인 교과서 삽화나 내용에 대해 즉각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원시적인” 방법부터, 2)교과서 재구성 및 보조 자료를 활용하여 한 

차시 수업을 기획하거나, 더 나아가 3)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

17)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의 교육실천을 “페미니즘 교육”이라 하지만, 이를 “성평등 교육”과 혼용하여 

지칭하기도 하였다. 신애리 교사에 따르면, 학교 현장 전반에 만연한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적 정서로 

인해 하나의 “방패”이자 “쿠션”으로서 “성평등 교육”이라는 용어를 전략적으로 채택하여 쓴다고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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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다른 수업 단원과 엮어서” 통합 수업을 기획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때로는 4)교육과정 성취기준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

에 비판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수업을 기획하기도 하였다.

“얘들아, 왜 교과서 속 여자아이들은 치마만 입고 있지? 우리 반에 치마입고 있는 

여자아이들 수를 세어볼까?” 그러면 여자아이들 10명중에 2-3명만 입고 있는데, “왜 

교과서에 있는 여자애들은 다 치마입고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신애리)

가장 원시적인 건, ‘얘들아, 선생님이 성 평등하게 가르쳐야 하잖아.’ ‘그렇죠, 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칠판에다 남자랑 여자(인물)을 역사 수업할 때 똑같이 가르치

면서 표시할게.’ 하는 거죠. ‘너무 좋은 생각이다.’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든 거예

요. 남자 인물만 계속 나와서. 그래서 봤더니 초등학교 교과서 많이 바뀌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좀 전쟁사 위주에요. 그래서 막 아이들이 ‘선생님 굉장히 평등하지 못한 

사람이다. 선생님 저기 보이시냐. 남자 17명인데 여자 1명인거 보이시냐.’ ...(중략)... 

한 명은 무슨... 정혜공주인가? 해서 ‘벽화에 나와 있는 인물로부터 그 시대 옷차림

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딱 한 줄이 나와 있었어요.(서유라)

교과서는 학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업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 차별적인 자

료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과서가 필요한 수업을 할 때에도 교과서에 등장하는 여성

에 대한 왜곡이나 과소표현(under-representation)과 같이, 교과서의 성 차별적인 내용

에 대한 민감한 시각을 유지하며 수업을 진행한다. 성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교

과서는 역설적으로 학생들의 성평등 인식을 재고하기 위한 비판의 대상이자 교육 자료

로 쓰인다.

연구 참여자들은 기존의 교과서 내용을 확장하거나 보조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의 

교과서를 재구성하는 수준에서 수업을 기획하기도 하였다.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사

용하되,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내용을 덧붙이거나 추가적인 활동을 제공하는 방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임솔리 : 최근에 한 국어 수업 중에, 그 국어 단원 차시에서 요구하는 건 ‘일이 일어

난 순서를 알고, 이야기 다음의 주인공의 모습을 상상하며 이야기 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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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였거든요. 교과서에 있는 <종이봉지 공주>18) 이야기인데. 종이봉지 공

주 그림이 있는 데에는 가려놓고, 이야기를 읽어주고, 아이들이 상상해서 

종이봉지 공주를 그려보고, 종이 인형으로 직접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걸 들고 나와서, 역할 놀이를 했어요. 그리고 신데렐라 이야기는 아이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신데렐라 이야기 내용의 장면 몇 개를 놓고서, 그 상황

을 가정하고 상황극을 했어요. 왕자가 신데렐라한테, “당신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신데렐라가 아니라 엘리

자베스였다면 뭐라고 말했을까? 애들 너무 웃기는 대사가 많아서. [아이들

이 작성한 활동지를 보여주며]“싫거든요? 저는 당신과 결혼하기 싫, 헉~ 

저는 자유를 가질 거예요.”, “계속 (무도회장에)있을 거야. 원래대로 돌아와

도.”, “예쁜 옷이 없어도 당당하게 (무도회에)갈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아

이들이 특정 여성상만을 긍정적인 여성상으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데렐라를 비난하는 형태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

어요, 저는.

연구자 : 아, 그러면요?

임솔리 : ‘신데렐라, 너는 왜 엘리자베스처럼 못해?’가 아니라. 물론, 엘리자베스의 

행동이 더 긍정적이라는 생각은 있죠. 그렇지만 페미니즘이 모든 여자가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하고 그게 옳은 것이라고 말한다고 생각하

지 않거든요. 그리고 신데렐라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주어

진 상황 속에서, 그게 신데렐라에게 주어진 행동의 폭이었던 거니까. 그 상

황 속에서 신데렐라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데, ‘신데렐라는 이런 것도 못

하고~’ 이렇게 가기를 원하진 않아서.

2학년 학급을 맡고 있는 임솔리 교사는 국어 교과에서 제시하는 성취기준과 교과서 

내용을 충실하게 따른다. 이는 교과서 지문 속 ‘종이봉지 공주’가 보여주는 주체적인 

여성상을 긍정적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임솔리 교사는 역할극을 통해 이러한 여성상

을 체험해보게 하며, 대조적인 여성상으로서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 ‘신데렐라’의 사례

를 가져와 기존의 동화를 바꿔보는 경험을 제공한다. 반면, 저학년의 경우는 교사가 

18) <종이봉지 공주>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의 공격을 받아 자신이 살고 있던 성과 입고 있던 옷이 

불타버려, 종이봉지를 입은 공주 ‘엘리자베스’는 꾀를 내어 용을 잠재우고 용에게 납치된 왕자를 구해

낸다. 그렇지만 왕자는 자신을 구해준 공주의 외모와 초라한 차림새를 꾸짖는다. 종이봉지 공주는 그러

한 왕자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그와 혼인하지 않는다.



- 64 -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보다 단순화하여 받아들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모방한다는 특성

을 반영하여, 임솔리 교사는 대조적인 여성상(‘신데렐라’)의 사례를 가져오면서도 특정

한 여성이 자칫 잘못된 여성상 또는 비난의 대상으로 각인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

면서 수업을 진행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과서 재구성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들의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

로 기존의 교과서 내용들을 “뜯어 고치고”,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고려하여 교과 간 통

합수업을 기획하기도 한다. 5학년 학급을 맡았던 서유라 교사는 보다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고학년에 있어서는 “민주적 문제해결절차”를 강조하는 사회 교과와, 국어 교과

에서 강조되는 “비판적으로 글쓰기”를 엮어 “통합수업”의 형태로 성인지적 관점이 반

영된 수업을 구성한 사례를 소개한다.

어린애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뽀로로, 로보카폴리, 뭐 이런 것들의 주인공의 성별을 

알아보고, 등장인물 성비를 한 번 조사해보고, 상징 색들, 캐릭터들의 상징색이 어떤

지를 알아보고 요런 거를 분석했어요. 그리고 EBS 사장한테 어, ‘성 평등한 애니메

이션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인터넷 청원을 아이들이 5학년 아이들이 직접 했어요. 그

래서 여기에 청원서에 넣을 그 이미지도 니들이 그려라, 그리고 여기에 쓸 글도 여

러분이 써라, 그 다음에 이거를 원래 글 하나만 넣으면 안 되고 지원사격을 해야 된

다. 선생님이 마케팅을 해줄 테니까 여기에 너희가 주장하는 글을 여러 개를 쓰면 

선생님이 찍어서 올리겠다. ...이러면 애들이 막 다시 글 써오고 너무 열심히 쓰고 하

는 거예요. 근데 늘 이제 민주시민 교육에는 늘 관심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민주시민 

너무 이렇게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아 이런, 이런 식으로 경험을 하게 해주면 너무 

좋겠구나. 그래서 진짜로 이게 경향신문 기사로 나가면서 EBS에서 진짜로 응답을 돌

려줬거든요. 굉장히 뻔뻔하게 변명하는 응답을 돌려줬어요. 애들이 되게 좌절했어요.

(서유라)

서유라 교사는 학생들이 자주 접하는 애니메이션 속의 캐릭터들의 이분법적 성별 

전형성에 문제제기를 하고, 이에 대해 비판적인 글쓰기 작업과 함께 민주시민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서유라 교사는 페미니즘이 “비판적 사고력”과 “민

주적 문제해결” 절차를 가르치기에 “효과적인 소재”라고 판단한 것이다.

더 나아가,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의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경험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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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어진 성취기준 자체에 비판적인 관점을 취하기도 한다. 신애리 교사는 현재 체육 

교과와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등급표에서 설정한 기준 속의 성차별에 문제를 제

기한다. 이에 신애리 교사는 성차별적인 체육 성취기준 자체를 무시하거나. 그 성취기

준 이면에 깔린 성차별적인 전제들을 뒤집을 수 있는 경험 사례들을 보여주는 수업을 

기획하고자 한다. 이에 신애리 교사는 체육수업에서 성차에 큰 의의를 둘 필요가 없는 

운동종목을 가져와 수업을 기획한다.

그래도 이제 남녀 피지컬 차이가 없이 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기획을 좀 많이, 그러

니까 성공의 경험을, 여자아이들에게도 좀 많이 줘야죠. 그래서 ‘컬링’이 너무 반갑다

는 거? 그래서 컬링 세트를 샀어요. 피지컬에 큰 차이를 요하지 않고, 집중력이 중요

하고, 그래서 남녀성차에 큰.. 그게 없는? 그래서 2월 달에 했거든요? 올림픽 보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완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모두가. 이제 그거 말고도 피지

컬 차이 없이, 어떤 남녀격차 두지 않고서 측정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많이 해야 되

고. 체력장(PAPS) 기준 앞으로 계속 얘기할거거든요. 이거... 내가 알아. 여자애들도 

잘 뛰는 애들 분명히, 남자기준으로 했을 때 1분 맞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기록이, 

이미 나온 기록임 말해주고 있으니까, 이미 나온 기록들이. 여자애들 중에 멀리 뛰기 

150cm 뛰는 애들이 있고, 남자애들 중에 100cm 못 뛰는 애들이 있고. 그 쪽으로 

터치를 해야죠. 여자애들의 신체 능력도 중요하니까.(신애리)

신애리 교사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체육 성취기준이나 등급표가 무

의미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취기준과는 무관하거나 현재

의 교육과정 체육교과에서 제시하는 성취기준의 내용 자체를 반박할 수 있는 체육수업

을 기획하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수업 내 교육실천은 ‘페미니스트 교사’로서의 성인지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준과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들의 성인지적 관점은 

가르치는 내용이면서도 수업을 기획하는 하나의 인식적 틀로 기능한다. 연구 참여자들

의 교실 내 수업 실천은 교과서에 대한 문제제기와 재조직, 통합을 넘어서서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대한 비판과 도전에까지 나아가고 있었다.

나. 일상 속에서: “경험”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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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성차별적인 문화와 여성혐오는 학생들의 일상에 무/의식적으로 스며드는 

가운데 작용한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의 성인지적 관점이 단순히 형식적인 수업 시간

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실천 가운데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초기에 형식적인 수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연구”하는 것에 

집중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학생들이 “수업 하나로”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수업을 하고 나서도 학생들에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또 해야”한다. 

교사는 마치 “고장난 라디오처럼” 반복적으로 말하고 상기시켜줘야 하는 직업이다. 

“매번 강조”를 하고,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관점을 가지고” 생활지도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데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 교사를 위한 매니페스토’19)를 작성하여 수

업에서의 인지적인 차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실 일상 전반으로 그들의 교육

실천을 확장해 나간다.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 “시간을 따로 빼서” 기획하는 교육실천에 그치지 않고, 학교

생활 전반을 함께 하면서 성평등의 가치를 실천한다. 이러한 실천은 일상에서의 “경

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경험을 제공하기

도 하고, 학생들의 일상적 경험을 공론화함으로써 학생들의 경험에 새로운 해석을 부

여하였으며, 학생들에게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1)실천하기: 하면서 배우기

19) <페미니스트 교사를 위한 메니페스토>(초등성평등연구회): ⑴수업 시간 남성 인물과 여성 인물을 

같은 수만큼 다루겠습니다. ⑵성별과 관련 없는 출석번호를 만들겠습니다. ⑶특별한 필요가 없는 한 키 

번호 순서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⑷교사의 이름을 어머니의 성과 함께 소개하고 그 의미도 설명하겠습

니다. ⑸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⑹스스로 바꾸기 어려운 것에 대해 놀리거나 욕하

지 않고, 칭찬도 하지 않겠습니다. ⑺"원래 그래."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⑻학부모로서 해야 하는 돌

봄 노동의 책임이 한쪽 성에게 쏠려 있음이 부당함을 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⑼성역할

과 편견을 강화하는 자료를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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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애리 교사는 2학년 학급을 맡았을 때, 성폭력 예방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아이들

에게 어떻게 교육시켰는지를 보여준다. 저학년 학급일수록 “단어의 사용 폭이 좁”고, 

추상적인 사고가 어렵기 때문에,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보다 섬세하게 연결시킬 필요

가 있으며,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이해도를 고려하면서 해야 한다. 다음은 신애리 교

사가 성폭력 예방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기획한 내용이다. 

성폭력 예방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한다고 할 때, 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교실

에 가해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조심하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도 가르치는 게 안전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2학년 담

임이어서 어렵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누군가를 좋아할 때 괴롭히는 게 왜 나쁜 행

동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여성혐오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한들, 학년 수준에 

맞춰서 교육을 하다 보니 그런 걸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는 

<좋아하면 잘해주기 캠페인>이런 걸 했었어요, 교실에서. 아이들이랑 이야기해보면 

초등학교 때 아이스케키~이런 류의 장난들이 있잖아요. 요새는 이제 남학생들이 여

학생들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거나, 속옷 끈을 튕기고 낄낄대는 거로 바뀌었죠. ...

(중략)...2학년이 되면 아이들끼리도 서로 누가 누구를 좋아하니 마니 하니까. “엄마

랑 아빠가 우릴 좋아하는데, 우릴 때리거나 괴롭히면 슬프잖아? 마찬가지로 너희가 

누구를 좋아한다면 잘해주자.” 이쪽으로 잡아서 했죠. 저학년은 효과가 굉장히 빠르

게 나타나서, 저희 반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여자아이 의자 빼주고, 청소도 대신해

주고.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이 급식판에 뭐 흘리면 같이 닦아주고 이런 거.(신애

리) 

신애리 교사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추상적인 사고가 어렵기 때문에, 보다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 대신에 이러한 경험을 제공하는 이유에 있어

서는 학생들과의 정서적인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채택한다. 특히 저학년의 경우는 

일상 속에서의 실천을 통한 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난다. 

(2)멈추기: 일상을 해석하기

연구 참여자들은 교실 일상 속에서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주목한다. 일상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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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목격한 경험이나 상황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 상황의 의미를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고 재해석하고자 한다.

저희 반에서 어떤 애가 남자애 머리를 이렇게 묶어주고 예쁘다, 귀엽다, 막 이러면서

하면 그게 약간 놀리는 게 되면서 뭐 그런 게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남자애가 머리

를 묶은 게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왜냐하면 남자애가 여자애처럼 하는 것이기 때문

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일장연설을 한 적도 있죠. 애들은 황당했겠죠. 나는 재미있

자고 한 건데. 그래서 저는 남자애가 여자애 같은 차림을 했을 때 웃는 거라는 게 

그렇게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게 나중에 대학교가서 

여장 대회 나가서 ‘가슴 우웅~’ 이러는 거랑 연결된다고 봐요, 저는. 걔가 진짜로 머

리 묶고 싶어서 앞머리 귀찮아서 묶는 거면 괜찮아. 걔가 웃기고 싶어서 이상하게 

묶는 거라서 웃는 거면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남자애가 머리를 예쁘게 잘 

묶었는데 그것만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민망해하고 ‘쪽팔려 게임’인 것

처럼 되고 그러면, “남자애가 여자애 같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는 게 쪽팔린 거

야?”가 되는 거잖아요. 수습은 늘 좋게 하죠. 왜냐면 혼낸 거나 마찬가지라, 이거를 

잘 풀어주지 않으면 아이들과 나랑 거리가 멀어지니까. 어떻게 수습했지 그때? 아, 

“우리 반에 묶고 싶은 사람! 남자애든 여자애든 다 나와!”해서 다 묶어줬던 것 같아

요. 좀 나서는 아이가 먼저 재미있다는 듯이 나오고, “남자애가 머리 묶는 거 웃긴 

거 아니지?” 그러면 “네, 네.” 그러고. 그러면 머리 묶고 싶은 사람 선생님이 묶어준

다~ 해서 그렇게 수습했던 것 같아요. 그날은 애들 이제 머리 다 묶고 수업했죠. 

“아 선생님도 묶을까, 얘들아?”(웃음) 막 이러면서~ “그건 선생님이 선택하시는 거

죠~ 여자가 꼭 머릴 묶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끝났어요.(서유라)

아이들의 일상적인 경험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공유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실천은 

기획된 수업안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연구 참여자 개개인의 “감수성”과 “섬세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이들의 경험 자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넘어서서 그 경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방향을 제공하는 것 역시 교사의 몫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은 학생들의 경험 

역시 하나의 교육적 재료이자 지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각적으로 현재의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통해, 아이들은 현재의 자기 경험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이야기들을 교사와 함께 풀어나가면서 이분법적 성별 규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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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인 의식을 키우게 된다.

(3)보여주기: ‘가르치는 몸’을 활용하기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의 교육실천에 있어 자신의 몸(body)을 교육적 도구로서 적극 

활용한다.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는 교실의 학생들에게 “엄마”이자 “1인 사법기관”으

로 여겨진다. 연구 참여자들은 담임교사로서 자신이 갖는 권위와 권력의 효과를 일찍

이 인지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담임교사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담임교사를 좋

아할 준비가 되어”있는 학생들의 성향과, 담임교사를 “모방”하고 “따라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교사가 ‘말’로만 성평등의 가치를 말하는 것보

다, 직접 그러한 가치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 말로, 교육적인 경험을 제

공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적 “전략”으로 “의도적으로”자신의 

몸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인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 자신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여성상을 

보여줄 수 있다. 이는 같은 여성의 몸을 가진 여학생들에게도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여성상을 보여주는 신호로서 여학생과 남학생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전형적

인 여성상의 틀을 깨트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도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여자애들이, 많이 먹는 걸 두려워해요. 많이 먹고 살찌는 것도 두려워하겠지만 분명. 

많이 먹는 자신의 모습을 누가 보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받아도 

무조건 남기고자 하는 강박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하도 남겨가지

고. 다 먹으면 되게, 야만적인 느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왜 남기는 거야?” 그러면 

“다 먹는 건 좀 돼지 같잖아요?” 라고 해요. 남자애들은 대부분 다 먹고 오거든요. 

...(정략)...아이들이 저를 따라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엄청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하는 것 중에 저는 급식을 이만큼씩 담아 와서 먹거든요. 일부러 제가 많이 받아와

요, 왜냐면 절 따라하고 싶어 하고 제가 하는 건 세련된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에. 제가 엄청 많이 먹는 거 보면 맨날 쳐다봐. 맨날 쳐다봐, 난 맨날 많이 먹는 데. 

“히잉익! 선생님 다 먹을 수 있어요 허억~ 여자가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네. 그

런 것들? 아이들은 저를 따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행동을, 일부러 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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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표정도 짓고, 애들한테 막 애들이 생각하는 나대는 것처럼 이렇게 일부러 행동하

기도 하고.(신애리)

애들도 보잖아요. 제가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애들도 선생님이 뭔가 신경써야하는 

날, 학부모 공개수업. 수업 공개의 날, 해서. 다른 선생님들 오는 때. 그런 때 되면, 

평소에는 막 이러고 다니던 사람이, 츄리닝 입고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머리 푸르

고, 렌즈하고, 화장하고, 원피스 쫙-입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걔네가 받

을 수 있는 메시지는 뻔한 거죠. 안경 쓴 거는 추하고, 여자는 저렇게 입는 게 예의

바르고, 공적인 자리에 알맞은 거고, 그런 것들? 되게 현실이라 언급을 안 할 수 없

는 주제예요.(서유라)

초등학교 여학생들은 자기 몸에 대한 규율과 압박을 내면화한다. 여성의 몸은 권력

관계가 공식화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권력관계에 저항하는 주요한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를 통해 대안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에 대

한 고착화된 이미지와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효과들을 기대하고 있었다.  

물론 연구 참여자들은 아이들이 교사를 그대로 따라하거나 모방하지는 않는다는 점

을 알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아이들이 자신의 모습만을 옳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한다기보다는, 삶의 방식에 있어 “선택지를 더 많이 주기” 위해 이러한 방식을 채

택한다.

“애들한테 이렇게 사는 것도 있어”, 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TV를 봐도 화장 안

한 여자는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애들한테, 화장 안한 모습, 

많이 보여주고, 공개수업 이런 때에도 안경 끼고 슬랙스 입고 온 모습 보여주려고 

하고. 그리고 학교에 이제 힐도 아예 한 번도 안 신고 왔고. 맨날 운동화 신고 다니

고.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하고.(서유라)

그니까, 도덕 교과서에도 막 그런 말이 나와요. ‘모든 사람은 아름답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상징적으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리키는 것일지언정,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세상에는 예쁘지 않고, 잘 생기지 않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러면, 모

두가 아름답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안 예뻐도, 안 꾸며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줘

야지. 외모에 대한 압박이나 그런 감정을, 특히 여자애들은 쉴새없이 느끼면서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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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안 예뻐도 괜찮다고, 말 하는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꾸미지 않는, 모습 보여주려고 하죠.(신애리)

연구 참여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과 실천 자체를 교육적인 사안으로 연결하려는 

‘교육적인 몸’으로서 수행된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의 방향과 지

향은 곧 자기 자신이다. 실제 외모와 꾸밈노동에 의해 정신적 압박과 신체적 위협을 

받는 여학생들과, 여성의 외모에 대해 고착화된 이미지를 내재화하는 남학생들에게 듣

기 좋은 ‘올바른 말’이 아닌 실제 대안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야 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교육실천은 단순히 내용지식의 습득이나 인지적인 앎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양식을 고민하게 하는 실존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다. 교실 밖에서: “왜 페미니즘이 필요한지 설득”

      

초기에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맡은 교실 학급 단위 내에서 페미니즘 교육실천을 

기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 교사’에 대한 왜

곡된 여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학교교육에 있어 페미니즘 교육실천이 주요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자기 교실 내에서의 교육실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개별적으로 페미니즘과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책들을 읽거나 관련 강

연을 들으러 다니는 등 개인의 전문성과 감수성을 키워 나갔다. 동시에 연구 참여자들

은 ‘초등성평등연구회’를 중심으로 그들의 페미니즘 교육실천 사례와 수업안과 그리고 

교육실천으로부터 얻은 그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성차별적인 교육과정 정책에 대한 문

제의식을 공론화한다. 이는 투고, 출판 작업, 그리고 교사 연수 기획 등을 통해 이루어

진다. 그리고 “페미니스트 교사 캠프”를 기획하여 다양한 지역과 학교의 ‘페미니스트 

교사’들과 연대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인 소통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한

다.

사실, 애초에 목적은 모여서 계기수업을 하는 거였어요, 같이 연구해서. 머리를 맞대

고 수업을 좀 더 잘해보자는 게 목적이었고. 사실 수업 지도안을 공유하는 건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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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아니었는데. 하도 악플을 받다보니까 열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고 자랑을 하자!’ (웃음) ‘너네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는 한다!’(웃음) 이런 의미로 

올리기 시작했고, 하다보니까 좋은 반응들도 있고 해서, 뭐 하는 대로 열심히 올리

자, 이렇게 된 거죠. 수업 지도안을 올릴 때에는 그것만 올리는 게 아니라, 풍부하게, 

‘이런 점이 아쉬웠고, 아이들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건 예상 밖이었고~’ 이런 식으

로.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도 이런 반응을 보였고~’ 이런 것들을 매우 자세하게, 써

서? SNS에 쭉쭉 올리니까 그거에 대한 반응도 되게 좋았거든요.(임솔리)

연구 참여자들은 원래 각자 자기 교실 내에서 한 차시 계기수업을 연구할 목적으

로 모였으나, 학교에서 페미니즘 교육실천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방향으

로 확장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이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기획한 수업을 하고 나

면, 반드시 지도안을 만들어 ‘초등성평등연구회’ SNS계정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성평

등 교육을 홍보하고,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배포”하는 목적과, 페미니즘과 성평등에 

대한 반동적인 사회적 정서에 항의하여 그들의 교육 실천을 설득시키기 위함이다.

