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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교과와 교사 사이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교과 교사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교사가 교과와 관련된 내용 지식, 

기능 등을 숙달하여 종국에는 교과와 ‘통합’된 정체성을 성취하는 것으로 

교과 교사 정체성의 형성을 설명하 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에서는 교사 

정체성 개념의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속성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른 교과의 변화가 교과 교사에게 야기하는 ‘긴장’이 

소홀히 다뤄졌다. 이에 연구자는 도덕 교사를 사례로 하여 교과 교사의 

정체성 형성과정과 그 특징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 정체성 개념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여 국가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는 아래의 세 가지 

연구문제들을 설정하 다:

첫째,  우리나라 교사의 교과 교사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둘째, 우리나라 교사의 교과 교사 정체성 형성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교과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이 교사 정체성 개념의 이해와 

국가 교육과정 개정 방향 설정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생애사 연구 방법을 활용하 다.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생애경험을 사회적 조건과 연결지어 탐구하는 

방법론으로, 교과 교사의 삶과 교과 변화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기에 

적합하다. 이 연구는 도덕 교사로 20년 이상 재직한 박나눔 교사와 김예인 

교사 2인을 상으로, 주로 면담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하 다.

첫 번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들은 다섯 국면으로 구별되는 

생애 경로를 지나오며 각자 독특한 교과 교사 정체성을 형성하 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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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눔 교사는 유년기 및 청년기, 학 시절, 입직 초기부터 10년간의 성장, 

도덕 교사로서의 성숙기, 2009 개정 교육과정 투쟁기 등 다섯 국면을 

지나오며 ‘교행일치하는 교사’ 정체성을 형성하 다. 박나눔 교사는 

공동체 지향적인 분위기의 농촌 마을에서 성장하 으며, 가정 형편과 

담임교사의 권유를 고려하여 명학 학 국민윤리교육과에 입학하 다. 

당시의 학과는 박 교사에게 도덕 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을 

함양해주지 못했으며, 이에 그는 학과를 벗어나 학내정치조직과 야학 등에 

소속되어 실천적인 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했다. 박나눔 교사는 학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체 지향적이고 실천 지향적인 가치관을 형성하 으며, 

도덕 교사가 된 이후에도 자신의 가치관을 수업에 녹여내어 학생들이 주변 

공동체에서 도덕적인 실천을 수행하도록 북돋는 다양한 수업 방법을 

고안하 다. 아울러 박 교사는 햇살사회복지 등의 사회복지단체에서 

활동하며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을 학교 안팎에서 실천하고자 했다. 이렇듯 

박나눔 교사는 학생의 흥미를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수업을 개선하는 동시에 

자신이 가르치는 로 살아가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그는 가르치는 내용을 

교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교행일치하는 교사’의 정체성을 형성하 다. 

다음으로, 김예인 교사는 유년기 및 청년기, 학 시절, 입직 초기부터 

10년간의 성장, 연극원과 그 이후, 고등학교 전보와 그 이후 등 다섯 국면을 

지나오며 ‘촉진자’이자 ‘학문의 전수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 다. 

김예인 교사는 유년 시절부터 남다른 감수성과 예술적인 자질을 갖고 

있었으며, 아버지를 여의며 갖게 된 부채감을 이겨내기 위해 공부에 

매진하여 명학 학 국민윤리교육과에 입학하 다. 박 교사와 마찬가지로, 김 

교사 또한 학과와 거리를 둔 채 문화예술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그녀는 가족들을 건사하기 위해 도덕 교사가 되었으며, 예술가로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다양한 수행 중심 수업을 전개하며 무미건조한 교과서 

내용을 극복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김 교사는 학생들의 활동을 자극하여 

결론을 스스로 내도록 유도하는 ‘촉진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했다. 이후 

그녀는 2008년 고등학교로 전보를 가게 된 것을 계기로 학문적인 성격이 

짙은 도덕 과목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인류 문명이 축적한 인간화된 가치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학문의 전수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 다.

두 번째 연구 결과인 교과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은 두 교사의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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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과정으로부터 공통된 구성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이론적 코딩’의 

논리에 따라 선후 관계로 재배열하여 도출되었다. 교과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은 교사 개인의 맥락과 도덕 교과의 특성 사이의 괴리에서 발생한 

‘실존적 고민’을 개인적·전문적 맥락에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 

전략들을 활용해 해소해온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세 가지 맥락인 도덕 교과의 특성, 

개인의 맥락, 그리고 학교의 맥락 사이에서 심각한 ‘긴장’을 경험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 시절 권위주의 정부와 결부된 학과의 기원으로 인해 

학 안팎에서 비판에 노출되었으며, 교사가 된 이후 이념 편향적이고 

무미건조한 교과서로 가르치게 되었다. 동료 교사들은 도덕 교과와 결부된 

도덕군자 혹은 보수적이라는 이미지를 연구 참여자들에게 덧씌웠다. 반면,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진보적인 세 인 ‘386 세 ’에 속했으며, 

학과로부터 탈주하여 개인적 정체성을 형성했던 이력을 가졌다. 이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은 도덕 교과의 특성과 자신의 생애 경험 사이에서 화해될 수 

없는 불화를 경험하 다. 특히, 전국교원노동조합 가담 여부를 두고 분열된 

1990년 의 교직사회에서, 이들은 노조 조합원으로서 보수적인 도덕 교과를 

가르쳐야 하는 아이러니한 처지에 놓 다.

이러한 상황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교과가 가지는 태생적인 낙인을 내가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를 묻게끔 하는 ‘실존적 고민’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성장을 추구하고, 수업 실천을 변화시켰으며, 

종국에는 주변 세계를 변화시키는 등 세 유형의 행위 전략을 취하는 가운데 

‘실존적 고민’의 해소를 꾀하 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자기 성장 

추구하기는 학 시절 형성했던 개인적 정체성에 충실한 활동을 전개하고, 

학원과 교사학습공동체에 소속되어 학습 경험을 추구하는 것으로 

별되었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도덕 교사로서 받는 압박감을 

해소하고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둘째, 수업 실천 변화시키기 

유형에는 보조 자료들을 활용하여 교과서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고,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수행 중심 수업을 전개하며, 교과의 학문적 

배경인 철학을 활용해 교과의 의미를 정립하는 행위 전략이 포함되었다. 

셋째, 주변 세계를 변화시키기 유형에는 학교 안팎의 부조리에 맞서고, 

교과의 개선에 참여하는 행위 전략이 포함되었다. 결론적으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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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개인의 맥락과 교과의 특성 사이에서 발생했던 ‘실존적 

고민’의 해소를 위해 개인적·전문적 맥락을 활용해 다양한 행위 전략들을 

취하 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능동적으로 구성하 다.

끝으로, 세 번째 연구 결과에서는 연구 결과 도출된 교과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이 교사 정체성 개념의 이해와 국가 교육과정 개정 방향의 

설정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첫째, 도덕 교사의 사례를 참조할 

때, 교과 교사-되기의 과정은 선행연구들에서 주장된 ‘통합’과 적응의 

과정이라기보다, 개인적 정체성과 전문적 정체성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는 과정으로서 보다 잘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정체성 형성은 각자의 개인적·전문적 맥락에서 취할 수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특성을 가졌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정체성 형성을 학교 교과에 담긴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386 세 ’로서의 정체성과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교류를 

통해 도덕 교과에 내재된 지배 세력의 이데올로기를 인식하 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로부터 도덕 교과에 ‘저항’하기 위한 수업 실천들을 

전개하 으며, 더 나아가 교사학습공동체가 제안한 안적인 도덕 교과의 

가능성에 향을 받아 교과의 의미를 재정립하기도 했다. 

셋째, 본 연구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한 교과의 ‘지위’ 변화가 

교사 정체성 형성에 향을 끼칠 수 있음을 드러내었다. 연구 결과, 교과의 

내용 체계와 관련된 변화는 숙련된 도덕 교사들의 교육 실천에 큰 향을 

끼치지 않았다. 반면, 편제표상 위치, 시수, 필수/선택 과목의 여부와 관련된 

교과의 ‘지위’ 변화는 교사들이 학생의 도덕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해온 ‘루틴’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향후 국가 교육과정 

개정은 교과의 ‘지위’상 변화가 교사들의 ‘루틴’에 작용하는 양상을 

검토하고, 부정적인 향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교과 교사 정체성, 정체성 긴장, 생애사 연구, 학교 교과의 

존재구속성, 국가 교육과정, 도덕 교과 

학  번 : 2016-2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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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의식

오늘날 중등학교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이름들로 불린다. 

‘예비 교사,’ ‘초임 교사,’ ‘중견 교사’와 같이 교사의 경력을 

기준으로 갈음된 이름들, ‘교장,’ ‘교감,’ ‘교무부장,’ ‘연구부장’ 

등 관료제 속 직급을 기준으로 부여된 이름들, 이외에도 ‘돌봄 교사’와 

‘진로진학상담교사’ 등 학교의 기능이 전례 없이 다양해지면서 생겨난 

이름들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다수의 교사들에게 가장 친숙한 이름은 

‘윤리 교사,’ ‘수학 교사’와 같은 교과명이다. 교사들이 교과의 이름을 

걸고 학생들을 만나는 시간은 일주일에 적게는 한 시간, 많게는 다섯 

시간에 불과하지만, 가르치는 교사와 배우는 학생 모두 교과를 표적인 

이름으로 손꼽는다. 아울러 교과 교사는 ‘교원자격검정령’ 제도에 의해 

인준된 이름이며(Gee, 2000), 동시에 학 시절 교사들을 다른 학과의 

학우들과 구별해주는 특성이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의 중등학교 맥락에서 

교과는 어떤 교사가 타인과 자신을 구별 짓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활용하는 표적인 이름들 가운데 하나이다(우지만·백종수, 2011; 

박인심, 2018).

아울러, 교과는 교사들이 교육 실천을 전개하고 학교 안팎의 타인들과 

관계 맺는 ‘무 (arena)’로 작용하기도 한다. 교과는 교육적인 목적을 

지향하여 교육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여 생성된 구성물로(Deng, 2007), 관련된 

학문 분야의 범위, 내용 간의 계열성, 그리고 필수/선택의 지위 측면에서 

상이하다(Grossman & Stodolsky, 1995). 이와 같은 내용적 특징은 하나의 

‘무 ’를 구성하는 것으로, 교과 교사들은 ‘무 ’의 향을 받아 수업 

중에 어떤 내용을 다룰지, 동료 교사와 수업의 내용과 방법을 어떻게 

합의할지에 해 결정한다. 아울러 교사들은 교과와 연결된 특정한 

부서(department)에 소속되어 활동하며(Ball & Bowe, 1992), 학교 외부에서도 

교과를 매개로 학습공동체를 결성하기도 한다(김효정 외, 2013; 김 훈, 

2015). 이렇듯 교과는 이름뿐인 허울에 그치지 않으며, 학교 안팎에서 



- 2 -

교사의 삶이 전개되는 데 ‘명실상부’ 향을 끼친다. 

한편, 교과와 교사 사이의 긴 한 관계는 교사가 ‘좋은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논의되기도 했다. 선행연구들은 가르치는 

교과에 한 애정이 교사의 정체성에 빛을 비춰줄 수 있으며, 양자 간의 

‘통합’이 좋은 가르침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임을 강조하 다(Helm, 1998; 

Palmer, 2007, 이종인(역), 2013). 아울러 교사로서 자신을 지각하는 방식, 즉 

교사 정체성(teacher identity)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밝힌 최근의 연구들 

또한 ‘교과 내용 전문성’이 교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정의되는 전문적 

정체성의 핵심에 놓인다는 점을 드러냈다(Beijaard et al., 2000; Peterman, 

2017). 이상의 연구들은 교과가 교육 실천의 환경에 해당되는 ‘무 ’로 

작용하는 것을 넘어, 교사의 정체성과 접한 관계를 맺는 가운데 전문적인 

실천의 향상에 기여하는 요인임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런데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교과와 교사 사이의 통합적인 관계에 

주목하는 가운데, 교과 교사가 ‘되어가는’ 과정에 내포된 ‘긴장’과 

역동성을 포착하는 데는 한계를 가진다. 오늘날 교사 정체성은 교사의 직무, 

주변의 맥락, 개인의 자아, 그리고 다양한 참여 경험들 사이의 ‘협상’을 

통해 형성되는 하나의 ‘현상(phenomenon)’으로 이해된다(Beauchamp & 

Thomas, 2009; Akkerman & Meijer, 2011). 이에 따르면, 교사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직무와 역할에 적응하거나 사회화되기보다, 주변 맥락의 향을 

받는 가운데 행위주체성을 발휘하여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이 점에서 교과 교사가 ‘되어가는’ 과정은 교과와 교사 사이의 

매끄러운 ‘통합’으로 이해되기보다, 교과와 관련된 전문적 정체성과 

교사의 개인적 정체성 사이의 ‘긴장’을 ‘협상’하는 과정으로 재해석될 

여지가 존재한다(Akkerman & Meijer, 2011; Beijaard & Meijer, 2017). 특히, 

교과가 교육계 안팎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에 향을 받아 생성된 

구성물임을 고려하면(Goodson, 1998; 이상은, 2013), 교사들이 자신의 

학문적·정치적 입장과 배치되는 교과로 인한 ‘긴장’을 ‘협상’해가는 

것은 교과 교사-되기에서 매우 보편적인 양상일 수 있다. 

더불어 국가 주도로 교과 교육과정이 개발·고시되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교과와 교사 사이의 관계는 끊임없는 ‘긴장’에 주목할 

경우에만 보다 온전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국가 교육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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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교육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교육 외부 요인에 따른 

개정, 관(官) 주도의 공급자 중심 교육과정, 그리고 교과중심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하되 학문 중심, 경험 중심, 인간 중심의 교육과정 이론들이 

결합된 형태라는 특징을 갖는다(김종건, 2007). 즉, 한국의 교육과정은 개발 

및 운 에 있어 교사들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교사 배제 교육과정’의 

성격(강현석, 2016), 그리고 매 교육과정마다 주도권을 획득한 

학문적·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변화되는 불연속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 

같은 특징들은 국가 교육과정이 수시 개정 체제로 전환된 2007년 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으며, 실제로 국어과(김중신, 2011; 구본관·이관희, 2013; 

박미연, 2018), 도덕과(황인표, 2012; 정탁준, 2017), 사회과(정길용, 2007; 

한춘희 2012), 예체능 교과(이동남, 2008; 조 현, 2014) 등 거의 모든 교과의 

각론 연구자들은 교육 외적인 논리와 총론의 요구, 학계의 특정 세력들에 

의해 교과 교육과정 개정이 좌우되어왔음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이와 같은 교과 교육과정 간의 불연속성은 매 교육과정 개정 시기마다 

논의의 장에 참여할 기회가 ‘배제’된 교사들에게 심 한 ‘긴장’을 

초래하게 된다. 교사들은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으로 인해 교과의 내용, 수업 

및 평가 방법 등에 한 기존의 이해, 그리고 교과 교사로서 형성해온 가치 

및 신념 등을 변화시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는 교사들에게 

‘긴장’을 야기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교육과정의 개발·운  과정에서 

그들의 ‘타자성(otherness)’과 소외를 확인하는 계기로 작용한다(Peterman, 

2017: 205). 더 나아가 ‘타자성’과 소외는 교과 교사로서의 직업 정체성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종국에는 교사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소진을 야기할 수 있다(김정숙·유금란, 2010; 홍우림, 2015; 

김은주, 2017). 이렇듯 한국의 교과 교사들은 국가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한 

‘긴장’과 소진 등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며, 이 점에서 ‘긴장’을 

중심에 둔 이해는 한국의 교과 교사가 ‘되어가는’ 과정의 독특성과 

교육과정 개정의 향을 이해하는 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던져줄 것으로 

기 된다.

정리하면, 교과와 교사 사이의 ‘긴장’에 주목하는 것은 교사들, 특히 

교과를 기반으로 구획된 중등학교 교사들의 삶에 한 이론적인 이해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며, 더 나아가 교육과정 정책의 계획 및 실행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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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긴장’ 중심의 교과 교사 정체성 이해는 

교과와 교사 간의 ‘통합’에 방점을 둔 기존의 이해방식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전술하 듯, 교과 교사에 한 이해는 교사의 자아가 

교과에 통합되고 착해가는 과정에 주목해왔다. 이는 교과 교사-되기를 

주로 전문성을 획득하고 교직 문화에 적응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한 한국의 

선행연구들(이희용, 2007; 우지만·백종수, 2011; 김효정 외, 2013; 

박상봉·황숙 ·안양옥, 2014)에서도 취해진 관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교과 교사가 ‘되어가는’ 과정을 지나치게 매끄럽고 단선적인 

양상으로 포착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반해, ‘긴장’에 주목하는 

접근은 교사들이 교과라는 외부 환경의 향을 능동적으로 ‘협상’해가는 

양상 또한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해를 보다 다채롭게 만들 수 

있다. 둘째, 한국의 맥락에서 교과와 교사 사이의 ‘긴장’에 착목하는 것은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교사들이 받는 향을 드러내고, 향후 교육과정 

개정 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즉, 국가 교육과정 개정이 교과 

교사의 정체성 형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며, 이 중 어떤 요소의 변화가 

교사들에게 ‘긴장’을 초래하는지를 탐구하는 것은 교육과정 정책을 보다 

세 하게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연구자는 교과 교사의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에 

주목하여,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들이 취한 행위 전략을 탐구하기 위한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로 교사 정체성 개념을 활용하 다. 교사 

정체성 개념은 크게 ‘개인과 맥락의 상호작용’과 ‘개인적 정체성과 

전문적 정체성 사이의 긴장’을 특성으로 한다. 먼저, ‘개인과 맥락의 

상호작용’은 교사 정체성이 제도, 담론, 소속 집단 등 개인을 둘러싼 

주변의 ‘해석 체계’에 의해 구성되는 동시에(Gee, 2000; Lasky, 2005), 

개인의 주체적인 ‘정체성 작업’에 의해 형성되는 것(Clarke, 2007)임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개인적 정체성과 전문적 정체성 사이의 긴장’은 

교사 정체성이 개인의 생애 경험에 의해 형성된 개인적 정체성과 직무와 

관련하여 정의되는 전문적 정체성 사이의 ‘긴장’과 ‘협상’에 의해 

형성됨을 보여준다(Beijaard & Meijer, 2017). 이상의 특성들은 교사 정체성 

개념이 교사 개인과 주변 맥락이자 전문적 정체성의 구성 요소인 교과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를 드러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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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본 연구는 교과와 교사의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가운데, 

양자 간의 상호 향 관계를 면 하게 기술하기 위해 생애사 연구(life 

history research) 방법을 활용했다. 생애사 연구는 전기적 접근을 취하여 

개인의 생애경험이라는 주관적인 측면을 수집하되, 이를 사회적 실재라는 

객관적인 측면과 연결지어 탐구한다(강 중, 2009). 생애사 연구는 연구 

참여자가 과거에 경험한 바를 사회적 조건과의 관계 속에서 재구성하여, 

주체와 객체, 개인과 사회, 행위와 구조 등의 이분법적 경계를 넘어서서 

개인의 삶을 풍부하게 기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생애사 

연구는 주체, 개인, 행위와 관련된 교사의 삶과 객체, 사회, 구조와 관련된 

교과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를 서술하기에 적합하다. 아울러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인 교사 정체성은 개인과 맥락을 모두 고려한다는 점에서 생애사 연구 

방법론과 유사하며, 이에 따라 개념적 틀과 연구 방법 사이의 정합성 또한 

확보될 수 있었다.

아울러 생애사 연구의 분석 단위인 ‘시간성’은 교과의 변화가 교사의 

삶에 끼친 향력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조망하도록 한다. ‘시간성’은 

현재 시점에서 참여자가 과거를 해석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것으로, 이는 

차원, 전환, 적응이라는 분석적 개념으로 세분화된다(이동성, 2015a). 차원은 

참여자의 내러티브에 나타난 시공간적 배경을, 전환은 참여자의 삶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특별한 사건이나 경험을, 적응은 개인의 고유한 

적응양식을 뜻한다. 이러한 세 가지 분석적 개념들은 교과라는 차원이 

변화될 때 교사의 삶에서 전환이 이뤄지는 모습, 그리고 이때 교사가 

취하는 다양한 적응의 양상들을 드러내기에 적합하다. 특히, 한국의 

맥락에서 교육과정의 개정은 빈번한 차원의 변화를 야기하 으며, 이에 

연구자는 생애사 연구 접근을 취함으로써 차원 변화에 따른 교사의 적응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요컨  본 논문은 교사가 교과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 가운데 교과 교사의 

정체성을 형성하 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자는 교과와 교사 양자의 역동성을 고려할 수 있는 분석적 

틀과 연구 방법으로 각각 교사 정체성 개념과 생애사 연구 방법을 

활용하 다. 아울러, 연구자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사례로 도덕 

교과를 선정하고, 도덕 교과와 교사 정체성 형성의 관계를 드러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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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도덕 교과를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아래와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도덕 교과는 내용적 특성상 교과와 교사 정체성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를 규명하기에 적절한 사례이다. 도덕 교과는 개인생활, 이웃과의 관계, 

국가 공동체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삶의 역들에서의 바람직한 가치와 

규범을 탐색하는 교과이다. 이에 도덕 교사들은 교과의 내용이 자신의 삶을 

강제한다고 여겼으며, 특히 교과에 담긴 지배 세력의 이데올로기들은 교사 

개인의 가치관이나 정치 지향과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이로 인해, 도덕 

교사들은 교과 교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교과라는 ‘무 ’를 

어디까지 수용할지, 그리고 교과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이 점에서, 도덕 교과의 사례는 교사에게 

교과의 수용이 ‘갈등’으로 여겨질 수 있는 양상을 드러내기에 적합하다. 

둘째, 도덕 교과는 역사가 오래지 않음에도 한국사회의 정치적 변동과 

맥을 같이 하여 내용과 성격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졌으며, 이 점은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 변화가 교사 정체성에 끼치는 효과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전술하 듯,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의 불연속적인 변화는 거의 모든 교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를테면, 국어 교과의 경우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매체 언어, 고전 등 

새로운 내용들이 매번 교육과정에 포함되고 있으며(박미연, 2018), 사회 

교과의 경우 일반사회, 지리, 역사, 도덕 교과 사이의 힘겨루기가 봉합되는 

양상에 따라 교육과정이 변화돼왔다(한춘희·이경윤, 2018). 그러나 도덕 

교과는 1972년 3차 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독립 교과로 편성된 이래로 

지금까지도 위상과 성격이 끊임없이 달라졌다. 도덕 교과가 학교 교과로 

정착된 것은 채 40년이 안 되지만, 도덕과는 불과 10년 전까지도 권위주의 

정부의 파시즘을 재생산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적인 변화를 겪었다. 

이와 같은 도덕 교과의 급격한 변화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 의해 교사 

정체성 형성이 받는 향을 드러내 보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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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교과와 교사 사이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교과 교사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을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생애사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생애사를 교과 및 사회·문화적 변동과 관련지어 풍부하게 

기술하고, 각 연구 참여자의 생애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정체성 

형성의 특징을 드러냄으로써 교과와 교사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끝으로, 도덕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이 교과 교사 정체성 이해와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 줄 수 있는 시사점에 해 논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문제는 아래의 세 가지와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교사의 교과 교사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첫 번째 연구문제는 연구 참여자 2인의 생애사를 기술함으로써, 종국에는 

이들이 어떠한 교과 교사 정체성을 형성하 는지를 드러내려는 질문이다. 

이에 연구자는 각 교사의 생애 경험을 다섯 개의 국면으로 나누고, 각 

국면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한 사람의 개인이자 교사로서 경험한 결정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생애사를 기술하 다. 

둘째, 우리나라 교사의 교과 교사 정체성 형성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무엇인가?

두 번째 연구문제는 첫 번째 연구문제를 통해 도출된 교사 생애사의 

공통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교과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을 도출하려는 

데 방점을 둔다. 연구자는 ‘이론적 코딩’의 논리를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생애사를 ‘실존적 고민’을 중심 현상으로 하는 선후 관계로 

분석하 다. 그 결과, 개인의 맥락, 교과의 특성, 학교의 맥락, 중심 현상, 

행위 전략 등을 구성 요소로 하는 정체성 형성 구조가 규명되었다. 

셋째, 교과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이 교사 정체성 개념의 이해와 국가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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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연구문제는 이상의 기술·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가 교과 

교사 정체성 이해와 국가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설정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연구자는 이론적 배경에서 정리된 교사 

정체성의 개념과 학교 교과를 이해하는 관점에 근거하여, 도덕 교사의 

사례에서 드러난 정체성 형성의 특징을 해석하 다. 



- 9 -

II. 이론적 배경

1. 교사 정체성의 개념과 특성

본 절에서는 교사 정체성의 개념과 특성을 탐색하고, 국내 연구들을 

중심으로 교사 정체성 형성에 작용하는 요인들에 해 논의한다. 먼저, 

상위개념인 정체성에 한 이해 방식이 지난 50년간 변화되어 온 과정을 

개괄하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사 정체성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검토해본다. 다음으로, 선행연구들에 기반을 두어 교사 정체성의 

특성들을 크게 ①개인과 맥락의 상호작용, ②전문적 정체성과 개인적 

정체성의 연결, ③실천과의 관련성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끝으로, 교사 정체성 형성에 작용하는 요인들을 교사 외적 요인과 교사 

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서술한다. 

가. 교사 정체성의 개념: 정체성 개념의 변화와 교사 정체성

정체성 개념은 20세기 초중반 시기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된 자아상’의 개념으로부터, 20세기 후반 ‘누군가가 다양한 문화적 

또는 인종적/민족적 범주들에 스스로를 동일시한 결과’의 개념으로 

변화되어 왔다(Olsen, 2008). 정체성에 한 초기 논의는 주로 정신분석학과 

심리학에 의해 주도되어왔다. 이들은 각 개인을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상정하고, 이때의 정체성은 주로 개별화된 자아상을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이해 방식은 정체성이 갖는 맥락적인 

특성을 고려했던 사회학과 인류학의 연구들에 의해 점차 체되어갔다. 

사회 구성주의에 터한 사회과학자들은 개인들이 문화적 표식들과 사회적인 

위치들을 통하여 정체성을 형성하게 됨을 ‘집단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y)’ 개념으로 설명하 다. ‘집단적 정체성’은 인종, 계층, 젠더, 

종교적 신념들, 성적 지향, 국적, 민족성, 언어 등 광범위한 문화적 층들의 

향을 받아 구성된다. 이 관점에 따르면, 개인들은 맥락의 향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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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들의 권력 또는 

표성의 획득을 위해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에 참여한다. 

이에 반해, 1980년  이후 제기된 포스트모던 정체성 이론은 집단적 

정체성에서 전제되는 범주들을 해체하며 정체성을 또 다른 관점에서 

이해한다(Cerulo, 1997).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기존의 정체성 범주들이 그 

자체로 특정한 구분들을 전제하는 개념임을 지적한다. 예컨 , 

이성애/동성애로 구분되는 섹슈얼리티 범주는 동시에 양성애나 

트랜스젠더와 같이 범주 바깥의 정체성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특정한 범주의 내부도 결코 동질적인 집단으로 

이해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개인들은 각자의 ‘존재에 한 

권리(the right to existence)’를 내세우고, 다양한 집단적 정체성들을 

자원으로 삼아 각자의 정체성을 능동적으로 구성해간다. 이 같은 양상은 

국지적인 변화가 전 지구적인 변화로 빠르게 연결되는 후기-근 성의 

조건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Hall, 1992). 즉, 개인들은 ‘차이’를 가진 

주체 지위들의 “특정한 연계 노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해가게 된다.

요컨 , 정체성 개념은 오늘날 사회 구조, 문화 등의 맥락적 요인과 

개인의 선택을 둘 다 고려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정체성의 고정된 

본질(essence)을 거부하고 다수성(multiplicity)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왔다. 교사 정체성 개념 또한 이와 같은 일반적인 정체성 개념과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편으로, 교사 정체성 

개념은 학교에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전문성, 그리고 주변 사회의 향과 

관련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교사들은 ‘교과 내용 전문가’, ‘교수학습 

전문가’, 그리고 아동의 사회적·정서적·도덕적 발달을 책임지는 ‘교수 

전문가’ 등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요구받는다(Beijaard et al., 2000). 

아울러 교사 정체성은 교직과 관련된 여러 제도와 담론에 향을 받는다는 

점에서(Gee, 2000), 사회성과 담론성을 특성으로 한다(김규태, 2018). 

다른 한편으로, 교사 정체성은 일터 안팎에서의 참여 경험들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될 수 있는 역동적인 현상으로 이해된다. 교사 정체성은 

교사가 받은 향들의 결과인 산출물(product)인 동시에, 교사의 성장 

속에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하나의 과정(process)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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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Beauchamp & Thomas, 2009). 교사들은 타고난 기질에 따라 독특한 

본성(nature)을 갖는 존재들이며, 더 나아가 다양한 단체에 자발적으로 

소속되어 그 단체의 문화를 습득하고 구체적인 실천들에 

‘충성(allegiance)’하는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Gee, 

2000). 이에 따라, 교사들은 교직과 결부된 ‘집단적 정체성’과 개인의 

자아(self)가 포함된 복수의 ‘나-위상들(I-positions)’을 가지며, 이러한 

‘나-위상들’을 ‘협상’하는 가운데 독특한 교사 정체성을 

형성한다(Akkerman & Meijer, 2011).

정리하면, 교사 정체성 개념은 교사의 직무와 관련되는 ‘집단적 

정체성’의 향을 받는 산출물이자, 교사 주변의 맥락, 개인의 자아, 

그리고 다양한 참여 경험들 사이의 ‘협상’을 통해 형성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즉, 교사 정체성은 역동적이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현상(phenomenon)이며, 단일성과 다수성, 연속성과 불연속성, 개인적 속성과 

사회적 속성을 모두 함의하는 개념이다(Beauchamp & Thomas, 2009; 

Akkerman & Meijer, 2011). 2절에서는 ‘개인과 맥락 사이의 상호작용,’ 

‘개인적 정체성과 전문적 정체성의 긴장,’ ‘교육 실천 및 성장과의 

관련성’ 등을 중심으로 교사 정체성 개념의 특성을 보다 상세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나. 교사 정체성의 특성

1) 개인과 맥락 사이의 상호작용

교사들은 특정한 맥락 속에서 다양한 화 상 들과 화하는 가운데 

모종의 ‘목소리를 내며(voiced),’ 이에 따라 다양한 ‘나-위상들’을 

습득하게 된다(Akkerman & Meijer, 2011). 이렇게 습득된 ‘나-위상들’은 

교사의 주체적인 ‘협상’에 의해 독특한 교사 정체성으로 생성된다. 

이처럼 교사 정체성은 교사 주변의 맥락들과 개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즉, “사회적 추세와 그것에 한 우리의 저항과의 논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재구성(변화)”하는 과정을 포함한다(Pinar,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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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김 천(역), 2013: 326).

교사들을 둘러싼 맥락은 생득적이고 제도에 의해 주어진 것에서부터, 

개인의 능동적인 참여 가능성이 보장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Gee(2000)는 한 사람이 모종의 ‘해석 체계(interpretive system)’에 의해 

어떤 유형(들)의 사람으로 인식된 결과를 정체성이라고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해석 체계’는 크게 본성(nature), 제도(institution), 

이야기(discourse), 그리고 친화 집단(affinity group)으로 분류되며, 

각각의‘해석 체계’는 어떤 개인에게 본성 정체성, 제도 정체성, 이야기 

정체성, 친화 집단 정체성 등을 부여해준다. 이 중, 생득적인 조건과 

관련되는 본성 정체성과 소속 기관에 의해 인준되는 제도 정체성은 개인의 

통제력이 상 적으로 덜 미치는 것인 반면, 주변 사람들의 담화에 의해 

구성되는 이야기 정체성과 자발적인 집단 참여로 획득되는 친화 집단 

정체성은 비교적 개인의 참여에 의한 정체성 형성이 가능한 것들이다. 

Gee에 따르면, 한 교사는 네 유형의 정체성으로 이뤄진 

‘조합(combination)’의 형태로 교사 정체성을 형성한다(p. 109). 

선행연구들은 이 같은 ‘해석 체계’에 특정 학교에 국한되는 미시적인 

맥락에서부터(Halse, 2010), 특정한 시 의 성 역할 담론(박언주, 2017)이나 

교육 개혁 담론(Sachs, 2001; Lasky, 2005; Sloan, 2006; Biesta, 2010)과 같이 

거시적인 맥락들이 포함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맥락들은 행위자들의 능동적인 ‘협상’ 활동에 의하여 

교사 정체성의 구성 요소로 포함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이 

같은 ‘협상’ 활동을 크게 실천에 한 성찰(reflection)과 지배 담론에 

한 비판적인 독해로 구별하여 제시하고 있다. 먼저, 연구자들은 

학교에서의 일상적인 실천들과 교사의 내면에 한 성찰에 의하여 능동적인 

정체성 형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일례로, Walkington(2005)은 선배 

교사와의 멘토링과 이를 통한 교수 활동과 교육관에 한 성찰에 의해 예비 

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음을 밝혔다. 마찬가지로 교사 

정체성을 키워드로 하는 국내 연구물들에 한 질적 메타분석을 실시한 

정순경과 손원경(2016)도 교사의 자질과 전문성 등에 한 인지적 측면의 

반성과 교사의 존재 의미, 좋은 교사의 모습 등을 묻는 성찰적 반성이 

전문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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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내면과 행위에 한 검토가 주체적인 정체성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 다.

다음으로, 주로 포스트모던의 입장을 견지하는 연구자들은 ‘해석 체계’ 

자체에 한 비판적인 독해를 통해 능동적인 교사 정체성 형성이 가능함을 

보이고자 했다. Clarke(2009)는 푸코의 ‘자기 배려’ 개념에 근거한 

‘정체성 작업(identity work)’을 활용하여 교사 정체성이 주장 내지 선언될 

수 있다고 말한다. 푸코에 따르면, 자기 형성은 진리의 생성과 권력의 

실천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동시에 정치적인 행위이며(p. 189), 

이에 따라 정체성의 (재)생성에는 한 개인을 둘러싼 윤리적-정치적 축들을 

검토하는 것이 요청된다. Clarke는 이를 교사 정체성 논의에 적용하여, 

교사들이 ‘정체성 작업’에 의하여 정체성 형성 과정에 작용하는 무의식, 

사회 규범 등의 향을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한편, 

Zembylas(2003)는 정서(emotion)에 한 푸코, 버틀러 등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배적인 담론에 저항하여 교사의 주관성(subjectivity)을 재창조하는 방안을 

모색하 다. 그에 따르면, 정서를 규제하는 담론들과 이에 따른 수행들은 

현존하는 권력 관계의 향을 받아 형성된다. 예를 들어, 부끄러움(shame)의 

정서는 교사들이 지배적인 담론에 의해 정의된 정상 상태로부터 이탈하면서 

야기된다. 이 점에서, 정서에 한 비판적인 분석은 교사들을 둘러싼 

지배적인 담론과 권력 관계의 정체를 파악하는 단초가 되며, 더 나아가 

안적인 욕망들과 습관들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Zembylas는 학생들의 흥미에 집중하는 것, 자서전적 반성과 스토리텔링 

등을 통해 부끄러움을 벗어나거나 주관성을 재창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p. 

126). 

정리하면, 교사 정체성은 교사의 주변 맥락에 해당하는 ‘해석 체계’의 

향을 받아 형성되는 측면을 가지며, 동시에 개인들이 능동적인 

‘협상’을 통해 형성할 수 있는 측면을 모두 갖는다. 이때, 교사의 

주체적인 노력은 개인의 내면과 실천에 한 성찰과 ‘해석 체계’ 자체에 

한 비판적인 독해로 별된다. 본 연구의 맥락에서 이 점을 고려해보면, 

교과 교사들은 교과의 특성, 학교 맥락 등 다양한 ‘해석 체계’들에 따라 

특정한 정체성들을 부여받지만, 이들의 주체적인 실천은 이러한 정체성들에 

저항하거나 새로운 정체성을 생성하는 근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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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적 정체성과 개인적 정체성 사이의 긴장

교사 정체성은 교직 사회에서 개인이 느끼는 정체감이라는 개인적 측면에 

더해, 동시에 교직문화 속에서 집단적으로 공유되는 전문적인 성격을 

갖는다(김규태, 2018). 선행연구들은 이 중에서도 교사들이 교사로서 자기 

스스로를 지각하는 방식과 관련된 전문적 정체성(professional identity)의 

구성 요소와 특성을 밝히는 데 주목했다. 표적인 연구로, Beijaard et 

al.(2000)은 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을 ‘교과 내용 전문가’, ‘교수 

전문가’, ‘교수학습 전문가’ 등의 세 가지 역할로 정의하 다. ‘교과 

내용 전문가’는 교과 역의 개념들 및 개념 간의 관계들에 해 온전한 

이해를 갖고 있는 교사를 뜻한다. ‘교수 전문가’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들에 관련되는 것으로, 학생들과의 만남에 개입되는 여러 규범들과 

가치들을 숙지한 교사이다. 끝으로, ‘교수학습 전문가’는 수업의 계획, 

실행 그리고 평가 방법을 숙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할 방안을 알고 있는 교사다. 이렇듯 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은 교과 

내용의 이해와 수업 기술에 더해 학생과의 관계 형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 점은 교사의 전문적 역량을 교과교육 전문성, 수업 

기술 전문성, 학생의 심리 및 ‘필요’를 이해하는 능력 등으로 규명한 

국내 선행연구들(이돈희, 2000; 고재천, 2001; 이종재, 2004)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그런데, 전문적 정체성은 교사의 생애 경험을 통해 형성된 개인적 

정체성(personal identity)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모종의 긴장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Beauchamp & Thomas, 2009; Beijaard & Meijer, 2017). 각 

교사는 내면으로부터 유의미하다고 이해하는 것을 형성한 채 예비교사 교육 

및 현직에서의 직무 수행에 진입하며(정금현·장홍재, 2005; 이동성, 2015b), 

이때 교사의 직무와 관련되어 이들에게 기 되는 전문성은 끊임없는 파열과 

긴장을 내포한다. 이와 같은 ‘정체성 긴장들(identity tensions)’은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적절한 학습 기회들을 제공해줄 수도 

있으나, 개인의 신념이 존중받지 못할 경우 부정적인 갈등들과 종국에는 

교직에서의 중도탈락을 야기할 수 있다(Beijaard & Meijer, 2017: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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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선행연구들 또한 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이 연구자, 음악가, 미술가, 

기독교인 등 개인적 정체성과 ‘정체성 긴장’을 빚는 양상, 그리고 이를 

봉합·극복하기 위한 교사들의 실천들을 소개한 바 있다(류수진, 2010; 

김동원, 2012; 정윤희, 2014; 손정위, 2016).

선행연구들은 ‘정체성 긴장’이 교직이 갖는 도덕적인 측면에 의해 

해소될 수 있음을 지적하 다. 교사는 학생들의 상황을 감각적으로 알고, 

상황에 맞게 ‘교육학적 민감성’을 발휘하여 이들의 성장을 촉진할 책임을 

진다(van Manen, 2012, 정광순·김선 (역), 2014). 이때, 교사는 학생들을 

향해 솔선수범하여 스스로를 열어 보이는 ‘전문적인 취약성(professional 

vulnerability)’을 발휘하며, 이에 따라 자신의 개인적-전문적 삶 사이의 

경계들을 허무는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Lasky, 2005: 908). 마찬가지로, 

Carr와 Skinner(2009)는 교직이 다른 전문직과 달리 형식적인 규칙을 

적용하는 ‘의무(deontic) 윤리’가 아닌, 학생들에게 도덕적인 발달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덕성(aretaic)’을 함축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교직은 

특정 교과의 지식, 기능 및 전문직의 규범과 관련된 전문적 정체성에 더해, 

교사 스스로 어떤 유형의 ‘사람들(persons)’일 필요가 있다. 즉, 교사는 

학생의 도덕적인 성장을 함양하기 위해 전문적 정체성과 개인적 정체성 

사이의 경계를 초월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듯, 교사는 학생들에게 도덕 

교육자, 귀감, 그리고 모범으로서의 의무를 지며(Campbell, 2012), 이에 

헌신함으로써 ‘정체성 긴장’의 해소를 모색하게 된다.

정리하면, 교사 정체성은 전문적 정체성과 개인적 정체성 간의 

‘긴장’을 내포하며, 이러한 ‘긴장’은 교사들에게 학습 기회로 

활용되거나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다. 교사는 학생의 성장에 한 책임을 

지는 교직의 도덕적인 측면에 기 어 ‘긴장’의 해소를 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맥락에서 볼 때, 교과 교사들은 일반적인 직무와 교과의 특성과 

관련된 전문적 정체성과 생애 경험에 의해 형성된 개인적 정체성 사이의 

‘긴장’을 경험할 수 있다. 아울러 ‘정체성 긴장’의 해소는 교과 교사 

정체성의 형성과 접하게 관련될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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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실천 및 성장과의 관련성

교사 정체성은 교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되는 전문적 정체성을 구성 

요소로 포함한다는 점에서 실천에 향을 끼칠 수 있다. 전문적 정체성은 

교육 내용, 교수법의 이해 그리고 학생과의 관계맺음 등에 향을 끼치므로, 

이를 포함하는 교사 정체성은 학교에서의 교육 실천과 접하게 관련된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이 교사 전문성을 포함하는 개념이거나 유사한 개념으로 

교사 정체성 개념을 정의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김규태, 

2018). 아울러 교사 정체성은 교사가 일터 안팎의 삶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자아를 형성해가는 배경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Akkerman & 

Meijer, 2011), 교사가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성장의 방향을 설정해가는 

데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교사 정체성이 교사 삶의 ‘내러티브(narrative)’로 

작용하여 교육 실천들에 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교사 정체성은 

한 인간으로서의 삶과 전문직으로서의 삶이 통합된 거 한 

‘내러티브’이며, 그 사람에 한 모종의 ‘진실들(truths)’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Watson, 2006). Watson의 연구에서, 교사들은 생애 경험을 

통해 축적한 ‘진실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학습 기회를 창출하고, 

학생들과의 소통 방식을 변화시켰다. 한국의 사회과 교사들을 연구한 

정혜정·남상준(2012)의 연구 또한 삶을 배경으로 형성된 사회과 교사 

정체성이 사회과 수업이라는 전경을 통해 완성됨을 지적하 다. 이들의 

연구는 어린 시절의 경험들을 배경으로 사회과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며, 교사 정체성이 생활 지도와 수업 방법 등 교육 실천을 통해 

구현됨을 드러내었다.

한편, 교사 정체성에 한 인식이 교사의 주체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인 연구들도 존재하 다. 전술하 듯, 교사 정체성은 

개인적 경험, 학교 안팎의 교육 맥락인 전문적 맥락, 그리고 교직 바깥의 

정치적 환경 등 개인과 맥락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며(Mockler, 2010), 

교사들은 자신의 교사 정체성을 인식함으로써 성장의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해볼 수 있다. 일례로 Tao와 Gao(2017)는 중국 학에서 응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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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생애 경험들의 향을 받아 전문적 정체성을 

형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어진 맥락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정의하고(주체적 선택)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주체적 행위)을 

기울 음을 드러냈다. 유사한 견지에서, Vermunt et al.(2017)도 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이 교사의 학습 패턴을 규정하며, 이에 따라 수업 실천과 

이후의 전문성 향상 활동들에 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교사 정체성은 전문성 향상과 학습에 향을 끼침으로써, 교사들이 선을 

행하거나 또는 차이를 만들려는 도덕적 목적을 굳건히 견지하며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준다(Mockler, 2010: 523-524).

다. 교사 정체성 형성에 작용하는 요인들

교사 정체성은 개인과 맥락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며, 개인적 

정체성과 전문적 정체성 사이의 긴장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즉, 교사 

정체성은 개인과 환경, 일터에서의 삶과 전반적인 생애 경험 등이 얽혀 

있는 역동적인 ‘현상’으로(Beauchamp & Thomas, 2009; Akkerman & 

Meijer, 2011), 정체성 형성과정은 개인의 동기 수준 그리고 정체성 변환에 

한 거부감과 관련된 방어 기제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일어날 수 

있다(Illeris, 2014). 따라서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의 일반적인 양상과 

요인들을 드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신, 연구자는 국내 선행연구들의 

검토를 통해 한국의 맥락에서 교사 정체성 형성에 작용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보임으로써, 향후 교과 교사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배경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

교사 정체성 형성에 작용하는 교사 외부의 요인들은 ‘교사에게 기 되는 

역할’과 ‘동료 교사와의 협력’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교사에게 

기 되는 역할’은 주로 교사들에게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교사들은 스스로 직무에 부여한 의미와 학교로부터 기 되는 

역할 간에 간극이 존재하는 경우, 특히 학교 내에서 상 적으로 지위가 

낮은 교사들은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 다(한현우·이병준, 2015; 정순경, 

2016; 유은선·이종연, 2017; 조동근·임세 , 2017). 이에, 교사들은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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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을 꾀하거나, 수업 실천 및 학생들과의 관계 향상을 모색함으로써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 다. 다음으로, ‘동료 교사와의 협력’은 학교 

안팎의 동료 교사들과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교사들의 전문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 다. 교사들은 학교 내의 다양한 인간관계들(류태호, 

2000), 전문적 학습 공동체(송경오, 2015), 학교 외부의 교과 

교사공동체(김효정 외, 2013; 김 훈, 2015)에의 참여 경험을 통해 수업 

실천의 향상과 전문적 정체성의 형성을 이루어냈다.

한편, 교사 정체성 형성에 작용하는 교사 내부의 요인들은 ‘개인적 

정체성,’ ‘성찰’로 별되었다. 먼저, 개인적 정체성은 앞서 논의되었듯 

‘정체성 긴장’을 야기하는 요인인 동시에, 교사들이 자신의 역할을 

정의하는 데 결정적인 향을 끼쳤다. 교사들은 교직에서 경험한 역할 갈등 

속에서 각자의 개인적 정체성에 충실하여 수업 실천을 전개했으며(김정자, 

2012; 김소현, 2013; 김 욱·김낙흥, 2015), 경력이 축적되어 형성한 교사 

정체성 또한 개인적 정체성과 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윤희, 

2014; 손정위, 2016; 장서이 외, 2018). 다음으로 ‘성찰’은 교사 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상당수의 문헌들에서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 

교사들은 저널쓰기, 메타포 이미지로 표현하기, 동료와 화하기 등 자신의 

교육 실천 경험에 해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보는 ‘성찰’ 과정을 

거쳤다(류수진, 2010; 박세원·김윤미, 2010; 박세원, 2012; 유승연, 2013; 

채현순·장유진, 2016). 교사들은 ‘성찰’을 통해 자신만의 교육적 신념을 

형성하고 교사로서의 역할을 자각하 으며, 교수학습 방법과 학습자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교사들의 능동적인 전문적 

정체성 형성에 일조하 다. 

정리하면, 교사 정체성 형성에 향을 끼치는 외부 요인은 학교에서 

‘교사에게 기 되는 역할’과 ‘동료 교사와의 협력’으로, 내부 요인은 

개인적 정체성과 ‘성찰’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요인들은 교사 정체성의 

개념적 특성들과 접하게 관련되는 것이다. 본 논문의 맥락에서 각 

요인들은 자료 수집의 범위와 분석 상을 지시해주는 기능을 갖는다. 

‘교사에게 기 되는 역할’은 교과 교사의 학교 내 지위의 문제를, ‘동료 

교사와의 협력’은 교과 교사의 학교 내 동료 교사와의 관계나 교사 공동체 

활동을 검토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개인적 정체성과 ‘성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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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교사의 생애 경험들과 성찰적 글쓰기 활동들을 자료로 수집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준다. 

2. 학교 교과를 이해하는 이론적 관점들

학교 교과는 독특한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교육적인 구성물로, 교육적인 

목적을 지향하여 교육적 상상력을 활용하여, 그리고 상상력을 통하여 

구안되는 것이다(Deng, 2007: 291). 학교 교과는 교육과정에 한 이론들 및 

담론들에 의해 제도적인 수준에서 일차적으로 구안되며, 그렇게 구안된 

결과물은 교실의 교사들에 의해 프로그램 수준에서 학습 경로로 변환된다. 

이때, 교과를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들은 제도적인 수준에서 학교 교과의 

생성에 관여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 수준에서 교사들의 수업 실천을 

이해하는 틀로써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의 논의는 교과 교사가 생애 

경험을 통해 이해한 교과의 의미, 그리고 프로그램 수준에서 수업 실천을 

통해 정립해온 교과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이론적 렌즈(theoretical 

lens)’로써 기능할 수 있다.

학교 교과는 서로 다른 이론적 관점을 취하는 연구자들에 의해 매우 

다양한 의미로 이해되어 왔다. 선행연구들은 교과를 학문과의 관계 속에서 

검토하기도 했고(Bruner, 1960, 이홍우(역), 2010; Stengel, 1997), 아동 삶과의 

관계 속에서 검토하기도 하 으며(Dewey, 1938, 박철홍(역), 2002; Kliebard, 

2004), 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개입된 각축장으로 이해하기도 

했다(Young, 1998; Popkewitz, 2009; Moore, 2013). 이외에도 학교 교과는 

실천 전통의 하나로 이해되거나(홍은숙, 2007), 하나의 ‘현상’ 내지 

‘생태계’로서 ‘교과교육학’이라는 현상이나 문화적 배경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다(박인기, 2009). 이 같은 이론적 관점들은 각각 

독특한 지식관에 근거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수업 실천과 학생들의 학습 

등을 지시하는 원리로 작용하 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크게 학문 중심적 관점, 진보주의적 관점, 그리고 

지식사회학적 관점 등의 세 가지 입장에서 이해된 학교 교과의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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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류는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시도된 것이기도 

하며(Kliebard, 2004; 김재춘 외, 2010; Schiro, 2013; 이상은, 2013), 특히 본 

연구의 사례인 도덕 교과의 이데올로기적 성격과 이에 따른 교사들의 수업 

실천을 분석하기에도 유용할 것으로 기 된다. 각 항목에서는 이론적 

관점의 전개 양상, 지식관, 그리고 교사 실천과 학생 학습에 주는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내용이 기술되었다. 

가. 학문 중심적 관점

학문 중심적 관점의 기본적인 가정은 인간 문명이 오랜 시간에 걸쳐 

중요한 지식을 축적해왔고, 이렇게 축적된 지식이 주로 학을 중심으로 

하는 ‘학문 분과들(academic disciplines)’의 형태로 조직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학교 교과는 이렇게 가치 있는 ‘학문 분과들’의 내용, 

개념적인 구조, 사고방식 등을 학습자들에게 전달하는 매개체로 이해된다. 

미국의 교육과정 역사에서, 학문 중심적 관점은 1890년 와 1960년 에 

학교 교과의 내용을 구성하는 원리로 각광받았다. 1890년  미국 사회는 

이민자들의 유입에 따라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지식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으며, 교육계의 지도적 위치에 있던 Harris는 인류 문명의 

위 한 원천들로부터 교육과정을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Kliebard, 

2004). 그는 교육의 목적을 ‘주의력(attention)’의 획득으로 보았으며, 이를 

위해 산수와 수학, 지리, 역사, 문법, 문학과 예술 등의 학문을 학습하여 

‘ 혼의 다섯 가지 창’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p. 35). 한편, 1950년  

스푸트니크(Sputnik) 사태를 계기로 발행된 Bruner(1960)의 『지식의 

구조』는 효율적인 학습 가능성을 들어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문의 일반적 

아이디어, 개념, 원리 등을 가르쳐야 함을 강조하 다. Bruner에 따르면, 

학문의 고갱이에 해당하는 ‘지식의 구조’를 학습하는 것은 교과를 훨씬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기억의 보전에 유리하며, 일반적 전이의 가능성이 

높고, 최신 학문과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이점을 갖는다. 그가 제시한 

‘나선형 교육과정’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질 가치가 

있는 중요한 문제점·원리 및 가치”를 중심에 두어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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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p. 129), 한국의 3차 교육과정에서 설계 원리로 표방된 바 

있다(소경희, 2017). 

학문 중심적 관점에 따르면, 학교 교과에 담기는 지식은 학문 분과의 

지식과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되거나, 또는 학문적인 지식에 

‘물을 탄(watered down)’형태로 이해된다(Stengel, 1997). 먼저, 교과의 

지식과 학문의 지식을 연속적으로 이해하는 입장은 주로 Bruner의 입론에 

근거한 것으로, 그는 3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교과는 

본질적으로 일선 수학자들의 연구 활동과 동일하다고 보았다. 즉, 학교 

교과는 학문의 핵심을 ‘번역’한 결과물로 이해되며, 여기에 담기는 지식 

또한 학문의 핵심 개념과 성격상 구별되지 않는다. 한편, 학문을 묽게 만든 

것이 학교 교과라는 입장은 교과의 기원을 학문적인 지식에 두되, 교사에 

의한 교수법적이고 개인적인 수정을 인정한다. 이 입장 또한 학교 교과에 

담긴 지식과 학문 분과의 지식을 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Bruner의 입장과 유사하다. 

끝으로, 학교 교과와 학문 분과의 접한 관계는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와 

배우는 학생을 ‘학문의 위계적 구조’ 내에 위치시킨다(Schiro, 2013). 이 

관점에서 볼 때, 교사와 학생은 일선에서 연구하는 학자 – 교사 – 학생으로 

이뤄진 ‘학문의 위계적 구조’ 안에 위치된다. 학생들은 학문 세계에서 

이미 알려져 있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는 지식을 추구하는 학습(learning)에 

참여하며, 교사는 알려진 지식을 학생들에게 퍼뜨리는 교수 활동(teaching)에 

참여한다. 특히, 교사는 그 스스로 특정한 학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문의 

가치, 언어, 기능, 의미 발견 방식들을 숙지한 사람으로, 학생들에게 학문의 

지식을 ‘전수’하여 그 학문으로 입문하도록 돕는다(p. 49). 

나. 진보주의적 관점

학교 교과를 이해하는 두 번째 입장은 진보주의적 관점이다. 여기에서 

‘진보주의’가 뜻하는 바는 너무도 광범위하다. 흔히 ‘진보주의’ 

교육학자로 분류되는 존 듀이는 진보주의 교육협회의 한 연설에서 “관련 

없는 활동들의 단순한 연쇄는 조직화된 교과 내용을 제시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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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다”라고 비판하며, 아동의 개별적인 충동과 선호에 따라 교육의 

내용을 선정하는 일에 반 했다(Kliebard, 2004: 160). 이처럼 진보주의적 

관점은 아동의 충동에 따르는 한 쪽 극단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듀이와 같이 교과와 아동의 발달을 긴 하게 관련짓던 입장도 공존한다. 

이처럼 다양한 진보주의의 흐름에서도 공통적인 특징은 크게 학문 중심적 

관점에 해 적극적으로 반 한다는 점, 그리고 아동의 발달적 측면과 삶의 

‘필요’를 존중한다는 점으로 정리될 수 있다(이상은, 2013). 

진보주의적 관점은 미국 교육과정 역사에서 19세기 후반과 1980년 에 

향력을 행사하 다. 19세기 후반 활동했던 Hall은 아동 연구(child study)에 

과학적인 방법론을 도입한 인물로 평가되며, 아동에 한 

심리학적·인류학적 연구가 교육의 방법과 방향에 한 직접적인 추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Kliebard, 2004: 38). 또한 그는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반복한다’라는 헤르바르트 주의자들의 입장을 수용하여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과정 내용 구성을 강조하 다. Hall의 주장은 

존 듀이의 관점에 일부 향을 끼쳤으며, 1930년  학습자 중심 학교와 

전통적인 학교의 효과성을 비교했던 ‘8년 연구’의 배경으로 

작용하 다(Schiro, 2013). 이후 진보주의적 관점은 ‘지식의 구조’가 

두되며 주춤하 으나, 1980년  이후 인본주의 심리학의 확 와 다중 

지능 이론의 도입으로 다시금 학교 교육에 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1차 교육과정의 특별활동 역과 2차 교육과정 전반에 학습자의 

경험을 강조한 진보주의적 관점이 녹아들어 있다(소경희, 2017). 

진보주의적 관점이 전제하고 있는 지식관은 크게 인지적 구성주의와 듀이 

식의 ‘통합적 연속체’로 갈음해볼 수 있다. 먼저, 인지적 구성주의에서는 

각 개인이 이전에 습득한 지식들과 유의미한 맥락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생성되는 ‘개인적인 의미(personal significance)’를 지식으로 이해한다(Schiro, 

2013). 이 관점에서 볼 때, 학교 교과는 개인이 이전에 습득한 지식들에서 

비롯된 ‘필요’를 고려하고, 성장을 추동할 수 있을 유의미한 맥락을 

제공해주는 구성물로 기능한다. 다음으로, 듀이의 ‘통합적 연속체’ 관점은 

교과와 아동, 세계와 마음의 관계를 이원론적으로 보는 신, 일원론적이고 

연속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배지현, 2013). 학교 교과는 성숙한 성인의 과거 

경험들로 이뤄진 한 사회의 문화로, 아동의 통합적인 삶을 논리적 체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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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추상화·세분화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교과의 지식과 아동의 지식은 

모두 경험으로 구성된다는 공통점을 가지며, 다만 하나의 연속체상에서 

정도의 차이를 가질 뿐이다. 학교 교과와 교사의 수업 실천이 목적으로 

하는 바는 학생의 ‘필요’나 능력에 따라 개인적인 의미 구성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성인들의 경험과 한 사회의 문화로 이끄는 것이 된다. 

끝으로, 이 관점에서 교사의 역할은 학습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적절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주며, 학습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Schiro, 2013: 

137). 교사는 학습자의 흥미, 관심, ‘필요’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파악된 ‘필요’에 따라, 교사는 

지적·사회적·정서적·신체적 성장을 자극할 수 있는 경험들을 제공하기 

위해 학습 환경을 설계해야 한다. 이 같은 학습 환경은 다-학문적인 배경을 

두어 설계되고, 학교 바깥의 현장 학습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아울러 교사는 

학생과 학습 환경 사이에 적절히 개입함으로써 학습을 촉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교사는 학생의 학습에서 하나의 자원이자 조언가로서 활동하며, 

경험을 구두로 표현하도록 돕고, 추가 학습 자료를 제공해주며, 동료 

학생과의 협력을 제안할 수 있다. 이렇듯 교사의 수업 실천은 학생들의 

‘필요’를 자극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데 지향점을 두며, 객관적인 학문의 

구조를 ‘전수’하는 것보다 학습자의 주관적인 의미 구성에 초점을 둔다. 

다. 지식사회학적 관점

학교 교과에 한 지식사회학적 관점은 지식을 ‘사회적 구성물(social 

constructs)’로서 파악하려는 시각이다. 학교 교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개입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며, 특히 사회에서 강력한 향력을 행사하는 

계층들의 지배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반 되어 있는 산출물이다. 

지식사회학적 관점은 1970년  이후 비판적 관심을 가진 미의 교육과정 

사회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며, 이들은 교육과정과 교사-학생 관계 등 

학교교육의 내적 문제들을 탐구하는 데 주력하 다(김신일, 2015). 

지식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지식은 사회적 구조요인의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존재구속성’을 갖는다(김봉석, 2010). 이때, 사회적 구조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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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물적 토 는 물론이고, 체제 유지나 사회 변혁에 한 

사회구성원들의 요구 또한 포함된다. 즉, 지식은 지배 계급의 이해관계가 

담긴 이데올로기뿐 아니라, 기존의 체제를 변혁하려는 세력의 유토피아 

의식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p. 10). 이 관점에서 볼 때, 학교 교과의 

지식은 정치, 경제, 사회적 힘의 행사와 관련된 것, 또는 특정 이데올로기가 

작용한 결과로,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며 유동적인 성격을 띤다(이상은, 

2013). 지식사회학의 목적은 지식을 상 화함으로써 허위의식을 야기하는 

이데올로기를 ‘폭로(debunking)’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인식주체가 

총체적인 인식을 획득하도록 기여하는 데 있다. 지식사회학 관점에 기반을 

둔 선행연구들은 교과 간의 지위와 사회적 계층 사이의 상관관계(Young, 

1998), 국 지리 교과의 탄생과 캐나다의 교육용 컴퓨터 도입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활동들(Goodson, 1998), 미국의 역사 교과서에 기술된 

노동자-사용자의 이미지(Anyon, 1979) 등을 분석 상으로 삼아, 교육과정 

및 교과에 담긴 이데올로기를 ‘폭로’하 다. 

지식사회학적 관점은 교사들이 교과에 담긴 지식의 이념 편향성을 

‘폭로’하고, 보다 총체적인 인식을 획득할 수 있는 방향성을 지시해준다. 

Mannheim은 지식의 부분적인 성격을 인식하고, 그 지식을 역사·사회적 

조건들과 연결시켜 포괄적인 인식을 획득하는 것을 ‘종합관찰’로 이름 

붙인다(김봉석, 2010). 그리고 이 같은 종합관찰적 인식의 핵심에는 자아와 

타자의 변증법적 만남을 통해 공통의 경험을 형성하려는 상호주관성 또는 

‘공감’이 존재한다(p. 15). 이 점에서, 교사들이 학교 교과에 담긴 이념 

편향성을 ‘폭로’하기 위해서는 상호주관성을 경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s)’와 교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테면, 앞서 교사 

정체성 형성의 요인에서 지적된 ‘동료 교사와의 협력,’ 특히 교사 학습 

공동체는 상호주관성을 경험할 수 있는 장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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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 교사의 맥락들

3절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인 교과 교사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탐색하기 

위한 예비적인 논의로 교과와 교사 정체성 형성의 관계가 논의되고, 교과 

교사들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들이 소개되었다. 선행연구들은 교사 개인의 

생애 경험들과 교과가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가운데 교과 교사의 정체성이 

형성됨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연구자는 교과의 

내용적 특성과 교사 집단의 특성을 중심으로 교사들에게 향을 끼치는 

교과의 특성을 명료하게 밝히고자 하 다.

특히, 연구자는 도덕 교과를 연구의 사례로 설정하여 그 특성을 

규명하고자 했다. 본 논문에서 도덕 교과를 사례로 설정한 까닭은 크게 세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첫째, 도덕 교과는 내용적 특성상 교과와 교사 

정체성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를 규명하기에 적절한 사례이다. 도덕 교과는 

개인생활, 이웃과의 관계, 국가 공동체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삶의 

역들에서의 바람직한 가치와 규범을 탐색하는 교과이다. 이 점에서, 도덕 

교과는 교사 개인의 의식과 역동적인 관계를 맺을 여지가 많으며, 1절에서 

논의한 ‘정체성 긴장’의 양상을 탐색하기에 적합하다(Beijaard & Meijer, 

2017). 

둘째, 도덕 교과는 역사가 오래지 않음에도 한국사회의 정치적 변동과 

맥을 같이 하여 내용과 성격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졌으며, 이 점은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 변화가 교사 정체성에 끼치는 효과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도덕과는 1972년 3차 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교과’의 지위를 획득했으며, 학부 과정에서 전문적인 교원 양성이 

이뤄진 시점도 1981년 이후부터다. 이처럼 도덕 교과가 학교 교과로 정착된 

것은 채 40년이 안 되지만, 도덕과는 불과 10년 전까지도 권위주의 정부의 

파시즘을 재생산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이때, 

도덕 교사들이 받은 향을 드러내는 것은 교과 변화와 교사 정체성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시사점들을 던져줄 수 있다. 

셋째, 연구자의 배경상 도덕 교과에 한 접근성이 다른 교과보다 더 

높다는 점도 연구 사례를 설정하는 데 작용하 다. 연구자는 학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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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교육을 전공한 만큼, 교과의 핵심 개념들, 관련 학계의 논의들, 그리고 

개정 시기별 국가 교육과정의 특성 등을 숙지하고 있다. 이러한 선-이해는 

교사를 둘러싼 맥락들 중 핵심적인 것들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교과가 

교사들에게 끼친 향을 비교적 당사자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었다.

가. 교과와 교사 정체성 형성의 관계

Palmer(2007: 78)는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해 물으며, 교사의 

정체성과 성실함이 그 비결이라고 강조하며, 이때 정체성에 빛을 주는 것이 

바로 처음 교사를 매혹시켰던 학과라고 말한다. 학과는 개인의 내 한 

문제의식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해 이해하게끔 도와준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이희용, 2007; 

우지만·백종수, 2011; 정혜정·남상준, 2012; 박상봉·황숙 ·안양옥, 2014; 

송호현·박종률, 2017; 박인심, 2018)에 따르면, 특히 중등학교의 맥락에서 

교과는 교사 정체성을 정의하는 데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 다. 

선행연구들은 교과가 교사 정체성 형성에 향을 끼치기도 하며, 동시에 

교사의 개인적인 맥락들이 교과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교과 수업을 

실행하는 데 향을 끼칠 수도 있음을 드러냈다. 한편으로, 교과는 그 

내용이 갖는 독특한 성질에 따라 뚜렷이 구별되는 문화를 형성하며, 이로 

인해 교사의 전문적 정체성 형성에 향을 끼칠 수 있다(Beauchamp & 

Thomas, 2009; 한재 , 2012). 이를테면, Stodolsky와 Grossman(1995)은 미국 

학교의 맥락에서 어, 사회과, 과학, 수학, 그리고 외국어 등 다섯 가지 

학문 교과들을 상으로 하여, 각 교과의 내용적 특징이 교사들이 속한 

‘부서(department)’를 매개로 하여 교사들의 실천에 향을 끼쳤음을 

밝혔다. 한국의 맥락에서, 이 같은 양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학교 교과는 ‘교과의 원천 → 국가 교육과정 → 교과서 → 교과 

수업’의 제도적인 변환 과정을 거쳐 생성되며(이상은, 2013), 교사들은 

법률에 따라 국가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를 충실하게 가르쳐야 하는 

의무를 진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국가 교육과정, 교원자격검정령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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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제도적 장치의 향으로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와 더욱 착된 관계를 

맺게 된다. 따라서 다른 국가의 교사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중등학교 

교사들은 상 적으로 교과의 향을 강하게 받아 교육 실천을 전개하며, 

이와 관련된 전문적 정체성을 교사 정체성의 일환으로 포함할 공산이 크다.

다른 한편으로, 교사의 생애 경험들은 교과에 한 이해와 수업 실천에 

향을 끼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교과 그 자체의 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Peterman(2017)은 교사들이 학습자 시절의 교과 학습 경험, 스승에 

한 긍정적·부정적 평가 등 개인적 경험에 향을 받아 교과 교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설명하 다. 특히, 교사들은 교육 맥락(학습자 특성, 교실 

맥락)에서 요구되는 바가 교과 교사로서 형성해온 지식이나 규범들과 

마찰을 빚을 때, 각자가 처한 맥락에 충실하여 교과의 의미를 재구성하기도 

했다(p. 200-201). 더 나아가,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 그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행위의 잠재력(potential for action)’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었다(Ellis, 2007). Ellis에 따르면, 교과는 일종의 ‘실천 

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로 이해될 수 있다. 교사들은 교과 ‘실천 

공동체’의 일원이자 저마다 독특한 동기와 자서전(autography)을 보유한 

존재들로, 이들은 교과의 목적들을 저마다 다르게 해석하여 일상적인 

실천들을 창조적으로 체해간다. 이 같은 행위들은 장기적으로 교과라는 

‘체계(system)’ 그 자체를 변환하는 잠재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p. 

459). 

정리하면, 교과와 교사 정체성 형성의 관계는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교과는 독특한 ‘부서’ 문화와 제도적 장치로 

이뤄진 하나의 ‘체계’로서 교사들의 정체성 형성에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교사들은 개인적인 맥락에 근거하여 교과의 의미를 

해석하고 수업 실천을 전개하며, 교과 그 자체의 변화를 촉발하기도 한다. 

1절의 논의를 참조할 때, 이와 같은 상호작용은 교과와 결부된 전문적 

정체성과 개인적 정체성 사이의 ‘정체성 긴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Beijaard & Meijer, 2017). 마찬가지로, 개의 ‘정체성 긴장’이 

교사에게 학습 기회와 부정적인 갈등을 가져다주듯, 교과 또한 교사에게 

정체성 형성의 자원이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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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덕 교사를 둘러싼 맥락적인 요인들

본 항에서는 크게 ‘도덕 교과의 내용적 특성’ 그리고 ‘도덕 교사 

집단의 특성’을 중심으로 도덕 교사를 둘러싼 맥락적 요인들을 검토한다. 

연구자는 국민윤리교육과의 학부과정이 설치된 1981년 이후 학에 입학한 

경력 20년 이상의 교사들을 상으로 생애사 연구를 진행하 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들에 한정하여 맥락적인 요인들을 

정리하 다. 먼저, ‘도덕 교과의 내용적 특성’은 1981년 고시된 4차 

교육과정부터 2009년 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국가 교육과정 

문서를 상으로 기술되었다. 마찬가지로 ‘도덕 교사 집단의 특성’ 또한 

1981년 이후의 교원양성체제 및 교원양성기관의 특징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1) 도덕 교과의 내용적 특성

학교 교과는 독특하게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교육적인 구성물로, 

교육적인 목적을 지향하여 교육적 상상력을 활용하여, 그리고 상상력을 

통하여 구안되는 것으로 교육과정 이론들에 의해 향을 받아 개선되는 

것이다(Deng & Luke, 2007: 83). 학교 교과는 교육과정을 조직하기 위한 

개념적 조각(소경희, 2017)이며, 그 자체로 학문과 반드시 동일시 될 수 

있는 구성물이 아니다(Stengel, 1997; Goodson, 1998). 도덕 교과 또한 

제도적인 수준에서 여러 학문 분과들이 교육과정으로 변환되는 과정,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결과물이 교실 수준에서 교사(들)에 의해 

교수법적으로 변환되는 과정 둘 다에 의해 생성된 구성물이다(Deng, 2007). 

선행연구들(Grossman & Stodolsky, 1995; Stodolsky & Grossman, 1995)은 

제도적인 수준에서 생성된 교과의 내용적 특성이 프로그램 및 교실 수준의 

교사 실천을 위한 ‘무 (arena)’로 작용하 음을 밝혔다. 이들은 교과라는 

‘무 ’의 특성을 ‘지위(status),’ ‘계열성(sequentiality),’ 

‘범위(scope),’ ‘규정성(defined),’ ‘고정성(static)’ 등 다섯 가지로 

정의하 다. ‘지위’는 입과의 관련성, 필수/선택 교과의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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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다. ‘계열성’은 이전 학습이 이후 학습의 선결조건으로 지각되는 

정도, ‘범위’는 교과를 구성하는 학문들 혹은 연구 분야의 수를 뜻한다. 