반면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 지도안이나 실천 사례만 공유하는 것의 한계를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사연수를 정말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저희는 너

무 쉽게 모두가 할 수 있는 수업안이라고 생각하고 개발해서 올렸는데, 그걸 접한 

선생님들은 이걸 수업에 어떻게 가지고 와야 될지 감을 못 잡겠다, 그리고 수업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들

도 있으시고 하니까.(임솔리)

이미 연수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이제, 교사 연수 레퍼토리를 만

들려고 하는 거고. 이제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서유라 선생님이랑 저랑 임솔리 선

생님 셋이 주로 연수를 많이 나갔고 진짜 각개전투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약간 레퍼토리 만들어보자. 연수 자료도 만들고.(신애리)

더불어 각종 신문기사 및 방송활동과 인터뷰, 출판과 기고활동, 그리고 학부모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각종 강연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교육 실천과 학교 실천을 바

라보는 성인지적 관점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전문가적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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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학교에 대한 인사이트”를 사회에 제공하고, 이를 공론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

정은 실제 연구 참여자들이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자신의 전문성을 개발하는 학습의 

연장이기도 하다. 교사가 학교 일상에서의 쟁점을 규명하고, 자신들의 학생이나 교실, 

학교를 대상으로 수업을 연구하고 탐구한 것을 이론화하고, 이를 좀 더 확장된 사회적·

문화적·정치적 쟁점들과 연결시킴으로써 교수 실제에 대한 자체적인 지식을 생산하는 

교사의 ‘탐구적 학습’은 실제 교사의 전문성 개발과 연결된다(소경희, 2006). 연구 참

여자들은 자기 교실 내의 교육실천의 경험을 개인의 실천적 지식의 수준에 두는 것이 

아니라, 교실을 넘어서서 보다 큰 사회적·교육적 의제로 확장시킨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에서의 페미니즘 교육실천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고 공론화하는 과정 속에서 ‘페미

니스트 교사’로서 자신의 전문성을 보다 확장된 범위로 키워나간다.

4.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을 통한 성찰과 변화

연구 참여자들에게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은 성평등 교육실천을 통한 학생

과 학교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기 내적 차이를 통한 존재적 변화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전의 내용에서 드러난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은 주로 성평등 교육

실천을 위해 요구되는 조건이자 수단이다. 반면,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은 항시 타자와 관계적인 것이지만, 타자를 위해 희생하는 도구적인 정체성은 

아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의 의미가 타자를 배려하는 데에

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도 나름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연

구 참여자들의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은 타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 개

인이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에 있어서도 질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즉, ‘페미니스트 교

사’라는 정체성은 타자에 대한 윤리적인 실천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내적 헌신과 자기 변화를 촉발하는 것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가르침과 전문성에 대한 

관점에 변화를 겪으면서 가르침 및 전문성과 자신이 맺는 관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그

리고 교육의 중심적인 주체인 학생과의 관계에 대한 관점 역시 변화한다. 더불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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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자신이 자신과 맺는 관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단순

히 인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천을 동반하는 실존의 문제였다.

가. 교직에 대한 관점 변화: “내가 푹 들어가서”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교육실천 

및 내용,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

이 가르치는 내용과 가르침이 타자(학생)를 위한 실천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배려하는 

실천으로서 의미화하게 된다. 가르침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전

문성에 대한 확장된 관점을 가져온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페미니스트 교사’ 전문성이 

초기에는 수업연구를 통해 페미니즘 교육을 ‘잘 전달하는’ 문제로 이해되었다면, 연구 

참여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어떤 페미니스트인가?’에 천착하여 ‘페미니스트 교

사’로서의 전문성을 고민하게 된다.  

(1)가르침에 대한 관점 변화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을 통해 그들의 교육실천에 대한 관점에 

있어 변화를 겪는다. 초기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그들의 교육실천은 학생들의 가시적인 

변화를 경험했을 때의 “성취감”과 자기 “유능감”을 확인시켜주는 데에서 의미를 가졌

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으로서 ‘페미니즘’ 역시 효과적

인 수업과 학생들의 변화를 위한 “도구”적인 의미가 우선적이었다. 

서유라 교사와 신애리 교사에게 그들의 페미니즘 교육실천은 학생들의 가시적인 변

화를 통해 교육적인 성공 내지는 성취감을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이전에도 애들한테 수업연구는 늘 되게 열심히 하기는 했어요. 이게 뭐 애들을 사랑

해서 그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멀고, 내 성취감을 위해서 좀 그런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수업이 성공적으로 잘 먹혀들었다고 하면 ‘아, 완전 성공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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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애들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다!’라고 생각했죠.(서유라)

그러니까 저의 성공을 경험해보게 했다고 느끼거든요. 나의 교육이 성공했다는? 물

론 실패와 함께 동반되는 성공이지만, 그게 너무 가시적으로 뚜렷하게 보이는 성공

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다가오니까, 성취감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성취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데려와야 할 아이들. 뭐 기업에

서도, 고객서비스 만족도 조사하는 것처럼. 저희도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고, 나아가

고, 또 그 아이들은 얼마나 나에게 만족하는지 이거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런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애들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재밌어하니까 성취감이 크

죠.(신애리)

특히, 서유라 교사의 경우는 페미니즘 교육실천 이전에도 수학 영재교육 분야에 관

심을 가지면서 수업연구와 기획에 열성을 다하는 교사였다. 학생들이 자신의 수업을 

통해서 변화하고, 가시적인 성취를 보일 때에 느끼게 되는 “유능감”은 그의 교육실천

의 주요한 동기였다. 신애리 교사 역시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이 자신의 수업에 있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신경 쓰고, 아이들의 변화를 통한 “성공 경험”이 교육실천의 

주요한 원동력이었다.

이와 함께, 초기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페미니즘은 성공적인 교육실천을 위한 “도

구”의 의미로 다가온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페미니즘은 아이들의 성장과 변화에 도움

이 되는 “매력적인 소재”이자 “도구”로서의 의미를 가졌다.

(페미니즘이) 수업소재로 너무 쓸 만했고. 나의 경험을 벗어나는 구조를 볼 수 있게 

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게 어른한테도 힘든 일인데. 초등학생들한테는 더욱

이나 힘들죠. 그런데 페미니즘을 가지고 잘 끌어내서 고리를 연결하다보면 아이들의 

생활이랑 딱 맞물릴 수 있는 지점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도 좋은 소재고. 민주 시민

으로서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소재고. 소재로서 너무 매력적인 것도 있고.(서유라) 

이 전까지는 페미니즘을 약간 도구처럼. ‘이 이거를 애들한테, 이 지식을 아이들한테 

전달하고 싶어, 이 사회적인 구조를 애들한테 알려줘야만 해!’라는 식으로 약간 교사 

마인드를 가지고 한 걸음 물러나서 했었다면. 그래서 그걸 하면서 아 이게 되게 수

업 소재로 효과적이구나. 하는 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내가 푹 들어가서 수업을 

한다기보다는 ‘어? 이거를 사용하니까 내가 유능한 교사가 되네? 이걸 사용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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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이 재미있게 듣네.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가치가 이걸 도구 삼아서 전달하니까 

잘 전달이 되네. 난 비판적 사고를 키우고 싶었는데 이걸로 하니까 잘 되네.’ 이런 

관점으로 1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서유라)

서유라 교사는 본래 교사로서의 전문성에 대한 신념이 높았고, 교사를 철저히 “직

업으로 보”는 입장이었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교사 마인드”란 학생들의 변

화와 성장을 위해 효과적이고 완벽한 수업을 기획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

우고”, “전달”하는 기능에 중심을 둔 “프로페셔널한 마인드”를 가진 전문적인 직업인

을 의미한다. 교사는 무엇보다도 “남을 변화시켜야 하는” 직업으로 이해된다. 타자를 

설득하고 변화시켜야 하는 교사로서 자기 자신은 자신의 교육 실천에 “푹 들어가”있기

보다는 “한 걸음 물러나”있는 것이다. 

반면, 연구 참여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자신들의 교육실천이 단지 학생들의 변화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위한 것임을 경험하게 된다. 이전에 연구 참여자

들에게 페미니즘 교육실천은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 “아이들을 위한” 것으로서 의미

만을 가졌다면, 이제는 이러한 교육실천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 자기 자신

의 삶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예전에는 언젠가 미래에는 얘네가 나의 동료 시민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였는데 요새

는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너무 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젊은 여교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 외모에 대해서 계속 끊임

없이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제, 이 교실도 하나의 공동첸데, 여기서 

내가 교사로서만 딱 이렇게 있어왔었는데, 여성으로 있을 때도 편하구나, 하고 느껴

요. 내가 막 다리털 드러내고 이렇게 와도 애들이 쳐다는 봐요. 신기하니까.(웃음) 

...(중략)...거기다 제가 되게 털이 짙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초반에는 좀 쳐다보고 그

러는데 지적을 안 해요, 쳐다보면서도. 그리고 쳐다보는 것도 하도 오래 쳐다봐서 내

가 ‘음?’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지적을 하려다가 삼키는 상황)음으음음음음음~’

하면서 아이들이 삼키고 이렇게 되니까. ‘아 좀 살기 진짜 편하다. 좋다. 애들이랑 이

렇게 내가 이 공동체에서 생활하기가 참 편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어요. 내

가 이 공간 안에서 굉장히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외모평가에 자유로울 수 있는 공

간이라는 게. 되게 고맙고, 좋아요. 그런 면에서 페미니즘 교육을 하는 거죠. 이걸 안

하면 애들만 아니라 내가 불편하니까.(서유라)



- 77 -

가르침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필히 가르침의 실천 양상과 연결된다. 연구 참여자들

이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내용과 그 가치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의 실제 삶과도 무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생들에게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

니라, 그들의 교육실천 속에 자기 자신을 투영하고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게 된다.

아이들 이야기를 들을 때 ‘나도 그랬지, 나도 진짜 그랬어.’라고 생각하며 산적은 없

었는데. 저는 심지어 애들한테 제 예화 같은 거 들려줄 때 그냥 막 지어내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하면서. 할아버지 안 본지 한 15년 됐는데, 그냥 막 지어내!(웃

음) ‘우리 할아버지도 너희 할아버지처럼 그랬었단 말이야~’ 하면서 그냥 지어내는

데, 그러면 그건 진짜 공감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애들을 속인 거나 마찬가진데. 교

육적인 목적이었기는 하지만.(서유라)

이전에 서유라 교사가 학생들과 취했던 공감의 방식 역시 교육적인 효과를 갖기는 

하나, 자신의 삶의 서사를 투영하는 “진짜 공감”은 아니다. 서유라 교사는 학생들을 가

르칠 때에는 “교사로서만 있어” 왔으며, 가르침 속에 자신의 삶을 어느 정도 배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가르침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교육의 대상인 학생들만큼이나 

교사인 자기 자신의 삶을 고려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 

내 삶과 분명히 관련이 있는 거? 나는 교사이기도 하지만, 여자니까. 교사이기도 하

지만? 여자니까. 여자이고, 인간 신애리고... 나의 서사가, 그리고 내 경험담만 이야

기해도 한 트럭이니까. 아이들이랑 차별을 인식하기 위한 수업들을 하면서 이제 나

의 사례를 들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교과 과정이 있어요. 속옷. 의복 생활에 대

한 단원이 있을 때, 애들이랑, ‘선생님은 이제까지 여자팬티가 불편한 줄 몰랐는데. 

선생님은 선생님이 돼지라서 엉덩이에 팬티자국이 남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20) 

하면서. 재밌죠? 제가 페미니스트 교사가 아니었다면, 그냥 깨끗하게, 청결한 속옷을 

20) 한 때 SNS를 중심으로 여성 속옷(속옷 중에서도 특히 ‘팬티’)의 기능과 디자인에 내재된 성차별

적인 요소들이 논의되었다. 남성 속옷은 기능성과 편의성이 속옷 디자인의 중심인 반면, 여성 속옷은 

불필요하게 여성의 체형과 성기를 압박하는 디자인과 기능성 떨어지는 재질 등이 문제화 되었다. 이

는 여성 속옷이 실제 기능성과 편의성보다는 여성의 몸에 대한 사회적 통제 및 대상화에 초점을 두

어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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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 하고 끝났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

를 아이들이랑 했을 때, 아이들이 내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오, 저것도 차별이라고 

볼 수 있겠네.’ 할 수도 있고.(신애리)

연구 참여자들은 가르치는 행위 자체에 아이들의 경험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서사를 진솔하게 드러냄으로써 수업이라는 행위에서 자기를 소외시키지 않는

다. 이전에 그들의 수업실천이나 수업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자기 자신과는 무관한 것

이라고 여겼으며, 아이들의 변화와 성장만을 위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흐

를수록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의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이 아이들을 위한 것만이 아

니라 자기 자신을 배려하고, 자기를 소외시키지 않는 정체성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그

들의 교육실천 자체에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2)전문성에 대한 관점 변화

가르침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당연히 ‘잘 가르치기 위한 준비’, 즉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대한 관점 변화로 나아간다. 수업기획과 연구에 관심이 많았던 연구 참여자들

은 초기에 “좋은 수업안을 보급”해서 그들의 교육실천을 홍보하는 데에 주력했고, 페

미니즘을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즉 교수 방법적인 측면에 대한 고

민이 우선적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성 평등 교육 자료를 만들어보자, 내가 수학자가 아니라도 수학교육 

자료를 만들 수 있잖아요. 내가 수학을 사랑하지 않아도. 그거랑 똑같이. 내가 페미

니즘에 대해 별 생각 없어도 초등학생 수준에서 가르칠만한 자료는 만들 수 있겠지. 

내가 아는 그냥 ‘유리천장’ 이런 건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이런 걸 애들한

테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건 내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도 관련 지식이 있으

면 가르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교육학적 지식이 더 필요하죠. 애들의 심리나 문화

나 그런 거에 대한 지식.(서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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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교과를 사랑하지 않아도 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페미니스트

인지”를 드러내지 않아도 페미니즘 관련 지식을 쌓고, 페미니즘 수업을 기획하고 개발

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이는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과 가르침의 행위는 

실제 자신의 삶과 거리를 유지한 채로도 이루어질 수는 있다는 것이다. 이때, ‘교사’라

는 정체성은 자신이 “어떤 페미니스트인지”를 드러내는 것을 막아주는 하나의 방어벽

처럼 이용된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연구 참여자들은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다. 이는 ‘페미니스트 교

사’로서의 전문성이 단순히 페미니즘적인 내용과 관점을 잘 가르치는 방법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다.

교사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연수에 선생님들이 진짜 다 ‘교사’로 오세요. 내 인생을 

바꾸려고 오는 게 아니라, 내일 애들한테 이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까를 하려고 오세

요. 예를 들어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선생님이 연수를 듣는데, 그 연수에서 우

리나라의 이른바 ‘알탕영화’21) 뭐 이런 거를 이야기 하셨다.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그러네, 나는 그런 걸 모르고 남자들이 중심인 영화만 계속 봤었구나. 다음부터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도 좀 봐야겠다.” 라는 식으로 내가 나에 대한 생각을 변

화 시키는 게 아니라, “아 저 내용, 애들 5-6학년이니까 우리 반 ‘미디어 비판하기’ 

수업을 저걸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냥 그대로 유아인 나오는 영

화나 아님 VIP를 보러가고 그러는 거야. 그런 식의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들에게 

“물론 선생님이 다 직업이신 거는 알지만, 지금 선생님으로 여기 왔다 생각하지마시

고 개인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차라리, 기분 나빠하시

면서, “아니, 나는 이 영화 재밌게 봤는데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 이런 반응이 교

사들한테 전혀 안 나온다는 거죠. 연수 들으면서 저 내용을, 나에 대한 공격으로조차 

받아들이지 않아. 내가 알탕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연수 강사가 알탕영화를 막 

까고 있어. 근데 그게 나에 대한 비판으로 안 받아들이고, ‘아, 저걸 가져다가 우리 

애들 미디어수업 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교사들 연수를 할 때 초

반에는 되게 편했다. 왜냐하면 뭘 말해도 ‘아아~’ 하면서 너무 반응 좋고 받아들여주

시고 반응해주시고 그러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너무 답답하다. 나는 여기에 오신 선

21) ‘알탕영화’는 “남자들만 부글거리는 영화”란 뜻의 신조어다. 이 신조어는 국내 영화 속에서 지배

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여성혐오적인 서사에 대한 비판이자, 영화계에서의 여성의 비가시화가 정상적

인 것으로 여겨지는 풍토에 대한 문제제기를 배경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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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님들이 영화 팬이시니까, 굳이 이런 연수를 오셨을 텐데, 그런 분들이 자기의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수업을 하실 생각을 하셔서, 나한테 맨날 

피피티 달라고 하시고, 그러시니까. 이게 사실 맞는 말이죠. 사실은. 그게 좀 학교에

서 듣는 연수의 전반적인 분위기기도 하고요.(서유라)

여기에서 서유라 교사가 말하는 “‘교사’로 온다.”는 것의 의미에서의 ‘교사’의 의미

는 기술적인 전문가로 그려진다. 풍부한 수업소재와 자료를 갖추고, 효과적으로 수업을 

하는 교사는 분명 수업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기술

적인 전문가에서 어딘가 부족함을 느낀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연구회 수업 교안에 나와 있는 <뽀로로 수업>을 했다. 

그래서 아, 이걸 보고나서 ‘뽀로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그 다음에 아

무렇지도 않게, 남자주인공이 나오는 동화책을 연속으로 애들한테 추천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건 수업이랑 삶이 오히려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오히려 문

제가 된다는 거. 그 사람, 그러니까 좋은 수업안을 보급하는 것도 중요성이 없지는 

않으나. 중요한 건, 교사 자체가 서툴더라도 성인지적인, 그런 페미니즘적인 시각을 

갖추게 되어서, 자기가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된 만큼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면, 그게 오히려 남이 만든 빠방하고 아주 성인지적으로 완벽한 그런 수업안보다 

더 나을 수 있다!(서유라)

페미니즘 교육 실천을 위해서는 그 교사의 지식이나 수업 계획보다는 교사가 ‘그러

한 사람’이 되어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만의 ‘페미니

스트 교사’로서의 “감수성” 또는 “내가 어떤 페미니스트인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전문성의 주요한 축으로 삼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의 페미니즘 교육실천이 분명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자 틀로서, 인식론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실천”이자 실존의 문

제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관련 지식을 인지적으로 가르치는 문제를 넘어서서, 

“페미니스트로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페미니스트로서 말하고”, “아이들의 생활지

도나 수업에서도 페미니스트적 관점을 가지고 하는” 것이 페미니스트 교사의 전문성으

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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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생에 대한 관점 변화: “동등한 시민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관점과 태도에 있어 변화를 겪었다고 진술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 교

사’로서 확고한 교육신념을 가지고 있고, 수업 전문성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높은 

교사들이다. 이와 같은 교사들의 “함정”은 학생을 “계도해야할 대상”이나, “관리와 통

제의 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

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자기 자신과 “동등한 시민”이자 “동료”로 여기게 되

며, “아이들을 훨씬 존중”하게 되었다.

아이들을 훨씬 존중하게 됐어요, 저는. 크게 변했어요. 크게 변했어요. 일단, 저는 가

르치고 계도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첫 해에 너무 시달려서. ‘하, 이 빻

은 것들 어떻게 인간으로 만들어야 될까, 이 원숭이들을.’ (웃음) ‘어떻게 원숭이들을 

인간으로 만들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걸 하면 할수록, 내가 너무 오만

했다는 게 자꾸만 느껴지는 거예요. 약간, 그렇죠. 제가 하고 싶었던 애기를, 애들한

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아직은... 아이들이, 모를 것 같다고 생각

해서, 처음에는. 지금이랑 많이 바뀐 게, 아이들도 존중하게 됐다, 아이들의 수준을 

조금 더 존중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때는, ‘애들이 뭘 알겠어.’(했죠.) 저학년이기도 

했고, 그리고 초임 때도 교과 전담시간에 만났던, 남자, 아이들이 너무, 굉장히 여성 

혐오적이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아 아이들은 교화의 대상이지 뭐 내가 이런, 고차원

의, 페미니즘한 이야기를 한다한들 알아듣겠어? 이랬는데.(신애리)

네네 맞아요. 사실 이게 페미니즘 이전 교육이랑 되게 달라지는 지점인데, 수학영재 

교육에 몰입했다고 했잖아요, 푹 빠져서. 여기의 전문가가 되겠다. 강사 나가리라(웃

음). 되게 야망이 넘쳤었는데(웃음). 그때는 내가 애들한테 ‘해주는’ 거였어요. 잘하는 

내가 너희를 위해 꼭꼭 씹어서 너희가 원래대로라면 이 정도 레벨까지 못 올라가는

데 끌어올려주겠다. 이런 거만함이 있었죠.(서유라)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 교사’가 되기 이전과 초기에 학생에 대한 자신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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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솔직하게 서술한다. 그들에게 아이들은 “가르치고 계도해야할” 대상이며, “끌어올

려”주어야 하는 결핍된 존재로 이해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아이들과는 진정한 공감

대 형성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더라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겼다.

그러면 얘가 이제 이전에는 내가 뭔가를 가르쳐서 수혜를 주고 내가 가르침을 줬다

는 생각이었는데, 요즘에는 어 얘네 덕분에 나도 참 살기 편하다 음. 얘네가 있어서 

든든하다. 얘네가 커서 이런 어른 늘어나면 나 살기 좀 편해지겠지. 페미니즘 교육은 

조금 다른 게, 이거는. 약간. 얘네가 내 동료인거예요. 동료 시민으로 동등한 시민으

로 보게 되고. 이제 얘네가 나의 뭔가 나로 인해 수혜를 입는 그런 거가 아니라, 진

짜 좀 동등한 시민으로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얻는 이득도 있어요.(서유라)

아이들끼리 분명히 자정작용이 있고, 저희 교실만 봐도 스스로 아이들이 ‘금지어 리

스트’ 만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무조건 미숙한 존재로 보지 않게 된 

건 있어요. 이런 교육을 하면서. 좀 더 아이들한테 감탄한 사례도 많고.(신애리)

서유라 교사는 이전에는 자신이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일방적인 수혜 관계

로만 생각했지, 아이들로 인해 자신도 무언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전

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아이들에게는 유익할지는 모르나 교사인 자신과는 무

관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다 동등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힘들었다. 그

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보다 아이들을 존중하게 된

다.

다. ‘나’의 삶의 변화

(1)통합적인 삶: 학교 안팎의 ‘나’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은 단순히 학교에서의 삶만을 변화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



- 83 -

았다.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로 있는 ‘나’와, 학교 밖의 

‘나’를 연결시키는 고리로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이랑 외모를 평가하지 않기로 해요. 

막 이런 얘기를 아이들하고 하는데, 이제 애들한테, ‘야! 좋은 얼굴에 좋은 정신이 

깃드는 거야!’ 막 이러니까. 이게 애들 앞에서만 아니고 내 생활에서도 내가 좀 더 

올바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솔직히 쪽팔리거든요. 애들한테는 그런 입바른 소리

하면서 나는.(신애리)

이미 전술했듯이,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실천과 전문성에 있어 자신의 삶과 서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투영하고자 한다. 이는 학교 안에서의 ‘나’

와 학교 밖에서의 ‘나’간의 통합적인 삶의 양식을 모색하게 한다. 교사인 ‘나’와 교사가 

아닌 ‘나’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을 때,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은 학교 안의 

‘나’의 성장뿐 아니라 학교 밖의 ‘나’의 성장 역시 가져온다. 