‘규정성’은 학교 교과의 내용과 관련된 합의의 존재 여부이다. 끝으로 

‘고정성’은 새로운 지식, 이론의 발굴에 따라 교과의 내용이 변화되는 

정도이다. 

먼저 도덕 교과의 ‘지위’는 입과의 관련성, 선택/필수 교과의 여부에 

더해, 교과의 ‘위상’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참조할 때 편제표상 

구분(김봉준, 2004; 손동현, 2008), 수업시수(박인심, 2018)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도덕과의 편제표상 구분(선택/필수 교과의 여부 포함), 

수업시수, 입과의 관련성 등 세 준거들을 중심으로 도덕 교과의 

‘지위’를 살펴보겠다. 

첫째, 도덕과의 편제표상 구분은 3차 교육과정부터 확보한 ‘교과’ 

지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교과와의 상 적인 위치에 

있어서는 7차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라 중 한 변화를 

겪었다. 먼저, 1997년 고시된 7차 교육과정(교육부, 1997a)부터,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표상 다른 교과보다 위에 놓 던 ‘수위’ 

교과의 지위가 사라졌다. 또한 종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도덕 교과는 

국민윤리 또는 윤리(6차) 과목으로 필수 교과 지위를 유지했으나, 이 

시기부터 10학년 필수 2단위 외에는 윤리와 사상 또는 전통 윤리의 선택 

과목으로 운 되었다. 다음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시에 따라, 2007 

개정 교육과정 당시 11개 교과로 이뤄졌던 중학교 교과 역이 국어, 

사회(역사포함)/도덕, 수학 등 8개의 교과군으로 재편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a). 그 결과 도덕과는 사회/도덕군에 속한 교과들과의 조정을 통해 

시수가 결정되었다. 같은 시기, 고등학교 교육과정 또한 역사/도덕이 포함된 

사회 교과군으로 재편되었으며, 도덕 교과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등 

선택 과목들로 운 되었다.

둘째, 도덕과의 이수 단위 또한 편제표상 구분과 궤를 같이 하여 등락을 

반복하 다(함종규, 2003; 소경희, 2017). 중학교 도덕과의 이수단위는 5차, 

6차 교육과정까지 연간 주당 2시간의 시수를 확보하던 것이, 7차 

교육과정에 이르러 7학년 2시간, 8학년 2시간, 9학년 1시간으로 

1시간(2단위) 줄어들었다. 교과군 체제가 도입된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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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도덕과의 시수는 주당 5시간이 주어지는 사회/도덕 교과군 내에서 

다른 교과들과의 조정을 통해 학교별로 결정된다. 한편, 고등학교의 이수 

단위는 4~6차 교육과정에서 6단위로 유지되었으나 7차 교육과정부터 10학년 

2단위와 선택 교과(각 4단위)로,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 사회 교과군 내 

15(10)단위 내에서 시수가 결정되었다.

셋째, 입과의 관련성 또한 위의 두 변화와 맞물려 발생하 다. 82년 

도입되어 93년까지 실시된 ‘ 학입학 학력고사’는 이 시기 입 전형에서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컸으며, 시험 과목은 인문계 기준으로 

82~83년 14개 과목, 84년 15개 과목, 85년 16개 과목, 86년 17개 과목으로 

점증하다가, 87년부터 93년까지는 필수 5개 과목과 선택 4과목이 결합된 

형태로 치러졌다(남혜 , 2002). 이때, 국민윤리 과목은 전 시기에 

포함되었으며, 특히 87년 개편된 ‘필수 + 선택’ 과목 체제에서도 국어, 

수학, 어, 국사와 함께 필수 과목에 포함되었다. 학수학능력시험으로 

개편된 이후, 95~98년 국민윤리 과목은 전 수험생이 공통과목으로 치른 

사회탐구에 포함되었으며, 6차 교육과정에 따른 94~2004년 시기 윤리라는 

명칭으로 전 계열의 학생들의 시험과목이 되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한편, 7차 교육과정 및 2007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에 치러진 

2005~2013년 수능에서 윤리는 사회탐구 과목 중 선택과목으로 치러졌으며, 

2014년 이후 생활과 윤리 및 윤리와 사상으로 분화되었다(김덕수, 2014). 

정리하면, 도덕과의 ‘지위’는 편제표와 이수 단위에 비춰볼 때 7차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 도입 시기에, 그리고 입과 관련해서 필수 

과목에서 제외된 2005년 수능과 선택 과목이 2개로 늘어난 2014년 수능에서 

변화를 겪었다.

다음으로, 도덕과의 ‘계열성’은 이전 학습이 이후 학습의 선결 

조건으로 작용하는지의 여부와 관련된다. 중학교를 기준으로 할 때, 

도덕과는 4차 교육과정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명칭은 

달리하지만 ‘개인 → 이웃 → 사회(국가, 통일) → 자연·초월적 존재’의 

구조를 취하며, 학년이 달라지더라도 동일한 구조가 반복되는 형태를 띤다. 

‘계열성’의 측면에서 볼 때, 4차, 5차 교육과정은 이전 학년의 학습 

결과가 다음 학년의 학습에서 선결조건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문교부, 

1981; 문교부, 1987). 이런 흐름은 6차 교육과정(교육부, 1992)부터 변화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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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종래에 뚜렷하지 않았던 학년별 계열성”의 기준을 

세웠다(정세구, 1994: 49). 이런 흐름은 주요 가치·덕목을 추가한 7차 

교육과정(교육부, 1997a), 주요 주제를 제시한 2007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2007), 일반 수준과 심화 수준을 나누어 제시한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1a)에 이르기면서 점차 심화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도덕과는 초등학교 도덕에서 기본 생활 습관의 

내면화, 중학교 도덕에서는 도덕적 사고력 및 판단력 함양하는 식의 

계열성을 전제하고 있다(정창우, 2013). 

도덕과의 ‘범위’는 도덕과와 관련되는 학문 분과의 수와 관련된 

개념이다. 전 세계의 시민 교육(civic education)은 명칭에서부터 포함되는 

학문 분과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며, 이는 이 과목이 갖는 

‘구성되었음(constructedness)’을 반 한 결과이다(Lee & Manzon, 2017: 

651). 한국의 도덕 교과 또한 이와 유사한 맥락을 공유하며, 4차 교육과정 

이래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을 아우르는 접근을 

표방해오고 있다. 이 점은 교과의 성격이 명시된 6차 교육과정에 이르러 

두드러지는데(교육부, 1992), 여기에서 도덕과는 도덕규범 및 가치문제를 

다루는 규범 과학과 사회 과학적 관점을 모두 포함한다고 적시하 다. 이는 

7차 교육과정에 이르러 ‘학제적(interdisciplinary)’인 접근으로 

명명되었으며,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부터는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되, 연관된 여러 학문의 접근 방법을 활용”하는 진술에서 보듯, 윤리학적 

접근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2). 

끝으로, 도덕과의 ‘규정성’과 ‘고정성’은 상기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규정성’의 측면에서, 반공/통일 역은 

도덕과의 내용이 사회적 합의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 ‘생활 역 확장법’은 ‘자신의 발전 → 

원만한 인간관계 → 주체적인 한국인 → 승공통일’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 같은 서술 방식은 제5차 교육과정에도 그 로 계승되었다가, 제6차 

교육과정이 되면서부터 승공통일이 남북한의 통일 과제로 변화를 겪은 이래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또한 ‘고정성’의 측면에서, ‘범위’가 넓은 

도덕과의 특성상 내용의 동적인 속성이 부각될 여지가 많다. 전술하 듯, 

도덕과는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에 두게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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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변화의 원인은 철학계와 ‘전국도덕교사모임’(이하 ‘전도모’)을 

중심으로 제기된 ‘도덕 교육의 파시즘’ 논쟁이었다(홍윤기, 2005; 김상봉, 

2005). 도덕 교육의 핵심에 철학이 놓여야 한다는 공격자들의 논리에 해, 

도덕교육학계는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을 위해 윤리학을 중심에 두고 

사회과학 및 도덕심리학 등을 결합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섰다(박병기, 

2007). 이 사례에서 보듯, 도덕과는 학계와 이해 관계자들의 조정 속에서 

역동적으로 변화되어 온 교과이다.

2) 도덕 교사 집단의 특성

도덕 교사 집단의 특징은 크게 도덕 교사의 출신 배경에 향을 끼치는 

교원양성체제,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의 출신 학과이자 오늘날에도 다수 

도덕 교사들이 양성되는 (국민)윤리교육과 커리큘럼의 변천사를 중심으로 

논의된다.

먼저, 교원양성기관 내에서 윤리 교사 자격 수여는 1981년 

국민윤리교육과 설치 이후 급격히 일원화되었다. 1981년 이전까지, 

철학 역의 5개 학과(철학과, 동양철학과, 인도철학과, 유학과, 미학과), 

종교 역의 5개 학과(신학과, 기독교학과, 불교학과, 성문학과, 종교학과) 

그리고 교육·심리 역의 5개 학과(교육학과, 심리학과, 교육심리학과, 

시청각교육학과, 교도교육과) 등 15개 학과 졸업생들에게 도덕 및 윤리 교사 

자격증이 수여되었다. 그러나 당시 윤리를 담당하고 있던 교원 중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교원이 전체의 1/5에 불과했을 정도로, 도덕 교사의 전문성 

문제가 심각하게 두되었다(박용헌, 1980: 203). 이에 1981년, 도덕 교과를 

가르칠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국 14개 학에 국민윤리교육과가 

설치되었다(정세구, 1986). 국민윤리교육과 설치 이후 사범 학의 

국민윤리과와 비사범 학의 국민윤리학과 출신자에게만 국민윤리 교사 

자격증이 수여됨에 따라, 기존 15개 학과 신입생들은 더 이상 윤리교사 

자격을 수여받지 못하게 되었다(임용경, 2005). 이런 상황은 7차 교육과정 

이후 학계의 논의를 거쳐(정세구, 1998) 교육학과와 철학과에도 연계전공의 

형태로 윤리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일부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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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국민)윤리교육과 출신에 한정할 경우의 교사 자격 수여 조건 

또한 교원 정책의 향(김교흥, 2007)을 받아 변화되었다. 학부 전공 설립 

이후부터 1989년에 이르는 시기, 국·공립 학의 국민윤리교육과 

졸업자들은 사립 사범 학생보다 우선 임용되는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이런 규정은 1989년 ‘교원양성·임용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 책안’의 

발표 그리고 1990년 10월 국·공립 사범 학 졸업생 우선임용에 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폐지되었다. 같은 

해 12월 ‘초·중등교원 임용고시제’가 실시된 이래, 국·공립  

윤리교육과 출신 교사들 또한 공개시험을 치러야 공립학교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도덕 교사들이 교원양성기관에서 학습했던 과정, 즉 학의 

커리큘럼은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 본 논문에서는 크게 ①사범 학 

교직과목 이수 기준(김운종, 2018), ②‘중등학교교사 표시과목의 관련학과 

및 기본이수 역,’ 끝으로 ③서울 학교 (국민)윤리교육과의 

커리큘럼(정창우, 2006) 등 세 자료를 중심으로 도덕 교사가 학습했던 

학의 커리큘럼을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먼저 1974~1982년간 교직 최소 이수학점은 역사·사회·철학 역(4학점), 

심리학적 역(2학점), 교육내용 및 방법 역(2학점), 각과지도법(2학점), 

그리고 4주간의 교육실습(2학점)으로 총 12학점이었다. 이 시기 사범 학의 

전체 이수학점은 140학점이었으며, 학별로 19~24학점에 이르는 

교직과목을 이수하도록 하 다(신은숙, 1980). 이후 1982년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문교부령 제507호) 개정으로 세 과목이 

추가되고 역사·사회·철학 역의 최소 이수학점이 6학점으로 늘어난 뒤, 

1983~2009년까지 교직이론(14학점 이상), 교과교육(4학점 이상), 

교육실습(2학점)의 체제가 유지되었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교과교육을 

각 학과의 전공과목으로 변경하고 교직이론(14학점 이상), 교직소양(4학점 

이상), 교육실습(4학점)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김운종, 2018). 교직과목은 

명칭과 이수규정의 변동을 제외하고 구성상으로 큰 변동 없이 

운 되었으며, 다만 학습자에 한 이해(교직소양) 및 교직실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왔다.

다음으로 ‘교과 내용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전공과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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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살펴보겠다. 도덕과의 전공과목은 각 학별 여건에 따라 과목명, 

개설 분야의 다양성이 크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교원자격검정령」의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중등학교교사 표시과목의 관련학과 및 

기본이수 역’에 관한 교육부 고시 문서들(「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을 바탕으로, 

도덕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이수해야 했던 교과목들의 변천사를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실제 각 학에서 운 됐던 도덕과 커리큘럼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 학교 (국민)윤리교육과의 커리큘럼을 다룬 정창우(2006)의 

연구를 소개하 다. 

도덕과 교사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했던 기본이수과목 중 변동이 있던 

연도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Ⅱ-1>과 같다. 

※ 출처: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1982; 1983; 1994; 1997b; 2000; 2004; 2009b; 2011b; 2012; 2014; 2015)

연도 표시과목 기본이수과목

1982 국민윤리
윤리학, 공산주의 비판(국민윤리교육과)

철학, 논리학(국민윤리학과)

1994 윤리 윤리학개론, 한국윤리사상, 민주주의론, 통일교육

2000 도덕·윤리

(1) 도덕·윤리교육론

(2) 윤리학개론, 동양윤리사상, 서양윤리사상, 한국사상개론, 

윤리고전강독(또는 동서양고전강독, 또는 논술)

(3) 민주주의론, 국가안보론, 통일교육론, 시민교육론, 

도덕(발달)심리학

※ (1)분야에서 1과목, (2), (3) 분야에서 각각 2과목(6학점) 이상 

이수

2009 도덕·윤리

(1) 도덕·윤리교육론

(2) 윤리학개론, 동양윤리사상, 서양윤리사상, 한국윤리사상, 

윤리고전강독, 응용윤리(또는 사회윤리), 윤리와 논술

(3) 민주주의론, 통일교육론, 시민교육론, 도덕심리학(또는 

발달심리학), 도덕사회학

※ (1)분야에서 1과목, (2), (3) 분야 중 각 분야에서 3과목 이상 

이수

<표 Ⅱ-1> 도덕과 기본이수과목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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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변동사항은 도덕과의 내용적 특성 변화와 맞물려 일어났다. 

1982~1994년 시기 국민윤리교육과의 기본이수과목에는 윤리학과 함께 

공산주의 비판이 포함된 것이 특징적이며, 6차 교육과정 적용 시기인 

1994년 이후에는 윤리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비중이 등하게 편성되었다. 

이런 흐름은 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2000년 세부기준의 변동에 따라 큰 

전기를 맞이한다. 전술하 듯 7차 교육과정부터 도덕과는 ‘학제적 

접근’을 표방하 으며, 이에 따라 기본이수과목 또한 교과교육론, 

규범과학(윤리학), 사회 과학적 관점이 결합된 형태로 정착되었다. 끝으로 

2009년에 이르러 (3) 분야에서 국가안보론이 폐지되고, (2) 분야에 

응용윤리와 윤리와 논술이 추가된 것은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는 

교과의 성격 변화가 반 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처럼 교육부 문서상 확인되는 도덕과의 성격 변화는 실제 

국민윤리교육과 커리큘럼 운 에도 반 되었다. 36쪽의 <표 Ⅱ-2>는 

서울 학교 국민윤리교육과의 내부 자료들을 근거로 작성된 학부 

커리큘럼의 주요 변천 과정이다. 교원양성기관의 도덕과 커리큘럼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변화들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윤리교과와 관련된 

과목(윤리학 관련 교과목, 교과교육 관련 교과목)의 수가 점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위의 교과목 명칭에서 윤리, 사상 등과 관련된 윤리학 관련 

교과목 및 교육론, 교육공학, 교재연구, 교재론 등 교과교육 관련 교과목의 

수는 1985년 37개 중 9개, 1993년 38개 중 16개, 1998년 25개 중 14개, 

2006년 25개 중 17개로 점증하고 있다. 둘째, 북한 및 공산주의 비판과 

관련된 과목의 비중과 성격이 크게 변화되었다. 일례로, 

공산주의체제비교(1985년)가 사회주의체제비교(1993년 이후)로, 

남북한통합론(1993년)이 통일교육론(2006년)으로 변화된 것이 이런 추세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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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창우(2006, p. 218). ‘*’ 표시된 과목은 전공필수임.

1985 1993 1998 2006

1

학

년

1 민주주의론*
민주주의론*

사회과학개론*
민주주의론* 민주주의론*

2 철학적 인간학*
한국사상개론*

국제정치와 한국

한국사상개론*

사회과학개론
현 윤리학개론

2

학

년

1

공산주의이론과 실제*

사회과학개론

한국경제체제론

아세아공산주의론

국민윤리학특강

현 윤리학개론*

사회주의 이념과 실제*

동양윤리사상

한국정치론특강

한국정치론

현 윤리학개론*

동양윤리사상

남북한사회비교연구

철학적 인간학

시장과 윤리

남북한 사회연구

동양윤리사상

2

국민윤리학강독*

한국민족사연구

문화와 윤리

정치사회학개론

국제정치와 한국

국민윤리학강독*

국제문제와 윤리

민주시민교육론

문화와 윤리

정치사회학개론

문화와 윤리

정치사회학개론

도덕윤리과교육론*

국제문제와 윤리

문화와 윤리

한국사상개론

도덕윤리과교육론*

사회과학개론

3

학

년

1

현 윤리학개론*

한국윤리사상*

한국정치론특강

국가론

북한사회론

공산주의운동사

사회과학방법론

한국윤리사상*

윤리사개설

철학적 인간학

국가와 정치경제

사회과학방법론

사회주의체제 형성과

변화

가치교육론

철학적 인간학

한국윤리사상*

북한정치론

도덕·가치교육론

한국윤리사상*

북한정치론

도덕·가치교육론

사회윤리

2

국민윤리교육론*

북한정치론

사회윤리연구

사회복지론

비교정치교육론

한국사회론

국제정치체계론

국민윤리교육론*

한국민족사연구

한국사회론

사회윤리연구

남북한사회비교연구

북한정치론

남북한통합론

사회윤리

동양고전특강

민주시민교육론

국제문제와 윤리

민주시민교육론

현 사회의 윤리적 쟁점

국가와 윤리

4

학

년

1

국민윤리지도법*

사회사상사

동양윤리사상

공산주의체제비교

현 이데올로기문제

비교민족주의 연구

국민윤리지도법*

남북한통합론

사회주의체제비교

현 사회사상

동양고전특강

사회주의체제비교

도덕·윤리과지도법*

국가와 정치경제

통일교육론

사회주의체제비교

도덕·윤리과지도

및 평가론*

국가와 정의

2

국민윤리 교재연구*

국제갈등과 평화

현 사회문제론

사회철학특강

한국근 화론

국민윤리교재연구*

생태윤리학

국제평화와 갈등

현 사회문제론

사회인식론

한국근 화론

교육공학의 이론과 실제

사회인식론

도덕·윤리과교재연구

생태윤리학

생태윤리학

동서양고전강독

도덕윤리과교재론

<표 Ⅱ-2> 서울 학교 (국민)윤리교육과 학부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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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론: 생애사 연구

본 연구에서는 교과와 교사 정체성 형성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생애사 연구(life history research)를 활용한다. 생애사 연구는 

거시적 맥락과 미시적 과정을 연결하고, 개인의 삶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맥락에 연결시키는 관계적 속성과 잠재력을 지닌 방법론으로, 

주체와 객체, 개인과 사회, 행위와 구조의 이분법적 경계를 넘어 개인의 

삶을 풍부하게 기술하기에 적합하다(강 중, 2009; 이동성, 2015a). 특히, 

생애사 연구는 개인이 사회적 삶과 사회 변화 시기를 어떻게 경험하는가와 

변화하는 세상의 맥락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알아보는 데 유용하다(Giddens & Sutton, 2017, 김미숙 외(역). 2018).

생애사 연구의 기본적인 분석 단위는 ‘시간성’이다(이동성, 2015a). 

생애사 연구는 참여자가 과거에 경험한 바를 사회적 조건과의 관계 속에서 

재구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 시점에서 참여자의 의미부여 양상 그리고 

미래에 한 비전을 검토하는 데 적합하다. 그런데 ‘시간성’을 띤 

텍스트인 ‘내러티브’는 일종의 ‘생애 경로(life course)’를 구성하며, 

이는 메타포들을 통해 표현된다(Holstein et al., 2000: 40). 이러한 

메타포들은 참여자들의 복잡하고, 추상적이며, 혹은 공식화되지 않은 

경험들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지역 토착적·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규정된다. 이 점에서, 생애사 연구의 ‘시간성’은 개별적이고 공유될 수 

없는 개인의 삶을 지칭하기보다, 사회 구성원들이 ‘생애 경로’를 

이해하는 메타포들과 그 구조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생애사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시간성’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을 생성하고, 

이를 새로운 독자와 공유할 수 있다는 질적 연구 방법의 

‘미메시스(mimesis) 과정’ 논리를 전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Flick, 

1995, 임은미 등(역), 2009).

이 점에서, 교사의 삶에 한 생애사 연구는 부분의 교사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들, 우선순위들 등을 파악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Good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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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교사 생애사 연구는 ‘교사의 목소리’를 복원함으로써, 기존의 

처방과 개혁이 갖는 한계들을 폭로하고 새로운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처럼 비판적인 관심사를 가진 연구 외에도, 교육과정 

분야에서 생애사 연구는 주로 초임교사의 사회화, 교직과 교사의 삶, 교사의 

실제적 지식, 비판적 교사의 삶을 탐색하는 데 활용되었다(김 천, 2004). 

우리나라의 경우, 교사의 실제적 지식과 ‘전문성’의 정체(이희용, 2007; 

유은정·이선경·최종림·김찬종, 2010; 박상봉·황숙 ·안양옥, 2014), 

교사의 성장 과정(정금현·장홍재, 2005; 김석례·손민호, 2011; 오 재, 

2012; 이동성, 2015b; 조성희·김희수, 2017), 그리고 비판적 교사의 

삶(손준종, 2018) 등의 주제들이 생애사 연구를 활용하여 탐색되었다.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 정체성은 개인과 맥락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며, 학교 교과는 그 자체의 내용적 특성 및 제도적·문화적 

성질에 의해 교사 삶의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교과 교사는 

중등학교 교사, 도덕과 교사 등 특정한 관계에 놓인 문화 집단에 소속된 

존재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의 ‘시간성’을 규정하는 메타포들은 

개념 간의 체계를 갖춘 이론으로서 정립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생애사 

연구 방법은 본 논문의 문제의식을 풀어내는 데 적절한 방법론적 근거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 된다. 

2. 연구 상

가.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

Borgdan과 Biklen(2007)은 생애사 연구를 사례 연구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면서, 그 성공 가능성은 연구자의 잠재적 특성에 주로 좌우된다고 

지적한다. 이들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의 정확하고 좋은 기억력, 

연구문제와의 관련성, 이야기를 해줄 만한 충분한 시간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생애사 연구의 인터뷰는 참여자들의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삶 전반을 

다루기에 장기간의 연구를 요하는 만큼, 연구 참여자의 선정 과정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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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하는 것이다.

표본 추출 전략과 관련하여, 연구자는 ‘결정적인 사례 추출,’ 그리고 

‘편의성 높은 사례 추출’을 선택하 다(Flick, 1995, 임은미 등(역), 2009). 

‘결정적인 사례 추출’은 연구되고 있는 현상, 즉 교과 변화와 교사 

정체성 간의 역동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하는 

것이다. 도덕 교과의 내용적 특성이 지난 20년간 세 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으로 중 한 변화를 겪었다는 Ⅱ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최소 

20년 이상 재직한 교사들을 연구 상으로 설정하 다. 다음으로, ‘편의성 

높은 사례 추출’은 제한된 시간적·인적 자원 내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사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연구자는 전술했던 Bordan과 Biklen의 기준에 

따라 자주 만날 수 있고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자 하 다.

이상의 기준들을 본 연구문제에 맞게 조정하여, 다음의 세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 2인을 선정하 다. 

● 교직 경험에 해 비교적 정확한 기억력을 가진 도덕 교사

● 20년 이상 재직한 도덕 교사

● 충분한 시간을 두고 면담이 가능한 교사

나. 연구 참여자

이상의 기준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2인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 다. 

연구 참여자들은 아래의 <표 Ⅲ-1>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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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나눔 교사

박나눔 교사는 충북 보은에서 1964년 국민학교 교사인 아버지와 

가정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박 교사는 가정 형편과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명학 학 국민윤리교육과 83학번으로 입학했다. 

그는 학 시절 학과를 둘러싼 외부의 비판과 교수들의 권위주의적 행태에 

반발하여 학과 바깥의 활동들에 열심히 임했다. 이후 그는 1988년 

‘코스모스 졸업’과 함께 으뜸중학교에 발령 받았고, 같은 해 겨울 방위로 

입 해 1990년 전역과 함께 복직했다. 본래 언론계에 관심을 뒀던 박 

교사는 선배의 권유로 교직을 떠나 2년 동안 한 잡지사에 근무하기도 

했으나, 가족을 건사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1992년 사립학교인 

인성고등학교에 입직하 다.

박나눔 교사는 초임 시기 교단에 서서 도덕 교과의 한계들을 인식하고, 

이를 넘어서기 위해 다양한 수업 방법들을 시도해왔다. 박 교사는 

무미건조한 도덕 교과서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 닿는 수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선행록,’ ‘칭찬 교육,’ ‘꿈 교육’ 등 다양한 수업 방법들을 

창안해왔다. 이 같은 수업 방법들은 언론 보도 자료와 출판물 등 텍스트의 

1) 이하 본 연구에서 등장하는 인명과 학교명, 단체명은 모두 가명 처리되었음.

참여자

(가명)
성별

학부 

학번

교직

경력
면담 일시

박나눔

1)
남 1983년 24년

2017. 10.19 /   11.1 /   11.8 / 12.05

2018.  2.20 /    3.2 /   4.19 / 8.28

       9.6 /  10.12 /  10.15

김예인 여 1985년 30년
2018. 2.12 /    6.8 /  10.12 / 

     10.19 /   11.8

<표 Ⅲ-1> 연구 참여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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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는 직접 운 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녹화한 수업 장면들을 게시해두었다. 이 점에서, 박나눔 교사는 과거 교직 

경험에 해 외부 기억 장치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기억을 보전하고 

있었다. 실제 면담 과정에서도 연구자가 국가 교육과정의 내용을 인용하여 

질문할 때, 박 교사는 초임 시기의 수업 장면까지도 매우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아울러 박나눔 교사는 도덕 교과 교육과정이 급격한 변화를 겪었던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논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이력을 가진다. 박 교사는 ‘전도모’의 일원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 직전 

시기 도덕교육계와 철학계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 다. 

또한 그는 윤리교육 전공으로 박사과정 재학 중 전공 학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직했으며, 이에 따라 2009 개정 교육과정에 한 도덕 

교육계의 응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 다. 이렇듯 박나눔 교사는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두 차례나 관여했던 독특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상, 박나눔 교사의 생애 경험과 도덕과 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 박나눔 교사 생애사 및 교육과정 적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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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예인 교사

김예인 교사는 1967년 강원도 속초에서 ‘머구리’ 선주인 아버지와 

가정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김 교사는 학비 부담이 적고 

장학금이 주어졌던 명학 학 국민윤리교육과에 85학번으로 입학했으며, 박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과를 벗어나 풍물패 ‘탈반’ 등에서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학 시절을 보냈다. 그녀는 무용수로 살고 싶었으나 어머니 혼자 

가계를 꾸리는 가정 형편을 고려하여 도덕 교사로 살아가기로 결정한다. 김 

교사는 1990년 평산중에 발령 받아 2008년까지 중학교에 근무했으며, 

2008년 선량고로 전보를 간 뒤부터 고등학교에서 근무해왔다. 

김예인 교사는 박나눔 교사와 유사하게 초임 시기 도덕 교과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넘어서기 위해 다양한 수행 중심 수업들을 전개해왔다. 

특히, 그녀는 학 시절 문화 활동 경험을 살려 연극 중심의 도덕 수업을 

전개해왔으며, 2000년 연수 휴직을 내고 예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아동청소년연극 전문사 자격을 취득하 다. 김 교사는 2008년 고등학교로 

전보를 간 뒤 윤리와 사상 과목을 가르치면서 철학 공부에 관심을 두었고 

2013년에는 명학 학 교육철학 전공으로 박사과정에 입학하 다. 이처럼 김 

교사는 교직 생활 내내 도덕 교과와 관련된 전문적 학습을 지속해왔으며, 

도덕 교사로서의 삶, 연극 작업, 철학 공부 과정 등을 직접 운 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기록해두었다. 그녀 역시 외부 기억 장치를 활용해 과거의 교육 

실천들에 한 기억을 보전해온 것이다. 또한 김예인 교사는 연구자가 

제시한 국가 교육과정의 세부 내용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과거의 교육 

경험들을 정확하게 회상하 다.

김예인 교사는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참여 경험이 전혀 없었다. 다만, 

그녀는 중·고등학교에 모두 재직해봤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다양한 도덕 

과목들을 수업해본 경험을 드러낼 수 있다. 또한 김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 

교육 연극, 교육철학 전공 등 교과와 간접적인 연관을 갖는 학습 경험에 

기 어 이뤄졌다는 것도 독특한 지점이다. 이상의 생애 경험을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 Ⅲ-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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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애사 연구 방법의 과정

생애사 연구는 연구 계획, 자료 수집, 수집된 자료의 분석·해석, 글쓰기 

등 네 가지 작업으로 이뤄진다(강 중, 2009). 이상의 네 작업은 선형적이고 

불가역적인 단계가 아닌, 동시다발적이고 순환적이며 복합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해, 이동성(2015a)은 연구자의 역할을 기준으로 생애사 

연구의 구조를 ‘중층적 역할변화를 둘러싼 해석적 순환구조’로 지칭한 바 

있다. 연구자는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자료 수집 단계에서 ‘너(You)’의 

의미구성 방식을 파악하고, 분석 및 해석 단계에서 ‘우리(We)’의 

의미구성 방식에 참여한다. 즉, 참여자의 이야기를 제도적·역사적인 거  

내러티브와 연결하는 작업에서 ‘우리’의 의미구성이 발생한다. 끝으로 

글쓰기 단계에서, 연구자는 ‘나(I)’의 의미구성 방식을 이해하고 참여자의 

이야기를 공평하게 소개하게 된다.

[그림 Ⅲ-2] 김예인 교사 생애사 및 교육과정 적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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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 계획

연구자는 교과와 교사 정체성 형성 간의 관계에 한 질문을 바탕으로, 

2017년 하반기 연구 참여자 박나눔을 상으로 예비 연구를 실시하 다. 

연구자는 박 나눔 교사와의 네 차례의 면담을 진행하여 전체 생애에 한 

내러티브를 수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박 교사의 삶을 5개의 전환기로 

구별하여 타임라인 형태로 기술하 다. 이후 진행된 7차례의 면담에서는 각 

전환기별 특징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이 진행되었다. 

한편, 김예인 교사는 박나눔 교사의 면담 자료가 갖는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 2018년 2월부터 연구 참여자로 포함되었다. 박나눔 교사는 

고등학교에만 재직했으므로 중학교 도덕 과목에 한 정보를 주지 

못하 다. 아울러 실업계 고교 특성상, 연구자는 박나눔 교사의 사례가 다른 

도덕 교사들의 사례에 비해 다소 특별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중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 모두에서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 김예인 교사를 

연구 참여자로 모셨으며, 2시간씩 두 차례의 면담을 통해 생애 전반의 

내러티브를 수집하 다. 이후 박나눔 교사와 마찬가지로 김예인 교사의 

타임라인을 작성하고, 이에 기반을 두어 전환기별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했다.

두 연구 참여자들에 한 자료 수집은 2018년 11월 초에 마무리되었으며, 

연구자는 같은 해 9월 초부터 개략적인 수준에서 자료 분석을 실시하 다. 

자료의 1차적인 코딩은 10월 중순 마무리되었으며, 연구자는 코딩 자료를 

바탕으로 Ⅳ장의 생애사를 기술하 다. 아울러 연구자는 Ⅴ장에서 도덕 

교사 정체성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 근거 이론 방법의 ‘이론적 코딩’ 

방법을 활용하 으며, 1차적으로 코딩된 자료를 재배열하는 식으로 교과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을 도출하 다. 끝으로, 연구자는 Ⅴ장의 분석 

결과를 선행연구들의 논의에 비춰 해석함으로써, 본 논문의 연구 결과들이 

교과 교사 정체성의 이해와 국가 교육과정 개정 방향 설정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Ⅵ장에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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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료 수집

본 논문에서 수집한 자료는 크게 연구 참여자에 한 자료인 

출처자료(source data)와 문헌 자료로 구분된다. 출처자료는 크게 ‘살아진 

삶(the lived life)’에 한 자료와 ‘말해진 이야기(the told story)’에 한 

자료로 별될 수 있다(Wengraf, 2000). ‘살아진 삶’은 논쟁의 여지없이 

견고한 전기적인 자료를 의미하며, 이는 개인의 삶에 한 장기간의 

연 기적인 객관적 사실들의 연속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말해진 

이야기’는 그 개인이 초기의 내러티브와 구체적인 질문들에 한 

응답들에서 스스로를 제시하는 방식과 관련된다. 이는 삶에서 벌어졌던 

사건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다른 것을 배제한 결과이다. 

먼저 연구자는 내러티브 인터뷰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자의 ‘살아진 

삶’의 자료들을 수집하 다. 내러티브 인터뷰는 주로 생애사 연구에서 

쓰이는 방법으로, 관련 역을 중심으로 개진된 즉흥적인 사건들을 일관된 

이야기로 구성하는 데 방점을 둔다(Flick, 1995, 임은미 등(역), 2009: 184). 

이 방법은 피조사자의 생애사 전반이나 특정한 주제에 한 포괄적인 

질문인 ‘내러티브 생성 질문’에서 시작된다. 즉, 연구 참여자의 

연 기적인 삶을 기술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2회의 면담을 통해 출생부터 

면담 시점에 이르는 연구 참여자의 전반적인 생애 경험을 정리했다. 

연구자는 이때 수집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교사의 삶을 연 기 순으로 

정리하 다. 연 기에 포함되는 정보는 학교 간 입직 시점, 전출/전입 연도, 

석사/박사과정 입학 및 졸업 연도이며, 해당 내용들은 이론적 배경에서 

정리한 교과의 변천사와 함께 ‘살아진 삶’의 데이터를 구성하 다. 

‘살아진 삶’에 교과의 변천사를 포함시킨 이유는 실천 경험과 관련하여 

참여자들이 현재 시점에서 재구성한 시간성이 객관적인 제도적 변천과 

어긋나는 부분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민성은·김 천·정정훈, 2015). 

다음으로 연구자는 ‘살아진 삶’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성된 참여자별 

연 기를 중심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와 비-구조화된 인터뷰를 결합하여 

각 시기별로 도덕 교과의 변화와 관련된 참여자들의 ‘말해진 이야기’를 

수집하 다. ‘말해진 이야기’를 수집했던 기준은 “연구문제를 규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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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의 여부이다.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과 그 

특징을 규명하려는 매우 구체적인 연구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연 기에서 변화가 두드러진 시점과 참여자들이 직접 밝힌 삶의 

전환점을 참조하여, 각 참여자의 삶을 5개의 국면으로 구분하 다. 그리고 

각 국면별로 연구문제와 관련된 질문지를 생성하고, 해당 내용들을 1~2회의 

반-구조화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 다. 이외에도 연구자는 참여자와 교육관, 

교사상, 교과 내용에 한 인식 등에 하여 비-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하 다. 이상의 출처자료들은 휴  전화의 음성메모 기능을 활용하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으며, 연구자 본인에 의해 워드프로세서를 

활용하여 전사되었다.2) 이때, 참여자의 비언어적 표현들은 지문의 형태로, 

말 멈춤은 길이에 따라 마침표(.)로 기술되었다.

한편, 문헌 자료의 수집은 연구 참여자가 작성한 글들, 그리고 이들의 

삶을 둘러싼 구체적인 맥락들과 관련된 자료들을 상으로 이뤄졌다. 연구 

참여자 2인은 지난 10년간 각각 도덕 교육과 연극 활동과 관련된 인터넷 

커뮤니티를 운 해왔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교사들의 구체적인 수업 장면, 

교단에서 경험한 바를 기록한 저널 등이 게재되어 있었으며, 연구자는 

면담에서 수집된 내용의 구체적인 실체를 확인하는 데 커뮤니티의 게시물을 

주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맥락과 관련된 자료들은 이론적 

배경에서 정리한 교육과정 및 교사 양성체제의 변천과 관련된 문헌자료들이 

중심이었다. 여기에 더해, 연구자는 참여자들 모두 입직 초기 수업 실천에 

향을 받았다고 밝혔던 계간지 『도덕교육』을 입수하여 연구 결과를 

기술하는 데 보조 자료로 활용하 다. 이 계간지는 1993년 결성된 

‘전도모’에서 발간한 자료로, 참여자들은 입직 초기 『도덕교육』에 실린 

보조 자료들을 수업에 활용한 바 있다. 

2) 단, 김예인 교사를 상으로 하는 11월 8일의 면담은 녹음기의 기계적인 문제로 인해 
녹음되어 전사되지 못했다. 이에, 연구자는 당일 현장노트에 기록한 김예인 교사의 
발언들을 중심으로 화 내용을 A4 용지 세 장 분량으로 재구성했고, 그 내용을 김 
교사에게 송고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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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료의 분석

조용환(2011: 37-38)에 따르면, 질적 연구는 방법상 기술, 분석, 해석을 

모두 포함하는 연구로, 각각이 연구의 모든 과정과 국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기술은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를 최 한 있는 그 로 

‘보여주는(see)’ 작업으로, 연구자는 이때 단순히 “자료가 스스로 

말하는” 것을 넘어 자료를 구조화, 계열화, 편집하는 가시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조용환, 1999: 44). 분석은 객관적인 분석틀을 활용하여 

문제의 요인과 구조를 밝히는 작업이다. 끝으로 해석은 현장과 독자 

사이에서 연구자가 연구 결과를 의미 있게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이해와 적용에 치중하는 작업이다. ‘다’ 항에서는 위의 세 작업 중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Ⅳ장의 생애사 기술과 Ⅴ장의 

분석 부분이 서술되기까지의 절차를 다룬다. 연구자는 생애사 연구의 

논리에 충실한 가운데 자료 정리 방식, 부호화방식(coding), 그리고 분석 

절차 등을 구안하 다.

생애사 연구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조건 혹은 사회적 구조와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며, 현재 시점에서 참여자가 과거를 

해석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양상인 ‘시간성’을 중심으로 이 같은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이때, ‘시간성’은 크게 ①차원, ②전환, 

③적응이라는 분석적 개념으로 보다 세분화된다(이동성, 2015a: 116). 

차원이란 참여자의 내러티브에 나타난 시공간적 배경 혹은 특정한 삶의 

역을, 전환이란 참여자의 삶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특별한 사건이나 

경험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적응은 개인의 고유한 적응양식을 의미한다. 

먼저, 연구자는 수집된 면담 자료들을 정리할 때 전환 개념에 충실하여 

전사 자료들을 시기별로 재구조화했다. 전술하 듯, 본 연구는 면담 초기 

수집한 삶 전반의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참여자마다 주요 국면들을 

정의하고, 각 국면별로 연구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실제 수집된 자료들은 특정 국면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시점들이 

혼재된 상태 는데, 그 이유는 참여자들이 과거의 여러 시점들과 현재 

상황을 엮어가는 식으로 응답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전사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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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며 해당 진술이 어떤 시점에 해당되는지를 기록하고, 

이에 따라 참여자별로 각 국면에 해당되는 파일을 새로 만들어 수집된 

자료들을 다시 정리했다. 만일 면담 자료가 특정한 시기에 속한다기보다 

면담 시점의 이야기거나 생애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일 경우, ‘일반 

주제’라는 별개의 자료 덩어리로 분류하 다.

다음으로, 각 시기별 면담 자료들은 연구문제를 규명하기에 적합한 

기술부호화, 현장부호화, 감정부호화, 가치부호화, 평가부호화 등의 다섯 

가지 부호화 방법으로 분석되었다(Saldaña, 2009, 박종원·오 림(역), 2012). 

첫 번째 연구문제인 ‘교과 교사의 정체성 형성과정’은 연구 참여자들의 

독특한 생애 경험을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맥락과 연결 짓는 생애사 

기술에 의해 규명될 수 있다. 이에 연구자는 생애사 기술을 위한 기초 

자료의 확보를 위해 기술부호화와 현장부호화를 활용하여 ‘개방 코딩(open 

coding)’을 진행했다. 기술부호화는 질적 자료의 기본 주제를 한 단어나 

짧은 절로 요약하는 방법이고, 현장부호화는 참여자들에 의해 쓰인 용어로 

부호를 생성하는 방법이다(Saldaña, 2009, 박종원·오 림(역), 2012: 

114-123). 두 방법의 혼합을 통해, 연구자는 연구자의 언어와 참여자의 

언어를 균형 있게 반 하고자 했다. 이렇게 각 자료별로 도출된 코드들은 

지속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상위의 범주들로 정리되었다. 연구자는 각 연구 

참여자별 전환 시기를 기준으로, 각 국면별로 정리된 범주들을 활용하여 

Ⅳ장의 생애사 기술 내용을 서술하 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교과 교사의 정체성 형성과정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때 교과와 교사 정체성 사이의 향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 중 

교과와 교사 정체성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문제는 시기별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들과 참여자의 반응을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 지을 수 있는 코드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감정부호화와 가치부호화, 그리고 

평가부호화 방법으로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 다. 감정부호화는 참여자에 

의해 회상되거나 경험된 감정 또는 연구자가 추론한 참여자의 감정을, 

가치부호화는 참여자의 관점이나 세계관을 나타내는 가치관, 태도, 신념을, 

그리고 평가부호화는 정책의 장점과 가치에 한 판단을 부호로 생성하는 

방법이다(Saldaña, 2009, 박종원·오 림(역), 2012: 135-154). 이를테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집중이수제가 적용되면서 나타난 변화에 해,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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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수업을 하긴 해야 하는데 당장 교사를 따로 쓰기도 뭐 하고. 

그렇다고 현장에 있는 교사를 놀리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있는 교사를 

그냥 적절하게 묵인해서 쓰는, 그런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교육이 된 거지.”

위의 자료에 해, 연구자는 ‘-집중이수제: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교육”’이라는 평가부호화를 적용하여 정책에 한 참여자의 인식의 

방향(+/-)과 태도(“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를 정리하 다. 이렇게 생성된 

부호들은 정책적인 맥락에 따른 참여자들의 반응을 보여주어, 교과와 교사 

정체성 사이의 관계 양상을 보다 뚜렷하게 드러내준다.

끝으로 위의 다섯 가지 부호화방법으로 생성된 부호들은 보다 상위의 

주제(theme)와 이론으로 추상화되었다. 연구자는 ‘이론적 코딩(theoretical 

coding)’의 논리를 참조하여 ‘개방 코딩’의 결과로 생성된 범주들로부터 

교과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을 밝히고자 했다. ‘이론적 코딩’은 

자료로부터 도출된 코드들을 바탕으로 범주를 중심 현상과 원인, 귀결, 

맥락, 당사자의 전략 등으로 이뤄진 ‘코딩 패러다임’에 따라 

재구조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례에 관한 추상성 높은 이론을 생성하는 

작업이다(Flick, 1995, 임은미 등(역), 2009). ‘이론적 코딩’은 중심 현상의 

원인과 맥락을 분석한다는 데서 생애사의 분석적 개념 중 차원을, 그리고 

중심 현상에 한 참여자의 전략을 다룬다는 점에서 적응을 드러내기에 

적합하다. 연구자는 ‘개방 코딩’에 의해 생성된 범주들을 위의 ‘코딩 

패러다임’에 따라 재배열하여, ‘교과 교사의 실존적 고민’이라는 중심 

현상의 원인, 맥락, 작용/상호작용, 결과 등을 규명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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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료의 해석

해석은 특수사례인 자료를 ‘초월(trascend)’하여 보다 일반적인 의미와 

적용 가능성을 따지는 작업으로, 자료를 보다 포괄적, 거시적, 주관적인 

맥락에서 통찰하는 것이다(조용환, 1999). 본 연구의 맥락에서, 해석은 도덕 

교사라는 특수 사례가 교과 교사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줄 수 있는 함의를 

밝히는 것이 된다. 즉, ‘교과 교사가 되어가는 과정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교과 교사는 교과에 항하여/적응하여 어떠한 실천을 

꾀하 는가?’, 그리고 ‘한국의 맥락에서,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은 교과 

교사 정체성 형성에 어떠한 향을 끼치는가?’ 등의 질문들이 도덕 교사의 

사례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해석의 질은 학문적 전통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그럴듯함’을 인정받는가에 의해 판정될 수 있다(조용환, 1999: 42). 

연구자는 본 논문의 ‘그럴듯함’을 보장하기 위해 Ⅱ장의 이론적 배경에서 

정리된 내용들을 활용하 다. 먼저, 교과 교사-되기의 과정은 Ⅱ장의 

1절에서 다뤄진 교사 정체성의 특징에 비추어 해석되었다. 다음으로, 교과 

교사의 실천을 이해하는 데는 Ⅱ장의 2절에서 다뤄진 학교 교과를 이해하는 

이론적 관점들이 활용되었다. 끝으로,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과 교사 정체성 

형성의 관계는 Ⅱ장 3절의 교과 교사의 맥락들, 그리고 1절의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의 특징 등을 활용하여 이해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해석 방식은 ‘그럴듯함’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즉, 선행연구들은 체로 교사 정체성 및 교과 

일반에 한 논의이자 서구의 학자들에 의해 말해진 것들이므로, 본 연구 

사례를 이해하는 데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다. 교과 교사가 

일본의 교육 제도로부터 한국에 착근된 독특한 개념인데 반해, 교사 정체성 

개념과 관련하여 이 주제를 탐구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라는 점이 이 같은 

한계의 배경일 것이다. 이에 해, 연구자는 해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조용환(1999)이 제기한 두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첫째, 자료에 충실하 다. 연구자는 해석의 글쓰기에 앞서 기술과 

분석에서 서술된 내용, 그리고 원 자료의 내용들을 참조하여 선행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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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맥락성을 보완하고자 했다. 둘째, 연구자의 부단한 내면적 성찰에 

기 었다. 연구자는 선행연구, 수집된 자료, 그리고 내가 관심을 둔 주제 

등을 세 축으로 두고, 각각의 목소리들이 수렴되는 지점에 충실하여 해석 

부분을 작성했다.

4. 윤리적 고려

생애사 연구는 전 생애에 걸친 생애 이야기(life story)를 자료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질적 연구보다 심각한 윤리적인 쟁점들을 

내포한다. 생애사 연구자가 산출하는 텍스트는 ‘사회적으로 읽히는 

전기(sociologically read biography)’에 속한다(Measor & Sikes, 1992). 

일반적인 전기가 널리 알려진 인물들의 삶에 한 서술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공인된 관음증’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반면, 생애사 연구는 특정한 

교사들의 삶과 목소리를 연구자 공동체와 사회의 일원들에게 노출시키는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특히, 생애사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로부터 

내 하고 사적인 이야기들을 수집할 수 있는 배경이 친 성(intimacy)이라는 

점에서, 연구 윤리에 한 진지한 고민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생애사 

연구는 참여자들에 한 배신이자 ‘강탈’ 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본 연구의 계획 단계, 자료 수집 단계, 글쓰기 단계에서 

연구자가 고려했던 윤리적인 쟁점들을 기술하 다. 연구의 계획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자기 결정을 고려하여 동의를 구했던 과정을 다룬다.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사이에서 형성됐던 관계의 양상과, 

이때의 연구자의 위치를 진술한다. 끝으로, 글쓰기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에 한 비 엄수(confidentiality)와 존중을 위해 연구자가 취한 

조치를 소개한다. 이상의 사항들은 질적 연구와 생애사 연구의 가치 기준에 

한 선행연구의 논의를 참조하여 고려되었다(Measor & Sike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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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 계획 단계의 윤리적 고려

연구 계획 단계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문제의식과 

목적, 그리고 예상되는 내용을 언급하며 동의를 구했다. 연구 초기, 

연구자는 교과 교사가 교과라는 문화 내지 제도에 사회화되거나 입문하는 

양상을 알아보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설정했으며, 이 점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설명했다. 아울러 연구자는 본 연구가 생애사 연구 방법을 

활용하는 만큼, 교사들의 사적인 이야기들이 수집될 수 있음도 밝혔다. 

박나눔 교사의 경우, SNS 메시지를 이용해 화를 나누는 가운데 본 연구의 

목적과 자료 수집 범위를 확인하 다. 이어서 2018년 2월부터 참여한 

김예인 교사는 우연한 계기로 본 연구의 목적을 공적인 자리에서 듣게 

되었으며, 연구의 문제의식에 동감하여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타진해왔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자료 수집 범위에 해 

주지하 으며, 각각 11회와 5회에 걸친 면담에도 적극적으로 임하 다. 

다만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변화되었다는 점에서, 

초기의 동의가 연구의 전 과정에서 유효했는지에 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자료 수집이 이뤄지면서 연구자는 교과 교사와 교과 사이의 ‘정체성 

긴장’에 더욱 주목하 으며, 이는 사회화 내지 입문에 천착한 초기의 

문제의식과 매우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의식의 변화는 연구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따라 이뤄진 것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료 수집 과정에서 교과 및 교과서와 빚은 갈등에 해 적극적으로 

진술하 다. 또한 김예인 교사의 경우, 자신의 전 생애를 요약하는 과정에서 

도덕 교사-되기의 초점이 갈등과 긴장에 두어져야 함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따라서 연구 목적과 문제의식의 변화 또한 연구 참여자의 

적극적인 동의에 의한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나. 자료 수집 단계의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사이의 

관계이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생애 전반에서 내 한 자료를 수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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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친 한 관계를 맺지만, 이런 관계는 논문 작성을 위해 맺어졌다는 

점에서 ‘도구성(instumentality)’ 또한 내포하기 마련이다. 이 점에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사이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비 칭적이다.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사생활과 내면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반면, 연구자는 

연구 목적과 연구문제에 따라 참여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폭로’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 칭적인 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연구자는 자료 수집 

단계에서 ‘자기 이야기하기(self-disclosure)’ 방법을 취하 다(Measor & 

Sikes, 1992: 215). ‘자기 이야기하기’는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연구자가 자신의 관점이나 태도에 해 세부사실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학부에서 윤리교육을 전공했으며, 당시의 학습 

경험이 나의 사고방식, 가치관, 글쓰기 등에 직접적으로 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연구자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말을 내 삶의 

경험에 비추어서 다시 진술하 다.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자의 말과 자신의 

경험을 비교하며 보다 내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울러 연구자는 

가족사, 동아리 활동 경험, 윤리교육을 전공하면서 겪은 ‘긴장’ 등을 

말함으로써 사생활과 관점, 태도를 공평하게 드러내고자 했다. 

다음으로 연구자는 연구에 임하는 연구자의 위치를 보고함으로써 자료 

수집 과정에 내가 끼쳤을 향을 드러내고자 한다. 연구자의 위치는 

연구자의 성별, 인종, 나이, 과거경험, 경력, 성장 배경, 정치적 지향 등과 

관련된 연구자의 편견을 의미한다(최선주, 2013: 60). 연구자는 학에 

진학하여 우연한 계기로 윤리교육을 전공하게 되었고, 이후 학과에서의 

형식적·비형식적 학습을 통해 교과의 의미와 도덕 교사의 역할에 해 

성찰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사범 학에 진학할 당시 윤리교육에 해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나는 중·고등학교에서 지도받은 도덕 선생님들에게 

유의미한 자극을 받은 적이 없었다. 아울러 학부 제도로 운 됐던 학의 

특성상, 학과 선배들 다수는 2학년이 되어 윤리교육과가 아닌 다른 

학과로 전공 진입하 다. 따라서 학 진학 이전에도, 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도덕 교과의 의미나 도덕 교사가 된다는 것에 해 생각해볼 일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자는 우연한 계기로 윤리교육을 전공하게 

되었으며, 관심 없는 전공 공부와 진로 고민으로 학 시절의 절반을 



- 54 -

보냈다. 그러나 군 복무로 2년간의 휴식을 가진 이후, 연구자는 윤리교육을 

전공하는 것을 변화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학창 시절부터 도덕 

교사가 되겠다는 굳건한 마음을 가졌던 학우들에게 감명을 받아 전공 

공부와 학과 생활에 최선을 다하 다. 그 결과 연구자의 가치관, 사고방식, 

글쓰기는 군 복무 이전과 비교했을 때 급격하게 변화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자의 위치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자를 신뢰하여 내 한 이야기를 꺼냈던 배경으로,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에 해 공감적으로 반응할 수 있던 토 로 활용되었다. 연구자는 

학부 시절 학습했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들과 도덕 

교육의 목적과 성격, 도덕과 교육과정, (국민)윤리교육과의 변천사 등을 

주제로 심도 깊은 화를 나눌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자를 

신뢰하여 도덕 교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경험한 고민, 교과에 한 인식 

변화 등을 솔직하게 말해주었다. 다만, 연구자의 위치는 시 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과 차이를 빚기도 했다. 이러한 차이는 때때로 

연구 참여자의 말을 오독하는 원인으로 작용하 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말에 한 연구자의 반응을 통해 잘못 이해된 지점을 짚어주었으며, 

연구자는 이를 바탕으로 나의 위치를 성찰하고 차이가 발생한 지점에 해 

연구 참여자들의 입장에서 접근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 글쓰기 단계의 윤리적 고려

글쓰기 단계에서의 윤리적 고려는 크게 비  엄수(confidentiality)의 

문제와 존중의 문제로 갈음될 수 있다. 비  엄수는 학계에 보고될 본 

연구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이름, 소속 학, 중·고등학교, 단체의 명칭을 

가명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가명들은 연구 참여자나 소속 단체의 특성과 

최 한 무관하게 설정되어, 독자들이 짐작을 통해 알지 못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존중의 문제는 연구 참여자들의 말이 연구자의 의도에 의해 

곡해되었는지의 여부를 논하는 것이다(Measor & Sikes, 1992). 본 연구의 

글쓰기는 독특한 연구 목적과 연구문제에 충실한 가운데 수행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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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이 발화한 맥락과 의도가 연구자의 관심에 의해 

왜곡될 여지가 존재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생애사가 

기술된 Ⅵ장의 초고와 최종본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송고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 다. 아울러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발화 맥락을 드러내기 위해 

발화 전후의 이야기들을 직접 인용하여 글을 썼다. 끝으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이 말해준 도덕 교사-되기의 과정에 근거하여 자료 수집 이전에 

설정했던 연구문제를 파기하고, 이들의 생애 경험을 최 한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의 문제의식을 재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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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교과 교사의 생애사와 정체성 형성과정

이 장에서는 연구 참여자 2인의 생애사를 각각의 ‘시간성’을 기준으로 

하여 기술하고, 이들이 생애 경험을 통해 형성한 교과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었다. 이 장은 ‘기술(description)’에 방점을 두어 서술되어 각 

교사가 살아낸 삶의 이야기와 이에 향을 끼친 사회문화적 맥락을 

독자들에게 ‘보여주는(see)’ 데 목적을 둔다. 연구자는 각 교사의 토착적 

어휘(folk term)를 최 한 활용하여 생애사를 기술하되, 언론 보도와 

선행연구 등을 활용하여 사회문화적 맥락에 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또한, 

Ⅲ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연구자는 생애 내러티브 중 변곡점에 해당되는 

전환을 기준으로, 각 참여자의 생애사를 5개의 국면으로 나누어 서술하 다. 

1. 박나눔 교사의 생애사

가. 유년기 및 청년기(1964 ~ 1982년): 따뜻했던 유년기, 진학 

부담과 낭만의 청년기

박나눔 교사는 1964년 외가인 충북 보은에서 태어났다. 박 교사의 

아버지께서는 국민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셨으므로 아버지의 전근에 따라 

그 또한 어린 시절 거주지를 여러 번 옮겼다. 1971년 충북 제천으로 오기 

이전까지, 박 교사는 충북 보은, 충북 청원, 경남 거제에 이르기까지 “어촌, 

농촌, 산촌에 가까운 농촌”을 옮겨 다녔다. 국민학교 1학년이 되어 

가족들이 제천에 정착한 이후에도 박 교사는 가족의 사정과 중학교 진학 

문제로 두 번이나 학교를 옮겨 다녔다.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거주지를 자주 옮겼음에도, 그의 기억 속에 유년 

시절은 공동체 지향적인 분위기와 다양한 놀이 경험들로 가득 차 있다. 

박나눔 교사가 성장한 마을 분위기는 “향약의 전통이 문화적으로 살아 

있었다.” 박 교사의 유년기만 하더라도 상이군인들이 마을로 구걸을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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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를 한 됫박 퍼서 준다든지 쌀 한 됫박 퍼드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우셨다. 동네 아이들은 마을을 순회하며 화를 

상 하는 팀이 올 때면 “옆으로 횡 로 딱 서서 팔짱을 끼고” 밤의 

두려움을 이겨내곤 했다. 이렇게 박 교사는 “어떤 집도 왕따를 당하지 

않을” 정도로 이웃 간에 끈끈한 정이 남아 있던 마을에서 성장하 다. 

박 교사는 유년 시절 시골이기에 경험할 수 있던 다양한 놀이들을 하며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는 유년 시절 “내 의지 로 가지 

않는 게 별로 없었다”고 회상한다. 연을 만들어 날리고 싶으면 연을 

날렸고 겨울에는 썰매를 얼음에 지치곤 했다. 이 중에서도 외발썰매의 성공 

경험은 지금까지도 그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외발썰매는 벼를 

심어놓은 “불과 요 정도[한 뼘 정도]밖에” 안 되는 간격의 얼음에서 날이 

하나밖에 없는 썰매를 타는 놀이이다. 국민학교 4학년밖에 안 된 

어린아이의 외발썰매 성공 경험은 “그 순간순간들이 너무 짜릿”한 것으로 

기억되었으며, 더 나아가 그는 여러 놀이에서의 성공 경험들이 오늘날 

“마음의 풍요로움도 있고, 융통성도 있고, 상황 처 능력도 생기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이런 경험들은 훗날 그가 교사가 된 이후에도 

“애들을 어떻게 하면 놀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수업에서 재미를 

추구하게 된 원인이 되기도 하 다. 이렇게 박 교사는 공동체 지향적인 

분위기 속에서 계절별로 다양한 놀이들을 즐기면서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요”로운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 

그의 유년 시절에서 가장 큰 ‘전환’은 국민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청주로 이사 갔을 때일 것이다. 박 교사는 아버지께서만 

근무지 문제로 제천에 남으시고 어머니를 비롯하여 다른 형제들과 함께 

청주로 옮겨간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청주중학교에 입학한 그는 당시 

“청(주)고를 가야 하니까”라는 생각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 다. 그는 

가족들의 이사가 자신의 청주고등학교 진학과 관련되어 있다고 은연중에 

생각했으며, 여기에 거역할 수 없던 “경쟁 위주의 학교 풍토”가 

더해지면서 중학교 재학 중 학업에 열심히 매진했다. 다만, 그가 중학교에 

재학하던 당시 충청북도 청주지역에서 ‘연합고사’와 ‘고교 

평준화(1979년 이후)’가 도입됨에 따라서 “뺑뺑이 연합고사 발표가 나서 

약간 긴장이 풀어지긴” 했다. 그럼에도 그는 성적 우수 학생들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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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졌던 “뱃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거 달고 다니는 재미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 

1979년 박나눔 교사는 고교 평준화의 여파로 본래 가고자 했던 

‘청고’가 아닌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고등학생 박나눔의 삶은 

공부로만 점철되진 않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딴따라 기질”이 있었는지 

배우나 가수, 성우 등을 꿈꾸며 또래 친구들과 낭만적인 청춘을 보냈다고 

말한다. 고등학교 친구들과 결성했던 ‘산삼트리오’에서 그는 보컬을 맡아 

노래를 부르러 다니기도 했고, 같은 지역 여학생과 펜팔을 주고받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팝송을 녹음해서 선물하기도 하는 등 로망스도 

즐겼다. 이렇게 다채로운 경험들도 있었던 반면, 고등학교 시절 “상위권 

아이들”로서의 “기 ”와 “관심” 그리고 “압박” 또한 그의 몫이었다. 

제 로 된 진로지도도 부재했던 이 시기, 그는 자신의 낮은 수학 성적을 

보고 “너는 문과 가야 되겠다”고 말했던 공 생 사촌형의 말에 따라 

문과로 진학한다. 고등학교 진학 이후, 그는 학년별로 공무원, 상업, 

학교수를 장래희망에 적는 등, 일관성 있게 진로를 설계하진 않았던 

듯하다. 다만 당시 텔레비전에 나왔던 “박성범 파리 특파원”의 클로징 

멘트를 눈여겨보고, 그를 롤모델로 삼아 기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상위권 

학의 신문방송학과 커트라인을 책상에 붙여두고 공부하곤 했다. 

그 또한 이 시기의 많은 수험생들이 그랬던 것처럼 학력고사 고득점을 

목적으로 ‘완전학습’과 같은 학습지를 풀며 열심히 공부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결과, 박 교사는 취약 과목이던 수학에서 “찍은 게 다 

맞아가지고” 학력고사에서 평소보다 높은 성적을 받았다. 그러나 국민학교 

선생님이던 아버지가 외벌이를 하시는 “풍족하진 않았던” 가정 형편상 

그에게 사립 학 진학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버지께서는 “4년 

장학생으로 하면 보내주겠다”고 권고하셨고, 이에 따라 박 교사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립 학 신문방송학과 진학을 고려했으나 이번에는 

하숙비 부담이 문제 다. 결국 박나눔 교사는 “아버지가 선생님이니까 

사범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담임선생님의 조언을 받아들여, 국립 

명학 학의 국민윤리교육과에 진학하게 된다. “명예도 있고, 또 등록금도 

싸고 수업료는 안 받는” 국립 학 사 의 조건이 그에게 잘 맞아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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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창시절 박 교사가 수학한 은사님들은 이후 그가 교직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하나가 모여서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데 부분집합”을 

이루게 되었다. 중학교 시기, 그에게 향을 줬던 교사는 한문 선생님과 

수학 선생님이었다. 한문 선생님께서는 “지식의 정수를 소개할 때 

자신감에 차 있는 모습”으로 한문을 가르쳤던 교사 고, 수학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수학을 잘 가르치나”라는 경탄이 들 만큼 

수업을 잘 하던 분이셨다. 고등학교 시기, 그가 인상 깊게 기억하는 

선생님은 국민윤리와 한문, 그리고 세계사 선생님이다. 윤리 선생님은 책을 

펴지 않은 채 팔짱을 끼고 교탁에 기 어 “재미있고 내가 모르는 지식을 

많이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었다. 고등학교 한문 선생님께서는 

“재미있으셨고 유머가 풍부한” 교사 으며, 세계사 선생님은 윤리 

선생님과 유사하게 “책을 안 보고 수업을 하는데 너무 얘기를 재밌게 

하시는” 분이었다. 위의 은사들이 보인 “재미,” “잘 가르치는” 것, 

“지식의 정수” 등은 훗날 박 교사의 교직 실천에도 모종의 향을 끼치게 

된다.

나. 학 시절(1983 ~ 1988년): “안에서 찾을 수 없는 걸 밖에서 

찾으려고 했다”

박 교사가 입학하던 1983년, 당시 학가에는 ‘졸업정원제’가 도입되어 

졸업 정원보다 30%가량 신입생을 더 많이 뽑았다.3) 이에 따라, 박 교사가 

입학한 명학  국민윤리교육과 또한 졸업정원 40명에서 12명 증원한 52명을 

선발했으며, 당시 같은 학에서도 3차까지 지원을 허용하던 입시제도상 

“1차 지망생보다 다른 지망생들이 더 많았던” 다양한 학생들이 

3) 졸업정원제는 국가보위비상 책 위원회가 마련한 7·30 교육개혁안의 일환으로 도입
되어, 1981년부터 전국 학에 도입되었다. 서울 의 경우, 학기당 학점 평균 2.0(C0)
을 밑도는 학생들에게 학사경고를 발부했으며, 2회 연속 학사경고를 받거나 4년 재학 
동안 총3회의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처리했다. 졸업정원제는 선진국의 학사관리를 
벤치마킹한 제도를 표방하 으나, 실제로 학생사회 내에 지나친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역효과를 낳았다. 결국 1985년부터 ‘30% 증원’분을 학 재량에 맡김에 따라 이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었다.
출처: 동아일보(2008. 9. 5). [책갈피 속의 오늘]1980년 학졸업정원제 도입. 
http://news.donga.com에서 2018. 11. 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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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윤리교육과에 모이게 된다. 

입학 당시, 박 교사에게 학과에 한 자부심과 애정을 느끼게 할 만한 

요인은 거의 없었다. 학과의 커리큘럼부터가 학문적으로 든든한 기반을 

결여했으며, 도덕 교사가 되기 위한 기초적인 자질 계발이나 도덕 교사가 

되겠다는 동기 부여를 학생들에게 전혀 제공하지 못한 것이다. 1981년 처음 

학부과정이 설치된 국민윤리교육과는 “국민 공동체의 생활원리를 학제적인 

방법으로 연구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학생들을 모집했다. 학 시절 박 

교사가 “인터디스플리너리(inter-disciplinary)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고 

얘기할 정도로, 국민윤리교육과의 커리큘럼은 정치학, 북한학, 사회교육학, 

교육학 전공자들의 협력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실제 수업은 각각의 배경 

학문이 “각각 따로 노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교수들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공지식을 수업에 와서 풀어놓고 갈 뿐이었으며, 현장에서의 

실천 방안에 해서는 전혀 말해주지 않았다. 박 교사는 당시의 교수들이 

“현직에서 애들을 지도해 본 경험도 많지 않은 분”들이었으며, 그들의 

수업 또한 “현장에서 가르칠 때 어떻게 적용할지 연관성을 짓기가 

어려운” 것으로 회상하 다. 

이렇게 전공 수업에 한 부정적인 인상은 당시 교수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들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1960년 에 태어나 1980년  학생이던 

박 교사는 학의 정치의식이 최고조에 달했던 세 인 “386 세 ”에 

속하 다. 그러나 박 교사의 말에 따르면, “맑시즘이나 공산주의에 해서 

제 로 비판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던 

국민윤리교육과의 교수들은 당 의 정치적인 현실을 외면하던 집단이었다. 

교수들은 “데모를 할 시간에 독일어 단어를 하나 더 외워야 한다”고 수업 

시간에 공공연하게 말했으며, “학자로서의 소임을 다했을지 몰라도 현실을 

외면”하던 이들로 인식되었다. 게다가 조교들을 하는 행태에서부터 

권위주의적이던 교수들의 행동은 실망스러웠고, 학과 수업마저 “교수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솔직하게 재미없게” 느껴지도록 만들었다. 

한편, 외부에서 학과를 바라보던 비판적인 시선 속에 주눅들은 선배들 

또한 박 교사에게 학과에 한 애정을 심어줄 수 있는 ‘롤 모델’이 될 수 

없었다. 박 교사가 입학할 즈음 사범 학에는 “국민윤리교육과는 안기부의 

프락치인가?”라는 자보가 붙어 있곤 했으며, 국민윤리 과목이 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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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과목으로 가르쳐지는 데 한 언론과 학생사회의 비판도 

횡행하 다. 당시 학내에는 “도덕윤리과는 체제순응적인 인간을 

양성한다”고 수군 는 소리가 만연했다. 이에 학과 학생들부터 

“국민윤리교육과가 아니라 국민윤락과, 국민유린과”로 부를 정도로 

자조감이 상당했다. 박 교사는 “처음 과 정체성의 심각성을 목격”한 

사건으로 1학년 4월 남이섬 엠티에서의 한 장면을 꼽았다. 여느 학생들과 

같이 첫 엠티의 설렘을 가지고 “희망에 찬 얘기와 진로를 듣고 싶었던” 

박 교사에게, 술에 취한 한 선배의 눈물 섞인 자퇴 권유는 나머지 학생활 

내내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다. 

1학년 때 4월 달에 저기 남이섬으로 엠티를 갔는데 2학년 선배 중에 

한 분이 우리 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냐, 우리 과가 뭐 하는 데인지 

알고 왔냐. 네가 좋아서 온 거냐 이러면서. 우리 과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감정을 막 이렇게 일종의, 씁, 강요까지는 아니지만 

자기 하소연이겠지 뭐. 

(2018. 2. 20 녹취록)

좀 희망에 찬 얘기와 그런 진로를 좀 듣고 싶었는데, 막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음. 그게 인제 그것이 준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그것이 나머지 대학생활에 계속 트라우마로 작용한 거예요.

(2018. 9. 6 녹취록)

선배의 자퇴 강요는 한 개인의 이야기라기보다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던 만큼 “거기에 무언의 동조를 한” 다수의 선배들이 

가졌던 절망감의 소산이었다. 여기에 신생 학과의 특성상 교사로 발령 받은 

선배가 없었던 점도 박 교사가 학과 내에서 도덕 교육에 한 자부심이나 

도덕 교사상을 정립하기 어려웠던 배경이었다. 

이처럼 학과 수업의 불비함과 교수에 한 부정적인 인식, 자퇴를 

권유하는 선배들의 모습 속에 많은 동기들은 학과를 탈주하는 다양한 

선택지를 고민하게 된다. 박 교사가 회상하기로, 학생들의 선택지는 ‘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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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는 휴학,’ ‘수업 이외에는 나타나지 않기,’ ‘끼리끼리 어울리기,’ 

‘학내 운동 세력에 편입되기’ 는데, 83학번 동기들 중 상당수가 ‘자퇴 

내지는 휴학’을 선택하기도 했다. 전술했던 ‘졸업정원제’에 따라 52명이 

선발됐던 명학 학 국민윤리교육과의 83학번은 1년이 지나고 나자 38명밖에 

남아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선택지 중 박 교사가 선택한 것은 ‘학내 

운동 세력에 편입되기’ 다. 학 신입생 환 회부터 선배들에게 “찍힌” 

박 교사는 “수사 기관의 감시를 피해서 몰래 하는 방식의 사회과학 

써클”인 ‘언더써클’ 중 하나에 들어가게 된다. 그 또한 “안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밖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다. 