  (2)‘나’를 긍정하기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을 형성 하는 과정에서 자기 치유와 긍정

의 경험을 한다.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을 통해 교사로 뿐만 아니라 여성이자 인간으

로서 자기 존재를 돌아보는 성찰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페미

니스트 교사’라는 호명에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그들의 정체성이 “사명감 오져야” 

할 것 같은 정체성, 티끌 하나 없이 올바른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을 불러일으키는 

“결벽증 돋는 정체성”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이면서 

‘교사’일 경우에는 더욱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꼈으나, 시간이 갈수록 그러한 부담

을 내려놓게 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부정하려고 했던 여성으로서의 자기, 그리고 

‘페미니스트 교사’임에도 늘상 부족한 자기 자신을 끌어안는 경험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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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나>라고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그거가. 그게 여자주인공으로 나오는 거라. 애

들이랑 같이 보자.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영화다 이러면서 했거든요. 제가 초반에 그

거를 딱 봤는데 너무... 제가 상상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모아나가 되게 멋있

을 줄 알았거든요. 배도 그냥 쫙쫙 잘 타고. 그렇게 생겼잖아요, 딱 보기에. 되게 유

능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걔가 막 성장형 캐릭터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내 너

무 불편한 거예요. 얘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건데.. 그니까 보는데 얘가 되게 운

이 좋아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폐도 되게 많이 끼치잖아요, 여

러 사람한테. 그거를 보는데 제가 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애들이랑 같이 

보면 여자 캐릭터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어 운 좋아서 

된 거 아니에요? 되게 민폐 아니에요 저런 거는?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

에요?’ 그러면서 막 내 안에서도 그런 질문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되

게 즐기지 못하면서 봤는데. 결국 봤어요. 그런데 애들이 모아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

예요. 그 막 주제가 부르는데 막 애들이 너무 열광적으로 부르고 진짜 너무 좋아하

는 거예요(웃음). 근데 그거를 딱 보면서 제가 되게 좀 위안을 받았어요. 그니까 사

람이 당연한 거잖아요. 남자캐릭터라면 정말 아무 위화감 없이 받아들였을 텐데, 운

이 좋을 수 있는 거잖아요. 노력해서 잘 못하다가 잘하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완벽

하지 않으니까. 근데 나는 내가 여성으로서 그런 식으로 마음을 얹을 캐릭터가 지금

까지 내 삶에서 단 한 번도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늘 소설을 

좋아했었고, 소설을 쓰려고 했던 사람이었으니까. 소설 같은걸 쓰면 여자캐릭터가 엄

청나게 욕을 먹거든요. 연재를 하는데 얘가 이제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이 민폐 

끼치는 년 죽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욕을 많이 먹고 해서 늘 여자캐릭터를 내

가 쓸 때에도 굉장히 완벽하게 만들었고. 민폐 같은 거 전혀 없고 정말 완벽하고 당

당한 그런 캐릭터로 만들었고. 늘 그런 캐릭터를 보면서 그나마 이입을 했던 것 같

아요. 정말 한줌밖에 안 나오는 애들이긴 하지만. 근데 나는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

요. 나는 그런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를 닮은 모아나가 딱 나오는 거

를 봤을 때 내가 나한테 말하는 것처럼 아 내가 늘 마음을 얹어왔던 캐릭터와는 달

리 나랑 닮은 애가 나오니까 오히려 얘는 별로야 얘는 이상해 얘를 보면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애들이 막상 그거를 보면서 모아나 너무 멋있

다고 선생님 이 노래 또 부르자고. 막 이러면서 막 ‘갈 거야~’ 이러면서 괴성 지르

고 같이 부르고 이러는데 어 그게 되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면서 아... 내, 나

는 좀 늦었구나. 내가 이걸 9살에 만났으면 정말 너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실수해도 

괜찮고, 운 좋게 해도 괜찮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 여자라도. 이런 캐릭터를 내가 9

살에 만났으면 참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얘네는 지금 만났잖아요, 열 몇 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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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네는 나랑 좀 다르게 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좀... 어디서부터 흘

러가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되게 좀 위안이 됐었던 경험인 것 같아

요.(서유라)

서유라 교사는 이전에는 학생들을 위한 도구로서 교육실천을 간주하던 관점이 크게 

변한 사례로 영화 <모아나>를 봤던 경험을 끌어온다. 서유라 교사는 학생들과 영화를 

보면서, <모아나> 속에서 자신이 부정하고 지우려고 했던 여성으로서의 자기를 인정하

고 끌어안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굉장히, 여성성을 혐오했던 것 같아요. 그 청소년기 까지는, 네. 그래서, 친구

들 중에서도 굉장히 여성스럽다라고 말하는, 사회에서 그렇게 명명하는 그런 행동양

식과, 사고방식을 가진 친구들을 좀 멀리하고, 그다음에 저 자신의 자질에 있어서도, 

저는 예를 들어서, 아기자기하게 뭐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뿌듯

해서 사진까지 찍어두고.. (웃음) 클레이로 만드는 거, 이런 거라던지, 뭐 종이접기, 

종이접기 책이 막 서른 권씩이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저도 고학년이 되면서,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자애 같은 건, 나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종이

접기 책 (웃음) 다 줘버리고, 네. 그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 그러다가 이제 페미

니스트가 되면서, 그냥 뭐,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고 꾸미는 거 좋아하고 이런 것도 

나오고 논리적인 것도 나오고 덜렁거리는 것도 나지, 여자답고 남자다운 게 어딨어? 

라는 걸 어른이 되서야 깨달은 거죠.(임솔리)

어릴 때부터, 소위 ‘여성적인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했던 임솔리 교사는 ‘페미

니스트 교사’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부정하고 지우려고 했던 여성으로서의 

자기를 인정하고 끌어안는 경험을 하게 된다.

신애리 : 나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과 자존감은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

요.

연구자 : 맞아, 맞아. 맞아요, 상관없어요.

신애리 : 나의 단점이 있으면 인정하고 그걸 또 깨어내면 되고. 네. (이런 부족한 나

를)안고 간다. 버리지 않는다. 우리도 이 사회에서 살아온 기간이 근 30년

이라서, 한 번에 바뀌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변명으로 끝나는 게 



- 86 -

아니라,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 이야기까지도 아이들한테 하거든요. ‘선생

님이 너희에게 이런 얘기를 함과 동시에 교실에서, 너희에게 실수 할 수 

있다. 뭐, 윽박지르거나, 아니면, 제대로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고 혼을 낼 

수 있다. 이런 실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 해주면 선생님은 최대한 받

아들여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이야

기를 해 달라.’ 이렇게. 요새는 내가 백퍼센트 올바른 사람이어야만 올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싶어요. 나 좀 모자란 게 있지만, 그래도 

뭐. 나 스스로를, 계속 이렇게 껴안아줘야지~ 러브유얼셀프 언니.

신애리 교사는 ‘페미니스트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 교사’답지 않은 자기 

모습을 발견할 때 좌절하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자기를 지

속적으로 보듬어 가며 살아가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들이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을 

추구하는 것의 의미는 페미니즘이나 교직 담론과 같이 거대한 담론에 자기 자신을 헌

신하는 것이 아니라,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자체가 자기 자신을 “성장하”게 하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3)자기 경계 깨트리기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여성’이라는 범주에 국한

하지 않고, 그들의 교육적·윤리적 고려의 대상을 확장시키는 감수성을 다져간다. 이는 

끊임없이 자기경계를 깨트리고 보다 다양한 존재들과 자신과의 관계를 성찰하는 과정

으로 다가온다.

그 청소년 혐오를 우리는 되게 쉽게 하잖아요. ‘급식충’, ‘등골브레이커’ 막 이런 말

들. 이런 류류의 단어들이 아이들을 모두 대상화해가지고 싸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들이 ‘초딩’이라는 말 되게 기분 나빠하거든요. 

비하단어 같대. ‘초딩’이란 말이 싫대요. 유튜브(youtube) 이런 거에서, 자기가 좋아

하는 BJ가, “아 이거 초딩 같아, 씨발!” 막 이런 말을 했을 때 굉장히 타격감이 큰 

거죠.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아이들이랑 얘기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성인들은 ‘초딩’이라는 말이 기분 나쁠 거라고 생각 안하잖아요.(신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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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애들을 안 만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애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전 이거(‘페미니스트 교사’)를 하면서 오히려, ‘아 

나 페미니스트인데 청소년 운동에 지원금을 팍팍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아이들을 미워하고, 바보취급하고, 그러면서도 막 되게 무섭

다는 식으로 말하는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아이들 이해를 못한다.(서

유라)

저희는 맨날 아이들을 만나는 사람들이고, 아무래도 매일매일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

이들의 다층적인 면을 보니까 아이들에 대해 그렇게는 하지 않죠. 그런데 사람들 대

부분이 자기가 아동이었던 시절은 이미 너무 오래전이고, 아동을 일상에서 접하지도 

않으니까, 편협하게,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일차원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임솔

리)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교실에서 학생에 대한 관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고, 보다 이들을 존중하고 보다 윤리적으로 

대우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내 페미니즘 교육실천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청소년 혐오(youth aversion, Ephebiphobia)22)의 양상을 마주하게 

된다. 특히,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학생들의 혐오발언 실태에 대한 이야기

들로 인해 아이들을 “악마화”하고, 무분별한 존재이자 변화가능성이 결여된 단죄의 대

상으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다. 반면, 연구 참여자들은 일상에서 아이들의 변화가능성

을 직접 경험하는 가운데, 청소년 혐오에 대해 실제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다.

같은 맥락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교집합이긴 한데, 대부분이 겹

쳐있는 문제? 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수자랑 관련된 얘기잖아요. 저도 이거를 시작하

22) ‘청소년을 비하하고, 경멸하며 공포스런 타자로 간주하는 문화로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대우의 

이름이며 SNS를 중심으로 형성된 신조어다. ‘청소년 운동 우물모임’에 의하면 청소년 혐오는 ‘청소년 

억압을 정당화하는 데 근저에 깔린 사회적 감정이며, 나이에 따라 권리와 자원을 차등 배분하는 ’나이

주의(Adultcentrism)(Petr,Christopher G. 1992)'와 관련한다. 신조어 ‘청소년혐오’는 우리 사회에 존재

하는 위계적 성인중심주의, 사회의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맥락에서 생성되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구체적인 혐오 말들을 통해 반복 사용되면서 강화되는 현상이다(안명숙,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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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에는 성소수자 문제는 조금 다른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아 이게, 하나만 가는 길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들을 대

할 때도, 그게 같이 보여요. 보통,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게 다 같이 올라가지, 하나

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되는 상황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좀 

해야 하는 문제죠. 이제 내가 이거를 계속하면 할수록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는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이전에는 뭐 트렌스젠더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없었어. 장

애인에 대한 생각 아무것도 없었어. 장애인 여성에 대한 생각은 더더욱 없었어. (서

유라)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보다 다양한 사회적 소수

자에 대한 관심과 감수성을 키워나가게 된다. ‘여성’, '아동', '성소수자',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 소수자와 자기와의 관계에 대한 지평을 지속적으로 깨트리는 변화의 과정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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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의 구조

제Ⅳ장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주요 계기

와, 연구 참여자들이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인식 및 

실천 양상, 그리고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어떠한 

실존적인 변화를 겪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제Ⅳ장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페미니스트 교

사 정체성’ 형성 과정은 연구 참여자 개개인의 자발적인 의지를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한 개인의 정체성 형성은 정체성 형성에 대한 개인의 자발적인 의지와 형성 욕

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매끄러운 과정이 아니다. 

정체성이란 주어지거나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Clarke, 2009). 정체성이란 자기 자신을 둘러싼 타자 및 맥락과 조우하는 “관계적인 

현상(relational phenomenon)”으로, 주어진 특정한 상황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며(Beijaard, Meijer & Verloop, 2004),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협

상되고 변이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주장하기는 필연

적으로 자신을 둘러싼 상황 또는 맥락에 대한 고려를 수반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을 구성하

는 상황 또는 맥락을 고려하는 중층적인 기술(thick description)을 목적으로 한다. 이

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이면에 내재한 구조, 즉 주체

와 맥락간의 상호작용 양상을 다룬다. 연구 참여자들의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은 ‘페미니스트’ 정체성과 ‘교사’ 정체성 간의 통합의 여정으로 드러난다. 이 과정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을 둘러싼 다양한 상황적 요인들이 작동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

은 다양한 모순과 갈등을 겪는다. 반면,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모순과 갈등 상황에 

머물지 않고, 자기 나름의 전략적인 행위 양식을 채택함으로써 자신의 ‘페미니스트 교

사’ 정체성을 구성해 나간다.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본 장의 구성은 다음

과 같다. 제1절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을 둘러싼 맥락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거시적 차원에서 미시적 차원으로 사회-학교-개인이라는 범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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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체에 선재하는 상황적 요인들을 파악한다. 제2절에서는 제1

절에서 분석된 상황적 요인들이 작동함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이 그들의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에 있어 어떠한 갈등과 모순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살펴본다. 제

3절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기를 둘러싼 상황과 맥락의 조건들에 대응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채택하는 다양한 행위전략의 양상을 살펴본다. 

1. ‘페미니스트 교사’를 둘러싼 맥락의 구조

특정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개인의 이해 또는 의지는 그를 둘러싼 상황에 의해 촉

진되거나 제약되며, 동시에 주체는 자신의 경험체계와 신념에 기초하여 나름의 방식을 

통해 그 상황에 대응해 나간다. 따라서 한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

을 위해서는 그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선재하는 구조에 대한 분석적인 이해가 요청된

다.

연구 참여자들의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을 둘러싼 상황은 사회 차원 

및 학교 차원, 그리고 개인 차원으로 드러났다. 분석 결과, 사회 차원의 상황에서는 페

미니스트와 (여)교사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이 자리했다. 학교 차원의 상황에서는 교

직사회 특유의 독립적인 교직 문화 및 담임교사제, 초등교사의 교육과정 자율권, 그리

고 학교 구성원의 특성이 주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개인 차원의 상황은 연구 참여자

마다 차이를 보였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교직 전문성에 대한 태도 및 개인 성향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가. 사회적 맥락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즘과 학교교육, 또는 페미니스트와 초등교사(특히, 초등학교

의 ‘여’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가운데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2015년 전후로 한국 사회는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과 의식 수준이 폭발적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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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소위 “페미니즘 리부트(reboot)”(손희정, 2015)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연구 참

여자들이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동시에, 연구 참여자

들은 반페미니즘 정서와 이에 의해 추동되는 백래시(Backlash)23)를 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상황에 놓여있기도 했다.

더불어, 교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역시 연구 참여자들이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을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초등교사

의 전문성에 대한 불신, 그리고 섹슈얼리티(sexuality)와 관련하여 (여)교사에게 부과되

는 모순된 사회적 요구와 인식들로 드러났다.

(1)페미니즘에 대한 인식: “많이 달라졌다” vs. “여전히”

2015년 ‘메르스 갤러리’ 사태와 이듬해 ‘강남역 10번 출구’, ‘#00_내_성폭력’ 공론

화, 낙태죄 폐지를 외치는 ‘검은 시위’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페

미니즘 관련 의제들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가시화되는 페미니즘 관련 의제

들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키워나가면서, 관련 현안에 전투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거

쳐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위치시키는 ‘페미니스트 의식화’가 보다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나는_페미니스트입니다’와 같은 해시태그 운동은 “온라인 액티비즘”(김리

나, 2017)의 형태를 중심으로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화가 집단적으로 가시화되었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더불어 현재 출판 시장에서 페미니즘 도서의 출판이 빠른 속도로 

양적인 축적을 이루고 있고, 페미니즘 대중서가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러한 일련의 흐

름들은 여성들의 ‘페미니스트 되기’를 촉발하고 선언의 의미화를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된다(정고은, 2017).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 역시 SNS 및 일상 전반

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페미니즘적 의제를 받아들이는 가운데에 페미니스트로서의 의

식화 과정을 거쳤다.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즘 도서를 읽고 관련 강연을 찾아 다녔으

23) 백래시(backlash·반격)란, 사회나 정치적 변화로 인해 자신의 중요도/영향력/권력이 줄어든다고 느

끼는 불특정 다수가 강한 정서적 반응과 함께 변화에 반발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주로 성적, 인종적,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기제로 작용한다(Susan Faludi,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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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SNS를 기반으로 “#우리에겐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8·26 공동 행동을 

주도하여 사회적인 호응을 얻는 등 사회 전반의 페미니즘 관련 의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임솔리 교사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말하지는 않더라도 

또래 여교사들과의 대화 경험을 통해 2-3년 전과는 다르게 “젊은 세대 선생님들은 많

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야기를 가지고 수업을 만드는 연수에서 예화가 나왔는데. 공주가 아파서 왕이 공

고를 붙이기를 ‘공주의 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에게 왕국을 물려주고 공주와 결혼을 

시켜주겠다. 그런데 세 형제가 세 명이 협동을 해서 공주의 병을 낫게 해줬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저랑 동갑인 다른 선생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왜 하필 왕은 공주

와 결혼시켜주는 걸 상으로 걸었을까? 돈을 준다고 해도 되고 왕국만 물려줘도 되는

데.’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도 있고. ‘왕은 그런 공고를 붙이기 전에 공주와 상의했

을까?’ 그렇게 한 번 질문이 나오니까 비슷한 질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임솔리)

반면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드러내기조차 어려운, 페미니즘에 

대한 반동적인 정서와 움직임을 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페미니즘에 대한 

사회적 의식의 성장과 함께 ‘페미니스트’를 하나의 “낙인”으로 간주하는 반페미니즘 정

서 역시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분위기이며, 이는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연구 참여자들

에게 영향을 끼쳤다. 특히, 2017년 한 초등학교의 페미니스트 교사에 대한 공격적인 

여론과 조직적인 인신공격이 발생한 뒤로, 현장에서는 페미니스트 교사에 대한 편견과 

반감이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의 분위기 역시 다소 “위축”되었다.

페미니스트 교사에 대해서 엄청난 불안감이 있어요, 현장에서는. 여전히 소수자고. 

학교에서는, “저 선생님 좀...너무...진보적인...사람이죠...? 뭐, 이렇게 하는. 좀 약간, 

되게...네.?” 이런 꺼리는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것만 해도 우리 학교가 

괜찮은 편인 거죠. 다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말도 못 꺼내는 경우가 많거든

요.(서유라)

우리가 하는 건 페미니즘 교육이죠. 그런데 ‘페’ 자만 들어가도 발작하시는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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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한번 포장해서 성 평등 교육이라고 말하고, 두 번 포장하면 인권교육. 

성 평등이라는 말도 싫어하죠. 왜 ‘양성평등’24)이라고 하지 않느냐, 하면서. 페미니즘

은 더 싫어하죠.(이신애)

특히, 학교라는 공간은 학교 바깥의 사회적·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극단적이고 적극

적인 침묵의 행위”(박지원 · 김회용, 2016)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학

교 공간은 페미니즘에 대한 의식의 확산이라는 흐름보다는 사회 전반의 반페미니즘 정

서와 조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일상 속에서 ‘페미니스트 교사’에 

대한 왜곡과 편견이 담긴 사회적 여론을 보다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된다.

좀 열성적으로 애들을 망치는? 애들에게 뭔가 급진적이고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생각을 주입하는? ‘주입하는’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애 안 가르쳐 봐서 그래, 

이게. 주입이 되냐고.(웃음) 안 된다고.(서유라)

왜요? 제가 돼지였을 것 같나요? 그런 편견들이 있잖아요. 진짜로 페미니스트라고 

하면 막 화장 엄청 진하게 하거나, 아예 안하거나. 네. 그리고 뭐 머리 산발에 뚱뚱

하고, 남자친구 없을 것 같고, 막 다리털 많고, 겨드랑이에 털 있고.(신애리)

연구 참여자들이 마주하는 ‘페미니스트 교사’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이

다. 페미니스트 교사는 아이들에게 “불온한” 사상을 주입하는 억압적인 교사로 그려진

다. 그 외에도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라고 할 때 “학교의 선생님이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노처녀고 불행해 보인”다는 둥의 왜곡된 이미지와 “편견들”과 부

딪힌다. 

이렇게 페미니스트 교사라는 사실이 마치 “커밍아웃처럼” 되어버리는 현실 속에서 

페미니즘은 “엿 먹을 것 같은 주제”로 치부된다. SNS를 비롯한 사회 여론을 통해 가

해지는 페미니스트 교사 개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신상털이와 혐오 공격, 보수 학부모 

24) 정희진(2017)은 인간의 성을 남/여라는 대칭적 성별 이분법으로 파악하는 ‘양성평등’ 개념의 한계

를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양성평등’ 개념은 남/여를 대칭 관계로 파악하면서 실제 남/여 간의 권력 

관계를 은폐하고,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락하는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들을 배제하는 효과를 낳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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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학교에 가하는 조직적인 “항의 전화”와 “민원” 등의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사회의 반페미니즘 정서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경험으로 다가온다.

(2)교사에 대한 인식: “이중적인 잣대”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 교사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교사(특히, 연구 참여자

들의 맥락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의 ‘여’교사)가 사회에서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지

에 대해 언급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지인들과의 만남, SNS

여론, 그리고 교사를 주제로 하는 영화와 같은 다양한 대중매체 등을 통해 직·간접적

으로 경험했다.

연구 참여자들이 기술한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교사 전문성에 대한 신뢰 수

준, 그리고 ‘여’교사와 섹슈얼리티의 문제로 드러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 전반적으

로 교사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낮은 반면, 역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교사에 대한 사회

적인 요구와 기대가 주어진다고 말한다. 또한 ‘여’교사를 성적 대상화하는 문화와 동시

에 ‘여’교사가 무성(無性)적인 존재로 남기를 요구하는 이중적인 잣대에 대해서도 토로

하였다.

일단 (교사)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없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여성혐오랑 좀 닿아있

기도 하죠. 초등교사의 전문성이 특별히 더 무시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대학 교수나 

그런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냥 되게 적나라한 비교를 해보자면, 고등학교, 중학

교 교사랑 초등교사를 비교해도 사실은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자기네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초등학교 학생도 해봤고, 초등

학교도 다녀봤고, 초등학교 애들 내가 가르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해본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해보면 어려움을 실감을 할 텐데. 그냥 내가 3+5가 8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내가 애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그런 게 조금 덜 하잖아요. 딱 교과가 정해져있고 교과 전문성이...어쨌든 ‘내가 못 

푸는 수학문제를 저 사람이 푼다. 내가 그걸 못 푸니까 난 못 가르칠 것이다.’ 이런 

식의 얕은 존중이라도 있는데, 초등교사는 그게 되게 적은 것 같고.(서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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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라고? 니들이 뭘 알아. 뭐 이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구요. 초등교사가 뭘 알겠

어? 전문가겠어? 그냥, 초등학생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있기 

때문에.(신애리)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 전반에 교사, 특히 초등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불신을 언급한

다. 서유라 교사는 중등학교급과는 다르게 초등교사는 고도의 교과내용지식 전문성이 

필요 없다고 여겨진다는 점, 초등교사의 전문성이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좀 더 

주안점이 있는 점이 있다고 여겨지는 점을 언급한다. 이러한 초등학교 교사의 전문성

에 대한 편견은 서유라 교사의 말대로 “여성혐오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이는 초등교

사라는 직업은 특히나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과 관련한 소위 ‘여성적인’ 가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결합하여 인식되기 때문이다. Griffin(1997)은 초등학교가 교육과 

양육의 경계선이 모호한 가운데, 교직활동이 여성이 집에서 관여하는 재생산적 노동의 

연장으로 규정되면서 교직은 여성에게 가장 적절하다는 인식이 작용하게 되었다고 말

한다(오정란(2003)에서 재인용). 이에 덧붙여, 교사 전문성 개념이 성-중립적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전문성 개념이 남성 중심의 의미화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는 여성에게 가장 적절하면서도 전문적이지 못한 직업이라는 관념이 팽

배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오정란, 2003).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은 일반적으로 교사가 현장에서 내리는 판단이나 교육실천의 

과정 속에서 형성하는 상황적 지식 가치 그 자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말한다. 서유라 

교사는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와 관련한 여론들을 접하면서, 학교현장에서의 교사의 

개별적인 판단과 전문성이 여전히 무시되고 있다고 말한다.

모든 사람들이 교육에 있어서 교사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

화한다고 할 때, 교과목을 만들어서 넣으려고 해요, 많이들. ...(중략)... 네. 그런데, 

그거를 교과서를 만들어서 교사에게 줬다는 사실 자체에서 약간 모멸이, 모멸감이 

있는 거예요. ‘교사가 이거를 제 때에,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

서 이러저런 판단을 제대로 못 내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중

략)... 배신감이 있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바꿔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고, 교육으로 해결을 하면 된다고들 하는데. 그 교육이라는 게 교사를 믿는 방향이 

아니라, 교사를 적극적으로 불신하는 방향. 그런데 페미니즘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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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똑같은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서유라)

교사라는 직업의 전문성이나, 교사라는 직종 자체를 얼마나 저평가하는지. 그리고 사

람들이 교사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얼마나 낮은지.(임솔리)

사회 전반의 교사에 대한 낮은 신뢰 수준은 이와 같이 “교사의 일에 대한 몰이해”

를 보여준다. 반면, 교사에 대한 신뢰가 낮으면서도 동시에 사회가 요구하는 헌신적인 

교사상의 재생산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의 

페미니즘 교육실천이 알려지면서 SNS 및 대중매체를 통해 다양한 반응과 지지를 얻었

다. 그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헌신적인 교사상”에 불편함을 느

끼며, 교사라는 존재는 칭찬 받거나 “평가” 받는 대상화된 존재로 여겨진다는 점을 자

각한다. “다 썩어빠진 우리나라 공교육 속에서 홀로 빛과 소금처럼” 존재하는 이미지

로 연구 참여자들을 “칭찬”하거나 “평가”하는 반응들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

가 사회에 의해 끊임없이 “평가받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는다.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다른 선생님들 다 놀면서 설렁설렁 가르치는데 

너는 참 특별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거

기서 그런 식으로 대놓고 한번 말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평가 받는 게 달갑지 않

다, 내 주변에 교사들 다 나만큼 열심히 한다, SNS를 안할 뿐.(웃음) 그리고 관심 있

는 분야가 다를 뿐. 그런데 당신이 배웠던 시기의 교사들은 촌지도 엄연히 존재하던 

과거의 학교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서 판단을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

았는데, 어쩔 수 없죠. 이건 내가 짊어져야할 짐은 맞는데. 계속 저희를 평가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동료시민이 아니라.(서유라)

존경을 하는 게 아니라. 칭찬할 수 있는 위치라 생각을 하는 것도 좀 어이가 없는데. 