‘언더써클’에서 박 교사는 “속에 막 불이 나는” 혹은 “눈이 막 

뒤집어지는” 경험, 즉 ‘의식화 경험’을 겪게 된다. ‘언더써클’의 학습 

내용은 해방 전후의 현 사, 철학, 정치경제학, 운동론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주로 “선배들이 후배들을 리드”하며 학습이 이뤄졌다. 

특히, 해방 전후의 현 사 학습은 당 의 지배세력이 가진 정통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으며, 한국 사회가 시작점부터 “단추를 잘못 꿴 게 

아닌가”하는 문제의식을 박 교사 안에서 불러일으켰다. 이런 경험은 

이른바 ‘의식화’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사물을 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어 박 교사를 투사로 만들었다. 박 교사는 

‘언더써클’ 활동에 몰두하는 가운데 1학년 1학기부터 학사경고를 받기도 

했으며, 심지어 학과장에 의해 아버지가 3차례나 소환되어 주의를 받기도 

하 다.

그러나 이렇게 열성적으로 지속하던 ‘언더써클’ 활동도 박 교사의 

내면과는 갈등을 빚었으며, 3학년 1학기를 마친 뒤 학 생활의 쉼표를 

찍는 계기가 된다. 박 교사는 3학년 1학기 과 회장까지 도맡아 하며 정부 

투쟁에 열성적으로 임했으나, ‘언더써클’에 해 이론적·심정적으로 

동조했던 것과는 달리 “폭력적인 시위방법이나 그 논리”를 수용할 수 

없었다. 즉, “돌을 던져서 전경을 해방시킨다는 논리”는 박 교사의 양심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던 것이었으며, 이 시기 학가에 퍼졌던 원론적인 

마르크스주의와 주체사상 또한 그의 생각에 부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박 

교사는 “사람들과의 단절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3학년 1학기를 마친 

뒤 휴학을 하고, 입주과외를 하며 한 학기 동안 휴지기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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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기를 거친 뒤부터 박 교사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활동들로 

채워진다. 복학한 뒤부터 박 교사는 “C는 면하자”는 생각으로 재수강을 

했으며, 86년 봄에는 동기들과 함께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된다. 전술하 듯, 

박 교사는 학과의 수업이나 선배들로부터 도덕 교육 방법이나 도덕 교사의 

역할에 해 유의미한 지도를 받지 못했다. 물론, 학과 내에서는 파울로 

프레이리, 프란츠 파농, 이오덕, 이상신 등의 글을 읽는 학회가 자생적으로 

운 되기도 했으나, 부분이 “교육사회학의 관점으로 수업과 교과서를 

비평”하던 것이거나 “한국사회를 어떻게 변혁할 것인가”의 지향을 품고 

있었다. 그나마 교생을 함께 나갔던 학우들과 교생 실습 준비 모임을 

결성했으나 “ 도 있게 되는 거 같진” 않았다. 사실상 ‘맨 땅에 

헤딩’하는 셈으로 교생 실습에 나가게 된 것이다. 

1986년의 학가가 그랬듯, 교생 실습을 나갔던 학교 또한 정부에 한 

투쟁 열기로 가득했다. 교생 실습을 함께 한 학우들은 5·18 추념 리본을 

달고 다녔으며, 교정 안에서 “스크럼 짜고 노래도 부르고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교생 당시 과 표를 했던 박 교사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단원을 가르치게 된다. 박 교사는 학생들에게 “악법도 

법인가요?”라는 질문으로부터 수업을 열었고, “악법을 고칠 때까지는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 고칠 때까지는 지키면 안 된다”는 방향으로 

수업을 맺은 것을 인상 깊게 기억했다. 

한편, 박 교사는 ‘언더써클’ 활동에서 경험한 이념적인 자기갈등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이데올로기 연구회’를 결성하여 활동한다. 박 교사는 

이 시기에도 당 의 정권에 저항하는 반정부 투쟁에 참여했으나, 

‘언더써클’에서 경험한 운동 세력이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도그마에 

빠진” 점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즉, 변증법적 역사 발전을 지지하는 

동시에, 혁명을 통해 도래할 역사의 종말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당  

운동권의 사상은 그에게 “자가당착”이자 모순으로 여겨졌다. 이에 박 

교사는 주체사상에 한 경각심과 반발로부터 ‘이데올로기 연구회’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이 단체를 주도하며 “주체사상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는 심포지엄”을 학가를 순회하며 열었다. 당시, 그는 “안기부의 

프락치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애를 많이 먹기도” 했을 정도로 

열성적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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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같은 시기에 박 교사는 전국 단위의 야학인 ‘향토학교’에서 

처음으로 다수의 학생들을 상으로 하는 교육 실천을 경험하게 된다. 

‘향토학교’는 당시 그가 “세상을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안”으로 

생각했던 한 종교교단에서 지원했던 야학으로, 주로 공단과 소외 지역에 

위치해 있던 학교 다. 그가 가르쳤던 학교는 ‘구로 향토학교’로, 학생들 

다수가 “배우려고 하는 그 열의가 너무 존경”스러운 여공들이었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겪은 뒤 졸리고 피곤한 데도 견디고 앉아 있던 

여공들의 모습은 “그 모습 자체가 경이” 으며, 박 교사는 “평화로운, 내 

성정에 맞는” 야학 활동에 “열정과 체력과 모든 것을 집중”한다. 그는 

이 시기를 “첫 번째 전성기”라고 부를 만큼 야학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했다. 

야학 교사로서의 경험은 박 교사의 이후 교육 활동에 많은 향을 끼치게 

된다. 무엇보다도 가장 낮은 곳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가르쳤던 경험은 그로 

하여금 “실천하는 양심, 행동하는 양심을 앞장서서 구현”했다는 자의식을 

갖게끔 했으며,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무언가를 나누는 일이 보람있음을 

깨닫게 했다. 또한, 야학 교사 활동은 박 교사에게 학과 안에서는 정립할 수 

없었던 교과의 의미와 도덕 교사의 역할 등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곳에서 중학교 도덕 과목을 가르쳤던 박 교사는 여공들이 “선량한 

마음과 부당한 것에 저항할 수 있는 비판의식”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도했으며, 이 경험은 그에게 도덕 교과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좋은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계기로 기억되었다. 그리고 이때 축적된 

다 년간의 수업 경험을 통해, 박 교사는 “재밌어야 한다, 의미를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 감동까지 주면 더 좋다”는 자신만의 수업관을 정립하게 

되었다. 

정리하면, 박 교사가 학 시절 정립한 가치관은 크게 “실천 지향적 

삶,” “공동체 지향”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는 복학을 전후로 하여 

‘언더써클’과 ‘이데올로기 연구회’라는 상당히 조적인 활동을 

펼쳤다. 그럼에도 그는 학 시절 활동을 아울러서 “상황만 바뀌었을 

뿐이지 나눔, 선한 의지, 행동하는 양심, 좋은 경험을 함께 이렇게 

권유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습관화된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 그는 “제일 중요한 실천”이라는 덕목을 배웠다고 



- 65 -

요약하 다. 다음으로, 그는 권위주의 정부에 항하는 활동을 벌이고 가장 

낮은 곳에서 야학 활동을 하면서 “약자 편에 섰지 강자 편에 선 적은 거의 

없는” 학 생활을 경험했다. 그리고 휴학 시기를 제외하면 “혼자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학 생활을 보냈다. 이런 활동 경험들은 그의 유년 

시기와 마찬가지로 박 교사의 “공동체 지향”을 강화하는 기억으로 남아 

있다. 

다. 입직 초기부터 10년간의 성장(1988 ~ 2001년):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없을 거 같은 수업을 어떻게 바꿔볼까”

1988년 8월 졸업 이후, 박나눔 교사는 9월부터 서울시 소재의 

으뜸중학교에 발령 받아 교직 생활을 시작한다. 당시 국민윤리교육과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공개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공립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고, 박 교사 또한 교단에 서는 길을 택한 것이다. 으뜸중학교에서 그의 

재직 기간은 불과 반년에 지나지 않았다. 으뜸중학교에 간 지 3달 만에 

그는 공군 방위로 군에 입 해야 했으며, 전역과 동시에 복직하여 2달 간 

가르친 뒤 학교를 떠났기 때문이다. 

학교를 떠난 1990년 여름, 그는 선배의 권유로 한국과 일본 사이를 잇는 

정보서비스 업체에 재직하여 정기적으로 잡지를 발간하는 일을 했다. 학창 

시절 언론인을 꿈꿨던 박 교사는 학 시절 야학 활동에 이어 이 시기를 

“제2의 전성기”라고 부를 만큼 열심히 활동했다. 회사에 다니면서, 그는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기사작성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잡지의 편집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독자가 더 늘어나지 않았고 경 난이 심화되면서, 결국 회사는 1991년 

하반기가 되어 문을 닫았다. 박 교사는 선배의 권유로 일본 동경 학교에서 

몇 달 간 연구생 신분으로 체류하며 일본에서 자리를 잡을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에 가기 직전 결혼했던 그는 한국에 남아 있던 아내의 

힘든 생활을 염려하여 결국 귀국을 결심하 다. 

그렇게 1991년 3개월간의 짧은 일본 생활을 뒤로 하고 박 교사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귀국 당시의 상황을 “당장 먹고 살기 바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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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로 회상한다. 교단에 다시 서기로 결정한 것도 이즈음의 일로, 그는 

사립학교 몇 군데에 원서를 썼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명백히 

‘전국교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한 입장을 묻는 것인, ‘교사의 

정치적 참여에 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사장의 질문에 해 매번 

중립적인 답변을 내놓았던 것이 낙방의 원인이었다. 박 교사는 학 

시절부터 운동권에 몸담았으며, 으뜸중학교에 재직하던 당시 ‘전교조’ 

젊은 교사들의 모임인 ‘처녀총각회(처총회)’ 활동을 했던 만큼, 그는 

관리자의 질문에 해 “‘전교조’ 같은 단체도 있어야 사회가 균형을 

이루지 않겠습니까?”는 식의 중립적인 답변을 내놓았던 것이다. 그 결과, 

박 교사는 연이어 두 차례 낙방을 경험하 으며, “이번에는 삼 세 

번이니까 돼야 한다”는 일념 하에 실업계 사립학교인 인성고등학교에 

지원하 다. 세 번의 면접 끝에, 그는 교사의 자질을 묻는 질문에 해 

“천직의식, 교과 전문성, 아이들에 한 뜨거운 열정”이라고 답하며 

교단에 다시 서는 데 성공한다. 

인성고등학교에 취업한 1992년, 박 나눔 교사는 이때를 “수업 적응하기 

바쁘고 수업 자체가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새내기 교사가 전례 없이 

많은 학생들 앞에서 수업을 하는 것은 너무도 낯선 일이었다. 당시 그의 

고민은 “애들 앞에 서는 거, 눈 맞추기, 어떤 단어를 적절하게 구사해야 

하는가, 아이들이 엎드려 자고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응해야 

하는가?”와 같이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문제가 주를 이뤘다. 이런 

어려움들은 현장에서의 실천과 괴리됐던 학의 커리큘럼에서 비해주지 

못했던 것이며, 한 달 간의 짧은 교생 실습과 반 년 남짓의 중학교 재직 

경험 또한 그렇게 큰 도움이 될 수 없었다.

게다가 입직 초기 가르쳤던 5차 교육과정의 국민 윤리 과목 교과서4)는 

그에게 극복해야 될 숙제로 다가왔다. 그에 따르면, 도덕 교사로서의 

정체성은 “도덕 교과서를 손에 쥐고 윤리교사로 서 있다는” 사실에서 

4) 5차 교육과정의 보통 교과 ‘국민 윤리과’ 교육과정은 이전 시기의 교육과정과 달리 
교과 목표에서 반공이나 반북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진 않았다. 즉, 당시 교과 목표에
는 “현  여러 이데올로기의 본질과 그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자유 민주주
의의 이상에 한 올바른 신념을 가지게 한다”는 식으로 완곡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
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에서, “5) 민주주의 이념과 현  이데올로기 문제” 부분을 
보면 소단원으로 “(3) 공산주의 이념과 전개”를 다루는 등 반공 이념을 꾸준히 전
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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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된 것이었다. 말하자면 교과서는 그의 교사 정체성을 방증해주는 

매개체로 기능했던 셈이다. 그러나 교과서라는 매개체는 교과에 한 

자부심을 갖게끔 하고 더 나은 교육활동을 이끌어주는 지침은 결코 되지 

못했던 듯하다. 당시의 교과서는 내용 면에서 추상적이고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홍보하는 수준에 불과했으며, 편집상으로도 학생들의 흥미를 

전혀 끌지 못하게 구성됐던 것이다. 그에게 있어, 5차 국민 윤리의 교과서는 

“너무 이론적인, 당위적인 이런 뻔한 스토리를 계속 나열하는” 것으로 

기억된다. 특히, “통일이 아니라 반공이 국시 던 시기”인 만큼 “뻔하고 

너무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주던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아울러 당시의 교과서는 “읽는 것도 그다지 재미가 없고” 

흑백으로 되어 있어 배우고 싶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편집 구성도 

아니었다. 

따라서 박나눔 교사는 과거의 교사교육 경험이나 손에 쥔 교과서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채로 교단에 섰다. 문제는 주어진 교과서를 그저 

가르치는 것이 “아이들에게 삭막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섰다는 데 있다. 그에게 당시의 교과서를 가르치는 문제는 

“윤리교사로서의 고민”이라기보다는 “한 인간으로서의 고민”으로 

인식되었다. 즉, 교사 본인이 만족할 수 없는 내용을 그 로 가르치는 일은 

한 인간으로서의 양심에도 어긋났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교과서가 담지 

못하는 내용들을 가르치고, 추상적인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가 닿게 만들기 

위해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인성고등학교에 들어온 1992년부터 2~3년간 그의 수업 전략은 주로 

“뻔한 내용을 정말 소중한 이야기인 것처럼 포장을 잘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시기, 그는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재구성하는 

전략을 취하기보다, 교과서의 입장과 비되는 내용을 소개하거나 여러 

보조 자료들을 동원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수업했다. 

교과서와 비되는 내용들은 일부 반북·반공과 관련된 부분을 가르칠 때 

도입되었으며, 이를테면 “반소친미” 일색으로 서술된 한국전쟁 기원 

부분을 양비론적인 입장에서 풀어내는 식이었다. 그 외의 내용들은 

교과서를 보조하는 내용을 제공하는 식으로 가르쳐졌다. 가령 3학년에서 

윤리 사상의 흐름과 특징 중 서양 윤리의 전통 부분을 가르칠 때, 그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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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에서 나온 만화 철학사 도서를 수업에 활용하여 ‘ 사를 흉내내기’ 

내지 ‘동작을 보여주기’와 같은 방식으로 생생하게 수업하고자 했다. 즉, 

주어진 교과서 내용을 가르치되, 내용과 관련된 흥미로운 자료들을 

동원하거나 방법상으로 흥미를 유발하는 것으로 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초임 시기의 적응기가 어느 정도 지나자, 박나눔 교사는 학생들의 생활과 

건조한 교과서 내용을 보다 착시키는 방향으로 교육 실천을 바꿔나간다. 

그가 인성고등학교 3년차인 1994년에 도입했던 ‘선행록’ 방법은 교과서의 

시 착오적인 내용과 추상성을 극복하려는 독창적인 시도 다. 

‘선행록’이란 주로 신문 기사를 활용하여 학생들 주변의 가까운 도덕적인 

귀감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그에 한 자신의 감상을 기록하는 NIE 

활동이다. ‘선행록’의 도입은 교과서의 내용과 학생들 사이의 간격을 

좁혀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했다. 전술하 듯, 당 의 교과서는 

구시 적인 “옛날 얘기”들이었으며 “관념성이나 추상성”을 담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에 반해, 인성고등학교는 실업계 고교 특성상 

1부와 2부가 나뉘어 있었고, 2부 학생들은 매일 같은 야근으로 학교에 오전 

10시에 등교하여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다수 다. 이처럼 

학생의 수준과 교과 내용의 수준 사이에 뚜렷한 간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박 교사는 기존의 “포장을 잘해서 전달”하는 방식만으로는 “나도 

식상하고 애들도 좀 힘들어하는”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그는 “평범한 이웃들이 한 선한 행동을 봤을 때 감동, 감화가 클 

것”이라는 짐작으로 1994년 ‘선행록’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선행록’은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들을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 이 

활동은 박 교사의 노력과 학생들의 노력 사이의 선순환이 이뤄진 끝에 

비로소 자리 잡게 되었다. 당시 인터넷도 보급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은 신문지나 생활정보지에 실린 미담들을 부지런히 ‘선행록’에 

오려붙 고, 박 교사는 학생들이 스크랩한 신문기사에 해 적은 감상문에 

일일이 정성껏 ‘댓글’을 다는 것으로 화답했다. ‘선행록’은 “귀찮지만 

하고 나면 뿌듯하다”는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박 교사의 열렬한 지도 

사이에 “선순환이 일어나서” 10년 넘게 지속되었다.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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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록’ 활동은 개시 10년만인 2004년 언론사에 보도되었으며, 이듬해 

도덕 교육 관련 학회지에 논문이 게재될 만큼 외부로부터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선행록’에 더해, 박 교사가 도입한 또 다른 방법은 이른바 

‘생활제재’를 활용하는 도덕 수업이다. ‘생활제재’는 말 그 로 

학생들의 생활과 착되어 있는 일상적인 소재들을 뜻한다. 학창 시절부터 

자신의 “딴따라 기질”을 발견했던 박 교사는 교직 초기부터 “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문화 예술적인 무  공연과 동격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아울러 

그는 고등학생 시기는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고, 또 수용성이 좋은 

때”라고 생각했으며, 이 시기의 학생들에게는 감수성을 자극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 교사는 교과서에 실린 여러 미덕들과 

관련된 노래와 시, 상 등의 ‘생활 제재’를 발굴하고, 이를 수업 서두에 

활용하여 교과서 내용에 한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 

박나눔 교사의 독특한 수업 방법들은 그가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박 교사는 1995년 아버지와 아내, 그리고 

같은 학교 국사 선생님의 권유로 수리 학 교육 학원에 윤리교육 전공으로 

입학하 다. 그는 “수업 하랴 학원 야간 수업 들으랴, 삐약삐약 거리는 

애들[자녀들]하고 같이 다니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박 교사는 자신이 수업에서 활용했던 시, 노래, 그리고 선행록 등 

세 가지의 ‘생활 제재 수업’을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고 1997년 졸업한다. 

학원 수업들은 그의 학부 시절 수업과 유사하게 “삶과는 괴리”돼 

있었으며, 이때문에 그는 “배운 기억은 별로 없었다”고 회상한다. 

그럼에도 자신의 수업 실천을 정리하여 논문을 작성하는 가운데 “내 

가르침에 학술적인 부분이 많이 보완돼야겠다”는 깨달음을 얻기도 했다. 

한편, 박 교사가 교직 초기의 난점들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수업 실천을 

창안하던 시기에, 그는 다양한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면서 나름의 도덕 

교사 정체성을 형성해갔다. 으뜸중학교 시기부터 그가 꾸준히 참여했던 

단체는 ‘전교조’ 다. 그의 학 시절 이력을 반추해 볼 때, 박 교사에게 

‘전교조’는 “가입 안 하는 게 어색하고 이상할 정도”인 단체 다. 그 

또한 당 의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교육 전반에 한 불신이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데다, 1989년 ‘전교조’ 교사들의 량 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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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로 인한 “부채감 또는 존경심”은 결정적인 가입 계기로 작용했다. 

‘전교조’ 교사로서 그는 1993년 해직교사 복직 서명운동에 참여한 일로 

교장실에 불려가기도 하는 등 “늘 예의주시 상”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지역의 ‘전교조’ 지회에 참여하며 소식지의 편집 위원을 맡는 등 활동에 

열심이었다. 박 교사는 ‘전교조’ 회지에 실린 “ 안적인 수업이나 

서적이나 글들”을 접하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위하여 수업을 잘 

해볼까?”는 고민을 심화시켰다고 회고한다. 

아울러 ‘전교조’는 박 교사의 도덕 교사 생애에서 ‘의미 있는 

타자’로 인식된 ‘전도모’ 가입에 향을 주었다. ‘전도모’는 1993년 

한국교원 학교 출신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되었다. ‘전도모’는 

교육학과, 철학과, 국민윤리교육과 출신들로 구성됐으며, ‘전도모’ 교사들 

또한 박 교사와 마찬가지로 “도덕 교육의 올바른 방향들을 함께 

논의”하려는 이들이었다. 박 교사는 ‘전도모’ 회원들과 교류하는 가운데 

“좋은 긴장관계를 유지”했다고 말한다. ‘전도모’에서 명학 학 

국민윤리교육과 출신들은 소수 으며, 결성 당시부터 여러 학의 철학과와 

교육학과 출신들과 교원  국민윤리교육과 출신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들을 통해 도덕 교육에 해 안적이고 새로운 시각을 접하면서, 박 

교사는 학과에 해 가졌던 아쉬운 감정을 “자가 치유”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전도모’는 박나눔 교사가 수업 실천을 개선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던 장이기도 했다. ‘전도모’는 계간지 『도덕교육』5)을 

출판하여 회원들에게 보급했는데, 여기에는 수업 보조 자료들과 지도안, 

평가문항 등이 실려 있었다. 『도덕교육』 14호부터 20호까지를 살펴보면, 

매 호수마다 중학교 도덕의 내용을 발전시킨 수업지도안이 실려 있으며, 그 

외에도 특집 역을 두어 인권교육, 연구물 공모 당선 수업사례 등이 

5) 계간지 『도덕교육』은 1993년 1호가 나온 이래로 지금까지도 출판되고 있다. 1989년 
해직되어 1994년 복직된 이래 ‘전도모’의 주축으로 활동했던 정보원에 따르면, 
『도덕교육』은 2000년을 기점으로 방향이 전환된다. 2000년 이전의 『도덕교육』은 
당  교과서의 빈약한 내용을 풍성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교과서의 주요 
덕목과 관련된 재미있는 예화들이 주요 내용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전도모’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도덕교육”을 표방함에 따라, 『도덕교육』 또
한 2002년 ‘교과서 재구성’ 관련 내용을 전면적으로 다루었고, 철학교육의 중요성
을 강조하는 기고들이 실리는 등 도덕교육 자체의 변화를 꾀하는 장으로 기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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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되어 있다. 또한 『도덕교육』에는 협동 학습과 MIE( 상활용교육) 등의 

활용 방안이나 교과서 서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박 교사도 회보를 “받아서 복사해가지고 수업”하는 등 간접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교사 박나눔에게 가장 유의미한 경험을 제공한 단체는 그가 1998년 

활동을 개시한 학교 부근의 햇살사회복지 다. 박 교사가 햇살사회복지에 

가입하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에서 다. 박 교사는 6차 교육과정 윤리 

교과서에 실린 왕양명의 “앎은 행함의 시작이고 행함은 앎의 완성이다”는 

말에 깊은 감명을 받은 뒤부터 실천과 연결된 교육 실천을 고민하곤 했다. 

이런 그에게 전봇 에서 우연히 발견한, 독거노인에게 반찬을 배달할 

학생을 구한다는 전단지는 운명처럼 다가왔다. 이 전단지를 보자마자 박 

교사는 햇살사회복지에 전화를 걸어 “학생만 되고 교사는 함께 하면 안 

되냐?”고 따지듯이 물었고, 이때부터 이 단체와 긴 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햇살사회복지에서 그는 학생들과 함께 반찬을 날랐을 뿐 아니라, 

산하의 청소년 모임에서 지도교사를 맡아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박 교사는 

햇살사회복지 활동으로 “생각과 행동반경이 지역사회로 넓어졌다”고 

말하며, 그만큼 “교육의 양이 풍부해졌다”고 말한다. 아울러 그는 

학생들이 자신을 “도덕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선생님”으로 

바라본다고 느꼈으며, 이에 따라 자신의 말과 수업이 “아이들한테도 

상당히 호소력 있게 다가간 것 같다”고 기억하 다.

정리하면, 입직 초기부터 10년의 시간은 박 교사가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없을 거 같은 수업을 어떻게 바꿔볼까”를 고민했던 때 다. 그는 이 

고민을 풀어내기 위해 한편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변형하거나 보완했고, 

학생들의 삶에 가 닿는 수업 방식을 창안했다. 다른 한편으로 박 교사는 

외부의 여러 단체들에 소속되어 “좋은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생각과 

행동반경을 넓히는” 경험으로 삼았다. 말하자면, 박나눔 교사는 자신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수업 실천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교실 

바깥에서 자신의 삶 또한 적극적으로 바꿔나갔다.

아울러 초임 시기, 박 교사는 “착한 사람 만들기, 양심적인 사람으로 

키워내기”를 교육 목적으로 삼았다고 말한다. 이는 “선한 사람들의 

행동을 봤을 때의 감동, 감화”를 목적으로 했던 ‘선행록’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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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에서도 확인되며, 동시에 학 시기 야학 활동에서부터 지속된 

교육관이기도 하다. 또한 그는 이 시기를 거치면서 “삶 속에서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들을 실천”하는 교사상을 정립하게 되었다. 그의 교사상은 

학 시절 정립된 “실천 지향적 삶”과 맥이 닿아 있으며, 그에 따르면 

“말한 로 살아야 된다는 자기 강제가 되게 강했던” 자신의 기질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생관’ 수준의 “실천 지향적 삶”은 

‘선행록’과 ‘생활제재’를 활용한 수업 경험, 그리고 학교 밖 

사회봉사단체 참여 경험과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 교사상으로 

심화된다. 이 시기, ‘가르치는 것과 행동의 일치’라는 뜻의 

‘교행일치(敎行一致)’라는 말이 박 교사의 평생 신조로 자리 잡은 것이다.

라. 도덕 교사로서의 성숙기(2002 ~ 2008년): 보다 심화된 교육 

실천과 “도덕교육의 파시즘” 논쟁

2002년은 박나눔 교사가 인성고등학교에 들어온 지 햇수로 10년째로, 박 

교사의 주변에서 여러 변화들이 일어났던 시기 다. 한편으로, 많은 

교사들이 입직 후 10~15년이 지나면서 성숙·안정기를 맞아 자기 발전을 

위한 새로운 노력을 시도하듯(김병찬, 2007), 박 교사 또한 장학사 시험에 

응시했다. 또한 박 교사는 다소 경직된 분위기의 인성고등학교로부터 

벗어나고자 공립학교로 전보를 가는 시험을 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시도들은 아쉽게도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이 시기는 박 

교사의 교육 실천이 보다 심화·발전된 전기이기도 했다. 2002년부터 7차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교과서가 고등학교에서 가르쳐졌으며, 박 교사는 

여전히 미흡했던 교과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칭찬 수업’과 ‘꿈 

교육’을 도입하 다. 또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그는 도덕 교과의 

바람직한 변화를 꾀하기 위해 ‘전도모’ 교사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7차 교육과정은 1997년 12월 30일 고시되어 2002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상 교과서에 적용되었다. 7차 교육과정은 1학년부터 10학년까지를 하나의 

체계로 묶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골자로 하며, 고등학교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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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부터 선택중심교육과정으로 운 되었다(교육부, 1997a). 박 교사가 

재직했던 인성고등학교는 실업계 고교 특성상 ‘선택중심교육과정’에서 

도덕과 선택과목이던 시민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윤리 과목들을 가르치지 

않았다. 이에 박 교사는 7차 교육과정부터 2단위의 10학년 도덕만 가르치게 

되었으며, 전 학년을 상으로 도덕·윤리를 가르쳤던 6차 교육과정보다 

가르치는 내용과 시수 모두 훨씬 감소된 상황에 직면하 다. 

문제는 10학년 도덕 교과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중학교 

3학년 도덕과의 연속선상에서 내용이 구성되었다는 점이었다. 이 시기 

도덕과는 생활 역 확장법을 근거로 개인생활, 가정·이웃·학교생활, 

사회생활, 국민·민족 생활 등을 네 개의 내용 역으로 삼았는데, 10학년 

도덕 교과는 9학년 도덕과 연계되어 사회생활과 국민·민족생활만을 

다루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박 교사에게 10학년 도덕은 “중학교용 도덕 

교과서 같은 내용”을 담고 “너무 수준이 낮은” 교과서로 인식되었다. 

아울러 이 시기의 교과서는 “반공적인 요소가 많이 삭제”되긴 했으나, 

“통일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반공·반북한적인 정서를 저절로 갖게 

만드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게다가 7차 교육과정 도덕 교과서는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교과서 편집이나 구성 자체가 너무 재미가 없게 돼” 

있던 특성을 공유했으며, “정말 참 재미없게 쓴 교과서”라는 평가 또한 

여전했다. 요컨  인성고등학교라는 특수한 맥락 속에서, 7차 교육과정 

도덕은 박 교사에게 이전 교육과정들의 단점을 고스란히 답습한 채 내용의 

수준은 더 떨어진 교과로 인식됐으며, 이전보다도 수업 방법에 있어 훨씬 

더 심 한 도전을 불러일으켰다.

이 시기, 박 교사의 수업은 교과서 내용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것, 

그리고 ‘선행록’이나 ‘생활 제재’와 유사하게 새로운 수업 방법을 

도입하는 것으로 갈음된다. 먼저, 교과서 내용의 재구성은 ‘질문과 

답’과 ‘교과서 교정보기’, ‘프로젝트 수업’ 등을 활용한 것이었다. 

‘질문과 답’은 교과서 내용과 관련해서 의문이 있거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학생들에게 질문을 제기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박 교사는 

‘질문과 답’ 참여를 수행평가에 도입하여 10점을 부여하고, 교과서 

내용에 해 질문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교과서 교정보기’는 학생들에게 닿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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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의 난해한 개념들과 한자어들을 학생들이 수정하도록 유도하는 

활동이다. 박 교사는 “네가 교과서 편집부의 교정자라고 생각하고 최종 

교정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라”고 제안하며, 학생들이 교과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도록 유도했다. 끝으로 ‘프로젝트 수업’은 주로 통일 

교육 단원에서 활용됐다. 박 교사는 이 단원을 가르치는 방법에 해 

고민이 많았고, 이 문제를 “애들의 아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통해 한 방에 해결”하 다. 실제 수업은 아래와 같이 전개됐다.

남북 노래자랑 이런 걸 수업으로 도입해 가지고, 음, 두 학생이 나와 

가지고 한 학생은 남한 학생, 한 학생은 북한 학생 이렇게 해 가지고 

남한에서 유행하는 노래, 북한에서 유행하는 노래 장기자랑 식으로 

수업을 구성했더니 되게 재미있었고. 또 한 가지 남북 요리 소개하기 

해가지고. 요릴 직접 애들이 만들어 와가지고 직접 북한 음식을 

흉내를 내서 먹어보기도 하고, 또 우리말이 얼마나 그 남과 북의 말이 

변질되고 또 멀어져 가는지? 우리가 모르는 북한 말. 또 북한이 모를 

수도 있는 우리말을 서로 이렇게 퀴즈로 하기도 하고.

(2018. 10. 12. 녹취록)

이렇게 박 교사는 주어진 교과서에 한 학생들의 비판적인 독해를 

유도하거나 교과서에서 주제만 가져와서 다채로운 수업 방법들과 결합하는 

식으로 교과서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했다. 

한편, 박 교사는 7차 교육과정 도덕을 가르치면서부터 ‘칭찬 수업’과 

‘꿈 교육’을 수업의 일부로 추가하기에 이른다. ‘칭찬 수업’은 박 

교사가 2000년 방 된 문화방송(MBC)의 ‘칭찬합시다’라는 프로그램에서 

감을 얻어 2002년부터 실시한 수업 방법이다. 이 수업은 당시 국내 

피아노 회사의 광고음악을 개사한 ‘칭찬가’를 부르면서 시작된다.

온 세상을 울리는 맑고 고운 소리, 칭찬의 소리~

맑은 소리(추임새, 칭찬! 칭찬!) 고운 소리(추임새, 칭찬! 칭찬!)

칭찬합시다~ 칭찬~(신나게 박수치며 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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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시작된 수업은 매 수업마다 당번 학생이 주변 사람들을 칭찬하는 

‘다른 사람 칭찬하기’로 연결된다. 이어서 박 교사가 미리 준비해둔 감사, 

결의, 겸손 등 52가지 미덕이 담긴 ‘버츄 카드(virtue card)’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면, 학생들은 자신에게 부족한 미덕이 무엇인지 말하고, 그 미덕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친구를 지목하여 칭찬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박 

교사는 기존의 ‘선행록’ 활동을 ‘칭찬 수업’과 결합하여 학생들이 

스크랩한 미담 사례의 주인공에 해 칭찬하는 말을 쓰도록 했다. 박 

교사는 “책이 얇았고 활자는 크고 면적은 넓었던” 상황에서 교과서 

외적인 요소들을 다뤄도 무방하겠다는 판단 하에 ‘칭찬 수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2008년 이후 도입된 ‘꿈 교육’ 또한 교과서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또 

다른 시도 다. 박 교사는 “한 교사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뭔가 이루어보고자 하는 욕망, 욕구”가 존재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여기에 더해, 이 시기부터 교육계에 불어 온 진로교육 열풍은 

‘꿈 교육’을 도입하고 정착시키는 데 훈풍으로 작용했다. ‘꿈 교육’은 

“우리 주변의 생활 제재들 중에서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내포하는 것”을 

활용한 교육 방법으로, ‘선행록’과 ‘생활제재’를 꿈과 연관지어 

심화시킨 것이다. ‘꿈 교육’은 UCC, 독후감, 편지, 시, 노래, 화, 연설 

등의 다양한 생활 제재와 매체를 활용하여 전개되었으며, 2013년에는 그 

동안의 수업 방법들을 종합한 결과물이 단행본으로 출판되기도 했다. 

이상의 이야기가 도덕 교사로서 박 교사의 수업 실천이 심화·발전된 

줄거리라면, 2000년 초부터 ‘전도모’가 전개했던 도덕 교과 개선 운동은 

도덕 교과 그 자체를 바라보는 박 교사의 시각을 크게 바꿔놓았다. 

‘전도모’는 2000년 이후부터 수업에 활용할 보조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도덕 교과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은다. ‘세계 

철학 사상사’ 수업은 이런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전도모’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00년 당시 시민들을 상으로 교양 철학을 가르쳤던 김상봉 

교수를 모시고 서양 철학사를 윤리학적 관점으로 개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도모’의 일원이던 박 교사는 강의 녹화 담당을 자처하는 등 

이 강좌에 열성적으로 참여했으며, 이 경험을 통해 “깊게 공부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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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칠 내용도 풍부해지겠구나”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몇 년 뒤 박 

교사는 이러한 깨달음을 실천하여 한 중국 제자백가 사상가의 원전을 

해설하는 청소년 철학 도서를 집필하기도 했다.

이후 ‘전도모’는 ‘철학함’이라는 개념을 들어 도덕 교육을 철학 

중심으로 재편하자는 제안을 내놓게 된다. ‘전도모’와 활동을 함께 한 

김상봉 교수는 ‘철학함’을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으로 정의하며, 

기존의 도덕 교육은 ‘노예를 기르는 교육,’ 즉 ‘노예 도덕’을 퍼뜨리는 

교과라고 비판하 다(김상봉, 2005). 즉, 기존의 도덕 교과가 시민들로 

하여금 국가 및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무비판적으로 따르게끔 만들었다는 게 

비판의 골자 다. ‘전도모’는 철학계 교수들과 공동 전선을 구성하여 

‘철학함’이 중심이 되는 도덕 교육 개편을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철학계와 도덕교육계 사이에서 논쟁이 촉발되었다. 박나눔 교사는 

‘전도모’의 주장에 해 “배우는 점도 있었고 약간 저항감도 있었다”고 

회상하는데, 왜냐하면 그는 “김상봉 교수가 비판하는 부분을 나름 로 

실천해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명학 학 국민윤리교육과 

출신으로서 철학계가 “윤리교육을 체할 만큼 철학교육 성과들을 

쌓아왔는가?”에 해 회의적으로 반응했다. 그럼에도 박 교사는 체로 

‘전도모’의 주장에 공감하는 입장에서 이 논쟁을 지켜봤으며, 심지어 

도덕 교과를 “철학이라는 과목으로 체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품기도 했다.