네. 근데, 이거는 좀 다른 맥락이죠, 이거는. 제가 페미니스트 교사라서 그런 게 아니

라, ‘여자라서’는 조금 있고, 다음 교사라서 제일 큰 거라, 네.(임솔리)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의 교육 실천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극적

으로 학교 밖의 여론과 소통하려고 애쓴다. 그러한 소통의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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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라는 존재가 어떻게 그려지고, 구성되는지를 경험한다. SNS를 비롯한 각종 여론으

로부터 듣는 “칭찬”에 대해서도 불쾌감과 의아함, 때로는 사회가 교사에게 부과하는 

과한 기대에 “역겨움”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교사들은 이러한 상황을 완전하게 

거부하지는 못한다. 페미니즘 교육실천에 대한 사회적인 지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교사라는 집단에 속한 이상 그들이 “짊어져야할 짐”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은 ‘여’교사가 섹슈얼리티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여’교사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모성애 신화, 

그리고 고정된 성역할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존재이다. ‘여’

교사라는 직업은 하나의 성적인 상품으로 대상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교사 성에 

대해 무지할 것을 요구받는다.

굉장히 대상화되는 직업이고, 그런 신붓감 1위라는 평판 자체가. 뭐 그런, 또, 섹슈

얼하게 대상화되는 것도 있잖아요. 시집 잘 가겠네~ 하는 거. 그러면서도 엄마 같은 

존재. 여교사가 신붓감 1등이라는 거, 섹스해주는 엄마 찾는 거랑 똑같은 맥락이지.

(신애리)

...여교사의 메리트를 거칠게 정의해보자면 이른바 어머니로서의 메리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교사에게는 그 이름이 가진 성적인 함의와, 그럼에도 불구하

고 처녀일 것 같은 무언가가 합쳐진 복잡 미묘한 ‘여성으로서의’ 메리트 또한 존재한

다. ...(중략)...여교사 특유의 섹시함을 갖춰야 하고 여교사가 산부인과만 가도 지역

사회가 뒤집히는 상황에서 성에 대한 무지함은 유지해야 한다. ...(중략)... 성 관련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처녀 여교사라 단속을 못해 이런 문제가 터졌다고 말하는 보

호자의 말이 있다. 산부인과를 왜 학교 근처로 가냐며 다른 곳을 추천해주겠다는 선

배 교사의 말과, ‘앙 기모찌’의 뜻을 느물거리며 묻는 학생, 그리고 나에게서 교사다

운 섹시함을 찾아내는 남자도 있다. 참 지긋지긋하지 않은가.(서유라(2017) <여성, 

교사, 페미니스트> 글 중에서)

여교사는 ‘교사’가 아니라 ‘여’교사로 인식되며, 사회에서 부과되는 다양한 여성성의 

충족은 ‘여’교사다움과 맞물린 채로 요구된다. 여교사에게 요구되는 섹슈얼리티와 관련

한 코드들은 여교사를 “1등 신붓감”이라는 맥락 속에서 “엄마 같은 존재”로 신성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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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머니로서의 이상을 대변하는 존재로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

에서 여교사가 성적인 존재라는 사실은 은폐되며 금기시 되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여

교사는 현실에서 여전히 성적인 존재로 치부되며, 실제로 성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학

교에서 성 관련 문제가 터지면 처녀 여교사의 자기단속을 지적받고, 보호자와의 상담

에서는 “선생님이 아이를 낳아보지 않으셔서~”라는 말을 들으며, 여교사 특유의 섹시

함을 기대 받는 등의 성적 대상화 속에서 자유롭지 않다. 연구 참여자들은 ‘여’교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은근한 요구들을 인식하는 가운데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정체

성을 형성한다.

나. 학교 맥락

연구 참여자들의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실현의 핵심이 학교에서의 교육실천에 

있는 만큼, 연구 참여자들이 위치한 있는 학교 상황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차원의 상황에 대해 독립적인 교권 추구 문화, 초등학교 교육과정 자

율권, 그리고 학교 구성원의 특성(여초집단 및 아동)에 대해 언급하였다.

(1)독립적인 교권문화: “양날의 검”

연구 참여자들은 교직사회의 독립적인 교권 문화가 “양날의 검”처럼 작용한다고 말

한다. 독립적인 교권 문화는 연구 참여자들이 다른 교사들의 간섭 없이 자신이 지향하

는 수업을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지만, 동시에 교실 밖을 벗어나 동료 교사

들과 자신의 교육철학이나 방향을 공유하는 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벽이었다.

임솔리 교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각 교실은 선생님의 성”이다. 오랫동안 교실은 교

사의 사유지로 인식되어 왔으며 한 교실 내에서의 교육실천은 교사 개인의 일, 즉 교

사 개인의 자율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서경혜, 2009). 따라서 교실에서 이루어

지는 수업은 개인 교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며, 그 교실에서 일어나는 

교육에 대한 모든 “결과는 오롯이 내가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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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이 지향하는 수업을 기획하여 실행하는 데에 있어 일차적으로

는 긍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초등학교에서 교실은 선생님의 영역이죠. 그럼 이제 교실에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가? ‘눈치를 본다.’ 일단 그렇게 표현을 하자면 눈치 볼 대상은 학부모 정도? 

그 외에는 사실 옆 반 선생님은 각자의 교실 운영에 대해서 크게 뭐, 저희 반에서 

막 시간마다 크게 고래고래 떠들어서 막 수업에 너무 방해가 된다. 이 정도가 아닌 

이상은 거의 터치를 안 하죠 서로. 대부분의 학교는 그래요. 학교 분위기에 따라 조

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교실은 저의 영역이고.(임솔리)

그 교실에 대해 터치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각자 자기 교실 신경 쓰기 바쁘지? 

옆 반 선생님이 성 평등 수업한다고 시비 걸지 않거든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러면 안 

된다는 암묵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그 교실은 그 교사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터치

하는 건 되게 무례한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중략)...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한데, 전 좋게 써볼라고.(신애리)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은 각자 업무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기 교실 챙기기”도 바

쁘다. 그리고 다른 교실에 관여하게 될 경우 “그럼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으

로 인해,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서로의 교실의 교육 실천에 일부러 관여하

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적인 교권 추구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기이”하게 다가온다. 하

나의 학교 공간은 교사들이 매일 생활하는 일상 공간이자 교육 실천이 일어나는 구체

적인 맥락이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같은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 간의 교육철학

이나 방식에 대한 공유와 비평은 교실을 넘어서서 보다 협력적인 학교 차원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독립적인 교권을 추구하는 이러한 문화는 교사들 간의 의미 

있는 대화와 상호작용을 불가능하게 한다.

 

서로의 교육방식에 대해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할 때 의견이 부딪히면, 서로에게서 배우거나 뭐 

협의점을 찾아가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래, 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양한 그런 거를 아이들도 경험해봐야지. 다양한 생각을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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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대화 많이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부딪히는 게 껄끄러우니까 아예 얘

기를 잘 안 꺼내고요. 하나씩 이렇게 바꿔 나가려면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들어

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말하기가 쉽지 않고, 서로에게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거 자

체를 확인하기 쉽지 않고. 내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 ‘어 다르네. 아, 쌤은 그렇게 생

각하시는군요. 아, 역시 페미니스트 교사는 달라요!’ 이러면서 끝이 나요!(웃음) 자기 

생각 굳이 얘기하지 않아요. 나한테 공격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서유라) 

교사들 간의 상호작용을 억제하는 폐쇄적이며 개인주의화된 교직 문화는 교사의 개

별성과 자율성을 증진시키지만, 동시에 교사들 간의 대화와 비판적 성찰을 통한 성장

을 막는 보이지 않는 벽으로 기능한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이 자기 교

실 밖으로 벗어나 학교 전반에서 그들의 교육실천과 철학을 공유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었다.

(2)초등 교육과정 자율권: “자율성이 높은 편”

연구 참여자들은 “중등학교 급에 비해” 폭넓은 초등교사의 교육과정 자율권이 페미

니즘 교육을 교과 수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물론 초등

학교라 할지라도 연구 참여자들 역시 “교육과정을 빨리 나가야된다는 압박감”을 느낀

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도 교육과정에는 여전히 “내용이 많”으며, “너무 빡빡”하고, 항

상 “진도 나가기에 바쁜”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연구 참여자들은 중등학교급에 비

해 비교적 폭 넓은 초등교사의 교육과정 자율권을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초등은 막 엮어서 기획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정말 아무거나 다 터치해도 된다는 맥

락에서 자율성이 높은 편이라. 그 초등이 교사 자율권이 크다 보니까 계기 교육을 

하기 쉬워요. 계기교육이라는 게 이제 아시겠지만, 광복절이 다가오면 ‘광복절을 맞

아 태극기를 그려보자.’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빼빼로 데이가 다가오면, 재밌게 

‘우리 제과제빵 수업을 해보자.’ 그냥 되게 교사 자율권이 좀 커요, 초등은. 전 교과

를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미술이랑 국어를 뭉쳐서 시화 그리기를 해보자, 이런 거 

되고.(신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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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 교육. 계기 교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특정 시사 이슈가 있으면, 그니까 

교과서 진도 외에 창의적 체험 활동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수업인데, 특정한 시사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월호 계기 수업도 있

을 수 있고, 광복절 계기 수업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걸 계기 수업이라

고 하는데, 강남역 살인 사건을 주제로 계기 수업을 하겠다면 하게 되는 거죠.(임솔

리)

제Ⅳ장에서 기술된 연구 참여자들의 교육 실천에서 보았듯이, 연구 참여자들이 “창

의적 체험활동 시간”과 “계기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더불어 교과서에 제시된 

구체적인 내용지식보다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다양한 내용들을 끌어올 수 

있다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3)구성원 특성: “여초”집단과 “아이들”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을 형성하고 실천하는 데에 있어, 학교 

구성원의 특성을 주요한 요인으로 언급했다. 기본적으로 교직사회가 여초집단이기 때

문에, “여성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점, 그리고 초등학교 재학 연령대 아

동의 “흡수력”과 “정의감”은 연구 참여자들이 학교에서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을 형

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작용하였다.

일단 여초인거 되게 크고요. 좀 기본 공감대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깨비>가 되

게 한창 유행일 때가 있었잖아요? <도깨비> 여성혐오적이에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서,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우리나라 성폭행도 많은데 왜 여자애들이랑 나이든 남자

가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은,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지점

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주변 동료에 많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 돼요. 그 공감대가 어쨌든 있다는 거? 딱히 페미니스트 교사가 아니더라도. 

제가 교과서 분석 할 때, 다른 1, 2학년 선생님들이 실제로 그 교과서 가르치신 분

들이니까 그 분들을 인터뷰를 했거든요. 제가 그 분들이랑 이야기하는데 그 분들이 

교과서에서 여성 혐오적인 지점을 찾아내요. 페미니스트로 정체화 하지도 않았고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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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즘을 공부하지도 않아도 찾아내요. 예를 들어, ‘아 이거, 쌤 이런 거 지적해. 이

런 거 바꿔야해. 이거 추석 관련 내용인데, 친가만 가고 끝나. 외가는 안 간다니까?’ 

이런 거...여성으로서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는 거가 

크고.(서유라)

물론 생물학적으로 여자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여성으로서 살아온 삶”이 여교사 구성원들 간

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주요한 자원으로 보고 있었다. 즉, ‘여초’라는 학교 

교직 구성원의 특성은 학교 내에서의 페미니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

대”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배경인 것이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아이들의 빠른 “흡수력”과 높은 수준의 “정의

감”을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아동의 특성은 연구 참여자들이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교

육실천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동기로 작용하였다. 

서유라 : 그리고, 애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해요. 애들은..

연구자 : 그건 장점인가요, 단점인가요?

서유라 : 장점이에요. 애들이 핑계를 대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러한 성차별적인 구조

는 자기가 저지른 짓이 아니기 때문에 핑계를 대지 않고. 그리고 정의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른들과 비교도 안 되는 정의감이 있어요. 어른들 같

은 경우에, 자기가 이미 여성혐오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서 지적을 받으면 자기 보호적인 측면에서라도 그거를 공격을 받을 때 못 

견뎌 하잖아요. 어른들은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어른들

이다보니 뇌가 얼마나 잘 돌아가요, 애들에 비해서. 논리도 되게 잘 만들어

내요. 지금도 별 기상천외한 논리가 다 나왔잖아요. 변명하겠답시고.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덜해요.

아이들은 “마치 흰 도화지에 그리면 바로 보이는 것”처럼 빠르게 성 평등적인 관점

을 흡수한다. 두세 번 정도의 페미니즘 교육 이후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평등 인식

조사”를 하면 아이들은 그전에는 차별이라 여기지 못했던 “차별을 분명하게 인식”하

고,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이미 전통적인 성별 이분법에 익숙한 반면, 기

성세대가 심어놓은 성차별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길을 보여주면 신속하게 이를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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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아이들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로 시작되는 기성세대의 논리에 안주하지 않는

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교하고 균형 있는 논리를 펼치기도 하며, 연구 

참여자들이 찾지 못한 성 불평등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기도 한다.

또한 아이들은 높은 수준의 “정의감”과 더불어, “어른들이 만든 문화를 비판”하는 

것을 “즐거워”하는데, 이러한 아이들의 특성은 기존의 성차별적인 사고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질문을 제기하는 수업을 가능하게 한다. 

애들은 어른들이 만든 세상을 비판하고 싶어 하잖아요.(서유라)

저는 아이들이 사회 정의에 대한 시선이 결코 어른들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의감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도 청소년 시절에는 그런 정의감이 있

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타성에 젖어서 그래, 모가지가 하나니

까!(웃음) 모가지가 두 개면 나댈 수 있겠는데 모가지가 하나니까 입 다물고 있어야

겠다, 하고 있지만. 어린이들은 아니거든요. 사회의 구조나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 토론할 때, 너무나 피시(PC)25)한 발언을 쏟아내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올바

른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정의감이 있어요. 5, 6학년만 돼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수업을 너무나 열정적으로 따라와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고.(신애리)

아이들은 착하고 규범적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됐든, 누가 됐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넌 이렇게 해!’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싫어, 나는 이렇게 할래,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할 거야!’라고 말하는 걸 

애들이 그거 자체를 되게 즐거워 하더라구요.(임솔리)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학교의 아이들은 성차별적인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 지적받

거나 비판하는 작업의 과정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정의감은 되게 높”다고 말한다.

빨리 변한다는 게 장점이죠. 하지만 빨리 돌아오고요, 그래서. 내 것만 빨리 받아들

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회의 것도 받아들이기 때문에.(서유라)

25) PC: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의 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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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아이들의 흡수력과 변화의 속도는 교사들의 교육실천뿐만 아니라 학

교 밖의 다양한 성차별적인 문화와 관습을 빨아들이는 데에도 기여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은 아이들의 빠른 흡수력과 정의감을 경험하면서, 교육을 통한 

아이들의 “변화 가능성”을 보다 확신하게 되었다.

다. 개인 맥락

개인 차원의 상황에는 연구 참여자 개개인의 전문성에 대한 태도 및 개인 성향이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 영향을 끼쳤다.

(1)전문성에 대한 태도: “수업을 잘해요.”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수업을 기획하고, 수업을 공개하거나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수업을 잘한다는 자신감”을 보였고, 

어려운 수업연구라 할지라도 이에 도전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실제로 면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만든 수업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했고, 그날 이루어진 수업

에 대해 적극적으로 성찰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업 공개하는 거 좋아해요. 제가 수업을 잘해서.(서유라)

아직 안 힘들어서. 재밌어서. 그러니까, 그게 되게 커요. ...(중략)... 그러니까 저희 연

구회 모임 선생님들 자체가 페미니즘 교육을 하기 전부터, 수업 기획에 흥미를 느끼

는 선생님들인 거예요. 저는 시뮬레이션 게임 수업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 교사

였어요. 그 전부터. 그런 성향들이 있었으니까 수업 만들자고 모였던 게 아닐까.(신

애리)

이게 수업 짜는 게 재밌더라고요. 원래 도전적인 과제가 가르치기가 재밌잖아요. 그

래서 수업 연구를 주로 하는 이유도 그거고. 또 봤더니 이게 가르치기가 되게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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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그 수업을 만드는 거 자체에 좀 재미가 있었어요. 도전적인 수업 주제여서 재

밌는 부분이 있었고, 애들이랑 수업을 해봤더니 성취가 되게 좋더라고요.(서유라)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의 주요한 전문성으로서 추진력과 기획력을 뽑았다. 연

구 참여자들은 “의외로 교사로서 되게 중요한 자질” 중의 하나가 “기획력”이라고 말한

다.

그래, 일이 커졌어. 잘 모르겠다. 어휴. 내가 잘하는 거는, 기획해서 끌고 가는 걸 잘

해요. 저는 그게 의외로 교사로서 되게 중요한 자질이었어요. 운이 좋았던 거죠. 교

사가 딱 되고났더니 나는 꼼꼼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나 그런 교직 이해

나 이런 게 중요할 줄 알았는데, 기획력이 중요하더라구요. 하나의 이벤트를 해서 여

러 사람이 이 이벤트의 기획에 흥미를 느끼게 해서 참여해서 끝까지 끌고 가고, 끌

고 가는 도중에 서로서로 지치니까 피드백을 계속 돌려주고. 하면서 유지를 하고. 그 

이게 이제 지치거나 그랬을 때 분위기를 띄우고.(서유라)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수업 전문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페미니

즘이라는 어렵고 낯선 것을 그들의 교육실천에 녹여내는 과정에서 힘을 발휘했다. 또

한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기획력과 추진력이 뛰어난 성격이라 단기간에 다양한 

수업 성과와 활동들을 이끌고 있었다. 

(2)개인 성향: “예수도 안티가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성향 중에서 문제 상황에 대한 성찰과 적극적인 실천력, 

그리고 회복탄력성이 그들의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에 있어 주요하게 작용하였

다.

네.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성격적인 부분인 것 같네요. 뭐 분노할 상황이나 이런 

게 생기면, 좀 해결을 하려고해요.(서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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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속 페미니즘 교육을 얘기하는 이유요? 원래 저는 그냥 가만히 넘어가지 못하

는 성격이에요. 약간 투사 기질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보고 넘어가지를 못했을 때가 

있어 가지고.(임솔리)

그쵸, 주목받으니까. 근데 저는 주목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거든요.(신애리)

연구 참여자들은 부당한 상황에 있을 때 옳은 말을 할 때 받게 되는 눈초리나 주목

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으로, 문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한 

자기 성향이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진술한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의 자기 회복력 역시 반페미니즘적인 정서와 학교 및 사회 분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페미니스트 교사’로서의 신념과 삶을 구성해나가는 데에 있어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서유라 : 삶의 질이 떨어졌죠. 동료교사들이 날 싫어하게 됐고. 날 증오하는 사람들

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웃음).

연구자 : 그런데 그렇게 친구들이 떨어져 나갈 때, 약간 나한테 문제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아요?

서유라 : 네, 없어요! 하하하. 미친 자신감...미친 자신감, 진짜...

연구자 : (웃음)듣는 나도 미치겠다~

서유라 : 변하지 않는 네가 나빠!(웃음) 난 변했는걸!(웃음) ...(중략)... 이걸 하면서 

개인적인 지지를 해줄 만한 사람들을 많이 잃었고, 많이 만들었죠. 저는 잃

으면 채우거든요(웃음). 모병하러 다녀. 적극적으로! 어, 이 사람들이 다 떨

어져나갔어. 그러면 ‘난 나쁜 사람이야. 나를 돌아봐야지.’ 이렇게 안하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보자!’ 막 이러면서 다녀!(웃음) 그래서 막 연구회 만들

고!(웃음) 

연구자 : 아 다행이다. 그런 사람이여서.(웃음)

서유라 : 그쵸. 참 다행인 지점이에요.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그게 이제 좋고 나

쁘다기보다는, 좀 성향의 문제잖아요? 근데 다른 성향이었으면 이런 상황

에서 좀 버티기 힘든데, 힘들었을 텐데, 아니어서. 막 사람들 찾아다녀.(웃

음)

저는 빠르게 극복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의 성향 자체가. 저는 항상 호불호가 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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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간이라고 저를 느끼며 살아왔어요. 학창시절 내내. 저를 좋아하는 애들은 너무

너무 저를 좋아하고, 그런 와중에 저를 싫어하는 애들은 저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막. 

그러니까 항상 뒷담과 호평을 함께 듣는 인간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멘탈 

훈련을 좀 했었던 거예요, 옛날부터 약간. ‘그래, 예수도 안티가 있다!’(웃음) 예. 그

런 성향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저 자체는. 상처를 받는 것 보다, 그러니까, 좀 더 

해야겠다. 더해야겠다. 더해야겠네! 하는. 애초에 저의 성향이.(신애리)

  

페미니스트 교사로 살아가는 교사들은 페미니스트 교사이기에 받게 될 오해나 부정

적인 반응들 또는 학교와 일상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갈등 경험으로부터 빠르게 회복

하는 자기 성향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이는 자기에 대한 맹목적인 긍정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성찰”을 통한 자기 신념에 대한 굳건한 확신과 맞물려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 ‘페미니스트 교사’가 겪는 모순과 갈등

제1절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을 둘러싼 상황을 구성

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연구 참여자들이 위치한 상황을 구성하는 사회-학교-개인 

차원의 요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결합하거나 충돌한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페

미니스트 교사’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다양한 모순과 갈등 상황으로 드

러난다.

<미스 슬로운>이라고. <히든 피겨스>는 여러 소수자가 손에 손을 잡고 약간 눈물겹

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 이야기잖아요? 그 과정에서 진통도 겪고 좌절도 하고 한심한 

짓거리도 하고. 그런데 <미스 슬로운>은 한 명이 천재적인 전략으로 다 씹어 먹는 

이야기거든요? 저의 선호는 이쪽(미스 슬로운)이에요. 그런데 페미니스트 교사를 하

면 할수록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싶은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의 이미지는...강함인가?(웃음) 네. 강함인데, 만나보면 사실 그렇지 않죠. 나름의 의

미로는 강하지만. 네, 그렇지 않죠. 정말로.(서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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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라 교사는 “미스 슬로운”처럼 거침없고 매끄럽게 페미니스트 교사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현실은 “히든 피겨스”보다 못하며 때로는 “구질구질”하기까지 하다. 그의 이

야기에서 미뤄볼 수 있듯이, ‘페미니스트 교사’로 살아가고자 하는 연구 참여자 개개인

의 열망과 의지는 그들의 상황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과 충돌하게 되며, 이로 인한 

모순과 갈등은 불가피해진다. 제2절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겪는 모순 또는 갈등 상황을 다룬다. 이러한 갈등 상황은 페미니스

트 정체성과 기존의 교사 정체성의 통합의 과정에서 발생하며, 제1절에서 드러난 상황

적 요인들이 영향을 끼친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이 가진 교사로서의 ‘권위’로 인해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자기

모순을 겪는다. 더불어 학생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층적인 정체성의 상호작용을 경험하

면서 갈등에 빠지기도 하였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의 교육실천의 내용과 방

향에 있어 혼란을 겪기도 했으며,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역할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고민에 빠지기도 하였다. 더불어 일상생활 속에서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겪게 되

는 “이중의 코르셋”과 자기 검열의 압박을 받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의 교육실천을 통해 형성된 그들의 실천적 지식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레퍼

런스와 권위의 결여로 인해 고민에 빠지기도 하였다.

가. 교사 권위: “교실 내에서 권력자죠.”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자신의 페미니스트 정체성과 교사 정체성 

간의 조우가 가능한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성찰한다. 그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두 

정체성 간의 간극을 인지하게 되는데, 이는 교사의 권위(authority)에 대한 문제제기에

서 비롯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기존의 전통적인 교사-학생 간의 위계적인 

권력관계에 문제를 제기하며, 학생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현실

에서는 학교 교사에게 주어지는 제도적·전문적 권위로 인하여 교사-학생 간의 권력 관

계가 공고한 까닭에, 교사와 학생 간의 평등한 관계 형성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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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교실 내에서 권력자죠. 제일 최정점에 있는. 그러니까 물론 뭐 학부모와의 관

계까지 엮어 들어가면 다를 수 있겠지만. 학부모나 교직원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선생님은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는데, 그때 나는 약자가 

아니거든요.(신애리)

연구 참여자들에 따르면 실제 교사는 학생과의 관계에서 “권력자”이다. 특히나 “교

실 내에서” 담임교사의 입지는 교실의 “질서 유지자”이자, 절대적인 “1인 사법기관”이

자 “입법기관이며 행정기관”이다. 이러한 담임교사의 권력은 아이들에게 상당한 통제

의 효과를 발휘하는 가운데 그들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아이들을 이끈다는 점에서 긍정

적일 수 있다. 제Ⅳ장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교사들의 권위는 수업뿐만 아니라, 아이들

의 혐오발언과 일상의 성차별적인 행동을 보다 분명하게 문제화하는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이면서 교사”라는 것 자체가 “모순”된다고 느

끼는데, 이러한 감정은 연구 참여자들이 교실 내에서 갖는 권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훌륭하고 동기부여를 잘하는 교사의 함정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늘 좀 생각하게 돼

요 요즘에는. ‘얘네가 원하는 것이 아닐 텐데?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아이들이 원하

는 걸 하게 두면 아이들이 혐오를 하게 되잖아? 왜냐하면 유튜브(youtube)나 애들이 

즐겨보는 그런 데에서 힙하고 멋있게 나온 게 다 혐오니까. 그냥 놔두면 내 일이 더 

쉬워질 텐데. 온 상황에서 애들한테 다 혐오가 멋지다, 남자답다, 여자답다, 이런 걸 

가르치는데, 나 혼자서 이거를 다루려 하다보니까. 너무 아이 맘속에 없는 동기를 끌

어내는 교사가 된 그런...약간 강압적인 거죠. 사실.(서유라)

그냥 화를 냈던 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따라와 주니까, 나는 우리 교실이 여자

아이들도 다 같이 체육 하는 교실을 만들고 싶은데, 아이들이 너무 안 따라와 주니

까 그게 충돌하는 건데...(중략)...저랑 여자애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든요. 선생님이 

자꾸 체육을 강요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대부분 여자아이들은 체육을 하고 싶지 않

아 해요, 이미. 이미 그렇게 학습 되어 와서. 물론 하고 싶어 하는 여자애들도 있고. 

저의 많은 노력과, 끌고 감으로 우리 반 애들은 여자애들도 축구를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너무 큰 진통이 있었고. 여자애들이 몸 행동을 크게 하는 걸 원치 않아하

고.(신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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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교사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 돼요. 그래서 ‘아, 내가 페미

니스트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권력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고 있네.’, (웃음) 이

럴 때가 있어요,  자괴감이 들 때가. 그런 딜레마 상황이 끊임없이 생겨요.(임솔리)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의 교육실천을 통해 변화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만, 그 과정에서 “허덕허덕” 자신을 따라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페미니즘 교육실천은 ‘성 평등’이라는 보다 윤리적이고 교육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것

으로서 그 자체로 논리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연구 참여

자들은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강압적”이고 “권위적”일 경우에, 그들이 ‘페미

니스트 교사’로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는 모순될 수 있음을 인식했다. 

이러한 모순은 학교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정당화되는 교사의 권위에 대한 지배적인 

해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권위는 아이들에 대한 “통제” 또

는 아이들을 “휘어잡는 것”으로 해석되고 기대된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아이들에 

대한 통제를 잃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데, 이 경우에 “무능한 교사”로 낙인찍히기 때

문이다.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두려워해요, 저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은, 통제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아이들이 내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중략)...

그게 가장, 그게 고민거리고, 쉽게 결론을 낼 수 없는? 교사가 모든 권위를 내려놓

고, 정말 저희 반에 22명의 학생이 있는데, 제가 23번째 구성원으로서 정말, 그렇게 

만날 수 있는가. ...(중략)...그게 가능한가, 가능은 한가?라는 의문과, 그게 바람직한

가, 과연.(임솔리)

‘페미니스트 교사’는 페미니스트이면서 동시에 교사다. 이러한 정체성으로 인해 연

구 참여자들은 위계적인 권력관계의 해체를 지향하는 페미니스트이면서, 아이들을 특

정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 교사로서 내적 모순을 경험한다. 

나. 학생과의 관계: “이중적인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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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들은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이중적인 위치”에 놓여 있음을 깨

닫는다. 성인지적 관점으로 교육실천을 들여다보게 될 때, 교사와 학생은 단순히 교사

-학생 또는 성인-아동의 관계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을 구성하는 다양

한 정체성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나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생들과의 관계에 있어 교사-학생, 성인-아동의 관계로 만나지

만, 동시에 여성-남성이라는 위치로 만나면서 피해-가해의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연

구 참여자들은 “젊은 여교사”를 무/의식적으로 희롱하고 성적대상화 하는 학생들로 인

해 상처를 받는 여성의 위치에 있으면서 동시에 교육의 대상으로서 학생의 변화와 성

장을 믿고 가르쳐야 하는 교사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이중적인 위치”는 연

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갈등을 야기한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중적인 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교사로서 내가 가지는 권력, 이 

분명히 있고. 근데, 이게 학생의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별권력이 엄연하게 

존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내가 교사로서의 권력을 가지기 때

문에, 권력을 가진 입장에서 아이를 대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교육자의 입장에서

는 아이의 변화, 성장을 믿는 게 기본적인 합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여성혐오적인 것들이 심지어 나를 향할 때도 많긴 많지만, 그거에 대해서 “얘는 안 

돼, 이 새끼는 안 돼. 이 새끼를 증오해.”라고 하면 그거는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태

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피해-가해 관계도 분명히 있거든요. 걔의 

여성혐오적인 발언 때문에 내가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는 경우가 당연히 

있죠.(서유라)

간극 있죠. 있죠, 있죠. 있어요. 솔직히, 한 번씩 그런 빻은 소리하는 우리 반 남자애

들한테 욱! 하고 올라올 때가 있죠.(이신애)

이러한 상황은 연구 참여자들이 남학생에 비해 나이와 학력, 제도적인 지위에 있어 

보다 우위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남학생이 남성이라는 성별 다수자성을 이용해 성인 

여성에게 여성혐오적인 가해를 가하는 경우다.26) 이는 교사와 학생이 ‘교사’와 ‘학생’

26) 윤김지영(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교수)와 연구자와의 SNS 대화 내용(2018.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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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단일한 정체성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종, 젠더, 계급, 섹슈얼리티, 나이 등

과 관련한 “정치적/문화적 정체성(political/cultural identities)”들이 교차하며 상호작용

하는 가운데에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Ropers-Huilman, 1998). 실제로, 교육의 상

황에서는 교사의 제도화된 권위가 여성의 신체 또는 인종으로부터 발생하는 권위의 결

여를 보상하는 데에 있어 충분하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한다(Ropers-Huilman, 1998).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원래는 그런 학생의 혐오발언에 대해서는 교사가 피해자고, 

학생이 가해자가 되니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면 그 조치 자체가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자인 교사 여성도 다음에 그 아이를 만났을 때 좀 더 교육

적인 마인드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왜냐면 그때야 교사가 피해자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음으로써. 근데 교사에 대한 보호

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또 뭐, 처벌 없죠. 사실상.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키는 것

조차 불가능하고, 공론화하는 순간 그게 교사의 무능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이

중적인 위치가 있으니까. “아예 그 이슈를 안 건드리겠다. 난 얘네가 밉다. 그러니까 

더 증오하지 않기 위해 얘네한테 더 끌어내지도 않겠다”하면서 페미니즘적인 이슈를 

굳이 안 건드리고, 모른 체하고, 내가 그냥 교과 수업만 하다 끝날 수 있죠. 그러니

까 여교사한테는 되게 이중적인 임무가 요구가 되는 거예요. 너는 아이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해야 해, 넌 피해자가 아니야. 너의 상처, 피해는 교

사로서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서유라)

서유라 교사는 교사가 학생에 의해 혐오발언의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문제화하여 

교육적인 사안으로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

생의 성 정체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 침묵하는 경향이 있다. 교사는 성적 

대상화라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무성(無姓)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피

해상황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이성적으로 교육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교사로서 단일하

게 인식되며 그렇게 되기를 요구 받는다.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개인 교사에게 있을뿐더러,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는 순간 교사는 학생을 통제

하지 못한 사람, 즉 “무능한 교사”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가 여성이라는 성적

인 존재로서 받은 피해를 드러내는 것은 더욱이 금기시 되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교사

의 권위가 젠더 위계 관계로 인해 도전받는 상황을 개인이 무능으로 축소시킨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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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내의 문제 상황을 개인 교사의 책임으로 귀결하는 독립적인 문화와, 교사에게 요

구되는 모순된 섹슈얼리티의 코드들이 결합하여 작동한 결과다.

다. 페미니스트 교사의 위치: “둘 사이에 낀 거죠”

(1)실천수준에서의 갈등: 페미니즘과 학교교육 ‘사이’

‘페미니스트’와 ‘페미니스트 교사’의 차이는 학교라는 독특한 제도적 공간으로 인해 

드러난다.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그들의 교육실천은 학교 밖의 페미

니스트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하다. 반면, 교사들이 놓인 학교라는 맥락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밖 페미니스트와 갈등을 겪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교육실

천은 때로 그 내용과 방식에 있어 반페미니즘적인 여론뿐만 아니라 일부 학교 밖의 페

미니스트들로부터의 비판 또는 비난에도 부딪힌다.

연구 참여자들은 정규 수업과 생활 지도를 통해 자신의 페미니즘 교육을 실천에 나

간다. 이러한 교육실천은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판단을 내

림으로써 다채롭게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서, 서유라 교사는 그들의 교육실천의 한 꼭

지로서,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즘 교육실천을 하는 과정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논리적

인 설득보다는 이분법적인 성역할을 강요받는 아이들의 “피해의식”을 다룰 필요가 있

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피해의식은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 

특히나 반페미즘적인 내용이 담긴 매체들을 일찍 접하는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사의 

교육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은 채로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 더욱 “설득하기 어

려운 대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성인 남자와는 다르게 아동이라는 특수성이 고려

된다. “자기를 집중해서 보는 나이”이기 때문에, 남학생들은 당장에 남자이기 때문에 

겪는 억울한 순간들을 축적해 간다. 남학생들은 “구조적”인 차원에서 “남성이 가해자

이고, 수혜자”임을 “덥석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남자아이들이 페미니즘 교육을 받는 게 여성 청소년의 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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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고, 왜냐면 우리는 여자아이들을 평생 옆에서 같이 쫓아

다니면서 지켜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교육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남자 어린이들

이 어떻게 여성 혐오를 내재화하는지를 좀 정교하게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사

회가 이러니까 남자애들이 이런 거지. 뭐, 남자애들이 원래 그렇지 뭐.’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정교하게 봐야 되는데, 정교하게 보면 아이들이 남성성을 내재

화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코드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코드를 분석을 해보

면, 걔네가 실제로 남성성을 내재화하면서 생겨나는 피해의식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피해의식이라는 게 참 같잖기는 해요. 여자애들이 겪는 ‘실제’ 피해에 비하면. 이

거는 정말 피해라고 말하기도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근데 남자 아이들, 아이들이

라는 건 되게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남자아이들이 ‘아, 하지만 이것은 구조의 문제야. 

결과적으로 여자아이들은 저 여성성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정도 못 받고, 월급도 70

퍼로 깎이고...’ 이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저 년들은 봐주고 우리들은 고생한

다~ 어? 여자들이 살기 쉬운 시대다. 여성상위시대다!’ 이렇게 감아요. 갈 수 밖에 

없겠죠. 애들 입장에서는. 그 역의 발상에서 보호자들은 ‘남자애들 불쌍하잖아요. 그

러니까 잘해줘야 하잖아요. 여자애들이 남자애들 좀 봐줘.’ 이런 식의 역의 논리가 

지배적인 상황이니까, 그거를 뒤엎는 거부터 시작을 해야죠.(서유라)

반면,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교육실천은 학교 밖의 일부 페미니스트들로부터 남

아중심적인 교육 공학이며, 맨박스(Man box)27)에 기반한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일부 페미니스트들과 갈등을 맺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밖 ‘페미니스트’와 ‘페미니스트 교사’ 사이에는 학교

교육이라는 맥락의 특수성과, ‘남아’에 대해 가지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언급한다.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사회적인 분위기와는 다르게 학교 현장의 동료 교사

와 보호자들의 페미니즘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27) 윤김지영 교수는 페미니스트 교사들과 일부 페미니스트 간의 갈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공하였으며, 그의 견해는 페미니스트 교사와 갈등을 빚는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입장을 보여준다

(연구자와의 SNS 대화 내용(2018. 3. 8)). “이러한 교육방식에는 ‘맨박스’라는 개념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즉 ‘가부장제의 피해는 남자 여자 누구나가 다 입는다.’는 논리인 ‘맨박스’에서는 

정작 남성과 여성 간의 억압강도와 위계적 위치들을 탈각시키는 경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여아를 가

부장적 사회의 구조적 피해자로 보는 관점은 학교 내에서도 제대로 교육되기보다 은폐되거나 간과되

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남아중심적 교육환경에서는 여아의 일방적 견뎌냄과 남아의 회유라

는 전략지만이 남지요. 남아의 기분을 어떻게든 상하게 하지 않고 회유와 온건의 언어만이 남아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발상은 여전히 남아중심적인 교육공학을 반영하는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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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를 통해 페미니즘에 대한 왜곡된 여론에 익숙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할 때 보다 

“천천히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인식하는 페미니즘 교육이라는 거의, 어, 논쟁의 최전선에 

나온 논리라 함은 ‘메갈28) 아니냐’, (웃음) ‘남성 혐오교육이다’, ‘남자 학부모로서 소

름이 돋았습니다.’, 뭐 이런 수준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출발점이, 논의

의 출발점이 어떻게 페미니즘을 잘 가르칠까가 아니라, ‘페미니즘은 남성혐오가 아닙

니다’, ‘페미니즘 교육은 항문성교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든요. 학교에서 페미니즘

에 대한 인식이 수준이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일단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

리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너네 항문성교 가르치고 남자애들 차별하고 남성 혐오하는 

사람이지?’라는 질문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논의의 수준을 끌어내려

서 이야기를 하면, ‘너네는 여성의 편에 서지 않잖아. 왜 페미니즘 교육에서 조차 남

자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둘 사이에 낀 거죠. 이게 인식 차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서유라)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실천은 교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며 그 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의 지지가 필요하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실천은 교사와 학

생뿐만 아니라 학생의 보호자 역시 주요한 주체이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

즘 교육실천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끌어내려서 다양한 이들로부터 설득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이지만 동시에 교사로서 모든 아

이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변화가능성을 믿어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갈등에는 현재 학교에서의 성평등 교육의 상황과 교사의 현장 지식에 대한 존중 결여 

및 아동에 대한 이해가 영향을 끼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현장의, 판단을 좀 존중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같은 페미

니스트이기는 하지만, 학교교육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문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천을 해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다, 이 정도에 맞춰서 가야한다, 그리고 이게 꼭 필

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서유라) 

28) 여기서 ‘메갈’은 ‘페미니스트’를 낙인화하는 용어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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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들의 페미니즘 교육실천은 학교교육과 아동이라는 독특한 제도적 공간

과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연구 참여자들의 교육실천의 내용과 

방향은 어떠한 일반화된 이론이나 입장에 포섭되지 않으며, 그 상황과 맥락 그리고 연

구 참여자들의 현장에서의 상황적 지식과 판단에 따라 그들의 교육실천과 윤리를 생성

하게 된다. 반면, 학교 밖으로부터의 사회적인 지지가 절실한 상황에서, 학교교육이라

는 특수한 상황과 교육의 대상으로서 남아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차이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여론뿐만 아니라 일부 페미니스트들과도 갈등을 겪게 

된다.

(2)역할 갈등: 액티비스트 vs 교사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하는데, 그 과

정에서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해야 할 역할의 경계를 두고 갈등에 빠지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교실 내 수업 실천뿐만 아니라 학교 성 평

등 교육의 실태와 그들의 수업실천 사례를 공론화하고, 학교 내 페미니즘 교육의 필요

성을 사회적으로 호소하는 등의 학교 바깥의 활동영역에도 참여하게 된다. 그 과정에

서 연구 참여자들은 종종 “쓰러질 지경”이라거나 “직장을 두 개 다니는 것 같”다고 토

로하기도 했다. 특히, 서유라 교사는 “어쩌다보니” 교사가 아닌 “활동가로 행동”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페미니스트 교사’로서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혼란을 겪는다.

성 평등이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가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교과서 성 

평등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당연히 성교육 표준안이 성 평등 가치 안에서 만들

어져야 되어야 하는 건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교육과정에 있는 성 평등 교육을 

하는 교사가 교권침해를 당할 때 보호를 해줘야하는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이걸 지

금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페미니즘을 어떻게 가르칠까?’ 이걸 하려고 

모였는데, 어쩌다보니까 페미니즘을 왜 가르쳐야하는지를 사회에 설득하고 있고, 거

기서 더 나아가서 ‘페미니즘은 남성혐오가 아니다.’라고 설득하고 있고, ‘항문성교 가

르치는 거 아니다.’라고 설득하고 있고. 이런 거는 사실 연구자나 활동가들이 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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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우리는 그런 분위기를 타고 그냥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수업하는 거 자체가 공격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선에 

있는 교사들이 애들이랑 했던 구체적인 수업사례를 들고 와서 싸우고 있는 건데, 저

는 이거는 교사의 역할은 아니라고 봐요. 네. 왜냐면 조금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서유라)

서유라 교사는 “페미니즘 교육을 잘할 방법을 생각하고 연구하는 게 내 일”이라고 

여겼으며 학교에서 아이들과 수업을 하는 것, 이를 위한 수업연구를 하는 것이 교사로

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일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페미니

즘 교육실천에 대한 공격적인 여론과 편견들로 인해, 그러나 학교에서의 페미니즘 교

육에 대한 공감대가 부재한 상태, 그리고 페미니스트 교사의 숫자가 많지 않은 상태에

서 다양한 사회적인 활동에 개입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학교에 페미니즘이 왜 필요

한지를 설득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스스로를 볼 때에 “피로감”을 느끼기도 했다. 교

실 내 수업 외적으로 보다 많은 역할을 하게 될 때, 물리적인 자기 소진과 함께 페미

니스트 교사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다. 

패배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요새 내가 수업적인 발전을 이룬 게 별로 없거든요. 이게 

다른 의미에서는 패배는 아니지만.(서유라)

물론 학교교육의 성차별적인 상황과 페미니즘 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

는 현재의 분위기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적 지원이나 교사 보

호가 미비한 가운데, 일선의 소수의 교사들이 하게 되는 역할의 과다는 연구 참여자들

에게 버거운 것이기도 하였으며, ‘페미니스트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의 경계가 어디

까지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라. 불편해진 일상: “모두의 따가운 시선”

(1)“이중의 코르셋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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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교사로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와 교사

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기대들을 이중으로 부여받게 된다.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교사

다움”, 또는 교사로서 해야 하는 역할 및 규범이 있다. 페미니스트일 경우에는 더욱이 

페미니스트라고 선언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도덕적 검열”과 페미니스트들 간의 “정

치적 올바름”에 대한 기준이 높다.

국가 공무원인 교원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는 전문가이며 보다 높은 

윤리적인 기준이 부과되는 교사라는 정체성과,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부여 받는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어떠한 압박을 느끼게 한다. 

이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은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과 “일거수일투족을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으며, “굉장히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페미니스트이면서 초등교사임을 드러내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그렇게 페미니스트이

면서 초등교사라고 해놓으니까 더 완벽해야 한다는... 흠을 잡히면 안 된다는 이런 

강박이 있더라고요. 특히 마중물 선생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서 트집 잡히는 걸 보니까...부담스럽죠.(임솔리)

우리, 교육사례 쓴 거 보면, 말을 굉장히 골라서 써요. 쓸 때. 근데 사람들이 읽으면

서 걸리는 부분이 없다는 건 많이 신경을 쓴 거거든요. 여러 사람이 읽어서 나온 거

예요. 글 쓰는 거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썼지만, 여러 사람 피드백을 받아서 만들

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도 굉장히 다양한 결이 있는데, 그 사람

들 대부분의 동의를 하는 글이라는 건 피드백을 많이 받은 거예요.(서유라)

네네. 교사, 우리가 정체성이 여러 개가 있는데,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도 있지만 

어쨌든, 국가 공무원이고. 모든 아이들을 품고 가야될 그러니까 의무라는 게 있는 거

잖아요. 물론 개별적으로 다 페미니즘 운동하시겠지만, 그걸 동시에 교육을 하는 우

29) ‘코르셋’은 주로 여성의 허리를 얇게 만들기 위한 신체 변형 기구로, 여성의 외형에 대한 사회적

인 통제를 의미한다. 여기서 연구 참여자들이 쓴 ‘코르셋’ 용어는 보다 넓은 의미로, 자신을 구성하는 

페미니스트 정체성 그리고 교사 정체성과 같은 특정한 대문자 정체성이 요구하는 규범에 스스로를 욱

여넣어야 하는 억압적인 상황에 대한 은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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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에 무게가 다르지 않나. 안 그래도 저희, 또 우리가 당황

스러운 게 양쪽에서 두드려 패니까. 우리가, 저희는 굉장히 온건하고, 굉장히 교육적

으로 아이들이 여성혐오적인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막 이런 말만 해도 

그것도 같은 교사 집단 내에서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저희가 어떤, 그러니까 저희 

단체의 성격 자체로 꼬투리를 잡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끼리는 우리가 내놓는 컨

텐츠 자체도 꼬투리 잡힐 걸 아무것도 없게 하자! 그런 결벽이 있어요. 그렇게 함에

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우리더러 과격하다고 욕먹는데 이쪽에서는 우리더러 온건하

다고 뭐라니까, 아 우린 파워 중도의 길을 걷고 있구나! 우리가 진짜 지나치게 밸런

스 패치가 잘되어 있는 것 같다!(신애리)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와 교사라는 이중의 정체성의 경계에 있다. 자신의 교

육실천을 유지하려면 교사로서 해야 하는 일들에 있어 한 치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교과수업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지, 아이들과 보호자의 평가는 어떤 지에 대해 끊임

없이 신경을 써야 하며, 그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외부의 시선 속에서 “자기 검열

을 더 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즘 교육 실천에 대한 반감의 정서들을 고려해야할 뿐만 아

니라 학교 밖에서 지지를 보내는 여론들의 시선 역시 의식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내 편한테도 전략을 써야 되고. 반대편에는 더 강한 전략을 써야” 하는 상황에 놓인

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양 쪽 정체성과 다양한 목소리들이 요구하는 지점들을 충족시

키지 못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적 “결벽증”이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점

들로부터 “자유롭고 싶어도” 현실은 그러지 못한 것이다.

(2)“또 싸워야겠구나.”

교실 내에서의 수업과는 다르게 동료교사 또는 보호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연구 참

여자들의 권력 관계의 지형이 달라진다. 동료교사와는 직위 상 평등한 관계이며, 보호

자는 교육의 수요자 및 나이 권력과 지위 권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페미니즘적인 교육신념을 드러내고 실천해야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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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스스로 약간 부담을 느끼는 지점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혁신학교라 전

체 회의에서 진짜 모든 사람이 막 발언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모두가 성인지적인 

그런 관점에서 발언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머님께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이

렇게 하면, ‘하...일어나야 되나...보호자라고, 보호자라고 말씀해주시길. 아닌가, 이 시

점인가? 아닌데. 이거 다음에, 이 과제 관련 얘기에서는 혐오발언이 폭발할 거라 난 

여기서 터져야 되는데. 지금 벌써부터 문제제기하면 너무 질리지 않을까.’ 하면서 뭔

가 이렇게 각을 재야하고. 성폭행이랑 관련된 예방연수를 들어야 하잖아요. 그런 거 

갈 때도 이상한 사람이 오면 싸우러...싸워야겠구나. 그런데 저는 이제 처음으로 이 

학교에 와서, 아직 학교의 친한 선생님들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싸움질을 하는 모습

을 가장 먼저 보여드리겠구나. 이런 거 이제 부담이 되고. 연수 들어갈 때 싸워야 한

다는 마음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면 좋은 거 

배워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도 사실은 힘든데. 그런데 싸우는 마음으로 들어

가야 되는 게 좀 힘들고.(서유라)

서유라 교사는 성 인지적 감수성이 부족한 학교 및 교사 연수 상황에서, 자신의 입

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마다 고민에 빠진다. 윤리적 차별화를 드

러내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자신은 싸움

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신애리 교사의 경우에는 학교 생활지도에 있어 자신의 페미니즘적인 신념을 부과할 

때에 갈등에 대해 말한다. “학교 생활지도의 편의성에 있어 페미니스트인 부분을 버리

면 되게 편하”게 갈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신애리 교사는 생활지도

에 있어 여성인 양육자와 생기는 갈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내가 여자선생님인데, 아빠한테 전화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상한 일처럼 되는 

거? 그건 주 양육자가 무조건 엄마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물론 그냥 저도 

엄마한테만 전화하면 편하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아버님들한테 전화하고 나면 어머

님들이 다시 전화가 와요. 어머님에게만 전화 드리면 ‘아, 그랬군요.’하고 넘어가는데, 

왜 아버지 전화해서 애를 혼나게 만드냐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아빠가 

알아야될만한 일은 육아에 있어서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잘한 아이의 사생활이 

아니라. 그런 짜잘한 건 엄마 담당인데, 아빠가 거기까지 알 필요가 없는데, 왜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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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부모 총회 때 얘기를 드리는 게 이제 페미니스트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육아

에 소외되지 않기 위해 전화 드리는 거라고 말씀 드려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제가 페미니스트고, 공동 육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근

데 그렇게 했을 때 너무 피곤해지고, 그 수요자가 그걸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제 딜레마, 학부모와의 갈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머님이 되게 서운해 하세

요. 받아들이는 아버님도, ‘선생님이 아빠한테까지 전화했으면 애가 얼마나 큰 잘못

을 한거냐.’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또 학부모님들이 상담을 오실 때, 

엄마가 주 양육자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잘못한 행동을 하면 그건 주로 엄마 책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랑 저랑 그냥 ‘애가 남자애라서~ 남자애들이 다 그렇죠~’ 

이러면 서로 마음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잘못된 거고!!’ 이렇게 되니까. (웃음) 제가 페미니스트인데 얜 남자애라서 

그래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 소신대로라면? 그렇게 했을 때, 

어머니는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웠다고 상처받으시고. 그런 것들? 충돌이 있죠.(신애

리)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이 윤리적인 입장을 보다 명료하게 드러

내야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그들의 분명한 발언과 문제제기는 “공격”이나 “싸움”으

로 받아들여지는 까닭에 내적 갈등에 빠진다. 특히나, 그들의 교육실천에 있어 주요한 

동반자인 같은 학교 내 동료교사나 학생의 보호자와 갈등을 겪게 될 경우에는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는 데에 있어서 더욱 고민을 하게 된다. 