수차례에 걸친 논쟁과 립의 결과로서, 2007 개정 교육과정 도덕과 

각론에서는 교과 성격에 “윤리학적 접근으로 하되, 연관된 여러 학문의 

접근 방법을 활용”한다는 표현이 적시되었으며, 기존의 생활 역 확장법이 

도덕적 판단 주체가 강조된 가치관계 확장법으로 교정되었다.6) 박나눔 

교사는 이때의 논쟁을 “우리 과의 정체성을 찾아보려고 많이 노력했던 

시기”라고 평가한다. 박 교사는 2007 개정 교육과정 논쟁 이전에는 아래와 

6) 이 같은 결과에 해, 박 교사는 “상당히 절묘한 타협이 된 것”으로 평가한다. 다
만, 당시 ‘전도모’의 회장으로 활동했던 나의 정보원은 ‘철학함’ 개념을 교육과
정에 포함하려는 시도가 도덕교육계의 완강한 거부에 부딪혀 무위로 돌아간 것이 아
쉽다고 평가하 다. 당시 이 교사는 윤리교육과의 한 원로 교수가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밥그릇’이라는 말을 수차례 언급했던 것을 회상하며, ‘전도모’
의 교육적인 취지와 배치됐던 도덕교육계의 천박한 반응에 경악했다고 밝혔다. 여기
에서는 박 교사가 이 논쟁을 경험하며 형성했던 의미만을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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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질문들을 해소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우리의 진로나 뭐, 존폐의 어떤 기로에서 항상 고민을 했으니까. 우리 

과가 꼭 있어야 되는가? 있어야 된다면 왜 있어야 되는가? 어떤 

형태로 남아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했죠.

(2017. 12. 5. 녹취록)

그러나 이 시기의 논쟁을 통해, 박 교사는 “철학적 관점들을 수용해서 

윤리교육을 개선”하게 되었다고 보았으며, 위의 고민들을 얼마간 해소할 

수 있었다고 회상한다. 

교과의 근간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면서, 박 교사의 교육관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전술하 듯, 박 교사는 교직 초기의 

적응기를 거치며 “착한 사람 만들기, 양심적인 사람으로 키워내기”라는 

교육관을 정립한다. 이 같은 교육관은 논쟁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는 

“개인의 내면적 성장과 사회 변화의 주체로 키워내야 한다”는 생각이 

싹텄다고 고백한다. 이 같은 생각의 변화에 해, 박 교사는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초기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죠. [교육 목적이] 착한 사람 만들기. 

양심적인 사람으로 키워내기 뭐 이 정도였지. 사회 변화의 주체, 

변화의 주역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철학과의 비판, 우리 과에 대한 비판. 김상봉 교수의 

도덕교육의 파시즘이 노예 도덕을 넘어서잖아요, 부제가. 그 부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상당히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죠. 그 동안 

그러니까 체제에 순응하는 인간을 길러내지 않았느냐, 주인노릇 

못하고 그저 굽신거리고 시키는 일이나 하고 정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게 노예근성이지. 순종의 미덕을 

강조하는 도덕 교사들은 선한 양심의 선례가 되는 거지만, [다른 

한편으로] 체제에 저항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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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자기반성이 되는 거지.

(2017. 12. 5. 녹취록)

물론, 박 교사 또한 교사로서 “어떻게 사회 참여적이고 사회 비판적인 

그런 시각들을 길러줄까?”에 한 문제의식을 품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덕교육의 파시즘』을 비롯하여 ‘전도모’의 새로운 언어들이 

“ 신 내 얘기를 전해주면서,” 박 교사의 도덕 교육관 또한 이전과는 

다른 색채를 더하게 되었다. 

마. 2009 개정 교육과정 반  투쟁기(2009년 이후): “정체성에 

혼란을 많이 느꼈지”

박나눔 교사는 적응기와 성숙기를 거치면서 자기만의 고유한 도덕 

교육관과 수업 패턴을 구성해낸다. 그의 도덕 교육관은 착하고 양심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것에서 확장되어 사회 변혁의 주체를 길러내는 것으로 

심화되었으며, 수업 패턴 또한 ‘선행록,’ ‘생활 제재 수업,’ ‘칭찬 

수업,’ ‘꿈 교육’ 등으로 심화·발전되어왔다. 교직에 들어온 지 

20년째인 2009년 즈음, 그의 수업에서 아래와 같은 패턴이 확고하게 

정립되었다.

내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뼈대가 형성된 수업 체계가, 처음에 인사, 그 

다음에 꿈 출석, 그 다음에 오늘의 시, 오늘의 노래, 오늘의 이야기, 

거기까지만 해도 벌써 한 20분 된단 말이야. 그런데 수업 시간 남은 

시간은 20분에서 25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 시간에도 교과서를 

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게 하진 않고, 그냥 혹시 모르는 개념 

있으면 질문해라. 또 혹시 모르는 문장 진술 형태가 있으면 얘기를 

해라. 배경지식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물어봐라.

(2018. 10. 12. 녹취록)

이렇듯, 박 교사는 교과서의 미비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기만의 



- 79 -

‘시그니처(signature)’ 수업방법들을 정립해갔다. 또한 2000년  중반 이후 

시교육청의 교사연수 강의들이 현직 교사들의 강의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그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의 강의자로 초빙되어 자신의 수업 실천 

경험들을 다른 교사들과 공유하기도 했다. 

한편, 박 교사는 2004년 한 교수의 권유를 받아 명학 학 윤리교육과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전문성 향상을 도모했다. 그의 박사과정 입학 계기는 

“도덕 교육 윤리 교육 현장의 모범 사례들을 접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수리 학에서의 석사과정과 마찬가지로, 명학 학 박사과정 또한 

그가 원했던 학습 경험을 제공해주지 못했다. 일부 교과 내용학과 관련된 

수업을 제외한 부분의 강의들은 그가 학부를 다녔던 시절과 유사하게 

추상적인 개념 중심으로 구성됐던 것이다. 이에 박 교사는 본래의 생각과는 

정 반 로 “교수들이 현장을 좀 알도록 자극을 주자”는 목표를 세우고, 

자신과 다른 모범적인 교사들의 현장 경험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자임하 다. 아울러 2008년부터, 그는 전공 분야 학회의 사무국장을 맡아 

계절별로 워크숍을 기획하는 등 학회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처럼 학교 안팎에서 안정된 삶을 구가하던 박 교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면서 투쟁의 한복판에 서게 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09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 경감 책에서 

제시된 략적인 윤곽을 바탕으로, 집중이수제, 교과군 개편,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9학년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총론이 먼저 고시되었다.7) 

도덕교육계는 미래형 교육과정의 집중이수제, 교과군 개편,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축소 모두에 향을 받았다. 집중이수제는 종전 교육과정의 

학기 당 이수과목이 10~13개로 지나치게 많으므로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자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시수가 적은 도덕 

과목은 학교 재량에 의해 1년 안에 3년 치 내용이 가르쳐지는 파행이 

예상되었다. 또한 교과군 개편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 분리됐던 

사회와 도덕 교과가 사회(역사/도덕 포함) 군으로 통합되면서, 도덕 교과의 

위상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됐다. 끝으로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축소로 인해 10학년 도덕 과목이 제외되어,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도덕 

7) 출처: 연합뉴스(2009. 12. 17). 초중고 과목수 2011년부터 줄어든다(종합). 
http://www.yonhapnews.co.kr에서 2018. 11.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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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결과가 예상되었다. 박 교사는 이 같은 변화들을 한 

사람의 교사로서 겪었을 뿐 아니라, 학회의 사무국장으로서 “거의 

반정부투쟁”에 앞장서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도덕교육계는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해 “과목 자체가 존폐 위기”에 

빠졌다고 인식했으며,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내홍을 겪는 가운데 결집된 

교수들과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교육과정 폐지 투쟁을 벌인다. 당시 학회의 

사무국장이던 박 교사는 “시 적인 또는 현실적인 압박을 많이 받으며” 

투쟁에 참여한다. 그는 교사들로부터 여론을 수합하여 자보를 작성하고, 

교육과정 개정 공청회에 참여했으며, 2012년 ‘전국 도덕윤리 교육자 

회’를 주도해 도올 김용옥 선생을 연사로 모시기도 했다. 여러 투쟁 

경험들 중 박 교사의 기억에 가장 강렬하게 남아 있는 사건은 2010년 

10월의 이른바 ‘서울역 지부상소(持釜上疏)’이다. ‘지부상소’란 

‘도끼를 지고 엎드려 상소를 올린다’는 뜻으로, 과거 유생들이 임금의 

잘못에 해 간언하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었다. 박나눔 교사는 

도덕교육계의 반발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지부상소’를 서울역 광장 한 가운데서 전개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라는 걸 그 전에 

교대에서 발족을 했어요. 몇몇 선생님들하고 같이, 현장 교사들. 

거기에 인제 뭐 교수도 결합이 돼 가지고 ○○○ 교수가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청회 끝나고 바깥에 나와서 교원대 

애들하고 저하고 같이 선비 복장으로 지부상소를 하고, 거기선 

약식으로 했는데 서울역에서 전국 사대 교대생 모두 모여서 6,400명 

정도가 모였을 거예요. 차가 27대인가 서울역에서 남영동까지 

관광버스가 전국에서 왔으니까. 내가 지나가는 차를 세 봤다니까. 몇 

대인지, 전경차 말고 고속버스. 27대인가 그랬어요. 아 그래서 난 

뭔가 되겠구나 했지. 그날 나는 차에다가 큰 상하고 도끼하고 

상소문하고 선비복장 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세워놓고 무대에다가 

들고 올라가서 ○○○ 선생님이 사회보고

(2017. 11. 8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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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야심차게 시도했던 ‘지부상소’ 퍼포먼스는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그는 “언론 장악이라는 게 상당히 무시무시한 힘”이라는 것을 

경험했고, “공청회라는 게 요식행위”이며 “한 명의 교육부 장관을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범 ·교  교수, 또 학생들이 다 동원됐는데도 

이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도덕교육계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집중이수제는 

2011년부터 일선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었으며, 교과군 개편과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축소 또한 원안 로 도입되었다. 박나눔 교사는 투쟁의 

결과에 해 “우리가 뭐 해가지고 성과를 본 게 거의 없었던” 싸움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박 교사는 교육과정 개정이란 “논리 

싸움이나 이론적인 싸움이 아니고 구성원들의 일치단결된 노력의 성과로 

귀결이 되는 거”라는 점을 새롭게 깨닫기도 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을 

둘러싼 논쟁이 “논리 싸움이나 이론적인 싸움”에 해당된다면,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박 교사가 말한 바와 같이 “반 정부투쟁”에 가까웠다. 비록 

도덕교육계는 원했던 결과를 얻어내진 못했으나, 수많은 교수·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데는 성공했다. 가령, 도덕 교사와 교수들이 

모여 있는 SNS 공간이 마련되어 “실시간으로 상호 교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도 하나의 소득으로 볼 수 있었다. 요컨  2009 개정 

교육과정 투쟁 경험은 박 교사에게 교과란 “구성원들의 일치단결된 노력의 

성과”라는 새로운 생각을 불어넣은 것이다.

박나눔 교사는 2011년 학회 사무국장 임기를 마쳤으며, 명학 학 

윤리교육과에서 자신의 ‘시그니처’ 수업 방법인 ‘칭찬 수업’의 성과를 

정리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다. 그리고 같은 시기 박 교사는 자신이 2년간 

투쟁했던 집중이수제의 향권 아래에 놓인다. 2011년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 10학년까지 적용된 해로, 박나눔 

교사는 종래와 같이 1학년들을 상으로 1년간 2단위의 도덕 과목을 

가르쳤다. 그러나 집중이수제에 따라, 박 교사의 학교는 도덕을 1학년 

1학기에 2단위로 편성하 다. 그는 이를 “10년 가까이 해왔는데 갑자기 한 

학기로 줄이라는” 요구로 받아들 으며, “삶의 습관을 한 학기에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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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사는 집중이수제를 최 한 자신의 수업과 성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용하고자 했다. 한 가지 방안은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도입된 

블록타임제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그는 블록타임제를 활용하여 잇달아 

2시간 동안 도덕을 가르쳤다. 박 교사는 “1부는 진도 나가고, 2부는 꿈 

수업”을 하는 식으로 도덕 수업을 설계했으며 “한 시간 하면서 겪게 되는 

시간 쫓기는 것을 만회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집중이수제로 인해 수업이 없는 2학기 동안 창의적 체험활동을 

담당하여 자기성장의 기회로 삼기도 했다. 특성화 고교의 특성상, 박 교사의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다채로운 진로 활동을 전개하기에 수월한 

환경이었다. 이에 그는 프리미어(Premiere)와 같은 상편집 프로그램을 

자진해서 가르쳤으며, 이를 “프로슈머가 되는 데 좋은 향”을 준 

경험으로 회상한다. 

그러나 집중이수제가 그에게 안겨 준 것은 훨씬 더 황폐한 경험들이었다. 

블록타임제를 활용해서 도덕 수업을 자유롭게 전개한 점은 유익했으나, 

“윤리를 1년 가르치던 거를 한 학기밖에 못 가르치는 상실감”은 지울 수 

없었다. 학생들 또한 “이 좋은 거를 한 학기만 한다니!” 하는 반응을 

보이며 수업이 한 학기만 전개되는 데 한 아쉬움을 표했다. 더 큰 문제는 

박 교사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별 다른 준비 기간 없이 다른 교과를 

가르쳐야 하는 상치교사가 되었다는 데 있다. 상치(相馳)교사란 ‘전공 외의 

다른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를 의미하며, 이미 지난 2000년 

서울지방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한 바 있다.8) 그럼에도 박 교사는 담당 

교과가 없다는 이유로 학교 사정에 따라 1학기 때는 도덕, 2학기 때는 

세계사나 지리를 가르치게 되었다. 그는 상치과목 수업을 밤새 

준비하더라도 학생들의 질문에 정확히 답하지 못했으며, “지식이 짧아서 

교과서 이상의 지식을 전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 이에, 그는 “아이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랑 느낌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감지했으며, 

“세계사를 가르치면서도 나는 윤리교사인데 하는 자괴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비롯한 “정체성의 혼란”은 집중이수제가 그에게 안겨준 

상처 다. 

8) 한국교육신문(2000. 8. 28). 상치교사 부당 판결. http://www.hangyo.com에서 2018. 11.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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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박나눔 교사가 형성한 교과 교사 정체성

박나눔 교사는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승적인 발전을 이뤄가고 

있는” 도덕 교과를 가르치는 가운데, 자기 나름 로의 교사 정체성을 

형성해왔다. 그가 도덕 교과 “1세 ”로 지칭하는 7차 교육과정 

이전(2002년 이전) 시기, 도덕 교과는 정권의 이데올로기나 권력 의지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물론, 박 교사는 당시의 도덕 교과가 

“공동체적 원리를 국민들에게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 다고 

평가하지만, 동시에 “파시즘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 다. 2007 개정 교육과정 도입 시기 교과의 정체성을 둘러싼 도덕 

교육계와 철학계의 논쟁을 거치면서, 도덕 교과는 “2세 ”를 맞이하여 

“어느 정도의 정체성도 생긴” 상태이다. 이와 같은 변화를 겪는 가운데, 

박나눔 교사는 ‘교행일치(敎行一致)하는 교사’로서의 교사 정체성을 

형성해왔다. 

박나눔 교사의 ‘교행일치하는 교사’ 정체성은 ‘교육 목적에 비춰 

가르치는 교사,’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 쉽게 전달하는 교사,’ 

‘가르치는 내용을 실천하는 교사’ 등 세 가지 전문성을 내포하고 있다. 

‘교육 목적에 비춰 가르치는 교사’는 교사의 수업 실천을 규율하는 교육 

목적을 인지하고, 그것에 따라 가르치는 교사를 말한다. 그가 생각하는 교육 

목적은 교과서와 교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들, 더 나아가 교육과정 

총론의 추구하는 인간상 및 핵심역량, 교육기본법상 교육이념인 홍익인간, 

그리고 헌법 전문의 이념들을 아우른다. 박 교사는 교육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고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는” 교사를 “목적 없는 항해를 하는 

집단”이라고 비판하며, 교사의 “존재의 이유”를 전사회적으로 표방된 

교육 목적을 실현하는 것에 연관지어 말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 쉽게 전달하는 교사’는 교과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교과에 빠져들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사를 뜻한다. 그는 교사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교과서를 가르칠 때 막힘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 더해, 박나눔 교사는 “배우는 데 주력하면 훨씬 더 잘 가르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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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말하며, 학생의 입장에서 교과 내용에 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수업에 있어서 “의미는 두 번째”이며 

“일단 재밌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같은 시각은 박 교사가 교직 

초기부터 “수업이라는 게 하나의 버라이어티 쇼”라고 생각했다는 

점에서도 드러나며, ‘선행록,’ ‘칭찬 수업,’ ‘꿈 교육’ 등으로 

구현되었다. 

위의 두 가지 교사 전문성이 주로 수업 내에서의 활동들과 관련된다면, 

‘가르치는 내용을 실천하는 교사’는 학교 안팎에서 “가르친 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박나눔 교사는 ‘교행일치(敎行一致)’를 

“교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말하며, 위에서 언급한 

‘교육 목적에 충실하기,’ ‘교과 내용을 깊이 이해하기,’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내기’ 못지않게 좋은 수업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라고 

말한다. ‘교행일치’하는 교사는 교과 내용을 자신의 삶 속에서 

구현해보는 사람으로, 삶과 착된 교과 내용을 “스토리텔링으로 

학생들에게 다시 소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사는 “살아 

있는 도덕 수업”을 실천하는 것으로, 학생들은 이런 교사로부터 “아우라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감지할 수 있다. 특히 박나눔 교사는 도덕 교사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이해하며, 자신의 수업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건전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햇살사회복지나 

‘전교조’ 등에서의 활동 경험들은 ‘교행일치’를 구현하기 위해 그가 

노력했던 결과 다. 

2. 김예인 교사의 생애사

가. 유년기 및 청년기(1967 ~ 1984년): 아름답고 공허했던 속초

에서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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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인 교사의 아버지는 뱃사람이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는 고무로 된 

잠수복을 입고 해저로 내려가 해산물을 채취했던 ‘머구리’ 배에 타셨다. 

아버지께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위험한” 

‘머구리’ 일을 하셨던 것은 비극적인 가정사 탓이 컸다. 김예인 교사의 

할아버지는 일본 오사카에서 사업을 벌이다 해방과 함께 살림살이와 

가족들을 싣고 귀국하셨다. 가족들이 탄 배는 고향 경상남도 남해 

앞바다보다도 해안가의 암초에 먼저 닿았다. 이 사건으로 아버지는 여덟 

살의 나이에 부모님을 잃어 고아가 되셨고, 큰집 할아버지에게 길러지다 

청년이 되어 강원도 속초에서 ‘머구리’ 배를 타며 자기 몸 하나를 

건사했다. 이후 아버지는 경남 남해에서 김 교사의 어머니를 만나 결혼했고, 

다시 속초로 돌아와 청호동에 완전히 정착한다. 그녀가 태어날 즈음, 

아버지께서는 ‘머구리’ 배의 어엿한 선주가 되어 있었다. 

김예인 교사에게 아버지는 각별한 존재 다. 어린 나이부터 또랑또랑한 

눈을 하고 어른들에게 조잘댔던 김 교사에게, 말씀이 거의 없으셨던 

어머니보다 다혈질에 괄괄한 성미를 가졌던 아버지가 더 잘 맞았다. 

아버지께서는 타고난 예술인이었다. 이른 나이부터 생업 전선에 뛰어든 

아버지는 제 로 학교에 다닌 바 없었으나, 노트에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예술적인 기질이 다분한 분이셨다. 한 겨울 고무로 된 

‘머구리’ 복장을 입고 깊숙한 바다에 뛰어드는 선원들에게, 아버지는 

뜨개질로 선원들의 방한복을 손수 떠주던 재주꾼이었다. 김 교사는 

아버지의 명으로 못 쓰게 된 털옷에서 실을 건져냈던 일을 추억한다. 

이렇듯 그녀에게 다분한 예술가적인 기질은 아버지로부터 상당 부분 

물려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으셨다. 김 

교사가 기억하기에 아버지께서는 “학부모 회의에 참여했던 당시의 유일한 

아버지” 다. 아버지의 교육에 한 관심은 등에 전집을 이고 다니며 책을 

팔던 책장사들을 지나치지 못했던 일화에서도 알 수 있다. 아버지께서는 

책장사가 오면 꼭 김 교사를 곁에 앉히고는 책 하나하나를 꼼꼼히 뜯어보며 

구매를 고민하곤 했다. 김 교사가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텍스트에 한 

최초의 기억”은 아버지가 불러 세운 책장사의 세계문학 문고판 도서 다. 

여느 때처럼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서, 김 교사는 『미운 오리 새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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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는 『엄마 찾아 삼만 리』를 펴들었다. “컬러풀한 색상에 매우 

사실주의적인 삽화가 그려졌던” 이 책을 보면서, 그녀는 “미운 오리 

새끼가 호숫가를 유 하던 백조 떼를 동경에 마지않던 눈동자로 바라보던 

것”을 여전히 기억한다. 책에 푹 빠져 있던 그녀의 시선을 잡아 끈 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셨던”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된 아버지는 주인공에게 감정을 이입하며 문고판 도서에 빠져 

계셨던 것이다. 이 날 문고판 도서 전집을 사주신 데 이어, 아버지께서는 

위인전 전집,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 가운데서』, 그리고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 담긴 세계 명작 전집을 사주셨다. “텍스트를 깊이 읽는” 

김예인 교사의 능력은 이 시기의 독서력을 통해 길러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아버지는 본인을 꼭 빼닮은 김예인 교사를 아꼈고, 김 교사 또한 

아버지 곁에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녀는 여느 또래들처럼 『바벨 

2세』라는 만화책을 보곤 ‘내가 초인이지 않을까?’ 하는 공상에 젖어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려 애쓰던 아이 다. 한편 동해 바다를 앞에 두고 

설악산을 등진 속초의 분위기는 그녀에게 묘한 우울감과 공허함을 

안겨주기도 했다. 국민학생 시절, 김 교사는 가만히 누워 산맥을 넘어온 

높새바람이 집 앞 동사무소의 현판을 팽팽 돌리던 소리를 감상하곤 했다. 

그 바람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상상하며, 그녀는 “헛헛함”과 

“공허”에 해 생각했다. 설악여중을 다니던 시절, 그녀는 해질녘 후관 

음악실에서 가창 연습을 하며 설악산을 바라보며 상념에 젖곤 했다. 이렇게 

김예인 교사는 여느 아이들처럼 엉뚱한 상상을 품는 가운데서도 남다른 

감수성을 간직하며 성장했다. 

그러나 김예인 교사의 감수성의 추를 우울함으로 어 넣은 사건이 

중학교 3학년 여름 방학에 벌어진다. 그녀가 따라 마지않았던 아버지께서 

‘머구리’ 일을 하다 돌아가신 것이다. 당시 아버지께서는 오징어잡이용 

배를 구매해 사업을 벌이다 실패하시고, 하나 남은 ‘남진호’에서 선원 

역할도 겸하며 가계를 지탱하셨다. 어느 여름 날, 아버지께서는 ‘머구리’ 

복장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으나 산소를 공급하던 호스가 그만 끊어지고 

말았다. 여느 때라면 어깨 이음새를 끊고 수면으로 올라왔겠지만, 미숙한 

선원이 나일론 끈으로 연결한 어깨 이음새를 아버지는 끊어내지 못하셨다. 

아버지의 죽음은 김 교사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사람들은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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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어머니만 걱정했을 뿐, 김 교사의 형제들에게 “그건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일을 잊어버렸다. 어린 김 교사는 

아버지의 죽음을 “본인의 잘못인 것처럼 느꼈”으며, 아버지의 묘에 서서 

“아버지 몫까지 열심히 살겠다”고 결연히 다짐한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부채감”은 그녀에게 몰려온 “우울함”의 다른 이름이기도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인 중3 2학기, 그녀는 “공부밖에 더 있는가?” 

하는 생각에 전례 없이 열심히 공부한다. 국민학생 김예인은 학교 행사에서 

사회를 보고 동네 여인들이 이야기를 해보라고 청할 만큼 활달한 

아이 으나, 아버지의 죽음을 겪은 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성적은 수직상승했고, 그녀는 비평준화 던 강원도 속초의 한 ‘명문’ 

여고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그녀는 비록 수학을 

못하는 ‘수치’인 것을 빼면 꾸준히 좋은 성적을 유지했다. 김 교사는 

친구들과 설악산에 놀러가는 등 우정을 나눴던 기억들도 많지만 그것을 

넘어선 탈선은 생각하지 않았다. 여느 범생이들처럼, 그녀 또한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하며” 열심히 공부했다. 

물론, 그녀의 예술적인 기질은 이 시기에도 불쑥 튀어나와, 김 교사는 

“쓱쓱 숙제해 간” 그림으로 선생님의 극찬을 받기도 하고, 몸 쓰는 것을 

동경하며 발레 스트레칭을 남몰래 따라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가 

생각하기에 아버지와 약속했던 “열심히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밖에 없었으며, 고등학생 김예인은 “무지 많이 공부하고 주로 자기 

속에 매몰돼서” 살았다. 또한 “미 라면 환쟁이”라고 불 던 당시 

“시골”의 분위기상, 그녀는 “꿈을 주장한다거나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했다. 이렇게 유년 시절 우울함과 책임감, 부채감으로 억눌렸던 

그녀는, “속초를 탈출하고 싶은” 생각과 높새바람이 발원한 “더 큰 

세계에 한 열망” 속에 명학 학 국민윤리교육과에 지원한다. 당시 

국립  사범 학은 25만원의 입학금만 내면 수업료가 면제됐기에, 아버지의 

죽음 이후 위태로워진 가세를 고려하면 제격이었던 것이다. 김 교사는 

명학 학에 합격하여 우울했던 속초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더 큰 세계”를 

향해 떠난다. 

김예인 교사의 유년·학창 시절은 이후 그녀의 삶을 이해하는 데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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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들을 드러내준다. 김 교사는 성장기를 거치면서 자신의 타고난 

예술가적인 기질을 감지하며, “텍스트에 한 최초의 기억”을 바탕으로 

꾸준히 독서력을 쌓아간다. 이와 같은 기질과 경험은 훗날 김 교사가 한 

사람의 인간이자 교사로서 자기를 성장시키기 위한 학습 경험들을 선정하는 

데 결정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죽음에서 비롯된 

우울감과 부채감은 이후 그녀의 삶에서 모습을 바꿔가며 지속되며, 이런 

감정들을 극복하고 내려놓는 것이 그녀에게 중요한 과제로 두된다.

나. 학시절(1985 ~ 1989년): “교사가 되기보다 무용수로 살고 

싶었어요.”

김예인 교사는 “속초를 탈출하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 고등학교 

시절 “사 는 생각지도 않았”음에도 명학 학 국민윤리교육과에 

85학번으로 진학한다. 전술했던 가정환경상 진학할 수 있던 학과가 

국립 학 사범 밖에 없었던 게 주된 이유 으며, “문과에 충 

합격선”이 신생학과인 국민윤리교육과 던 것도 부수적인 진학 계기 다. 

명학 학 국민윤리교육과는 김 교사와 같이 “가난한데 공부 잘하는 

딸들”이 모여 들었던 학과 으며, 그녀는 “나를 발견하거나 더 넓은 

세계를 보거나 하는” 매력을 학 공부에서 발견하기를 소망했다. 

박나눔 교사와 마찬가지로, 김예인 교사 또한 학과 내에서 전공 공부의 

매력이나 도덕 교사가 되는 일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녀가 

인식하기에, 국민윤리교육과의 ‘학제적 성격’은 차라리 “편의주의”에 

가까웠다. 즉, 당시의 국민윤리교육과는 “세계의 본질을 알고 난 다음에 

통합을 하는” 진정한 의미의 ‘학제적 성격’을 시도했다기보다, 

“이데올로기 교육으로 출발하여” 조잡하게 갈무리된 커리큘럼을 운 하고 

있었다. 김 교사는 당시의 학과 수업들에서 “아마추어라는 느낌”을 

받았으며, 학과 공부를 통해서 깊이 있는 세계를 만나지 못하고 

“겉핥기”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교사의 새내기 시절과 

마찬가지로 학 수업은 “정말 재미가 없는 거” 다. 교수들은 “좋은 

분들이긴 했었지만” 본인이 가르치는 내용들에 해 “정열 없고 자기 



- 89 -

확신 없는” 사람들로, 이들로부터 학과에 한 애정을 배우기란 어려웠다. 

이 당시, 김 교사는 사범 의 다른 학과 학생들과 달리, 국민윤리교육과만의 

“교과 정체성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다”고 술회한다. 

이와 같이 학과 내부의 미흡한 특성들에 더해, 김예인 교사를 괴롭게 

만든 것은 국민윤리교육과에 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외부 시선이었다. 

김예인 교사는 자기 세 를 “전두환 폭압기”에 맞서 반독재 투쟁을 

전개했던 “386 세 ”로 정체화한다. 1984년 ‘학원 자율화’ 조치9)와 

1985년 말 ‘패 리 해체’ 사건10)에 따라, 김 교사는 박나눔 교사 

시 보다도 학생운동이 중화된 시기에 학생활을 보냈다. 이렇게 

학생운동의 열기가 가장 뜨겁게 일던 시 에, 국민윤리교육과를 “안기부의 

프락치를 양성하는 학과”로 보는 비판적인 시선은 여전했다.

윤리교육과는 교과 정체성도 굉장히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국정, 

뭐 국책 교과라느니, 그래서 전두환이 자기 정권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을 이념 교육시키는, 그런 교과로서 윤리교육과라고 

다들. 그 당시에 대학분위기가 그랬잖아요. 다들 이제 반독재 

투쟁하고 그런 당시였기 때문에 우리 과를 보는 시선이 굉장히 곱지 

않았어요.

(2018. 02. 12. 녹취록)

이런 상황에서, 국민윤리교육과 학생들은 “진보를 표방했던 80년  

학가”에서 정권의 하수인으로 지목되는 수모를 겪으며 “[도덕] 교과하고 

불화”를 경험하 다. 이에, 박나눔 교사가 그랬듯 그녀도 ‘안에서 찾을 수 

9) 한국 학신문(2004. 01. 15). ‘학원 자율화’의 명과 암. http://www.unn.net에서 2018. 
11. 14. 검색

10) ‘패 리 해체’ 사건은 1985년 말엽 NL을 표방한 고전연구회(단재사상연구회) 그룹
을 중심으로, “서클주의를 청산하고 오직 운동의  헌신성만으로 무장한 단일한 학생
조직(RMO·혁명적 중조직)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며 발생한 사건
이다. 이로 인해, 당시 명학 학의 운동권을 주도하던 ‘언더써클’들은 해산되고 NL 
세력이 운동의 주도 세력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출처: 한겨레(2016. 6. 25). ‘새로운 세력’ 등장 불러온 학생운동 거점의 자진폐쇄. 
http://www.hani.co.kr에서 2018. 11.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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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을 밖에서 찾고자’ 명학 학의 문화예술동아리 ‘탈반’에 

가입해서 열성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김예인 교사는 ‘탈반’이 “학교의 문화적인 측면들을 많이 

짊어졌다”고 평가한다. ‘탈반’은 탈춤, 사물놀이, 마당극 등을 공연하는 

동아리로, 김 교사는 입학하자마자 ‘탈반’에 가입하여 졸업할 때까지 

활동을 지속했다. ‘탈반’은 학교 축제인 동제 기획, 총학생회 발 식 등 

“큰 공연”에서 창작극 올리기, 공연 기술의 향상을 위해 탈춤과 풍물을 

전수 받기, 그리고 더 나아가 친구들과 함께 전수 가기 등 문화예술 관련 

활동들을 전개했다. 김 교사에게 ‘탈반’은 학과에서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는 “숨통”이었으며, 그녀는 학과 수업이나 활동보다도 ‘탈반’ 

활동에 “오히려 더 몰두”해서 임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예술적 

기질을 보인 김 교사는 “명학 학 무당으로 되게 유명한” 존재 으며, 

얼마나 유명했던지 그녀가 학교 관할 지역 경찰서에 체포됐을 때 

“짭새들(경찰들)이 전부 다 내가 잡혀왔다고 구경하러 왔을” 정도 다. 

이외에도 그녀는 ‘탈반’ 소속으로 1970년  문화계를 주도했던 황석 , 

박인배, 김지하 등의 거물들과 교류하면서 “굉장히 넓은 세계를 만나는” 

기회를 얻기도 했다. 

한편, ‘탈반’ 활동은 김 교사에게 문화예술적인 소양뿐 아니라 

운동권의 필독서들을 접하고 학습하는 경험을 제공하기도 했다. 김 교사는 

학과 수업을 통해 유의미한 학습을 경험하지 못했던 반면 “공부를 우리 

동아리 가서 다 하는 것”으로 회상한다. 그녀는 “386 세 ”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했던 세 ”이며 “독서량이 제일 많았다”고 

평가한다. 당시 어느 학의 학생이든지 “읽어야 될 커리큘럼이 쫙 

있었으며”, 커리큘럼의 부분은 주로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와 관련된 

도서들로 채워졌다. 김 교사는 ‘탈반’ 내의 스터디 그룹에서 선배들과 

함께 필독서 중심의 사회과학 공부, 파울로 프레이리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철학 등을 학습했다. 이런 학습들은 학생들이 주도하여 이뤄진 것으로, 

그녀는 이때의 경험들을 통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내 몸에 뱄다”고 

말한다. 

김예인 교사는 학 시절의 학습 경험을 “학과에서 배운 게 아닌 학 

문화 안에서 우리끼리 배운 것”이라고 평가한다. “가장 진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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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에 속했던 그녀는 ‘탈반’ 안팎의 활동들을 통해 “386 세 ”로서 

자신의 정치적인 스탠스를 확인하기도 했으며, 무엇보다도 다방면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예술가로서의 “늦게 발견했던 자아,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 다. 이때의 경험들이 없었더라면 “자살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할 정도로, 그녀는 이 시기의 경험들이 자신의 실존적인 

고민들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이었다고 평가한다. 중학교 3학년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 김 교사의 학창 시절은 우울함과 부채감으로 억눌려 있었다. 

‘탈반’ 활동은 그녀에게 “숨통”이 되었으며, 유년 시절부터 맹아를 

보 던 자신의 예술적인 기질을 마음껏 터놓을 수 있던 무 이기도 했다. 

졸업반이던 당시, 그녀는 아래와 같은 고민을 할 정도로 문화예술 활동에 

열성적이었다.