마. 지지의 부재: “내 동료가 없어요.”

연구 참여자들은 “같은 학교 안”에 페미니스트 교사인 “동료가 없다”는 점에 문제

제기 한다. 연구 참여자들에 의하면, 같은 학교 안에서의 동료의 부재는 폐쇄적인 학

교 분위기와 함께, 페미니스트 교사에 대한 대대적인 언론보도와 편견으로 인해 “선뜻 

같이 하자고 손 내밀기”가 쉽지 않다.

성차별적인 문화와 반페미니즘적인 정서를 침묵의 행위를 통해 동조하는 학교는 독

립적인 교권 추구 문화의 폐쇄성과 결합한다. 이러한 학교 분위기 속에서, 연구 참여

자들은 그들의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나 공격에도 마주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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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동시에 적극적인 지지도 받지 못한다. 즉, 학교 내에서 ‘페미니스트 교사’라는 

존재 자체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가시적으로 공론화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더욱이 동료 교사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가 힘들다. 이는 서유라 교사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난다.

보수단체에서 학교로 항의전화 왔을 때 “선생님이 성소수자가 아닌데, 성소수잔지 

알아서 그래~” 뭐 그런 말 들었을 때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 말하기가 참 애매하잖

아요. 내 편을 들어주려는 사람인데. 선의에 의해 다치는 경우가 늘 생기고. 그리고 

“어... 조심하자~” 이러면서 막. 그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딱 맞서서 막 “서유라 꼴페

미년, 메갈년!’ 이렇게 나오면 나는 잘 싸울 수 있어요, 진짜로. 그거는 되게 잘 싸울 

수 있는데. 사실 ‘근데 세상이 너무 흉흉하고 그러니까 그런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는~’ 뭐 이런 식으로 하시죠, 보통은 저한테. 근데 그런 거에 대응하는 게 사실은 되

게 제일 까다롭고. ‘어~ 대단하다. 쌤은 어떻게 그런 것도 해?’ 이건 긍정적인 부분. 

다음, 아닌 분들. ‘저 쌤은 좀... 드세시죠~ (웃음) 뭐..’ 이런 식. 지지라 함도, 뭐지.. 

‘하하.. 좋을 때다~ 젊을 때다(웃음). 그런 것도 시작해서, ‘쌤은 승진 생각이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의 지지들? 그러니까 내 동료가 없어요. 동료가 정말 없고.. 같은 

학교 내에 동료가 없고, 음.. 인권의식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교사집단도 

뭐..사회 일반과 다르지 않죠. 그게. 낮은 편이기 때문에, 동료는 잘 없어요. 너무 대

단하다, 라고 생각하지. 나도 함께해야 되겠다, 라고 까지 오지 않았어요. ‘내 일이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이거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고요.(서유라)

서유라 교사는 페미니즘과 관련한 교사 모임을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사학습

공동체로 모집”을 했으나 누구도 지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페미니스트 교사에 대한 대대적인 언론 보도로 인해 생긴 부

정적인 이미지들로 인해 학교 현장의 관리자들이 “겁을 먹은” 상태에서 선뜻 나서서 

지원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신애리 교사 역시 같은 학교 동

료 교사에게 “같이 하자”고 손 내밀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신애리 : 그런데 이게 막 하도 언론에서 막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니까 선뜻 같이

하자고 손 내밀기가 좀, 쉽지 않은 느낌?

연구자 : 안 좋은 얘기라는 게, 이들이 매우 힘든 상황에 있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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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애리 : 네. 그렇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막 선생님 이거 같이 해요 라고 말 건네기

가 되게.. 조심스러워지더라구요. 막. 어떤.. 막.. 고난을 같이 하자고 하는 

느낌 이라가지고 죄송해요. 친한 사람이 같이 해주겠다고 하면 그렇게 힘

이 될 수가 없겠죠? 근데..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하지?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당장 학교 업무하면서(웃음) 안 그래도 바쁜 선생님들한테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 게.. 막, 선생님들 안 그래도 바쁜데 이거 같이 하자

고 손 내밀기가 되게 죄송스럽기도 한 거 약간? 되게 뭐라 해야 하지? 아 

너 할 일 없구나, 막 이렇게 느껴질 까봐.. 니가 넉넉한, 시간이 많구나? 막 

이렇게 받아들여 질까봐 학교 안에서? 몰라 약간, 비겁하긴 한데, 좀, 그렇

게 보일까봐 내가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되게 넉넉해 보일까봐? 

막 시간 많고 여유 있고 학교생활 좀 편하고 막 이렇게 보일까봐.

임솔리 : 네. 근데 아무튼. 그러면 굉장히 성역할 고정관념적인 발언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걔는 남자애가... 걔는 아무래도 여자애라 그런지.. 그때마다 

제가 그게 꼭... 남자애랑 여자애라서 그런건 아니거든요.. 매번 말을 하는

데 전혀 먹히지 않고. 그런 말을 자주 하시는 선생님들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죠.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젊고 막내 축이다 보니까. 이제 

나이 많은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런 외부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제 뭐 

학교 뭐 이렇게 빠지고 강사 선생님이 하러 오고 뭐 출장을 갔다온 적도 

있고 그니까 이제 그런 거죠. 젊고 뭐 잘나간다고 다른 선생님들 무시한다

고 생각하실까봐.

 

위와 같은 학교 분위기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밖에서 페미니즘 교육의 필

요성을 실감하는 페미니스트 교사들과 연대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밖 공간에서 

기획한 ‘초등성평등연구회’를 중심으로, 자신의 개별적인 전문성을 개발하고 수업 실천

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내가 가르치는 우리 반은 변한 건 맞”지만, 

학교 차원에서의 변화가 더디다는 점을 깨닫는다.

연구 참여자들은 같은 학교 내에서 자신의 동료가 생김으로써 학교 안에서 많은 변

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자신의 발언에 동조해주고, 함께 교육실천을 고민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124 -

신애리 : 다르겠죠. 훨씬, 훨씬, 다를 거예요. 일단, 막 저 혼자 입 바른 소리한다고 

느낄까봐? (그치..) 그런 페미니즘한 이슈에 대해서 말을 꺼낼 때 막 ‘너만 

잘나서 그런 거 생각하냐~’고 느낄 수 있잖아요. 진짜, 뭐, 막 이런 거? 애

들한테, 애들 학교 번호 바꿀 때. 왜 남자만 1번부터냐.

연구자 : 그래, 한명만 더 옆에 있으면~

신애리 : 맞아요, 쌤 말이 맞아요. 이래주면 완전 겁~나 힘, 완전 힘 되죠.

네. 필요하죠. 저를 위해서도 필요하죠. 제가 이제 항문성교로 공격받으면 누가 날 

감싸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가 다르면 같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적어요. 

(맞아요.)그냥 수업하나를 만들어서 서로 다른 학교에서 각자한다가 되는데 같은 학

년, 학교까지도 아니고 학교까지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의 폭이 확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같은 학교에 나랑 같은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

이 해요.(서유라)

신애리 : 이제 제가 막 여자애들도 까불어도 되고, 막 해도 된다고 가르쳐서 애들이 

그렇게 했어. 근데 내년에 윗 학년으로 올라갔어. 그때 ‘쟤네 이상해’ 라는 

소릴 들을까봐.

연구자 : 애들이 내 손에서 떠났을 때?

신애리 : 어. 나 때문에, 약간 집단에 소외되는 일이 생기거나, 그럼 어떡하지? 여자

아이들도 막 나대도 되고, 남자애들도 앉아서, 우리 반 애들 남자 되게 공

기 잘하거든요. 내가 애들 같이 모이게 섞으려고 진짜, 밀어 넣고 해가지

고, 그 보드게임 같은 것도 롤리큐브 같은 중성정인 보드게임 사다놓고 막, 

그렇게 하고. 이제 처음엔 남자애들 공기놀이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남

자애들도 보니까 열심히 공기 되게 잘해요. 다들 인어공주 자세로 앉아서 

하고 있어. 하하. 그게, 내가 막 이것도 하고, 뭐 저것도 하고 해가지고 이

후에도 여러 수많은 것들을 같이 하자 하자 해가지고 남자도 울어도 된다, 

뭐, 다 했어. 근데 내 손을 벗어났을 때, 그걸로 놀림을 받거나, 아이들이 

당황하는 상황? 모든 매체와 가정과 사회와 학교가 남녀를 분리하고 있는

데 나 혼자 아등바등 해봤자, 쉽지도 않을뿐더러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여

서 이거 했을 때 놀림 받으면 그거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제

가 막, 교실에서 남자애들이 앉아서 뜨개질하고 이러는 거 막 장려하고 했

는데? 그 다음 해에 막 주변으로부터 ‘게이 새끼’라고 놀림 받으면 막 수습

이 안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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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밖의 페미니스트 교사들과의 연대를 통해 자기 교실은 바뀌

었지만, 같은 학교 내의 교사들의 의식의 변화가 없는 이상 실질적인 학교 변화가 어

려울 것이라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 차원의 실천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서는 학교 안의 동료의 존재가 필요한 것이다.

바. 레퍼런스와 설득의 권위 결여 : “무기가 필요해요.”

연구 참여자들은 SNS와 언론 매체, 강연, 출판 등을 통해 그들의 수업연구 내용과 

교육실천 사례 등을 공론화하며,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페미니즘 교육실천이 필요하다는 그들의 주장이 사회적인 설득력을 가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이 생산해내는 지식이 보다 효과적으로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자원 또는 권위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의 현장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수업연구나 교육실천 사례로부

터 끌어내는 그들의 의견이 전문적인 지식으로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의 논의를 뒷받침해주는 보다 “대중적”이고 효과적인 “중간 단계의 지

식” 자원의 필요성을 느낀다. 

 

성차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아무리 찾아봐도 관련 자료가 껄쩍지근해서. ‘아이의 

사생활’에서는 너무나 당당하게 성차가 있다! 여자애는 핑크를 좋아하고! 이런 식으

로 당당하게 다루는데, 그런 연구결과를 반박할 정도로 센 거는 없더라구요. 없어야 

정상이죠, 사실은.(웃음) 그래서 그냥 초반에 했던 논조대로 ‘성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는 것이 교사가 해야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성차를 강조하는 교육이 아이들에

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다.’하면서 사례를 추가로 집어넣고, 연

구결과를 찾은 것들 중 이러저러한 결과들을 보여주는 정도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

런데 연구결과 부분은 빼자고 하시더라구요. 두루뭉술해서 논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사실 이제 가장 좋은 건 좀 우리가 막 아는 유명한 대학!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성차, 그런 거 없다! 라고 딱 해주면 좋은데. 연구라는 게 그렇게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저런 조건하에서 보았을 때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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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연구니까.(서유라)

 서유라 교사는 학교 현장에 만연한 아이들의 성차에 대한 담론을 반박하는 글을 

투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효과적이고 강력한 레퍼런스가 부족함을 

토로한다. 현실에서는 “아이들의 사생활: 남과 여”와 같이 명쾌하고 대중적인 방송과 

서적들이 판치지만, 아이들의 “성차를 부정하는” 효과적인 대중서적들은 찾아보기 힘

들다. 학계를 중심으로 유통되는 연구물들은 연구 특성상 결과 자체가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대중적인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신애리 교사는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 표준안과 관련한 연수에 강연을 하

러 간 경험에 대해 서술한다. 신애리 교사는 성교육 표준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보건교사와 싸우”는 과정에서 스스로 “레퍼런스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며, “공부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냐”는 필요성을 느낀다.

애초에 그 (성교육표준안)가이드라인 자체에, 여성의 신체변화에 대해 가르치지 않도

록 지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너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걸 수긍하면 난 

페미니스트가 아니야. 어떻게 그걸 수긍하면서 페미니스트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런 것들이 여성에 대한 기만이고, 여자 청소년들이 임신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알지 

못한 채로 임신을 겪게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제도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올

바른 지식을 갖추게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이었는데. 그 학교 연수에서 보건 선

생님이 ‘초등학교 여자애들 손가락 끝에 종이로만 비어서 와도 호들갑을 떨면서 막 

오는데, 그 임신이랑 출산 이런 걸 다 가르치면 애들이, 얼마나 무서워하겠냐.’고 하

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무서운 일이면 진짜 가르쳐줘야지! 그런데 이 지점에 대해

서 저도 전문지식이 없고, 어디까지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하는 건 

옳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아이들에게 임신 출산 과정을 그대로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건, 비위 약한 친구들한테는 고어물 보는 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따라서 

‘분명히 어떤 지점까지는 합의가 필요하지만, 완벽하게 그 내용을 배제하는 것은 기

만이다.’라고 주장할 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어떤 생물학적인? 교육학적인? 근거? 

그 연령대 아동과 관련한? 어떤 여성학적인 근거하고 더불어서. 그런 게 필요한데.

(신애리)

연구 참여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내가 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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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서유라 교사도 성소수자 관련 문제, 성폭행 예방 및 성교육

과 관련한 문제, 성차와 관련된 문제 등등에 대해 글을 쓰다가 “포기하는 주제가 늘

어”났다. 페미니즘과 관련한 저서들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관심과 출판량의 증가로 “어

떻게든 자력갱생을 시도해 볼 수” 있었으나, “젠더 이슈를 민감하게 생각하는 저자”가 

쓴 성교육 또는 성차와 관련한 책들 중에는 “읽을 만한 책이 없”는 상황이다. 성교육 

같은 경우는 보건교사가 전담하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해 본 경험이 드물고”, 주제와 

관련한 “연수를 들은 기억도 딱히 없”다. 

서유라 교사와 신애리 교사는 이러한 전문지식의 결핍을 보완하기 위해 자신에게 

접근 가능한 자원들을 이용해보려고 하지만,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들 자체

가 부족함을 느낀다.

그니까 저희가, 생각을 계속 했던 게? 저희 연구회 안에서 초빙 강사를 불러서 연수

를 좀 들어보자. 관련 전문가를 불러서 강연을 들어보자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찾는데 전문가가 없어.(웃음) 그런데 심지어, 그 다음주에, 그 서울시 교육

청 있잖아요. 성교육 관련한 곳에서 거기서 우리한테 강사로 와 달라는거야. 우리한

테 강사로 오라고? 그쪽이 전문가 아니야? 우린 거기에 우리를 연수대상으로 불러달

라고 할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신애리)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원래 좀 이렇게, 학계가 있고, 이렇게, 좀 현실이 있고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다 그런가? 다른 나라도 다 그

런가? 지식 소매상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역할을 하는, 좀 질 좋은, 뭐 대

중 학술서를 쓰는 사람이나 그런 게 이제, 좀 사이에 있어줬으면 좋겠는데.(서유라)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범이 내에서 그들의 관심 주제와 관련하여 

“질 좋은 대중적인 학술서”나 “전문 강사”를 찾아보기도 했으나, 도움이 될 만한 자원

들을 찾지는 못했다.

동시에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용적인 측면에

서 전문적인 지식 자체를 보완해야 할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승인을 통한 학계 권위를 

가질 필요성을 느낀다. 지식은 단순히 지식이 담고 있는 내용에 뿐만 아니라 누가 그 

지식을 말하는지에 의해 힘을 얻는다. 실제로 학교에서 통용되는 성차 담론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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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아이들의 사생활: 남과 여>의 설득력이 높은 이유는 그 지식의 출처가 EBS와 

“서울대학교 교수”와 같이 학계에서 명성이 있는 이들에 의해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초등교사’라는 위치 자체만으로는 그들의 지식이 설득력을 얻기 어

렵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우리가, 전문가여야 씨알이 먹힐 건데. 연수에서 그런 주장을 했을 때, 엥? 초등교사

라고? 니들이 뭘 알아. 뭐 이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구요. 초등교사가 뭘 알겠어. 전문

가겠어? 그냥, 초등학생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있기 때문에.(웃

음)(신애리)

현실에서는 여전히 ‘아이의 사생활’ 실험영상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웃음). 나 진짜 

그 교수 정말 너무 증오해요. 내가 성차에 대해서 교육하는데 있어서 최대의 적이에

요, 정말요. 근데 나는 그 사람만한 권력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서울대학교 교수고, 

나는.. 나는(웃음) 교사니까.(웃음) 나는 서울교대도 안 나왔어! 나는 지방교대 나왔

어, 심지어(웃음)~ 에이~ 서울교대라도 나올 걸~ 젠장~(서유라)

현재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경력 10년이 안된 초임교사다. 초등교사의 전문성이 격

하되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현장의 경험과 실천을 통해 형성한 지식이 설

득력 있는 지식으로서 존중받기 어렵다. 이는 보다 다양한 전문적인 지식 자원의 필요

성을 요구하는 동시에, 지식을 생산하는 주체로서 ‘초등교사’라는 위치를 보완해줄 수 

있는 다양한 권위(지배적인 방송매체, 학위 등)와 같은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지점이다.

3. ‘페미니스트 교사’의 행위전략

제3절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모순과 갈등 상황에 대해 성찰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행위전략을 모색한다. 

인간은 자신의 자신이 처해 있는 맥락 및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이나 열망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적 행위는 마주한 갈등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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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완전한 해결책일 수도 있으나 동시에 임시방편적인 행위일 수 있는데, 이러한 행

위성의 발휘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장·단기적인 목적을 지향하기 때문이다(참고문헌).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이 채택한 행위전략이 마주한 갈등 상황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이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상황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저마다의 행위전략을 꾀

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일련의 과정들은 그들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끊임없는 탐구적인 

과정이자 변형의 과정으로 읽힌다.

가. 교사 권위: “교사라는 나의 위치가 도구”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갖는 권위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는 과정에 

놓여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권위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연

구 참여자들은 보다 성 평등한 교실과 학교 문화를 위해 그들의 권위를 상황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통해, “교사라는 나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전통적인 학교 교사의 권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교사라는 위치”는 필연적으로 학생들과 수직적인 권력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그 위치에서 나오는 교사-학생 간의 권력 관계를 부정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들은 교사로서의 권위가 필요한 상황과 맥락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다행히 그게 있어서, 이제 애들과의 관계에서 제가 좀 여유가 있는 거죠. 제가 강자

라고 느낄 때가 많으니까. 그리고 저는 제가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아는데, 

애들이 굉장히 절 좋아해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아이들은 굳이 제가 아니었어

도 좋아했을 거예요. 담임선생님이니까. ...(중략)... 담임교사라는 이유로 아이들이 날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 내가 영향력이 있다는 거를 알잖

아요. 그렇게 가지는 여유에 가까워요.(서유라)

담임교사라는 위치 자체는 학생들에게 일정 정도의 무조건적인 신뢰를 형성하는 역

할을 한다. 이러한 교사와 학생 간의 권력 관계는 교사가 아이들의 성차별적인 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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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혐오 발언을 목격할 때, 그에 대한 진실을 명확하게, 위장이나 윤색 없이, 직접적이

고 처방적으로, 해석의 여지없이 드러내는 역할을 수행자신의 윤리적인 입장을 드러낼 

수 있는 기반이 되며, 학생으로 하여금 교사의 발화를 기꺼이 수용하겠다는 신뢰적 관

계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사의 권위가 주는 안정감과 아이들의 신뢰는 

교사가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네, 근데? 애들과의.. 애들이랑 저의 관계는, 제가 절대적으로 강자, 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이게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알아요. 동등한 인격체로 

사실은 (아이들을)보는 시선이 좀 약한 거죠. 저는 사람이(제가) 기가 세보이잖아요, 

애들도 그걸 알거든요. 더 동물적으로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 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기본적인 이미지가, 이른바 말하는 여성스러운 사람이, 

‘어 나 아닌데~?’ 하면은 그거를 더 놀려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씨익 웃으면서, 

‘아닌데?’ 하면은 애가 쫄아요~(서유라)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교사 권위는 아이들로부터 교사의 권위와 함께 결합한 자신

의 카리스마를 이용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학생들로부터 입을 상처로부터 자신을 방

어하기도 하고, 그러한 상처에 대해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피해자의 상황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상처

를 입힌 남아 역시 교육적인 대상으로 보는 여유와 자신감을 갖게 하는 방편이 되었

다.

또한 교사로서의 권위는 연구 참여자 자기에 대한 방어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아이

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이나 가해의 상황을 제지하는 데

에도 활용된다. 교실 내에서 발생하는 무/의식적인 성차별적인 상황, 혐오발언, 물리적

인 폭력 등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어조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상황을 제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임솔리 : 네네. 아이들한테 완력이나, 너무 폭력적인 말이나, 이런 것들을 안 쓰겠다

고 스스로 다짐을 했는데? 막 예를 들어서 얘가 얘를 패요, 막. 그만해! 그

래도 계속 패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만하라는데~ 이렇게는 무슨.

연구자 : 완력으로(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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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리 : 네. (웃음) 그러고 선생님의 권위로 그만하라고!!! 이 자식!!! (웃음) 이거 

말고는 딱히 답이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니까 당장 아이들 사이에도 

권력관계가 있는데, 제가, 어떤 제지력이나 그런 걸 갖지 못하면, 그 교실 

붕괴라고 말하잖아요, 흔히.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교실 내 약자, 약자인 

애들부터가 피해자가 되거든요 당장.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여전히 이러한 카리스마적이고 위계적인 교사의 권위를 비

판적으로 성찰하며,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교사 권위에 대한 해석을 달리한

다. 교사와 학생 간의 상하 위계 권력 관계에 있어, 강압적으로 내리누르는 방식이 항

상 유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찍어 누르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를 가져

오긴 하지만, 지속적인 깨달음으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우며, 이것과 교육을 하는 상황은 

엄연히 구분 되어야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의 권위를 아이들과의 대화를 여는 기

제로 활용한다. 

사실 저는 학군이 좋은 데를 계속 왔었어서. 그런 말을 사용하는 애가 한 반에 한 

둘이었어요. 그니까 걔만 깨부수면 페미니즘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아도 (그런 말을)사

용하지 않게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전에는 그거를 찍어 눌렀죠.‘너 그거 무슨 무례

한 말이야?(정색)’ 이러면서 막. (웃음) 막 울리고 이러면서 ‘아니 니가 한 말을 다시 

해보라고.(정색)’이러면서 찍어 누르고 했었는데. 네네, 근데 이제는 약간 애들이 그

런 말을 하는 게 안 좋았던 기억(경험?)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공유를 하

면서 진짜 ‘어 나도 그랬어.’라는 거를 학생들한테 사실 가진 적이 없는데. 근데 페

미니즘 교육을 하고 나면 그걸 쓰는 걸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효과였죠.

(서유라)

연구 참여자들은 무작정 자신이 갖게 되는 권위를 부정함으로써 이상적인 탈권위를 

지향하지 않았다. Ellesworth(1989)는 평등한 교실을 지향하는 실천 과정에 있어 교사

의 권위에 대한 부정과 해체가 하나의 신화처럼 되어서는 안 되며, 보다 심도 있는 성

찰과 전략을 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구 참여자들 역시 막연한 탈 권위가 아닌 오

히려 자신이 갖는 교실에서의 교사 권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페미니즘 교육 실천

을 가능케 하는 힘으로 활용하였다. 더불어, 권위에 대한 보다 다양한 접근과 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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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권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부여하였다. 그들에게 권위는 정해진 답을 강요하거

나 자신의 교육 철학을 강요 하는 아니라, 아이들의 특수한 경험과 상황을 공유하고, 

아이들의 경험을 통해 지식을 생산해내는 조력자의 역할로서 권위를 재개념화하게 된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 교사가 가지는 권위적인 힘에 대하여 “모순을 완

전히 없애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모순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하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자기만의 판단과 원칙을 세우는 가운데에 권위에 대한 

자기만의 해석을 시도하고 있었다.

나. 주력분야로 성장시키기: “매력적인 연구 분야”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에서의 페미니즘 교육을 ‘발명교육’이나 ‘영재교육’과 같이, 현

장의 교사들이 자신의 특화된 전문 영역으로서 도전할 수 있을 법한 하나의 주력 분야

로 성장시키는 전략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전략은 페미니즘 교육을 교사 연수

와 같은 제도적인 차원에 편입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에게 성 평등 교육이라는 게 너무 좀 사소한 주제인 거예요. 그니까 ‘힙’하지

도 않고, 이게 대세인 교육도 아니고, 교육에도 대세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하기

도 힘들 거 같고. 하는데‘왜 해?’라는 (질문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영재 수

학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아무도 저한테 왜 하느냐고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 ‘왜 해’

라는 질문이 있었단 말이에요.(서유라)

그전에는 성평등이라는 게 하나의 도전해볼만한 분야로 여겨지지도 않았어요. 약간, 

뭔가 누군가가 어 나 글쓰기 교육에 관심이 있어 하면 음~ 이런 게 있는데 성평등 

교육에 관심 있어 ‘그게 뭔가 교육의 분야가 돼?’가 있었단 말이예요, 인권이면은 모

를까 차라리,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평등은 그 특화된 분야로 조차 인정

조차 받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최근에 이런 일이 생기고, 터지고, 연구 뜨고 하면서 

인정받는 분위기가 드디어 생긴 건데, 그런 좀 매력적인 연구 선택지로 성평등이 좀 

떴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 교, 신규 교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수업을 하려고 하고, 그럼 그게 결론적으로 신규강사 교사들이 동 학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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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희 여자애들한테 핑크색 사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한마디만 하면 

좀 바뀌는 거니까.(서유라)

이전에 성 평등은 “교육의 분야”가 된다는 생각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들은 성평등 교육 수업안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알리고, 보급하면서 현 

교육 제도 속에 편입시키는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성 평등 

교육이 특화된 분야로 인정받고, 교사 들 사이에서 “매력적인 연구 선택지로 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수업 실천 사례나 연구들을 “문서화”

하거나 “업적화”시켜 제도적으로 “인정”을 받고, 정식적인 연수나 교육청의 지원을 받

는 연구회의 형태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청과 같은 제도

적인 기관으로부터 공인 받은 강사가 연수에 올 때 “‘오~’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듣는”,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즘 교육의 제도화 및 일반화에 수반되는 부작용들을 

염려하기도 한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하다가 보면 언젠가 한계가 오겠죠. 연구회들이 다 그렇거든요. 

연구회들이, 막 적극적으로 수업 연구를 해. 성과를 올려. 강의를 강사로 막나가. 학

교 일선에도 막나가. 그럼 선생님들이 성평등에는 관심은 없지만 당장 내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에) 써먹을게 필요하니까 그거를 듣고 뽀로로 수업 이거 괜찮네, 나

한테 자료를 받아서 뽀로로 수업 해, 그리고 내일부터 남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책 

그런 걸 계속 추천하고. 그렇게 하면서 난 성평등 수업 잘했어. 그때 자료 받아서 난 

너무 잘했어. 난 성평등한 교사.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최악의 그림인데 사실은 그렇

게 될 가능성이 높죠.(서유라)

그런 게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선생님 말이 맞기도 해요. 이런 분야는 뜨고 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글쓰기 교육 확! 떴다가 요즘은 또 사양길이고, 발명교육 확! 

떴다가 사양길이고, 영재교육 확 떴다가 사양길이고 하는데 페미니즘 교육은 확 떴

다가 사양길이면 안 되거든요. 페미니즘은 그런 점에서 좀 다르죠. 페미니즘은 절대

로 사양길이 되면 안돼요. 기본소양으로 깔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그

렇다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정말, 그렇다는 인식이 있으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페

미니즘을 띄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몇몇 강사 그러니까 흔히 어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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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띄운다고 했을 때 연구회를 차리고 그 연구회에서 좋은 수업들을, 일반화시키기 

좋은 우리 연구회에서 만든 교안으로 쫙 짜여진 그런 수업들을 주루룩 만들어내고, 

어 그거를 보고서 막 강사요청도 들어오고 어쩌구저쩌구하면은 그 강의를 들은 사람

이 “오, 나도 이 연구회에서 활동을 해야 겠다”해서 들어오고, 그럼 그 연구회는 커

지고, 연수도 좀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는 teacherville연수 뭐 이

런데 성평등 연구 이런 섹션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뛰어서는 안되는 게 그 페미니

즘 교육 아니냐.(서유라)

  

연구 참여자들은 성 평등 교육을 하나의 특화된 분야로 교사 연수 및 전문 분야에 

편입시키는 방향을 고민했고, 이것이 성 평등 교육을 홍보하고 보다 익숙하게 만드는 

것에 기여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반면, 제도적인 편입이 교사들의 의식 수준과 함

께 따라가지 않을 경우에는 보급되는 수업안만 기계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에 대해 염려

를 표했다. 이때까지의 많은 교육들이 그랬듯이, 페미니즘 교육 역시 하나의 일시적인 

유행으로 “뜨는 분야”가 되었다가 다시 져져버리는 분야가 되면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

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 설득의 권위 갖추기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의 페미니즘 교육실천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득시키는 것은 권

위와 관련되어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의 견해를 설득하기 위한 권위를 갖추기 위

해 다양한 방식을 통해 권위를 가져오고자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원 진학을 통한 

학위를 통한 전문성 권위를 직접 얻거나 방송 및 언론 매체의 권위에 기대는 것을 고

려하고 있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겉모습(appearance)을 꾸밈으로써 나이권력의 결여

를 보완하거나, 부드러운 설득의 어조와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다.

(1)전문성 권위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견해가 학교 현장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성 권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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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보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교실 내의 아이들과 아이들의 보호자를 설득하는 데에 있

어서는 각각 교사이자 교육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활용하여 그들의 교실 내에서의 교육

실천을 이어 나가게 된다. 반면, 연구 참여자들이 그들의 교육실천을 자신의 교실 내

로 한정시키지 않고 교실 밖의 영역에서 그들의 교육 실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득의 

대상이 달라지며, 권력 관계 역시 변화한다. 이때에는 단순히 “평교사”가 체득한 지식

은 설득의 힘이 낮음을 체감하였다.

연구자 : 대학원가서, 그런 레퍼런스를 좀 더 쌓으려고요?

서유라 : 네. 그쵸. 그러면 좀 정리되겠죠? 네.. 저한테? 네. 도움, 뭐 안 되어도 어

쨌든 학위는 남으니까? 그것만 해도, 발언 수위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쵸. 맞아요, 맞아요. 아, 저는 있다고 봐요. 학교는, 정말로, 권위.. 학계 

권위가, 정말 너무 중요한 것들 중 하나에요. 그래서, 그.. 성차랑 관련된 

생각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 정말정말 너무너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 생

각을 파고들고 파고들고 파고들어보면 ebs. 파고들고 파고들어보면 다른, 

유명한 선생님이 한 강의. 그러면, 내가 대학원 나와서 좀 유명한 사람이 

되면, 이거를 판을 금방 뒤집을 수 있겠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고 있었다. 전문적인 지식에 대

한 필요를 실감하고, 더불어 현장에서의 실천을 통해 쌓은 지식만으로는 사회적인 설

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다.

학교에서 매해 이렇게 유행을 해요. 독서토론. 거꾸로 교실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

에 단초가 되는 게 보통은 방송이고, EBS면 제일 금상첨화고,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의 선생님이 그거 보시고, 막 학교에, 서 영상을 공유하기도 하고,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뉴스OO에서 저희도 해보기로 했어요. 영상을 

찍자.(서유라)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은 초기에는 개인 또는 연구회 SNS계정을 통해 그들의 수업 

실천 사례를 공유하는 방식이었다면, 보다 설득력 있고 파급력 있는 방송 매체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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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실제로 학교현장에서는 매년마다 유행하는 교육방법이 바뀌는데, 주로 새

로운 교육방법을 소개하고 그것의 효과를 검증하고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방송인 

것이다.

(2)겉모습과 톤앤매너(tone and manner)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의 교육실천을 설득하는 데에 있어 의도적으로 겉모습을 꾸미

거나, “톤앤매너”를 고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외양에서 나오는 권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다. 페미니스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에 맞서서, 보다 깔끔하고 교사다운 복장을 선택

해서 냉정하고 이성적인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외양은 페미

니스트에 대한 편견에 맞서는 전략이면서, 동시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결여

된 나이권력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신애리 교사는 초기에 “페미니스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으로 인해 학교의 사람들

이 “날 싫어하지 않을까”하는 “공포”가 있었다. 그로 인해 신애리 교사는 “외모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다고 말한다. 서유라 교사는 “숏컷”을 통해 보다 강하고 권위

적인 이미지를 얻는 것을 고민한다.

신애리 : 그거 자체가 코르셋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 것

도 있어요, 저는 약간.

연구자 : 그게 두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신애리 : 네네. 외려 더 외모와 관련된 부분을 놓게 되는 선생님들도 있고, 저는 되

게 빡세게 관리하려고 했었고, 그, 메신저로서의 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약간. 뭐 학교마다 연수를 제가 가면, 대놓고 말씀하

시는 분들 있어요. 연수 담당 선생님께서, 그 페미니즘 관련해서 연수를 오

신다니까, 되게 억세고 좀 사나운 선생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

놓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선생님처럼 나긋나긋 하신 분이 오실 줄 몰랐

어요, 막.’ 근데 그게 더 효과적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외려. 외려 

선생님이 더 차분하게, 뭐, 그거 자체가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으로 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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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는 한데, 저는 일단, 저 가장 큰 목표는, 내 얘기를 최대한 많은 사

람이, 최대한 많이 들어주는 거를 원해서, 그러면 메신저인 내가 방해가 되

지 않고, 외려 나 자신을 강의재료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서유라 : 먹히지가 않아. 나 지금 고민중이예요. 그, 왜, ‘권위 커트’있잖아요.. 그 여

성 정치인들이 다 하는 거, 그 머리로 바꿀까. 이러고 다니니까 먹히지가 

않는다. 이게 먹히지가 않는 거야~ 이거 아닌 거 같다! (웃음) 권위커트 해

야 하나!(웃음) 저도 진짜 진지한 고민이에요, 이거. 권위 커트를, 정치인 

커트를. (웃음) 권위를 가지고 싶어요. 권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정

말 너무 안 먹힌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복장을, 이렇

게 하고 가면은, 이게 정말, 안 먹혀.

굉장히 포멀하게 다니는데.. 항상 흰 와이셔츠에 슬랙스. 강연 가면, 다 

제 얼굴 모른 채로 가면은, 끝나고서 얘기하는데, ‘아 선생님 근데 제가 

오셨을 때 놀랬어요’, ‘왜요?’하면 ‘선생님 되게 조곤조곤하시고, 되게 친

절하시고, 뭐 되게 상냥하셔서.’ ‘아...’(신애리)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에게 결여된 권위를 보완하기 위해 드레스 코드나 헤어스타일

의 변화와 같은 외면적인 요인들을 고려한다. 페미니스트 교사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와 편견 속에서 설득을 위한 권위를 가지려면 필연적으로 타인에게 보여 지는 것들을 

챙겨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Ropers-Huilman(1998)는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권위를 

획득하기 위해, 복장의 선택과 겉모습을 의식적으로 꾸밈으로서 권위를 확립 및 유지

하려 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은 동료 교사의 대화나 연수 상황, 보호자와 대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부드럽고 “조곤조곤”한 어조와 태도를 가지고 접근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는 자신이 “공격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얘기 자체가 안 되

어 버리”기 때문에 “말랑말랑 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서유라 교

사는 자신의 “인간적인 매력을 꾸며낼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하려고 한다. 

네.. 하나하나 그래. 조져 보자..(웃음). 하나하나. 뭐 조곤조곤. 뭐 되게 기분 나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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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는. 저는 조곤조곤 답을 다는 편이었고, 다른 분들 중에서는 

많이 센 분도 있었고 했었는데. 막 저를 예를 들어서 ‘그 누구 선생님은, 조곤조곤 

설명 잘하시던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세게 말하시면 들을 마음이 안 생긴다.’ 막 이

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 세게 말을 못해서 그랬겠어요? 

반면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의 이러한 전략들이 효과적인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어

떤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라. 전략을 쓰지 않는 전략: “윽박질러서”

연구 참여자들의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이 항상 어떤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만 드

러나는 것은 아니다. 때로 연구 참여자들은 “전략을 쓰지 않고” “명확하게 공격”을 함

으로써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자신의 윤리적인 입장과 판단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

기도 한다.

초기에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 교실에 한정하여 그들의 교육실천을 구성했기 때문에 

“동료 교사들과의 상호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이 시기에는 딱히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의 교육실천이 교실 내

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해야만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

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을 변화시켜야 

하는” 필요성은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행위전략을 채택하게 한다. 그리고 이

러한 전략들은 연구 참여자들이 학교 공간에서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생존 전략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끊임없이 자기 주변의 관계들을 배려하고 상대의 입장과 기분을 헤아려야 

하는 일련의 전략들은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때로는 “답답”함이나 “짜증스러움”을 

느끼게 한다. 

제가 이게, 승질 나는 게, 제가 좀 승질이 더러워 가지고, 참아야 되는데, 비꼬고 싶

은 욕망을 늘 못 참고..(웃음) 근데, 교사들 대부분이 내용보다 톤앤매너에 되게 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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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요. 차라리 이렇게, 확 나랑 싸우자고 나오면, 난 싸우면 되는데. 관망자들이 톤앤

매너에 되게 집착해요. 본인들보다도, 사실.. 제가 비꼬는 거는 뭐 비꼬는 거 알고, 

상대방 짜증나라고 비꼬는 것도 있으니까 상대방이 화내는 건 상관없는데, 관망자들

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이렇게 나오니까, 엄청 짜증나요. 네, 

그냥, 헛소리하는 것을 무시하고 약간, 그냥, 할 말만 하고 떠나는 방식으로 요즘 하

고 있는데, 좀 성에차지 않긴 해요.(임솔리)

페미니즘 교육 이거를 하기 전에는 나의 인간적인 매력을 그냥 동학년 정도에서만 

써먹으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큰일을 하려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내 본모

습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아닌데. 이게 내가 접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데 그게 힘들고 싫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힘듦. 제 성향에 맞지 않는 일.(서유라)

네. 전략으로서의 꾸밈노동을 하는데, 그거에서도 약간 또... 있죠. 내가 남자였으면 

이렇게까지 안 꾸며도 내 얘기 들어줬을 텐데.  내가 남자, 똑같은 생각을 남자로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그랬을 텐데, 뭐 어쩔 수 없다. 우리 반 남자애들도, 제가 젊고, 

꾸미고, 이런 여자선생님이니까 근데도 제가 이렇게 애들이랑 기 싸움에서 안지고 

이걸 하니까 받아들이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항상 모순이죠.(신애리)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 교사에 대한 편견과 무의식적인 거부감을 줄이고자 다

양한 생존전략을 채택하는데, 그 과정에서 “내 본래 모습”이 아닌 것을 연기하게 된다.  

임솔리 교사는 페미니스트 교사를 “꼬투리 잡는” 다른 교사들과의 대화에서 상대를 배

려해야하는 “톤앤매너” 전략을 요구하는 상대방들을 보면서 “짜증스러움”을 느낀다. 

서유라 교사는 자신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서글서글한” 이미지를 

만드는 전략을 써왔으나, 점차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힘들고 싫”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신애리 교사 역시 “전략으로서의 꾸밈노동”이라고 

해도,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여전히 자신의 외모에 의존하는 자기 자신이 “여전히 딜레

마이며 모순”으로 다가온다. 끊임없이 타자를 배려하고 그들에 대한 앎을 축적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주체에게, 오히려 타자에 대한 배려는 주체의 예속을 강화하는 요소

로 작동하기도 한다. 끝없는 타자에 대한 앎의 작업과 배려의 노동은 자기소진적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간과와 “자기 망각”을 불러 올 가능성이 있다(Dorlin, 2017; 윤지영

(201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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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전략은 어디까지나 전략이며, 이들이 취하는 배려의 전략

이 먹혀들지 않게 되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모든 사람의 구미에 맞는” 

행동만 하는 것은 어렵다. 남들을 끝없이 배려하는 전략들이 자신에게 항상 “인간적인 

발전”인지는 모르겠으며,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 걸림돌”이 될 것 같다고도 

여기며, “하다 안 되면 때려 칠” 수도 있는 것이다. 

좀 이제, 제가 좀 설렁하게 했죠. 전략을 쓰지 않고, 명확하게, 공격을 했죠. 더 솔직

하게 했죠. 아니 사실 나도 그런 거야.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쪽 성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압박감이 분명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고려하지 않고. 나도 말을 하는 거지.(서유라)

솔직하게, 윤색 없이 자신을 드러내는 이러한 전략은, 주로 그 상대가 연구 참여자

들과 권력 관계가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쓰인다. 임솔리 교사는 학교에서 동료 여교사

들과는 다르게, 부장급 직책처럼 자기보다 “지위가 한 단계 위”이거나, 성인인 “남성일 

경우”에는 성차별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지적하는 데에 있어 달라야 한다고 말한다.

저는 남성들에게 페미니즘을 얘기할 때랑 여성들에게 페미니즘을 얘기할 때 굉장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결국엔 남성에게 페미니즘의 요구는 자기 기

득권을 내려놓으라는 요구인데 반해서, 여성에게 페미니즘의 요구는 너의 삶을 성찰

해보고, 너의 삶속에서 여기와 우리가 하는 얘기와 연결된다는 것을 깨달아봐라. 라

는 그런 얘기기 때문에. 엄청 다른 얘기기 때문에. 저희 참교육 실천대회 가서도, 남

교사가, 정말 빻은 질문을 할 때는, 제가 막 공격했는데, (웃음) 여선생님이 빻은 질

문을 할 때에는, 아 선생님은 이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군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

데, 그게 무슨 제가 남자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어른 남자라면 차라리, 내가 맞더라

도, 내가 그렇게 깽판을 쳤다가 맞더라도, 뭐 내가 죽지 않겠다는 확신만 있으면 해 

보겠어! 네 진짜 오히려. 저는 정말, 심기 거스르는 남자들한테는 지랄 잘하거든요.

(웃음)(임솔리)

강의를 듣는 내내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 부분을 지적해야 돼, 이 부분을 지

적해야지, 이 부분을 지적해야지’ 이러면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 분도 이제 그게 티

가 났겠죠. 제가 그러고 있는데 티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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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고)손을 들었더니 저를 아예 시키지 않더라고요. “아 저는 질문이 세 개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지정을 받아서 했는데 소리소리 지르면서 싸우다 끝이 났어요. 그 

분이 이제 딸이 있는 분인데 농담처럼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딸의 외모 문

제라든가 그런 거가 ‘나한테는 지금 현실이고 되게 내가 고민했던 주제고 어떻게 가

르쳐야 될지 모르겠다.’(나는)되게 고민했던 주젠데 그 분은 거기에 대해 별로 성인

지적이지 않은 농담을 마구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왜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흔히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들었던 그런 툭툭 던지는 굉장히 무책임한 

아이에 대한 농담들을 왜 내가 듣고 있어야 하나. 저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를 가르

칠, 배우고 가르치려고 여기에 온 걸 텐데,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

을 때 그 분이 그냥 실수였다고 말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좀 사소한 부분이기도 

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큰 틀에서 이제 제가 그 분의 강의가 아예 쓸모없다는 

얘기도 하기는 했어요. ‘나는 그거를 남자인 당신한테서 별로 듣고 싶지 않다. 그래

서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거는 교육이고,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지에 대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약간 변명처럼 들린다. 이게 왜 변명처럼 들렸냐면 

당신이 그거(발언)를 별로 후회하는 거 같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면 

당신이 후회한다면 여성인 딸이 외모 때문에 고민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그

냥 단순히 아이가 귀엽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여성으로서 겪는 사회적인 압박이고 

이게 이른바 ‘코르셋’이라고 하는 그런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를 알아야 하는

데, 당신은 그걸 되게 농담거리처럼 얘기하지 않느냐. 이거는 내가 우리 연구회 선생

님들이랑 이러저러하게 고민하는~‘ 막 이러면서 엄청 길게 얘기를 했어요.(서유라)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와의 권력 관계에서 보다 우위에 있는 상대에 대해서는 보다 

전투적으로 “강하게 얘기”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고 “깽판을 치”며 “싸운다”. 

학교 현장에서 페미니스트 교사는 그들에 대한 왜곡된 편견과 은근한 비꼼, 당당하게 

그들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만연하고 때로는 당연하기까지 한 비가시적인 폭력들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타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과 “눈치 보

는 것”은 연구 참여자들의 몫이다. 이러한 상황은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기 입장

을 밝혀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 “발언하지 못한 나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며, 

스스로가 두 부분으로 “쪼개지는 기분”을 느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 주변의 모든 

관계를 배려하는 생존 전술을 넘어, 보다 자기 자신을 배려하고 위하는 기술로서 보다 

분명하게 명확하게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자신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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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 및 이해 논의

교사 정체성 형성에 대한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주로 교사집단에게 요구되는 교과 

내용지식이나 교수학적 기술과 같은 ‘조직적 전문성’의 습득이나 교직사회화의 과정에 

집중하여 교사 정체성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교사 정체성은 교사를 구성하는 개인의 

경험 및 사회문화적인 조건들에 의해 구성되며, 교사는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다

층적인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을 성찰하는 가운데에 자기 나름의 교사 정체성을 실천하

고 구성해 나간다.

이 연구는 최근 국내 학교 현장에서 등장한 ‘페미니스트 교사’ 사례를 통해 교사 

개인의 삶의 경험 및 교사를 둘러싼 사회문화적인 조건들에 의해 구성되는 교사 정체

성의 다층적이고 혼종적인 특성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교사 개인의 해석과 실천을 통

해 성취되는 교사 정체성에 대한 이해의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Ⅳ장과 제Ⅴ장에 걸쳐 최근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페미니스트 교사’에 주목했다. 제Ⅳ장에서는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의 계기와 

이들의 교육실천 및 변화의 과정을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살펴보았고, 제Ⅴ장에서는 

‘페미니스트 교사’의 형성을 이루는 중층적인 구조를 페미니스트 교사를 둘러싼 맥락

과 조건, 그리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모순 및 갈등, 이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행위

전략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제Ⅵ장과 제Ⅴ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사례를 

통해 드러난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 및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1. 혼종적인 교사 정체성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사례는 교사 정체성의 다층성 및 혼종성을 드러내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페미니스트 교사’는 개인의 ‘페미니스트’ 정체성과 ‘교사’ 

정체성 간의 조응과 갈등, 그리고 협상의 과정에서 출현하는 정체성이다. ‘페미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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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체성은 이를 구성하는 부분적인 정체성들 간의 산술적인 합이라기보다는 양자 

간의 지속적인 긴장과 갈등 속에서 재/구성되는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즉, ‘페미니스

트 교사’는 ‘페미니스트’와 ‘교사’라는 “자기 위치들(I-positions)”(Akkerman & 

Meijer, 2011: 311)간의 역동 속에서 구성되는 정체성이다.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은 기존의 교사 집단을 지배하는 공통적인 규범(교사의 제

도적 권위, ‘여’교사에 대한 섹슈얼리티 담론, 비판적 대화의 부재)에 도전하고, 균열을 

일으키는 정체성이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의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이 일부 페미

니스트들과도 충돌하듯이, 연구 참여자들의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은 자기 자신의 

페미니스트 정체성과도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의 정체성을 구성

하는 ‘페미니스트’와 ‘교사’라는 각각의 자기 위치가 각자의 의도에 의해 추동되기 때

문이다.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의 출발은 페미니스트 정체성과 교사 정체성이라는 

두 범주 간의 조우였지만,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은 기존의 페미니스트 및 교사와도 

갈등 관계를 맺으면서 그 어디에도 온전하게 속하지 않는 제3의 영역을 산출하며, ‘이

방인’으로서 그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정체성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기존의 교사 정체성 형성 논의에서 다층적인 교사 정체성이 어떻게 드러나며, 이것

이 어떻게 논의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는 학자마다 그 결이 달랐으나, 교사 정체성의 다

층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교사의 개인적 정체성(individual identity)과 전문적 정체성

(professional identity)을 구별하고, 교사 정체성 이해의 기초이자 핵심으로서 후자를 

강조해왔다(e.g. Beijaard, Meijer, & Verloop, 2004). 또는 교사집단에게 요구되는 공

통적인 전문성 규범과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구분하여 분석하면서, 개인적 차원의 고

유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을 탈맥락화할 위험이 있다거나(e.g. 

이동성, 2015; 정정훈(2017)에서 재인용), 개인의 독특성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교사

의 전문성 영역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다는 주장이 논의되었다.(e.g. 정정훈, 2017).

그러나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사례를 미루어 볼 때, ‘페미니스트 교사’는 

페미니스트 정체성과 교사 정체성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려운 혼종적인 특성을 가진

다. 그리고 양자 정체성 간의 자연스러운 조화보다는,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은 페미

니스트 정체성과도 교사 정체성과도 불화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즉,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사례는 다층적인 교사 정체성의 특징을 드러내면서, 교사 정체성 형성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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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다층적인 정체성들 간의 지속적인 투쟁 장으로서의 이해를 보여준다. 교사는 자

신을 구성하는 다양한 자기 위치들(I-positions)의 목소리들 간의 긴장과 경합 속에서 

출현한다. 따라서 교사 정체성 형성에 있어 그를 구성하는 다층적인 정체성들 간의 충

돌은 필연적인 것이다.

대부분의 교사 정체성 연구들에서 다층적인 정체성들 간의 긴장이나 충돌을 파괴적

인 것으로 간주하지만, 이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혼성적인(hybridized) 정체성 담론

의 개발과 변형적인 학습을 이끄는 양분이다(Akkerman & Meijer, 2011). ‘페미니스

트 교사’ 정체성 형성 사례는 교사의 다층적인 정체성 간의 긴장과 충돌을 생산적인 

것으로 읽어낼 수 있게 한다.