윤리 교사로서의 아무런 교사 정체성이 없었고, 나는 교사가 되기보다 

시립무용단 같은 데 오디션을 봐서 무용수로 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는 몰랐지만, 그 끈을 잡고 가서 문화 활동을 

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게 내 속에 일어났던, 내가 발견했던 

대학에서 늦게 발견했던 자아, 자기 정체성이었던 건데, 윤리교육과는 

나한테 비켜 서있었죠. 그러니까 대학 시절 교사 정체성이니 윤리 

교과에 대해서 뭘 가르칠지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2018. 2. 12. 녹취록)

그러나 “문화 활동을 하면서 살고 싶었던” 그녀는 현실적인 조건에 

부딪혀 교사가 되기로 결정한다. 물론, 김예인 교사가 학 시절 교직에 

해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김 교사는 1988년 교생 

실습에 나가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 학생들이 교사로서의 자신을 

“긍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색다른 느낌을 받았고, 이렇게 “존재가 주는 

무게감”을 경험하면서 교단에 서는 것을 처음으로 고민해보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예술가로서의 열망을 훨씬 강하게 품고 있었으며, 한 

인간으로서의 깊이를 심화하기 위해 “미학 수업을 많이 듣고 인문학 

수업을 들으며” 졸업을 준비한다. 하지만 그녀가 유년 시절부터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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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의무감”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김 교사는 어머니 혼자서 다섯 

남매를 건사했던 집안사정상 “내가 발령 안 받으면 우리 엄마가 큰 일 날 

것 같다”고 걱정했고, 당장 예술가로서 살아가는 것보다 가족의 생계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그녀는 90년 2월 졸업과 함께, 그 해까지 

유지됐던 국립  자동임용의 막차를 타고 교사로서의 삶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다. 

학 시절, 김예인 교사는 동아리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에 주목했기에, 

나름 로의 교육관이나 교과의 역할에 한 생각을 정립하진 않았던 

듯하다. 그녀는 예술인의 길을 걷고자 했으며 그 활동을 통해 예술가로서의 

개인적 정체성을 발견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교생 실습 경험도 그녀에게 

교육이나 교과의 의미에 해 사유해보는 계기 다기보다, 학생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조우하는 일의 의미를 깨닫게 된 계기에 가까웠다. 

다. 입직 초기부터 10년간의 성장(1990 ~ 1999년): “교과가 

가지는 태생적인 낙인을 내가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김예인 교사가 서울 소재 평산중학교에 발령받던 1990년은 87년 

6·10항쟁의 여파로 민주화의 열기가 전사회적으로 불거졌던 때 다. 특히, 

1989년 ‘전국 학생 표자협의회’의 주도로 임수경의 방북이 이뤄졌던 

것을 김 교사는 인상 깊게 기억하며, 당시 사회의 “사회적 전진, 진보의 

분위기들”을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자연스레 품게 되었다. 

아울러 1989년 ‘전교조’의 결성과 정부의 가담 교사 해직 결정은 많은 

교사들에게 “어마어마한 부채감”을 안겨주었으며, 이때부터 교직사회는 

교장 측의 인물들인 ‘구사 ’와 ‘전교조’ 교사’로 나뉘어 

“갈가리”가 되었다. 교직사회를 가르는 “하나의 전선”에서, “사회에 

한 헌신이 의무”라고 생각하던 그녀가 이른바 ‘참교사’의 편에 섰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이렇듯, 김예인 교사는 “욕망과 상관없이 

교사가 되었지만,” 시 적 분위기 속에서 지배 이데올로기와 학교의 주류 

세력에 맞서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문제는 김예인 교사가 ‘참교사’인 동시에 보수적인 색채가 짙은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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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교사 다는 데 있다. 도덕 교사로서 김 교사가 경험한 내적 갈등은 

‘도덕 교사에 한 주변의 편견들’ 그리고 ‘교사의 삶과 불화하던 

도덕과 교육 내용’ 두 가지로부터 비롯하 다. 먼저 ‘도덕 교사에 한 

주변의 편견들’은 그녀가 명학 학 국민윤리교육과 시절 경험했던 편견과 

유사한, 도덕 교과가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데 기여한다는 

인상에서 비롯하 다. 또한 주변인들은 도덕 교사가 갖는 고리타분하고 

경직된 이미지를 그녀에게 덧씌워 입히고자 했다. 김예인 교사는 당시 

본인이 감지한 주변인들의 시선을 아래와 같이 말하 다.

도덕 선생님 하면 왠지 친정부적이고, 우리 때 옛날에 80년대에는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 보수적이고. 너무 규범적 인간이고. 규율적이고 

이런 느낌을 주는 거지? “도덕 쌤이야?”하면서 뻔하게 보는, 마치 

도덕 선생이면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이고, 국가적 가치를 앞세우고, 

매사에 실수가 없거나 이래야 한다는 것. 나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그 사이에서 그 갈등, 존재적 갈등과 그리고 시대적 

갈등도 좀 있었고.

(2018. 6. 8. 녹취록)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도 도덕 교과를 보는 “친정부적”이고 “국가적 

가치를 앞세우고” 하는 식의 시선은 학 시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매사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교사라는 이름이 

더해지며 덧붙은 편견이었다. 그녀는 도덕 교사들에 해서는 “다른 

교사들이 다 망가지고 흩어져도 최후까지 안 그래야 할 거 같은 기 감”이 

있었다고 말한다. 

다음으로, ‘교사의 삶과 불화하던 도덕과 교육 내용’은 박나눔 

교사에게도 비슷하게 지적됐던 고민이었다. 김 교사는 평산중학교에 발령 

받아 5차 교육과정 중학교 도덕 과목을 가르친다. 전술하 듯 통일의 

분위기가 퍼지던 1990년, 그녀는 북한 공산 집단의 적화 음모와 우리의 

안보를 내용으로 하는 도덕11)을 가르쳐야만 했다. 김 교사는 “교사의 

11) 문교부(1987). 중학교 교육과정. 문교부 고시 제 8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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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과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이 다른” “자기 분열”을 경험했으며, 이에 

따라 “수업 자체도 교과서하고 싸우는 느낌”을 받을 정도 다. 게다가 

교과서의 논조를 회피하려는 시도 또한 학생들과 학부모, 관리자들에 의해 

지탄을 받곤 했다. 남북 분단에 한 수업을 마치고, 김 교사는 한 

학생으로부터 “자기 아버지가 한 얘기랑 다르다”는 지적을 받고 이내 

교무실로 불려가기도 했다. 또한 교장은 도덕과의 수업 내용과 시험 문제들, 

심지어 학급 게시물과 동아리 활동까지 검열하며 교사들에게 ‘빨갱이’ 

딱지를 붙이곤 했다. 이렇게 “고려할 게 너무 많은” 도덕 교사의 삶은 

초임 시기 김예인 교사를 “피곤하고 마음이 힘들게” 만들었다. 심지어 이 

시기에, 그녀는 ‘도덕이 아닌 다른 교과를 가르쳤다면 내적 갈등을 덜 수 

있지 않았을까?’ 하며 한탄하곤 했다. 

참 그 때 힘들었어. 나는 그 때 나는 영어 선생님이면 차라리 속 

편하게 교과 내용을 가르치면 되잖아, 지식을. 근데 윤리과는 너무 

고려할 게 많은 거야. 피곤하고 힘든 거야 마음이. 이해 돼? 실존적 

고뇌라는 게 이해 돼? 나는 이 교과서나 기계적으로 가르치는 

교사이고 싶어.

(2018. 6. 8. 녹취록)

이처럼 ‘참교사’와 도덕 교사 사이의 뚜렷한 간극은 김 교사에게 

소진되는 감각과 “자기 분열”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이거 갖고 

벌어먹고 사는데 애들에게 이걸 가르칠 순 없어!”라는 말로 당시의 상황을 

정리한다. 도덕 교사라는 직업(“이거”)은 그녀에게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건사할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지금까지 자신의 삶과 너무나 배치되는 

내용(“이걸”)을 가르치는 일이기도 하다. 때문에 그녀는 “교과가 가지는 

태생적인 낙인을 내가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혹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나는 교과를 스스로 어떻게 정당화시킬 건가?” 하는 “실존적 고민”을 

던져야만 했다. 이런 고민은 가치와 이념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도덕 교과의 

특성상, 김예인 교사는 마냥 자신의 생각을 숨긴 상태로 수업에 임하며 

회피될 수도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한편, 이념적인 문제 외에 도덕 교사로 살아가는 또 다른 난점은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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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미비함에서 비롯하 다. 김예인 교사는 당시의 교과서가 “무미한 

개념어로 당연한 얘기”를 늘어놓았다고 평가한다. 그녀가 보기에 5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도덕 교과는 “인지 중심적인, 논쟁 중심적인 

도덕관”을 전제하 으며, 학생들에게 감성적인 자극을 주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또한 교과 내용들은 “정치학에서, 북한학에서, 또는 칸트 한 

마디 가져오는” 식의 “만물상 같이” 구성되었으며, 훈화조로 학생들에게 

“결론만 내놓는” 식으로 쓰여 있었다. 이처럼 5차 중학교 도덕 교과서는 

학생들의 삶과 괴리되고 딱딱한 개념어들만 나열된 “너무 재미없는” 

교과서 다. 따라서 초임 시기, 김 교사에게는 “좋고 재미있는 수업도 

해야” 되는 과제가 주어졌다.

정리하면, 김예인 교사가 초임 시기 맞닥뜨린 과제는 크게 “실존적 

고민”을 해소하는 것과 “좋고 재미있는 수업”을 하는 것으로 갈음된다. 

먼저, 김예인 교사가 ‘참교사’와 도덕 교사 사이의 “실존적 고민”을 

해소한 방안은 학교 안의 ‘부조리한 세계와 맞서기’와 교과서 내용 중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을 쳐내기’로 요약될 수 있다. ‘부조리한 세계와 

맞서기’는 교장·교감의 부당한 요구들을 거부하는 식으로 “학교에서 

제도와 싸우는” 응 방식이다. 초임 시기, 그녀가 『방학생활』 강매를 

거절한 일로 교장과 각을 세웠던 것도 이런 응 중 하나이다. 

『방학생활』은 당시 교장·교감들이 소속돼 있던 단체에서 수익 사업으로 

발간했던 학습 보조 교재 으며, 많은 학교에서 이 교재에 한 강매가 

이뤄지곤 했다. 교장은 수업 내용과 평가 내용을 검열하고, 더 나아가 김 

교사가 지도하는 연극반 본 내용이나 담임 반의 합창곡 선정에 끼어드는 

것으로 그녀에게 보복했다. 그럼에도 김 교사는 “학교 내 최전선에 서서” 

부당한 요구들에 계속 맞섰다.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을 쳐내기’는 

전술했던 반공 이념과 관련된 부분들에 활용된 전략이다. 그녀는 교과서의 

사상적인 단원들은 “ 충 넘어갔으며” 교과서를 재구성하는 가운데 교사 

본인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은 쳐내면서” 수업을 진행하 다. 

다음으로, “좋고 재미있는 수업”은 김예인 교사가 교직 초기 정립한 

수업관인 ‘자기 주도적이고 활동적인 수업,’ 그리고 교육 목적인 

‘감성적으로 자기점검하기’의 두 축에 기 어 구성되었다. 전술했던 교생 

실습 사례에서도 드러나듯, 그녀는 “아이들을 보고 싶다는 궁금증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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컸던” 교사 다. 또한 그녀는 당시의 ‘전교조’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이 가지고 있는 획일성이라든가 주입식을 다 반 ”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에 김 교사는 아이들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표현”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존 교육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보았다. 자기 주도적인 수업과 활동적 수업은 

이런 고민들이 녹아 들어 생성된 그녀만의 수업 원칙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감성적으로 자기점검하기’는 그녀가 초임 시기 인식했던 도덕 교과의 

“인지 중심적인, 논쟁 중심적인 도덕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김 

교사는 “직관적으로 감성의 중요성”이 본인 안에서 느껴졌다고 하며, 

“논리적 인간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도덕 수업을 

통해 “아이들의 눈높이하고 일상 속에서” 교과서에 제시된 도덕적 

개념들이 구현되기를 바랐다. 

이상의 원칙에 따라, 김예인 교사는 도덕 수업을 “수행적 수업”으로 

채워나간다. 그녀가 시도한 수업 사례들은 ‘발표 수업,’ ‘글쓰기 수업,’ 

‘연극 수업’ 등이 있다. ‘발표 수업’은 학생들에게 마이크를 쥐어주고 

교과서 개념과 관련된 경험담을 소개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수다 떠는 

거 같은 시간”으로 전개되었다. ‘글쓰기 수업’은 자기 이야기를 

서술하기와 수업 내용에 한 감상을 서술하는 것이 중심이었으며, 

“감성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애들에게 자기를 끌어내서 공감하게” 만드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그의 수업 사례들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방법은 

단연 ‘연극 수업’이었다. 김 교사는 학 시절의 경험을 살려 수업에 

연극적인 요소를 여럿 도입했는데, ‘역할 바꾸기’와 같은 소규모 수업 

활동에서부터 ‘연극 만들기’와 같은 규모 프로젝트도 과감하게 

활용했다. 그녀가 초임 시기 시도한 법정극은 ‘연극 만들기’의 한 사례로, 

당시 ‘우리 학교 최고’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파를 타기도 했다. 당시 

김 교사는 ‘서태지와 아이들 신드롬, 개성인가 모방인가?’를 주제로 

학생들이 주도하여 법정극을 만들어보도록 주문한다. 

내 수업을 [방영]하겠다고 했어. 그래서 요구했던 게 대본대로 하지 

않겠다. 우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애들이 할 거니까, 그거를 쭉 

찍어서 편집해라. 그렇게 했어. 그래 가지고 그 때는 학년 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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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다 모였어. 그 때 대표들이 각 반에서 몇 명씩 이렇게 모여서 

지들끼리 구성을 한 거야. 그래 갖고 [연극을] 했는데, 그 감독이 

입이 떡 벌어졌다고.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애들이 똑똑한 거야. 

입이 떡 벌어졌어. 그래서 이게 중학생 애들이 맞나요? 막 그러면서 

입이 떡 벌어졌지.

(2018. 10. 12. 녹취록)

이처럼 김예인 교사는 1999년 수행평가가 학교 현장에 도입되기 훨씬 

이전부터 ‘자기 주도적이고 활동적인 수업’을 자신의 도덕 수업 안에 

녹여내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김예인 교사는 다양한 보조 자료들을 찾아 “무미한 

개념어로 당연한 얘기”로 가득한 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하려 했다. 김 

교사는 “창백한 텍스트를 형형색색으로 살아 있게” 만들기 위하여 

“24시간 안테나를 세우고” 살았다고 말한다. 그녀는 버스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의 이야기들도 허투루 듣지 않았으며, 애니메이션, 소설, 훈화집 등 

매체를 가리지 않고 수업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다녔다. 또한 

박나눔 교사와 마찬가지로, 김 교사 또한 ‘전도모’의 『도덕교육』에 

실린 자료들을 “쓸 수 있는 건 가져오는” 식으로 본인 수업에 맞게 

활용하 다. 이런 노력들은 “너무 고단했던” 일이긴 했지만, 그 결과로 

산출된 학습지들은 딱딱한 교과서 개념을 학생들의 감성에 가 닿도록 

전달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요컨  김예인 교사의 초임 시기는 “교과가 가지는 태생적인 낙인을 

내가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의 고민을 해소해나갔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의 기질과 직관으로부터 바람직한 수업과 교육의 상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주로 학교 안에서의 실천을 변화시켜가는 방식으로 

“실존적 고민”을 해소하고자 했다. 그녀는 “교과서와 싸우면서 끊임없는 

자기 갈등 속에서 자기를 벼른” 것으로 이때의 삶을 술회한다. 그녀는 

자신의 분투가 나름 로 “교과의 정당성을 만들어왔던 과정”이었다고 

평가하며, 이를 통해 “윤리 교과를 점점 사랑”하고 “수업도 점점 

좋아하는” 소득을 얻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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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극원과 그 이후(2000 ~ 2007): “중학교 생활의 피크”

김예원 교사가 학교에 적응해나갈 즈음, 이른바 ‘교실 붕괴’ 사태가 

교육계 전반의 화두로 부상했다. ‘교실 붕괴’ 담론의 발원과 그 효과가 

특정 언론사의 제도적 힘에 의해 과장되었다는 평가도 존재하지만(서덕희, 

2003), 김 교사는 여러 사태들을 통해 ‘교실 붕괴’를 체험했다고 말한다. 

때는 그녀가 평산중학교와 은수중학교에서 각각 4년을 보낸 뒤 

유광중학교에 부임했던 시기 다. 평산중학교와 은수중학교를 거치면서, 김 

교사는 초임 시기 겪은 내적 갈등들을 봉합하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수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평산중학교 학생들은 법정극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했으며, 은수중학교 학생들은 그녀가 

“진짜 훌륭한 아이들”이라고 평할 정도로 토론 수업이든 연극 수업이든 

거침없이 해내었다. 이렇게 지속적인 성공 경험을 간직한 채 도달한 

유광중학교는 그녀에게 “마음속에서 모래 소리밖에 안 나는 거 같은 

소진”을 안겨주었다. 이 시기, 그녀는 ‘교실 붕괴’를 소재로 하는 교육 

마당극 『넘어간다 너머 가』를 공동 창작하여 배우로 무 에 섰는데, 본 

작성을 위해 참조했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아이들을 지켜본다. 한 아이는 계속 손바닥 뒤집기를 하면서 책상을 

규칙적으로 두드리고 더 강도가 높아진다. 내 신경도 따라서 바짝 

선다. 저 쪽 아이들은 계속 서로의 머리를 치고 있다. 언제나 

끝내려나. 한 놈은 일어나서 의자 밑창을 든다. 골조가 앙상한 의자. 

그 밑에 쓰레기. 기우뚱한 책상. 시끄럽게 돌아가는 선풍기. 떨어진 

커튼. 더러운 교실 벽, 터질 듯한 소음. 교실이 폭발할 것 같다.

(중략)

내 작은 실천과 마음이 정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일까?

교사는 시지프스라고 한다. 시지프스라...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

나도 아이들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김예인 교사의 창작 일지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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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 김예인 교사는 당시 “교실이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며, 창틀에 널브러진 교과서의 주인을 찾아주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곤 했다. 그녀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든, 교사와 교사 사이에서든 

“소통의 부재”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생각했으며, “교사들이 갖고 

있던 권위가 추락”하면서 제 로 된 수업이 불가능해졌다고 느꼈다. 이 

가운데서 “작은 실천과 마음”으로 상황을 타개해보려 애썼지만, 

“시지프스”와 같이 어 올린 바위가 굴러 떨어지는 모습을 손 놓고 

지켜보는 심정은 절망 그 자체 다. 김 교사는 이 과정에서 “체력도 

고갈됐고 힘도 들었으며” 전례 없이 심 한 소진을 경험한다. 

그녀가 예원 학 연극원에 지원하게 된 것도 ‘교실 붕괴’로 지친 

자신에게 “휴가를 주고 싶었던”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게다가 학교생활의 

유일한 위안이던 교사 극단이 주축 구성원들의 결혼으로 무너지면서, 김 

교사는 “나의 정체성을 얘기할 게 아무 것도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학교는 그녀의 “정체성이 아니”었으며 그녀의 “실존적인 것”도 채워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김예인 교사는 “내가 충분히 들어갈 거 같은 

전공”이자 자신의 교육 경력과 연극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교육 연극 

전공에 지원하여 합격한다. 당시 예원 학 연극원은 교사 연수 기관으로 

분류돼 있지 않았는데, 그녀는 교육부 사무관과의 면담을 통해 규정을 

바꿔서 연수 휴직을 신청하는 데 성공한다. 이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만큼 그녀는 학교생활에 너무나 지쳐 있었다. 

김예인 교사는 2000년부터 3년간 지속된 연극원 시기를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로 회상한다. 연극원은 유년 시절부터 그녀에게 

내재되어 있던 예술적인 기질을 마음껏 발휘하기에 제격인 공간이었다. 김 

교사는 연극원에 다니면서 원 없이 연극을 창작하고, 공연에 서고, 연극 

드라마 수업 방법을 활용하여 자기만의 수업을 창조하기도 했다. 그녀가 

연극원에서 배운 연극 드라마 수업은 주어진 주제에 해 학생들이 

주도하여 극을 창조하게끔 지도하고, 극을 공연한 다음 “내가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에 해 거리를 두고 반추하는 시간”을 가지며 성찰을 유도하는 

수업 방법이다. 이 수업 방법론은 ‘과정 중심, 참여자 중심, 체험 중심’을 

원칙으로 하며, 교사는 극을 통해 드러난 아이의 내면을 보고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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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된 것을 바깥으로 끌어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예인 교사는 연극 

드라마 수업을 통해 “아이들을 보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자평한다. 

연극 드라마 수업의 특성상 교사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게 되며, 이로 인해 “아이들에 한 소통능력과 아이들의 이해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연극원에서의 경험은 김예인 교사가 오랜 시간 짊어지고 있던 

의무와 사명감, 신념이 주는 압박감으로부터 가벼워지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녀는 유년 시절 아버지의 죽음에 한 부채감을, 학 시절 “386 

세 ”로서의 책임감을, 교사가 된 후에는 ‘참교사’의 신념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며 살아왔다. 그리고 신념들이 현실에 부딪혀 스러지는 

데 해 “시지프스”의 심정이 되어 우울함을 느끼곤 했다. 김예인 교사가 

이런 식의 ‘악순환’을 끊어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연극원에서 만난 

지도교수님께서 해주신 위로의 말씀 덕분이었다. 

우리 교수님이 날 보면서, “본성대로 살아. 너무 자기를 억압했어 그 

동안. 여기 와서는 그런 거 다 떨쳐 버리고 본성대로 살아.” 

이러시더라구. 나는 나한테 그렇게 말해준 사람은 난생 처음이었어요 

내 인생에서. 

(중략)

선생님이 “맘껏 살아라, 너의 본성은 예술가인데 너는 왜 늘 의무와 

사명감과 신념과 거기에 눌려 사느냐.” 그래서 거기서 나를 이렇게 

풀고.

(2018. 2. 12. 녹취록)

유년 시절, 아버지의 목숨을 바다가 앗아갔을 때에도 김예인 교사에게 

“그건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해준 사람은 없었다. 김 교사는 “난생 

처음” 자기의 “본성 로 살아”라는 조언을 듣고 해방감을 경험했다고 

말한다. 연극원 경험은 “이상이나 이념이나 공동체”에 한 헌신으로 

점철됐던 20 의 삶을 뒤로하고, 그녀가 “개별화”된 존재로 우뚝 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삶에서 중요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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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라는 점을 이때 깨달았다고 술회하 다.

김예인 교사는 연주중학교로 근무지를 옮겨 2002년 11월 복직했으며, 

이듬해 2월 3년간의 의미 있는 연극원 생활을 마무리한다. 현장에 복귀한 

김예인 교사는 연주중학교 시절을 중학교 생활의 “피크”라고 평가한다. 

복직 이후 그녀의 수업은 연극원에서의 연극 드라마 수업을 통해 더욱 

깊이를 더하게 됐다. 연주중학교에서 그녀는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도덕 

교과를 가르쳤는데, 이 시기의 교과서는 “1, 2, 3학년 패턴이 비슷하게 

돌아가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었으며 “가르칠 내용이 별로 없는” 

부실함은 이전 교육과정과 큰 차이가 없었다. 김 교사는 초임 시기와 

마찬가지로 수행적 수업을 중심에 두었으며,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교과 

내용이 반복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자기만의 “패턴을 완성”시켰다. 그녀는 

1학년을 “수행평가를 위한 기본을 쌓는” 시기로 정하여 ‘연극 만들기,’ 

‘모둠별 주제 발표,’ ‘모둠 토의 발표’를 지도하고, 2학년이 되면 

‘감상문 쓰기’와 같이 감성적인 활동 중심으로 지도했다. 이렇게 2년간 

숙달된 학생들은 3학년이 되면 “1, 2학년 때 했던 수행평가를 믹싱해서 

프로젝트형 수업”을 능숙하게 해냈다. 

수업 외에도 연주중학교에서 김예인 교사는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한다. 그녀는 학교의 ‘전교조’ 분회장으로 활동하며 교장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교사들을 변하 다. 이때의 경험으로 김 교사는 

“나는 자기 침잠형으로 있을 때가 훨씬 더 아름답다”는 점을 체감하게 

되었으나 “어른으로서 한 번쯤 해야 될 일”을 했다고 회상하 다. 

그밖에도 연극원 시절의 경험을 살려 주말이면 전국을 오가며 교사 연수 

강연자로 나섰으며, 시 문화재단에서 연극원 시절 교수님들과 함께 지역 

예술 교육 관련 프로젝트에 연구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김예인 교사는 

“지금 돌아보면 미쳤다”고 평가할 만큼 중학교 생활의 “피크”를 

만끽했다. 그녀는 이 시기 ‘교실붕괴’라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예술인이라는 개인적 정체성에 충실했으며, 그 결과 교과 

교사로서의 실천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학교 바깥으로 활동 역을 

넓히는 데도 성공하 다.

박나눔 교사와 달리, 김예인 교사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을 둘러싼 논쟁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교직 초기에 한정하여 ‘전도모’에 참여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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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쟁을 접할 수 없었다. 다만, 그녀는 도덕 교과가 철학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에는 “이렇게 가는 게 옳다”고 판단했으며, 동시에 

“윤리교육과가 없어지면서 인문학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상황을 

경계하는 등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예인 교사는 중학교 시절에 걸쳐 형성한 교과 교사의 정체성을 

“촉진자”라고 표현한다. 입직 초기, 그녀는 도덕 교사에 덧씌워진 

“앞에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의 역할에 비판적이었다. 이는 지배 세력의 

이념이 담긴 도덕 교과의 ‘모범’으로 사는 것이 ‘참교사’로서의 

정체성과 “불화”를 빚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교과서의 이데올로기들을 

극복해내려고 헤매는” 가운데 도덕 교과의 내용에 저항하는 

‘네거티브(negative)’한 방향으로 운동했으며, “아이들을 보고 싶다는 

궁금증”이 “저항”의 방향을 규정했다. 그렇게 나온 “촉진자” 정체성은 

“학생들의 활동을 자극하여 결론은 아이들이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사로 그녀에 의해 정의된다. 그녀는 “촉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연극, 글쓰기, 토론, 발표 등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했으며, 연극원에 들어가 

연극 드라마 수업 등의 전문적인 수업 방법을 학습하기도 했다. 

마. 고등학교 전보와 그 이후(2008년 이후):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야.”

연주중학교에서 중학교 생활의 “피크”에 도달한 김예인 교사는 정점을 

지나 엿보이는 내리막길을 직감한다. 중학교 교사로서 형성한 “촉진자” 

정체성은 ‘네거티브(negative)’한 의도에서 시작된 만큼, 그것은 끊임없는 

부정의 반복일 따름이지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현시해주진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김예인 교사는 “성장하는 데 일종의 한계가 온 거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다. 그녀는 16년에 걸쳐 중학교 ‘도덕’만을 가르치면서 

“내가 아는 앎이 너무 표피적인 거 같은” 결핍감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한 사람의 예술가로서도 “더 풍부한 예술가, 깊은 예술가가 되기 위한 

갈증”도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안주하던 둥지를 떠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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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인 교사가 본래 선택한 길은 교과를 바꾸는 것이었다. 김예인 교사는 

“텍스트를 깊이 읽는” 자신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국어교사로 

전직하기로 결심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 모 교육 학원 국어교육 

전공에 지원하여 시험을 치러 합격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교육 학원 

시험을 치르면서 신청해뒀던 고등학교 발령이 승인되었고, 김 교사는 

원래의 계획 로 국어 교사로 전직할지 아니면 고등학교 도덕 교사가 

될지를 두고 저울질한다. 고민 끝에 그녀는 고등학교 도덕 교사가 되기로 

결정한다. 무엇보다도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과목은 “철학”이므로 중학교 

도덕 과목보다 수준이 높으리라는 판단이 앞섰다. 게다가 이미 고등학교로 

발령 받은 상황에서 국어 교사로 전직할 경우, “보충이다 뭐다 너무 

괴로운” 일들로 실험적인 수업 실천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도 이런 결정을 

뒷받침하 다. 

김 교사는 고등학교에서 “깊이 있는 세계를 애들하고 만나고 싶은 

욕구”를 충족할 수 있기를 기 했다. 그녀의 표현으로 

“포지티브(positive)”하게 추구할 만한 “주지주의적 교과”를 만나기를 

고 했던 것이 고등학교로 전보를 간 계기 다. 김 교사가 

선량고등학교에서 가르치게 된 윤리와 사상은 “학문적 성격이 되게 강한” 

교과로, 성장에 한 그녀의 욕구를 채워주기에 충분했다. 김 교사는 윤리와 

사상에 한 첫인상을 아래와 같이 묘사하 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야. 내가 원했던 전문성, 자기 성장이 되는 

거지. 그 때부터 들입다 책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철학 공부를 

이제 엄청나게 해. 이때 철학 책을 많이 읽게 됐지. 그 때 공부를 

많이 했지. 재밌더라고.

(2018. 10. 12. 녹취록)

그녀는 학교의 동교과 교사로부터 전달받은 학습지를 모범으로 삼아 

수업을 준비한다. 김 교사는 철학 원전을 인용하며 꼼꼼하게 작성된 

학습지를 보며 “내가 따라가려면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한다. 고등학교 수업은 중학교 때처럼 다채로운 방법들을 

활용해 이뤄질 수 없었다. 7차 교육과정 윤리와 사상은 한 학기에 2단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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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돼 있던 반면, 동양 윤리, 한국 윤리, 서양 윤리를 모두 다뤄야 해서 

수업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다. 김 교사는 학습지 내용을 참고로 하여 

스토리텔링 방법으로 윤리와 사상을 가르쳤다. 즉, 그녀는 철학자의 삶과 

시 를 한 데 엮어 철학 사상을 소개하여 학생들에게 “이 사람들의 사조가 

왜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지”를 개연성 있게 전달하 다. 또한 과제를 

내줄 때도 학생들에게 교과서 챕터 관련 내용을 스스로 공부해서 

발표하도록 해서, 학생들이 1년 동안 한 권의 철학 원전을 훑어볼 수 

있도록 인도했다. 

김예인 교사는 윤리와 사상을 가르쳤던 경험이 학생들의 성장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의 성장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김 교사는 윤리와 사상 수업을 

“철학사 이론 수업”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교과의 의미 또한 철학 

교육과 유사하게 “자기 세계를 돌아보는 통찰력이 넓어지는 걸 

경험”하도록 한다는 데서 발견했다. 다른 한편으로, 김예인 교사는 윤리와 

사상에 해 “나도 가르치면서 너무 재미있고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교과라고 평가한다. 중학교 시절, 김 교사는 

무미건조한 교과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24시간 안테나를 세우고” 살아야 

했다. 이와 달리, 윤리와 사상 교과는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을 내가 

채워가기 급급”하게 만들 정도로 수준이 높았으며, 이런 격차는 그녀의 

전문성 향상 욕구를 자극했던 것이다. 이렇게 수업 실천 개선과 교사의 

전문성 향상의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김 교사는 처음으로 “교과가 학문을 

다룬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는 것을 경험한다. 

김예인 교사는 선량고등학교에서의 교육 활동들이 전반적으로 잘 

이뤄졌다고 평가한다. 선량고등학교의 학생들은 ‘학교 서열화’가 

이뤄지기 전이므로 “인문계가 아이들이 괜찮았던” 편이며, 학생들의 

가정환경이 체로 안정된 학교에 속했다. 처음 가르치게 된 윤리와 사상 

수업도 만족스럽게 이뤄졌으며, 특히 “윤리광”들이 몰렸던 방과 후 

수업은 “제일 재밌는” 경험이었다. 아울러 김 교사는 이때 처음으로 

고등학교 연극반을 지도했으며,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가운데 “성장하는 존재에 한 존중감”을 갖게 됐다고 말한다. 

하지만 선량고등학교 생활 2년차인 2009년 10월, 그녀는 다리를 다쳐 

수술을 받는다. 무 를 누비며 무용과 연기를 해야 하는 예술가 김예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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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수술로 인한 행동의 제약은 “절망”으로 다가왔다. 게다가 

2010년부터 교사 초빙제가 서울시내 전 학교로 확  실시됨에 따라12), 

김예인 교사는 선량고등학교가 급격히 “토호화”되면서 “많이 

외로웠다”고 말한다. 교사 초빙제의 실시로 교장 중심의 “이너 써클(Inner 

Circle)”이 형성됐으며, 김 교사는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느낀 

것이다. 이렇게 “사람 때문에 힘들었고 병 때문에 힘들었던” 상황이 

닥쳐오자, 김예인 교사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하기에 이른다. 

그녀가 명학 학 교육학과에서 교육철학을 전공하게 된 것은 이 시기의 

“절망”을 이겨내기 위한 선택이었다. 윤리와 사상을 가르치며 갖게 된 

“주지주의적인 갈증” 또한 교육철학을 전공하게 된 배경이었다.

김예인 교사는 2013년 다리 재수술로 병가를 내며 교육철학 공부를 

시작한다. 교육철학 공부는 그녀의 “주지주의적인 갈증”에 이름 붙일 수 

있는 언어들을 제공해주었다. 김 교사는 윤리와 사상 수업을 통해 교과가 

학문을 다룬다는 것의 의미를 막연히 알게 되었으며, 교육철학 공부를 통해 

교육이란 “인류의 문화적 가치 속에서 인간화된 가치를 애들에게 

전달”하는 “전승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명료화한다. 김 교사는 이런 

배움을 도덕 교과에 적용하여 자신의 역할을 “학문적 전수자”로 새롭게 

정의하고, “선생님을 통하면 가치로운 것들을 접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교사가 되고자 한다. 중학교 시절, “촉진자”로서의 정체성이 

연극원 학습을 통해 심화된 것처럼, 고등학교에서 형성한 “학문적 

전수자” 정체성 또한 교육철학을 학습하는 가운데 명료화된다. 

2년간의 교육철학 공부를 마친 뒤, 2015년 김 교사는 회기고등학교로 

복직한다. 2014년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고등학교 1학년 상으로 적용됨에 

따라, 고등학교 도덕 과목은 윤리와 사상과 생활과 윤리 등 두 과목으로 

조정된다. 이로 인해, 김예인 교사는 복직과 함께 생소한 생활과 윤리 

과목을 가르치게 되었다. 생활과 윤리의 첫 인상은 윤리와 사상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도덕 교과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만들어진 과목”이었다. 윤리와 사상의 매력에 푹 빠져 있던 그녀로서는 

12) 헤럴드POP(2009. 10. 23). 교사초빙제, 서울시내 전 학교 확 . 
http://www.heraldpop.com에서 2018. 11.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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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중학교 도덕처럼 너무 전문성이 떨어지는 과목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섰다. 그러나 이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김예인 교사는 “실천적인 성격이 담보”되어 있고 “현 에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 중심으로 접근”하는 생활과 윤리 과목에 금세 빠져든 것이다. 

생활과 윤리는 ‘윤리 문제에 한 다양한 접근’에 한 이론적인 내용을 

먼저 다룬 다음, 생명 윤리, 성 윤리, 과학 기술 윤리 등 다양한 쟁점들을 

여러 접근법을 활용해 논의한다. 이 점에서, 생활과 윤리는 그녀가 형성한 

“학문의 전수자” 정체성과 “촉진자” 정체성 둘 다를 활용하기에 적합한 

교과 다.