2. 사회문화적인 맥락과 조우하는 교사 정체성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교사 정체성은 보다 거시적인 

사회적·문화적·정치적 맥락 및 담론과 조우하는 가운데에 형성된다.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사례는 2015년 이후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과 의식 수준의 폭발적인 성장

을 의미하는 소위 ‘페미니즘 리부트(reboot)’라는 거시적인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맥락

과의 관련 속에서 설명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2015년 ‘메갈리아’의 등장, 특히 2016년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사건’을 계기로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위치성을 새롭게 인식하

고, ‘페미니스트’로서 정체화하였으며,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살

아가게 된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

기존의 교사 정체성 형성에 대한 연구는 교사 정체성 형성과 거시적인 사회문화적

인 맥락과의 관계를 분석하기보다는, 다소 미시적인 차원에서 작동하는 상황들과의 관

련 속에서 교사 정체성 형성을 다룬다. 교사 정체성 형성은 주로 개인적인 작업으로 

치부되면서 보다 거시적인 사회문화적인 맥락 및 담론에의 영향력은 그 논의에서 간과

되어 왔다. 더불어 교사 정체성 형성 논의는 주로 학교교육이라는 특수한 영역 내 공

간, 학교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른 역할 및 상황 변화, 교사의 전문성 개발 이력, 교육

적 성취에 따른 교사의 인식과 실천의 변화 정도로 다소 축소된 범위 내에서 이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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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Akkerman & Meijer, 2011). 이로 인해 교사 개인을 둘러싼 맥락 및 요인과 이

것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적인 접근을 취하지 못했으며, 보다 거시적인 학교 밖의 

사회문화적인 맥락과의 관련성 속에서 살펴보지 못했다.

반면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은 그 교사가 처해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력과의 관련 속에서 논의되지 않고서는 이해 불가능하다. 교사 정체성은 학교교육

이라는 특수한 맥락 내에서만이 아니라, 학교 밖의 사회문화적인 요인들과의 조우를 

통해 보다 폭넓게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3. 교사 정체성 형성에 있어 행위성

1절과 2절, 그리고 3절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교사 정체성은 이를 구성하는 다양

한 정체성들과 그 담론들의 영향과 효과를 고려해야 함과 동시에 그를 둘러싼 거시적

인 사회문화적 맥락의 효과에 영향을 받으며 형성된다. 이와 같이, 교사 정체성이 보

다 다양한 외부의 힘들과 효과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연구 참여자들에 의해 

주체적으로 구성되는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은 어떻게 가능한가?

‘페미니스트 교사’의 사례는 교사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교사의 행위성(agency)의 

가능성과 그 의미를 보여준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안팎을 가로지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과 맥락, 그리고 대상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행위전략을 취하는 가운데 그

들의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을 드러낸다. 때로는 순응과 협상의 전략을 쓰기도 하지

만, 때로는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들의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을 주체적으로 성취해 가는 것이다.

실제로 ‘페미니스트 교사’들을 둘러싼 맥락에는 페미니즘에 대한 사회적 반감 정서

와 왜곡, 독립적인 교권을 추구하는 문화, 전문적인 지식 자원의 결여 등 다양한 물적·

문화적인 조건들이 선재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맥락적 조건들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이러한 효과들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을 둘러싼 

맥락적 조건들에 대한 성찰을 통해, 이러한 조건들에 대한 의도적인 무시, 활용, 저항 

등과 같은 다양한 행위전략들을 채택함으로써 나름의 방식으로 그들의 ‘페미니스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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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의 행위성의 발휘는 다양한 

맥락 속에서 저마다 다른 실천 수준으로 드러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그들의 교실 내 수업실천을 위해 독립적인 교권을 

추구하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이러한 독립적인 교권 추구 문화가 학교 

차원의 실질적인 변화를 저해한다는 점을 깨닫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공인된 

교사 연수 제도를 활용하면서 기존의 교사 연수 제도에 성평등 교육을 편입시키는 방

법을 활용하거나, 보다 공인된 방식으로 권위를 갖추어 나가는 전략을 채택한다. 학교 

밖에서는 ‘페미니스트 교사’들과 연대하며, 온라인 액티비즘의 형태로 보다 적극적이면

서도 유연한 연대를 꾀하고자 한다.

때때로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페미니스트’이자 

‘교사’로서 요구되는 이중의 사회적인 기대들과 요구 속에서 압박감(“이중의 코르셋”)

을 느낀다. 자신을 구성하는 이 두 가지 정체성에는 각각 ‘페미니스트다움’과 ‘교사다

움’에 대한 일련의 규범들이 내재되어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각각의 정체성이 요구하

는 도덕적인 규범들(moral codes)에 자기 자신을 맞춰야 한다는 갈등에 빠진다. 반면,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의 자신의 교육적 판단과 실천이 그러한 규범들에 부합하기에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를 끌어안고 자기 나름의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을 살아갈 것

을 택한다. 즉,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을 지지하는 페미니스트들과 뿐만 아니라 교사집

단과도 지속적인 갈등을 겪는 가운데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자기만의 윤리를 주체적

으로 형성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교사 정체성 형성 작업에 있어 행위성의 발휘와 그 양상에 대한 관심은 필수적이다

(Clarke, 2009; Buschanan, 2015; Tao & Gao, 2017). 연구 참여자들을 둘러싸고 있

는 다양한 조건들은 그들의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대

부분이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 교사’가 됨으로써 이러한 제약들을 전

면적으로 거부하지 못한다. 반면, 연구 참여자들은 주어진 한계 속에서 다양한 행위전

략을 꾀하는 가운데, 자신의 교육적 신념을 드러내고 이를 통한 변화의 가능성을 끊임

없이 모색한다. 이는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에 있어 교사 개인의 행위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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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1. 요약

이 연구는 기존의 교사 정체성 형성에 대한 논의가 기술적 전문성 담론 및 교직사

회화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온 점에 문제제기하였다. 교사 집단에게 요구되

는 공통적인 요인이 아닌 교사 개인을 구성하는 다층적인 교사 개인의 경험, 신념, 가

치 및 사회문화적인 담론과 조건을 중심으로 교사 정체성 형성의 이해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최근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페미니스트 

교사’ 사례에 주목하여 이들의 정체성 형성 과정과 그 구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스

스로를 ‘페미니스트 교사’로 인식하고 있는 세 명의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면담

을 실시하였으며, 현지 자료를 참조하여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은 수립된 연구 문제의 방향에 따라 분석되었으며,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페미니스트 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을 이루는 구조는 어떠한가?

셋째,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사례를 통해 드러난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

과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 연구결과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페미니스트 교사’이기 이전의 생애경험

과,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주요 계기 및 사건, 그리고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양상이 그들의 교육실천과 이를 통한 성찰과 변화를 중심으로 드러

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 교사’이기 이전에 각자 상이한 생애 경험을 갖고 있었

다. 반면, 교직 선택의 계기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교직이 ‘여성에게 가장 적합한 직

업’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작용하였다. 여성이나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당위적인 입장

에서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자기 삶과 관련한 실존의 문제로 파악하진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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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참여자들이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주요 계기로는 ‘강남

역 10번 출구 살인사건’, ‘학교 전반의 성차별적인 문화 및 구조에 대한 인식’, 그리고 

‘초등성평등연구회’의 결성이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페미니즘 담론이 한국 

사회에서 문제적인 의제로 공론화되는 배경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로서 

자기 의식화의 경험하거나 (신애리 교사의 경우에는)기존의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강

화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은 강남역 살인사건을 주제로 계기수업을 기획하고자 

수업연구 모임을 만들었으며, 이것이 ‘초등성평등연구회’의 출발이다. ‘초등성평등연구

회’는 연구 참여자들의 ‘페미니스트’ 정체성과 ‘교사’ 정체성을 통합하는 매개의 공간으

로 기능한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은 그간 가시화되지 않았던 학교교육 내의 성 차별

적인 문화와 구조를 인식하게 되면서, “학교에 페미니즘이 필요한 이유”를 실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정체

성을 형성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학교 안팎으로 다양한 실천들을 꾀한다. 학

교 내에서는 그들의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정규 수업과 교실 일상 전반에서 그들

의 페미니즘 교육실천을 구성해 나간다. 정규 수업 내에서는 교과서 및 교육과정에 그

들의 성인지적 관점을 녹여서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다양한 수준에서 재구성 및 비판하

는 가운데 수업을 기획한다. 더불어, 정규 수업 내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지

도에 있어서도 ‘페미니스트 교사’로서 성인지적 관점을 녹여낸다. 연구 참여자들은 단

순히 인지적인 앎을 제공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다양한 실천 경

험을 제공하고,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차별적인 행동이나 언행과 같은 

경험을 공론화하고 즉각적으로 문제제기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구 참여자들은 그

들이 직접 ‘페미니스트’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자신의 몸을 통해 학생들에게 경험하게 

한다. 학교 밖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페미니스트 교사’

로서 전문성 개발에 힘쓴다. ‘초등성평등연구회’를 중심으로 기초적인 수업연구부터, 

SNS와 출판 기획, 연수 및 강연 등을 통해 그들의 수업기획안과 교육실천 사례, 그리

고 학교에서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공론화하면서 ‘페미니스트 교사’에 대한 

자체적인 담론을 생산한다. 더불어 학교 밖의 다양한 ‘페미니스트 교사’와 연대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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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마련하여 사회적인 소통에도 참여한다.

이러한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자기 성찰과 변화의 순간을 경험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실천과 전문성 개발에 있

어 자기 자신의 삶과 서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관점 

역시 변화하면서 학생들을 자신과 “동등한 동료”이자 “시민”으로 존중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의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은 학교 안에서의 ‘나’와 학교 밖에서의 ‘나’가 조

우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을 통해 자기 내면

의 성차별적인 관점과 폭력적인 기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찰하게 된다. 더불어, 자

신이 부정했던 여성으로서의 자기 자신 또는 ‘페미니스트 교사’라기에는 부족한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힘을 얻게 된다. 그리고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은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단순히 ‘여성’ 범주에 그치지 않고, 여성,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와 같이 사

회적 소수자에 대한 확장된 관심과 그 관심을 넘어서는 실천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연구 참여자들은 지속적으로 자기 경계를 깨트리는 가운데 타자에 대한 윤리적 감수성

을 확장하게 된다.

두 번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연구 참여자들의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 

이면에는 다양한 상황적 요인들이 영향을 끼쳤으며, 그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

해 다양한 갈등 상황에 놓인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은 그 맥락과 상황에 따라 나름의 

방식으로 특정한 행위전략을 채택한다.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을 구성하

는 요인들은 사회문화적 요인, 학교 차원의 요인, 그리고 개인 차원의 요인으로 드러

났다.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페미니즘과 학교교육, 또는 페미니스트와 교사에 대한 사

회적인 인식이 있었다. 2015년 이후 사회적 의제로 급부상한 ‘페미니즘 리부트’ 현상

과 함께, 페미니즘에 대한 반동적 정서라는 모순적인 맥락이 인식되었다. 실제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과 왜곡된 

정서를 더욱 직접적으로 경험했다. 더불어, 초등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낮은 신뢰 수준

과 ‘여’교사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중적인 사회적인 요구가 인식되었다. 학교 차원의 

맥락적 요인으로는 ‘독립적인 교권 문화’와 ‘초등 교육과정 자율권’, 그리고 ‘학교 구성

원의 특성’이 인식되었다. 교직사회 특유의 독립적인 교권 문화는 연구 참여자들이 다

른 동료교사들의 방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 교실 내에서 페미니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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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반면, 이러한 독립적인 교권 문화는 연구 참여자들

의 페미니즘 교육실천을 교실 내로 한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초등 교육과정 자율권

은 중등학교급에 비해 비교적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수업을 기획할 수 있는 근거로 인

식되었는데, 이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은 교과 수업에서도 성인지적인 관점의 보조 자

료를 가져올 수 있었고,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계기교육 시간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페미니즘 수업을 실천하는 것이 가능했다. 더불어 교사 집단의 ‘여초’ 특성은 동료 교

사들 간 ‘여성으로서 살아온 삶의 경험’이 기본적이 공감적 토대로 작용하면서 페미니

즘 교육실천의 설득 가능성을 높이는 자원이 되었다. 그리고 페미니즘 교육실천의 성

공과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에 있어서 교육의 대상인 아동 특유의 ‘흡수력’과 ‘정의감 

및 균형감’은 연구 참여자들이 그들의 페미니즘 교육실천에 확신을 갖게 하는 원동력

이었다. 연구 참여자 개인적 차원의 요인으로는 수업 전문성에 대한 태도와 개인 성향

이 그들의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에 있어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도전적인 수업 기획 과제를 재밌어 하고, ‘수업을 잘한다’는 자신감이 있어 

학교교육에 있어서는 다소 낯선 페미니즘이라는 주제를 적극적으로 교육실천에 통합시

킬 수 있었다. 더불어 ‘추진력’과 ‘기획력’이 뛰어나 수업 기획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해낼 수 있었다. 개인 성향과 관련해서는 부당한 문

제 상황에 마주할 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성향과, 타인으로부터 미움을 받더라도 이

를 극복해내는 자기 회복 탄력성이 높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개인 성향이 주요하게 작용했음을 인지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모순과 갈

등 상황에 부딪혔다. 연구 참여자들이 학교 교사로서 가지는 제도적인 권위는 ‘페미니

스트 교사’로서 내적 모순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은 학생(특

히, ‘남’학생)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이 이중적인 위치(‘교사’이면서 ‘여성’)에 놓여

있는 상황을 자각하게 된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밖의 페미니스트들의 지지와 

함께, 페미니스트 교사에 대한 공격적인 여론과 학교 전반에 퍼져 있는 페미니즘에 대

한 낮은 인식 수준 사이에 위치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이들의 교육실천 수준과 방향

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페미니스트 교사’는 자신의 역할 경계를 어

디까지 둘 것인가에 대해서도 갈등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 교사’이기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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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이중적인 압박을 경험했는데, ‘페미니스트’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기대되는 이

중의 요구와 시선에서 압박감을 느끼기도 했다. 학교 밖에서는 다양한 페미니스트 교

사들과의 연대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같은 학교 내 동료 페미니스트 교사가 

없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연속적이고 일관된 성인지적 관점을 전달하는 것을 어렵게 했

고, 학교 차원에서 그들의 페미니즘 교육실천을 확장하는 것을 어렵게 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에서의 페미니즘 교육실천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주장

에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자원과 전문성 권위가 결여되어 있다고 느낀다.

다양한 갈등과 모순 상황에 부딪혀,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이 마주한 맥락과 대상에 

따라 다양한 행위전략을 꾀한다. 반면, 이러한 행위전략은 그들이 마주한 문제 상황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의 제도적인 교사 권위를 페미

니즘 교육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면서도, 권위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기존의 전통적인 교사 권위와는 다른 방식으로 권위의 효과를 기대하고자 했다. 그리

고 페미니즘 교육실천을 홍보하기 위해, 기존의 교사 연수 제도 등을 활용하여 공적인 

경로를 통해 페미니즘 교육을 하나의 전문 분야로 편입시키는 방법을 고려했다. 더불

어 자신들의 페미니즘 교육실천에 대한 담론에 설득력을 부여하기 위해, 대학원 진학

을 통한 학위 취득 등 제도적인 전문성 권위를 갖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이와 함

께, 설득의 전략으로서 ‘겉모습 꾸미기’와 부드러운 ‘톤앤매너’ 전략을 활용하기도 하였

는데, 이는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의 정서를 완화하고 대화를 가능케 하는 방편으로 활

용되었다. 반면 연구 참여자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성차별적인 문화와 언행을 

지적하고 ‘공격’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다.

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탐색한 세 번째 연구결과를 통해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

성 형성 사례를 통해 드러난 여러 가지 특징들이 도출되었으며, 이 특징들이 기존의 

교사 정체성 논의에 있어 가지는 의미가 탐색되었다. 첫째,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사례는 교사 정체성의 혼종성(hybridity)의 특징을 드러내어 주고, 이에 대한 이

해 방향을 보여준다. 국내 ‘페미니스트 교사’들은 페미니스트 정체성과 교사 정체성이

라는 두 사회문화적 정체성 범주들 간의 혼종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은 이들 정체성들의 단순한 합이 아니며, 이들 두 정체성과도 불화하면서 

스스로 ‘이방인’이 되고, 이전에는 설명될 수 없었던 제3의 공간으로서 새로운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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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이해된다.

둘째,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사례는 교사 정체성 형성을 이해하는 데에 있

어 학교교육 차원의 맥락뿐만 아니라 보다 거시적인 사회문화적인 맥락과의 관계 속에

서 형성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교사 정체성 형성은 주로 교사 개인적인 차원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치부되어 교사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둘러싼 맥락에 분석이 미흡했

다. 더불어 기존의 교사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학교교육과 교육정책이라는 교육제도적 

공간 이상의 맥락과 관련되어 논의되지 못했다.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사례는 

교사 정체성 형성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미시적인 차원의 분석과 거시적인 차원의 분

석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셋째,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교사 개인의 행위성의 가능성과 그 

양상이 드러났다. 교사 정체성은 자신을 둘러싸거나 그와 반대되는 가치 및 규범에 대

한 전면적인 저항이나 부정뿐만 아니라, 그러한 제도적 문화적 한계 내에서도 다양한 

행위전략을 통해 끊임없이 저항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

여준다. 개인의 행위성은 다양한 수준과 실천 방식을 통해 드러나며, 이를 통해서만이 

교사는 자신의 교사 정체성을 추구하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2. 제언

이 절에서는 연구의 결론으로서 이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후속 연구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사례를 통해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연구의 의의는 교사 정체성 형성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기존의 전문직성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온 교사 정체성 논의의 외연을 확장했

다는 데에 있다. 그 확장 방식은 교사 정체성의 다층성 및 혼종성에 주목하면서도 동

시에 교사 개인의 해위성의 가능성을 탐색했다는 데에 있다. 더불어, 최근 학교 현장

을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 사례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학교 교육과정과 교육실천 전반에 만연한 ‘젠더’ 문제를 기초적으로나마 드러내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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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연구 사례의 특수성과 연구 참여자의 제한성, 그리고 연구방법 및 연구

과정에 의해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먼저, 이 연구는 세 명의 ‘페미니스트 교사’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초등학교 교사이며, ‘초등성평등연구회’ 결성 당시 초창기 구성원으로

서 연구회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전담하고 있다. 반면, ‘초등성평등연구회’의 구성원

이 아니거나 초등학교급이 아닌 중등학교 현장을 배경으로 하는 ‘페미니스트 교사’들

은 이 연구의 참여자들과는 또 다른 외연과 실천을 통해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에서의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은 

‘초등성평등연구회’ 소속의 세 명의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에 국한하여 ‘페미니스트 교

사’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였으나, 차후에, 보다 다양한 배경과 실천 외연을 지

닌 페미니스트 교사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외연의 복잡성을 드러내어 줄 것이다.

둘째, 연구자는 ‘페미니스트 교사’ 정체성 형성의 과정과 구조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공통적인 특성과 범주들을 드러내는 데에 주목하여, 세 연구 참여자들 간의 차

이를 의미 있게 드러내지 못했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연구자가 기존의 교사 정체성 형

성 논의에서 비판하고자 했던 ‘정체성 정치’ 및 범주 중심의 접근을 다시금 되풀이 하

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연구 참여자들 간의 차이를 보다 의미 있게 드러내는 후속 연

구를 통해 ‘페미니스트 교사’ 라는 단일한 언표의 경계를 지속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연구자료 수집 과정에서 주로 ‘면담’이라는 방법에 의존하였으며, 

현지자료 수집이 보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참여관찰이 결여되었으며, 연구 참

여자들의 교육실천과 그들을 둘러싼 맥락 전반이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 제공되

었다. 반면 연구자는 실제 연구 참여자들의 교육실천 및 일상 공간에 참여하지 못함으

로써 면담 자료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위치에 따른 한계다. 연구자는 ‘페미니스트’로서 연구 참여자

인 ‘페미니스트 교사’들의 교육실천과 그들의 정체성 작업을 지지하는 위치에 있다. 이

러한 연구자의 위치로 인해 연구 과정에서 요구되는 연구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분



- 154 -

석과 논의가 불가능하였다. 더불어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의 페미니스트로서의 위치가 

연구 과정 및 연구 결과 도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이 연구자 본인에게 필요했음

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거치지 못했다. 이후 교사 정체성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연구자의 위치에 대한 성찰이 연구 과정 전반에서 고려되는 가운

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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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 teacher’s hybridized identity and a 

possible space for agency of individual in constructing teacher identity by 

researching the case of ‘feminist teacher’ identity construction and to discuss its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for teacher identity research.

For this purpose, qualitative research was carried out and based mainly on 

in-depth interviews with three elementary school teachers who were identifying 

themselves as a ‘feminist teacher’.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caused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to be a feminist teacher and 

how do they perceive and practice their feminist teacher identity?

Second, what is the macro(sociocultural)-meso(school)-micro(individual) factors 

that constitute a situation where feminist teacher identity is practiced by 

participants and what kinds of conflicts they meet and strategies they take in 

constructing their feminist teacher identity?

Third,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feminist teacher identity construction and 

what is the significant meaning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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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elementary school teachers identified themselves as ‘feminist teacher’ by 

observing ‘Gangnam Station Murder Case’ which is regarded as gender violence. 

also, they realized that school curriculums and school cultures are deeply 

gendered. So they established “elementary school teacher’s gender-equality 

educational research community” to develop their professionalism as feminist 

teacher.

Participants practice their feminist teacher identity by doing their feminist 

teaching in their classroom and by learning to develop their professionalism or 

producing discourses on feminist teaching outside the classroom.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forming this 'feminist teacher' identity, participants experience 

moments of self-reflection and inner change in various ways. 

The multi-layered contexts surrounding feminist teachers are described. There 

has been a wealth of discourses and discussion on issues related to gender and 

feminism across society. However, school is still full of anti-feminist sentiment 

and the school sites where gender equality education is absolutely required is 

reversing against ‘feminism reboot’. Yet, participants struggle to utilize avaliable 

resources in such a confined situation to practice their feminist teacher identity.

Feminist teachers experience some difficulty because of conflicts with 

others(colleagues, student especially ‘boy’ etc.) and of internal contradiction caused 

by of authority dilemma, intersectionality, burn-out, feeling of ‘double corsets’ 

given by pressure to comply to the norm as a feminist and the norm as a teacher 

perfectly. Also they feel a lack of professional authority to persuade powerfully 

their feminist teaching discourse. 

To overcome aforementioned problems, participants take some strategies. First, 

they use their authority as a tool for their feminist teaching in classroom. Second, 

they make feminist teacher education into a specialized field through public 

channels by incorporating it into existing teacher training programs. Thir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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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to give persuasive power to the discourse about their feminist teaching 

practice, they consider having institutional professional authority such as degree 

acquisition by going to graduate school. Finally, participants use their ‘appearance’ 

and ‘tone and manner’ strategies as persuasive strategies, which are used as a way 

to alleviate anti-feminism sentiment and enable dialogue with others. On the 

other hand, sometimes participants adopt a more aggressive and explicit way of 

pointing out and attacking sexist thoughts of other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the characteristics of the ‘feminist teacher’ 

identity formation are derived and the meaning of these characteristics is  

discovered.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the hybridity of teacher identity were revealed 

through the case of feminist teachers. Domestic feminist teachers can be 

understood as a mixture of two sociocultural identity categories: feminist identity 

and teacher identity. On the other hand, the feminist teacher identity is not a 

simple sum of these identities, but becomes a ‘stranger’ by itself, disagreeing with 

two identities. It is a new identity as a third space that could not be explained 

completely by these two identities: feminist identity and teacher identity.

Second, the ‘feminist teacher’ identity formation shows that the understanding 

of teacher identity formation is formed not only in the context of school 

education but also in relation to a more macro - social and cultural context. 

Teacher identity formation has been mainly attribu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eacher 's personal dimension, and analysis of the context surrounding teacher' s 

identity formation has been ignored or insufficient. The case of ‘feminist teacher’ 

identity formation shows that the micro-level analysis and the macro-level 

analysis should be integrated in understanding the formation of teacher identity.

Third, in the process of forming the 'feminist teacher' identity, the possibility of 

individual 's agency is revealed. the individual's unique teacher identity is auth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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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form not only the total resistance or denial of the values and norms 

surrounding him or the opposite, but also the possibility of constantly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resistance and its place within such institutional and cultural 

limits. Teacher’s agency is manifested through various levels and practices, through 

which only the teacher’s identity can be constructed and pursued.

This study focused on the hybridized feature of teacher identity which has 

been neglected in Korean teacher identity research and it also provides the 

foundation of basic discussion for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various teacher 

identity formation.

Keywords : teacher identity, hybrid identity, teacher agency, feminist teacher

Student number: 2016-2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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