“학문의 전수자”로서 김예인 교사는 생활과 윤리를 가르칠 때 윤리적인 

문제들에 해 검토해온 사유의 역사를 소개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윤리와 

사상과 마찬가지로, 김 교사는 생활과 윤리 수업에서도 어떤 주제에 해 

“고민했던 사유의 역사”를 스토리텔링 식으로 설명해주었다. 

“촉진자”의 역할은 수업 방법을 다양화하는 식으로 구현되었다. 김 

교사는 회기고등학교에 복직하자마자 블록타임제를 활용하여 생활과 윤리를 

두 시간 연속으로 편성하고, 1년 동안 연극 2번과 발표 수업 2번을 해낼 

만큼 “애들 데리고 너무 과하게 수업”한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생활과 

윤리 수업에 재미있게 참여했고, 심지어 “그 학교에서 난생 처음으로 

교과서 내용을 질문하러 내려온 게 윤리 시간”이 될 정도 다. 건강상 

이유로 1년 만에 옮긴 신수고등학교에서도 생활과 윤리를 가르쳤는데, 이 

학교에서 그녀는 “온갖 가지의 방법들을 많이 공부”해서 다양한 토론 

수업을 전개해본다. 이렇게 김예인 교사는 이론적인 관점을 설명할 때는 

“학문의 전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촉진자”로서 자신이 

쌓아온 경험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끌어내는 식으로 생활과 

윤리 과목을 가르쳤다.

김예인 교사는 고등학교 도덕 교과를 새롭게 접하면서 이전 시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성장을 경험한다. 그녀가 고등학교로 전보를 가서 윤리와 

사상을 가르치지 않았더라면, “학문의 전수자”로서의 정체성은 형성될 수 

없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중학교 도덕을 가르쳤던 경험은 다채로운 

수업 방법들을 접할 수 있던 계기 으며, 이를 통해 형성된 “촉진자” 

정체성은 생활과 윤리 과목을 풍성하게 가르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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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김예인 교사가 형성한 교과 교사 정체성

김예인 교사는 예비 교사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과와 “화해할 

수 없는 불화” 내지 “다른 교과에 없는 긴장 관계”를 극복해왔다. 김 

교사의 학 시절 사회 변혁 운동 참여 경험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개인적 

정체성은 권위주의 정부의 이데올로기를 답습했던 도덕 교과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김 교사는 “끊임없이 나를 계발하고 깨어 

있게 하고, 공부하게 했고, 더 살아있게 하는”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는 

“자기발견을 했던 과정”으로 요약된다. 동시에 그녀는 교과의 내용이 

시  흐름에 맞춰 변함에 따라 “윤리 교과를 점점 사랑”하게 되었으며, 

자신을 비롯한 도덕 교사들이 “교과의 정당성을 만들어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김 교사는 이상의 경험들을 “길항작용”이라고 정리한다. 

즉, 교과가 가진 잘못되고 미흡한 지점들을 교사들이 변화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교사들 또한 변화된 교과에 맞게 자신을 변화시켰다는 뜻이다. 

따라서 김예인 교사는 “교과를 변화시키면서 자기 변화도 해온 과정”을 

겪었으며, 이는 그녀의 교사 정체성이 교과와의 접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음을 암시해준다.

“촉진자”는 교직 초기에 형성되어 현재까지 지속되는 정체성으로, 

김예인 교사의 정체성 중 한 축을 이룬다. “촉진자”는 “학생들의 활동을 

자극하여 결론은 아이들이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사를 뜻한다. 이런 

정체성은 교직 초기 그녀가 품었던 “아이들을 보고 싶다는 궁금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학생들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목소리를 끌어내는 데 중점을 

둔다. 이 정체성은 학생들 각각의 개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어떤 가치에 

해서도 유연할 필요”가 있고, 자기표현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자질”이 요구된다. 또한 “촉진자” 교사는 학생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교사 본인의 내면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내면을 드러내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래포가 

전제되어야 하며, 래포는 교사 또한 학생들에게 자신을 열어 보일 때 

형성될 수 있다. 이렇듯 교사의 내면과 학생의 내면이 만나는 장이 

수업으로, 김 교사는 자신의 개성이 “아이들과 만났을 때 [일어나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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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반응”에 따라 수업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촉진자”의 핵심은 교사와 학생이 스스로를 상 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촉진자” 정체성에 따른 교육 활동은 중학교 시절 그녀의 다양한 

“수행적 수업들”과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수업을 들 수 있다. “수행적 

수업”은 발표 수업, 글쓰기 수업, 연극 수업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런 

활동들은 모두 학생들이 자기 내면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예원 학 연극원에서 그녀가 익힌 연극 드라마 수업 

방법은 극을 통해 아이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눈을 더욱 깊이 있게 

해주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수업은 학생들이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허용적 분위기 내에서 “참여형 수업”으로 이뤄졌다. 김 교사는 

교재에 소개된 쟁점을 두고 토론할 때, 이와 관련된 여러 입장들을 미리 

숙지한 채 수업에 임하 다. 그녀는 “토론에서 균형이 잡히도록 해주는 

역할”을 자임하며 상 적으로 열세인 입장에 서서 논의를 촉진하 다. 

이런 식으로, 김 교사는 학생들이 어떤 입장에 서더라도 자기의 주장을 

자유롭게 펼치도록 촉진하 다. 

한편, “학문의 전수자”는 김예인 교사가 고등학교로 전보를 간 이후 

윤리와 사상을 가르치면서부터 형성하게 된 정체성이다. “학문의 전수자” 

정체성은 “인류의 문화적 가치 속에서 인간화된 가치를 애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김 교사는 중학교 시절 도덕 교과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없었다”고 말한다. “촉진자” 정체성은 

불비했던 교과 내용을 극복하려는 ‘네거티브(negative)’한 의지에서 

발현되었으므로 교과 교사로서 “세워진 세계를 내가 전수”한다는 

자신감으로까지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다. 2008년 고등학교 전보 이후 

가르친 윤리와 사상은 사실상 철학사를 다루는 교과로 인식되었으며, 

그녀에게 “교과가 학문을 다룬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안겨주었다. 

“학문의 전수자” 정체성에 따른 교육 활동은 주로 “스토리텔링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촉진자”의 역할에서 ‘자기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허용적 분위기와 참여 방안들이 중요했다면, “학문적 전수자”의 

역할에서는 교사의 “매력”이 강조된다. 교사는 인간이 쌓아올린 “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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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로서 학생들을 그 세계의 가치와 의미로 인도하는 존재이다. 

“스토리텔링”은 학생들에게 사유의 역사를 전달하고, 선지자들의 고민에 

담겨 있는 ‘향취,’ ‘아우라,’ ‘그늘’ 등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이를 위해, 김예인 교사는 교과 내용을 미리 학습지나 철학 

원전을 통해 숙지하고, 학생들에게 특정 사조의 출현 배경과 핵심적인 주장, 

그리고 이후 사조에 끼친 향 등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 설명하는 방법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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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교과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

이 장에서는 Ⅵ장에서 기술된 두 교사의 생애사를 바탕으로 하여, 교과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을 분석한다. 교사 정체성은 교과 내용, 수업 실천 

등 교사의 직무와 관련된 ‘전문적 정체성,’ 그리고 개인의 생애 경험에 

따라 형성된 개인적 정체성 사이의 ‘정체성 긴장’ 속에서 

형성된다(Beijaard & Meijer, 2017). 교사들은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하고 

자원을 투자함으로써, ‘정체성 긴장’을 발생시킨 복수의 

‘나-위상들(I-positions)’을 협상하는 가운데 독특한 교사 정체성을 

형성한다(Akkerman & Meijer, 2009). 따라서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은 

교사들이 경험한 ‘정체성 긴장’의 특질을 밝히고, 이 같은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들이 취한 행위 전략들을 검토함으로써 규명될 수 있다.

도덕 교사들은 예비교사교육 및 학교 실천 등에서 실감한 도덕 교과의 

특성이 생애 경험을 통해 형성한 “자기의식”과 마찰을 빚으면서 ‘정체성 

긴장’을 경험하 다. 교사들은 도덕 교과의 발생 연원, 내용적 특성, 

그리고 교과에 결부된 이미지들로 인해 “자기분열”과 같은 내적 갈등을 

경험하 다. 이에 두 교사는 각자의 학교 맥락 속에서 이 같은 ‘정체성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행위 전략들을 취하 다. 이때의 행위 

전략들은 체로 교사들의 “자기의식”에 충실한 방향으로 취해졌으며, 더 

나아가 교과와 결부된 주변 세계를 변화시키는 전략들도 취해졌다. 

연구자는 우선 1절에서 ‘도덕 교과의 특성,’ ‘학교의 맥락,’ 그리고 

‘개인의 맥락’ 등 도덕 교사를 둘러싼 세 가지 맥락들을 드러낸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 이 같은 맥락들로부터 도덕 교사들이 경험한 ‘정체성 

긴장’인 “실존적 고민”을 설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사들이 취한 

다양한 행위 전략들을 살펴본다. 끝으로 3절에서는 1절과 2절의 논의를 

바탕으로 교과 교사의 정체성 형성의 특징을 도식화하여 나타내고, 교과와 

교사 사이에서 발생했던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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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덕 교사를 둘러싼 맥락들

도덕 교사를 둘러싼 맥락들은 크게 교사의 외부적인 환경에 해당되는 

‘도덕 교과의 특성’과 ‘학교의 맥락,’ 그리고 교사의 생애 경험이 

축적되어 나타나는 ‘개인의 맥락’으로 별된다. ‘도덕 교과의 특성’은 

연구 참여자들이 학 시절부터 교사가 된 이후까지 도덕 교과를 학습하고 

가르치는 가운데 감지했던 도덕 교과의 다양한 특성들을 의미한다. 

‘학교의 맥락’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경험한 교직 사회의 문화, 그리고 

동교과 교사와의 관계 등을 아우른다. 한편, ‘개인의 맥락’은 교사들의 

타고난 기질, 유년 시절의 경험, 학 시절의 활동 등을 바탕으로 형성된 

교사들의 ‘386 세 ’로서의 정체성과 개인적 정체성을 의미한다. 이상의 

세 가지 맥락들이 중첩되어, 도덕 교사들은 독특한 학교 맥락 속에서 도덕 

교과를 가르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각 개인의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양태의 ‘정체성 긴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처럼 본 절에 서술될 세 가지 맥락들은 도덕 교과의 지향점과 교사의 

의식 사이의 립에서 나타난 “실존적 고민”의 배경을 이룬다. 아울러, 

교사들이 각자의 “고민”을 해소하는 데 활용했던 다양한 행위 전략들은 

여러 맥락들로부터 향을 받아 취해졌다. 도덕 교사의 맥락들은 연구 

참여자들이 변화시키고자 노력했던 상으로, 행위에 향을 주는 환경으로, 

그리고 행위 전략을 결정하는 자원으로 작용하 다.

가. 도덕 교과의 특성

1) 학 시절 경험한 도덕 교과: “이념 교육 시키는 교과”

“꼭 윤리교육과를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온 사람은 별로 없던” 동기들과 

마찬가지로, 두 교사는 도덕 교사가 되겠다는 뚜렷한 진로를 설정하고 

학에 입학한 것이 아니었다. 문제는 당시의 국민윤리교육과가 연구 

참여자들에게 도덕 교사로서의 자질을 길러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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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으며, 오히려 “안기부의 프락치를 양성하는 학과”라는 낙인이 

찍혔다는 점이다. 교사들은 학과로부터 유의미한 지도를 받지 못한 채 교과 

정체성에 한 비판에 노출되었으며, 이에 교단에 서기 전부터 교과와 

교사의 의식 간에 괴리를 경험하게 된다. 

학 시절 두 교사는 공통적으로 외부로부터 교과 정체성에 한 비판에 

직면하 다. 명학 학 국민윤리교육과 학부 과정은 1981년 설치되었으며, 

83학번 박나눔 교사와 85학번 김예인 교사는 학과의 기원과 기능에 한 

학교 안팎의 손가락질을 감수해야만 했다. 국민윤리교육과는 1981년 2월 

28일 통령령에 의거하여 개설된 학과이며, 특히 명학 학의 

국민윤리교육과 학부 과정은 학원 과정만 유지하려던 교수들의 의중과 

달리 문교부 차관이 손수 설립을 지시한 결과물이었다(박용헌, 2005). 이런 

이유로 명학 학 국민윤리교육과는 늘 학과의 기원과 기능에 있어서 

정권과의 유착 관계를  의심 받았다. 실제로 두 교사들은 “체제 유지 

수단,”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국민들에게 세뇌하기 위한 첨병,” 

“안기부의 프락치,” “국민들을 이념 교육시키는 교과”라는 식의 비판을 

학내에서 들어야 했다. 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콤플렉스,” “자괴감” 

등의 감정을 안은 채로 학 시절을 보내야 했다. 

문제는 당시 국민윤리교육과 학생들이 외부의 비판을 흡수할 만한 내부의 

보호막도 갖추지 못했다는 데 있었다. 학과의 교수들은 “권위주의적이고 

신빙성 없는” 사람들이기에 교사들에게 적절한 롤 모델이 될 수 없었다. 

교수들은 학원 조교들을 “종처럼” 부렸으며, 학생들에게 데모 참여 

신 “독일어 단어를 하나 더 외워야 한다”고 닦달하고는 했다. 박나눔 

교사는 휴학 이전 ‘언더써클’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학내 시위에 

참여했는데, 당시의 학과장은 박 교사의 아버지를 소환해 데모 참여를 

단념시키라고 윽박지르기까지 했다. 게다가 교수들은 “구체적인 지도법을 

알려주는 거는 거의 없었을” 정도로 도덕 교육의 현장성에 한 이해가 

부족했으며, 전공 강의를 할 때도 “정열이 없는” 사람처럼 보 다. 

다음으로, 선배들 또한 외부의 비판으로부터 연구 참여자들의 보호막이 

되어줄 수 없었다. 학부 과정이 81년도에 처음 설치된 만큼, 연구 

참여자들의 선배들 중 발령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런 이유로, 

선배들은 학과 교수들이 지도하지 못한 도덕 교육의 의미나 학과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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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연구 참여자들에게 설득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당시의 선배들은 

“자퇴하고 네가 원하는 학과로 다시 가라”고 할 만큼 자조감에 젖어 

있었다. 

이처럼 도덕 교사들은 외부로부터 유입된 비판들을 누그러뜨릴 내부적인 

완충 장치들을 전혀 갖지 못한 채 하 생활 내내 “교과하고 불화”를 

이어갔다. 당시 국민윤리교육과 학생들 중 일부는 자퇴 내지는 휴학으로 

학과를 떠났고, 일부는 수업 이외에는 나타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응으로 

일관했으며, 다른 이들은 학과를 탈주하여 관심 있는 활동에 몰두하기도 

했다. “ 학원 가는 거 자체를 상당히 부끄러운 결단”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당시의 국민윤리교육과 학생들은 자기 전공에 충실한 선택지는 

거의 채택하지 않았다.  

이상의 전략들 중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학과를 벗어나는 

방안을 선택했으며, 이는 도덕 교과와 이들의 의식 사이의 간극을 더욱 

벌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두 교사들이 학과를 벗어난 배경이 원하던 

것을 “안에서 찾을 수 없는” 데 있었으므로, 이들은 당  

국민윤리교육과에 한 외부의 시선들에 저항하는 방향으로 행로를 

결정하 다.

박나눔: 학과가 나를 키워주지 않았으니까 스스로 자생적으로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내가 주입받거나 또는 뭐 

습득하는 지식이나 정보들이 나를 그렇게 키운 거죠.

연구자: 약간 서글픈 부분이기도(웃음). 선생님이랑 같이 학교를 

다니셨던, 그 당시 선생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 같으세요?

박나눔: 대부분 아마 비슷할 거예요. 다만 근데 내가 좀 더 튈뿐이지. 

나서기 좋아하고 오지랖이 넓다보니까, 여기저기 글도 쓰고 

말도 하고 다니니까 튀었을 뿐이지 생각이야 비슷했겠죠.

(2017. 11. 8. 녹취록)

김예인: 그 때 다른 과는 보면 적어도 자기 교과 정체성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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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고, 뭐 정치학이니 뭐 이데올로기 

이런 거 하고 민주주의니 하는데, 교과 정체성도 모르고 

내가 관심도 없고, 그리고 그런 공부를 우리 동아리 가서 다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 당시 80년대 세대는 딱 

대학이나 학과에 들어오든 동아리에 들어오든 스터디 해야 

될 목록이 쫙 있어요, 우리 때는. 우리 세대는 그래서 학회나 

이런 데서, 자율적인 공부를 했어요. 

(2018. 2. 12. 녹취록)

연구 참여자들은 당시의 학과가 “나를 키워주지 않았”다고 느꼈으며, 

다른 교과와 달리 “교과 정체성도 모르는” 국민윤리교육을 전공한다는 데 

해 아쉬움을 느꼈다. 이에 교사들은 “자생적으로 나 자신을 

성장”하고자 했으며, 80년  학 내에 확산된 “스터디 해야 될 목록”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부했다. 아울러 두 교사 모두 학과 내 학회에 참여하여 

당  교육의 문제점과 사회 현안에 해 토론했으며, 박나눔 교사는 

‘언더써클,’ ‘향토학교,’ ‘이데올로기 연구회’ 활동을, 김예인 교사는 

‘탈반’ 활동을 통해 저마다의 “성장”을 시도했다. 

정리하면, 연구 참여자들은 학 시절 학과의 기원과 기능에 한 외부의 

시선을 내면화함으로써 도덕 교과를 정권의 유지에 기여하는 도구로 

이해하 다. 당시 학과의 교수들과 선배들의 모습은 이 같은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했으며, 이에 연구 참여자들은 학과를 이탈하여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사회 운동에 참여하 다. 이를 통해 일궈낸 

“성장”은 학과와 거리를 둔 채 이뤄졌다는 점에서, 도덕 교과에 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 

2) 현장에서 경험한 도덕 교과: “교과서와 싸우는 느낌”

연구 참여자들은 학을 졸업한 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로 도덕 교사가 되었다. 박나눔 교사는 1990년 반 년 동안 재직했던 

으뜸중학교를 떠나 2년간 한국과 일본을 잇는 정보서비스 업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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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으나, 한국에 홀로 남은 아내의 생활을 

염려하여 1992년 귀국해 인성고등학교에 취업한다. 김예인 교사 또한 

“무용수로 살고 싶었”으나, 홀로 가족을 부양했던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졸업과 동시에 평산중학교에 발령 받는다. 이렇게 자신의 

“욕망과 상관없이” 교사가 된 연구 참여자들은 구시 적이고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교과서를 받아들게 된다.

박나눔 교사와 김예인 교사는 각각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재직했으나, 

교과서에 담긴 반공 이념과 시 착오적인 진술들을 가르치는 것이 

고민거리 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이들은 당시 정권의 이념이 담겼던 

부분들을 가르칠지 말지, 가르친다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의 고민에 

직면하 다.

박나눔: 아직까지도 반공이라고 하는 어떤, 음, 그런 어떤 국시죠, 

그게. 통일이 아니라 반공이 국시였던 시기니까.

연구자: 약간은 말이 바뀌어 있긴 했네요. 5차 때는 이제 공산주의의 

실상과 문제 이런 식의 내용들이 교과서에 들어와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박나눔: 자연히 그러니까 반공을 유도하는 내용이거든 그런 게. 반북 

반공. 그래서 음, 교과서를 가지고만 수업하는 것은 애들한테 

나는 삭막한(웃음),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 같아서

(2018. 10. 12. 녹취록)

김예인: 교과서하고 우리 의식이 완전 다르단 말이야, 우리 세대는 

더군다나. 교사의 의식과 교육과정 교육 내용이 달라, 예를 

들어서 뒷부분에. 그러면 그 부분을 스킵할 수도 있으나 그 

부분을 제대로 가르치거나 아니면 수정할 수 있잖아, 교사 

의견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의 검열, 

검열과 싸우면서 굉장히 용기를 내야 하는, 그런 갈등도 

굉장히 컸어요. 

(2018. 2. 12.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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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교사들은 초임 시기 5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국민윤리, 도덕 국정 

교과서로 수업했다. 당 의 교과서는 “반공을 유도”하고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기에, 교사 자신의 의식과 

교과서의 지향점이 괴리를 빚으면서 교사들은 내적 갈등을 겪어야 했다. 

이들은 교과서 내용에 충실하게 가르칠 경우 “애들한테 삭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품으면서, 동시에 교과서에 충실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따르는 것은 “굉장히 용기를 내야 하는” 일로 인식하 다. 

90년 의 보수적인 학교 분위기에서, 교사들에게 교장,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은 도덕 교사의 의견을 “검열”하는 주체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한편, 연구 참여자들은 무미건조하고 학생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교과서를 활용하여 수업을 해내야 하는 부담도 떠안았다. 두 

교사들은 초임 시기의 도덕 교과서들이 편집 구성이나 진술의 방식에 있어 

학생들에게 전혀 가 닿지 못했다고 평가하 다.

박나눔: 일단 교과서가 음, 뭐 좋은 개념이나 어떤 내용을 포함은 

하고 있지만, 읽는 것도 그다지 재미가 없고, 교과서를 

이렇게 딱 펼쳤을 때, 야 참 배우고 싶다, 이런 어떤 느낌을 

갖게 하는 편집 구성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처음에는 

흑백이었으니까(웃음). 얼마나 메말랐겠어. 

(2018. 10. 12. 녹취록)

김예인: 정치학에서 북한학에서 뭐 또는 어 이제 칸트 한 마디 

가져오고, 알 잖아. 주제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구성해가는 

데 칸트 한 마디 가져오고 누구 한 마디 가져오고 해서 그걸 

주제에 맞게 흐름을 짰던 건데, 근데 그 문장이 너무 흥미가 

없는 거야. 이해되죠? 

연구자: 뭐 정언명법이라 한다 이런 식으로

김예인: 그리고 그 문장 자체가 그냥 예시도 별로 많지 않고, 그 때 

당시에 처음에 발령받을 때는 교과서가 도덕군자가 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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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얘기들을 그냥 쭉쭉 풀어놓는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흥미롭게 가르칠 수 없었어. 요즘하고 달라요. 

옛날 교과서가 가지는 그

연구자: 요새는 뭐 활동도 많고

김예인: 건조하지 교과서가. 건조한 교과서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뭐 

흥미를 감각을 자극시킨다거나 상상력을 자극시킨다거나 뭐 

움직임이나 감정을 이럴[자극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창백하고 건조하고, 또 너무 당연한 얘기하는 듯한 느낌? 

그래서 논쟁이 벌어지거나 이런 것도 아닌, 그런 교과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 같아요.

(2018. 6. 8. 녹취록)

당시 교과서는 흑백으로 되어 있어 “메말랐고,” “건조한” 느낌을 

주었으며, 전반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느낌을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주지 못하는 편집 구성으로 돼 있었다. 게다가 당시의 교과서는 특정 

주제에 맞게 관련 내용들을 짜깁기해 “당연한 얘기들을 풀어놓는” 

식이었으며, 학생들의 상상력과 움직임, 감정 등을 자극하지 못하는 

“건조한” 내용으로 돼 있었다. 따라서 도덕 교사들은 교과서에만 

의존해서는 수업을 제 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교육 내용과 수업 

방안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정리하면, 연구 참여자들은 정치적인 신념과 맞지 않는 교육 내용이 담긴 

데다 무미건조하고 흥미를 끌지 못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교과서를 

제공받았다. 이들이 학 시절 학과로부터 유의미한 지도를 받지 못했음을 

고려했을 때, 교사들의 교육 실천을 인도해줄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은 

사실상 교과서 다. 또한 교과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학과와 겪었던 

“불화”를 해소하여 도덕 교사로서의 전문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매개로 기능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교과서는 교사들에게 실천의 

유용한 지침으로 기능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이들의 신념과 배치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상이었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은 “교과서와 싸우는 

느낌”을 받으며 수업에 임해야 했다. 교과서가 교사들이 넘어서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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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으로 인식되면서 연구 참여자들의 내적 갈등을 심화시킨 것이다.

3) 도덕 교사에 한 인식: “보수적” 이미지와 “존재적 갈등”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의 동료 교사들로부터 도덕 교과와 결부된 

이미지들을 부여 받았다. 동료 교사들은 도덕 교과와 관련된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도덕군자’ 또는 

‘친정부적’인 교사라는 이미지를 부과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처럼 도덕 

교사에 해 “기 하는 사회적 역할” 내지 “편견”과 개인의 의식 

사이에서 “자기 분열”을 경험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의 행위 

전략들을 강구하게 되었다. 

먼저, 도덕 교사를 ‘도덕군자’로 보는 시각은 삶의 여러 장면들에서 

규범적인 판단과 행동을 가르치는 도덕 교과의 특성에서 비롯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특수한 지식, 기능 등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는 다른 교과 

교사와 달리, 좋은 삶 내지 올바른 삶을 가르치는 도덕 교사들에게 직업과 

혼은 불가분한 관계를 맺는다고 보았다. 도덕 교사들은 도덕 교과가 학교 

안팎에서 자신의 삶을 “굉장히 강제하는” 데 해 종종 부담감을 

느꼈으며, 특히 주변 교사들이 본인들에게 거는 모종의 기 들은 그러한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연구자: 그럼 윤리 교과랑 다른 교과, 그러니까 수학이나 과학이랑 

윤리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박나눔: 물론 다 삶에 도움이야 주겠지만 뭐, 흠, 어떻게 보면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가치 판단이 전혀 뭐 개입이 

안 된 건 아니지만, 윤리는 가치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훨씬 더 도덕적·윤리적인 사고나 판단이나 행동이 다른 

거[교과]에 비해서 훨씬 더 비중이 높게 다뤄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시합을 

하다가 판정시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판정시비가 

있을 때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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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으로는. 윤리 선생님이니까 도덕 선생님이니까 

판단해달라고. 기능적인 면도 있죠. 반칙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근데 뭐 어떤 그, 도덕 윤리 교사니까 더 정확히 볼 

거라는 기대가 있거든요.

(2018. 3. 2. 녹취록)

김예인: 사람들은 도덕 교사에게 거는 기대? 선입견들이 있잖아. 영어 

선생님은 그냥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이다 하지, 물론 막연히 

교사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나, 도덕 교사하고는(웃음) 앞에 

도덕이라는 말이 딱 붙는 순간, 갑자기 무거워지는 거야. 

삶이.

연구자: 거기에 붙는 선입견을 형용사로 말씀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예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틀에 박힌 사람. 보수적인 사람.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 쓰레기도 안 버릴 사람. 나이트도 안 

갈 사람(웃음) 자유연애도 안 할 사람. 뭐 아무튼 [술을] 

먹고 주사도 피우면 안 될 거 같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냐. 

그러니까, 그리고 늘 정답을 얘기할 거 같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는 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거 

같은 느낌? 그런 선입견을 주지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기대감이 있는 거 같애. 그러니까 적어도 도덕 

교사는 다른 교사들이 다 망가져도 흩어져도 최후까지 안 

그래야 할 거 같은 기대감이 있지.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직업인으로서의 교사와 그 인격, 전 존재로 

존재로서의 한 개인이 있잖아. 개인으로서의 개인이 있잖아? 

이게 영어과나 예를 들어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교과는 

분리될 수가, 어떻게 보면 적당한 거리를 둘 수가 있어, 

직업과 나의 개인이. 근데 도덕 교사는 이게 참 어려운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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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8. 녹취록)

박나눔 교사는 도덕 교과가 “가치판단”을 다루는 교과라는 이유로, 학교 

축구시합에서 판정시비가 발생할 경우 “도덕 선생님이니까 판단해달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김예인 교사 또한 학교 바깥에서의 회식은 

물론이고, “자유연애”나 “나이트”와 같이 사적인 역에서의 활동들도 

주변인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렇듯 연구 

참여자들은 “도덕이라는 말이 딱 붙는”다는 이유로 교실 바깥에서도 

‘도덕군자’로 행동할 것이라는 기 감이 있다고 느꼈으며, 이는 종종 

삶이 “무거워지는” 원인이자 “어려운” 일로 다가왔다.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교과의 기원과 관련하여 ‘친정부적’이라는 

이미지를 교직 초기부터 마주하 다. 교사들이 학 시절 들었던 

“안기부의 프락치를 양성하는 학과”라는 오명은 교단에 선 이후에도 

이들에게 주홍글씨로 작용하 다. 이들은 교과서에 반공 이념과 권위주의 

정부의 의도가 반 됐던 초임 시절부터, 교과의 변화가 이뤄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같은 이미지가 온존하고 있다고 보았다.

김예인: 그리고 (한숨) 또 이제, 음, 윤리 교사로서 그 직업, 내가 

너무 무겁게 생각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으나, 그 주변에서 

들어왔던 그런 거 있잖아. 윤리 교사. 어, 윤리 선생이야? 

도덕 쌤이야? 뻔하게 보는, 마치 도덕 선생이면

연구자: 고리타분

김예인: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이고, 국가적 가치를 앞세우고, 그러고 

아니면 매사에 실수가 없거나, 이거여야 한다는 그런 것. 

나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그 사이에서 그 갈등, 

존재적 갈등과 그리고 시대적 갈등도 좀 있었고.

(2018. 6. 8. 녹취록)

연구자: 그 비판의식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결여됐다고 비판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도덕 교과가. 2005~2007년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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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눔: 늘 받아왔죠, 사실은. 체제를 합리화하고 정권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대학 때부터 이용당하고 있다, 이용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뭐 출발부터 어느 시기까지는 

그게 저거 됐지만, ‘전교조’ 합법화되고 민주화 상태에서 

이제 정권이 민간정부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서서히 어떤 

그런 물이 많이 빠졌죠. 지금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교과보다도 비판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과가.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나마 어, 도덕윤리교과가 없어지면 애들의 머릿속과 

가슴은 누가 채워주나 우려가 될 만큼, 나는 교육과정이 

많이 발달했다고 자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국민윤리교육에 대한 비판의식이나 편견이 있는 사람들은 

교과과정의 변화 양상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럼 억울하지. 옛날 얘기 계속하면 뭐하나. 원죄 얘기 

계속해서 뭐할 거야.

(2017. 11. 1. 녹취록)

김예인 교사는 초임 시기 도덕 교사에게 “보수적”이고 “국가적 가치를 

앞세우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부과되었다고 회상하 다. 이런 

이미지들은 그녀의 개인적 기질과 마찰을 빚으면서 “존재적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 다. 더 나아가, 박나눔 교사는 최근까지도 

“체제를 합리화하고 정권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도덕 교과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속되고 있음을 개탄하 다. 그는 시 적 변화와 도덕 교육자들의 

노력을 통해 현재의 도덕 교과가 “다른 어떤 교과보다도 비판적”으로 

탈바꿈했음에도, 여전히 교과의 탄생과 관련된 “원죄”가 많은 사람들에 

뇌리에 남아 있음을 지적하 다. 이처럼 ‘친정부적’인 교사의 이미지는 

‘도덕군자’라는 이미지 못지않게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이 같은 이미지들로부터 비롯한 “기 ”와 “갈등”을 

풀어내는 데 골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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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교과

국가 교육과정은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되며, 총론에는 국가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  기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 , 

학교 교육과정 지원 등에 한 지침이, 각론에는 교과의 성격,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등에 한 지침이 

포함된다(소경희, 2017). 따라서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은 교과의 내용과 

운  모두에서의 변화를 초래하며, 이는 교과라는 ‘무 ’의 배열을 

변화시켜 교사들의 정체성 형성에 향을 끼칠 수 있다. 

이하의 내용에서는 Stodolsky와 Grossman(1995)의 분석 틀에 근거하여, 

도덕 교과의 ‘지위,’ ‘계열성,’ ‘범위’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졌던 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을 서술한다. 

‘지위’는 입과의 관련성, 필수/선택 과목의 여부, 그리고 수업 시수 

등을 의미하며, ‘계열성’은 선행 학습이 이후 학습의 선결 조건으로 

작용하는지의 여부를, ‘범위’는 교과를 구성하는 학문들의 수를 의미한다. 

도덕 교과는 ‘지위,’ ‘계열성,’ ‘범위’ 측면에서 지난 30년 동안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변화는 연구 

참여자들의 행위 전략이 취해지는 배경으로 작용한 동시에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되었다.

먼저, 7차 교육과정은 도덕 교과의 ‘지위’와 ‘계열성’에 있어서의 

변화를 초래하 다. ‘지위’의 측면에서, 6차 교육과정까지 도덕 교과는 

수위 교과로서의 위상을 점하 으며, 6차 교육과정 시기 중학교의 도덕 

과목과 고등학교의 윤리 과목은 필수 과목으로 지정돼 있었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도덕 교과는 수위 교과의 지위를 상실했으며,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도입으로 고등학교 도덕 과목은 고1 도덕과 

선택과목인 시민 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로 분할되었다. 또한 윤리 

과목이 수능 필수과목에서 배제된 것도 이 시점부터다. 다음으로 

‘계열성’의 측면에서, 도덕 교과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도입으로 

7학년부터 10학년까지가 ‘나선형 교육 과정 원리’에 따라 묶이게 되고, 

선택과목들은 별도의 내용 체계로 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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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의 ‘범위’와 ‘계열성’ 

측면에서 변화가 이뤄졌다. 2007 도덕과 개정 교육과정은 도덕교육계와 

철학계의 첨예한 논쟁이 봉합된 결과물로, 이 시기부터 도덕과는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연관된 여러 학문의 접근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교과의 

성격으로 적시하 다. 이 시기에 기존의 개인생활, 가정·이웃·학교생활, 

사회생활, 국가·민족생활로 구분됐던 생활 역 확장법이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 국가·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등의 가치관계 확장법으로 재정립되었다. 

아울러, 7차 교육과정에서 표방된 ‘나선형 교육과정’에 따라 7, 8학년과 

9, 10학년이 묶 던 구조도 각 학년마다 네 가지 가치관계를 모두 다루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고등학교 도덕과 선택과목이 윤리와 사상과 

생활과 윤리로 세분화된 것도 이때의 변화 다.

끝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의 ‘지위’상 변화가 매우 

두드러졌다. 이른바 미래형 교육과정은 집중이수제, 교과군 개편,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축소를 골자로 하는 총론 개정이 먼저 이뤄졌다. 

집중이수제에 따라 학기 당 이수과목이 8개로 축소되면서, 시수가 적은 

도덕과 과목들은 전체 이수단위가 한 학기 내지 1년 안에 편성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교과군 개편으로 도덕 교과는 사회(역사/도덕 포함) 군에 

포함되었으며,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축소로 고등학교 전 학년이 

선택교육과정으로 운 되었다. 이에 따라, 윤리와 사상과 생활과 윤리 등의 

고등학교 과목들은 사회 교과군 내에서의 시수 조정에 따라 편성 여부가 

결정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도덕 교과의 변화를 적극적인 

행위 전략을 취해 해소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거나, 혹은 성장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도 했다. 이를테면, 박나눔 교사는 실업계 고교의 맥락에서 

7차 교육과정 개정으로 중학교 도덕 과목과 수준이 유사한 고1 도덕 과목만 

가르치게 되었으며, 이를 “아버지가 시원찮으면 자식이 자수성가”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하여 ‘수행 중심 수업’을 보다 활발하게 전개하 다. 

김예인 교사 또한 7차 도덕 과목의 ‘나선형 교육과정’에 주목하여 ‘수행 

중심 수업’을 3년간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발전시켰으며,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생성된 윤리와 사상과 생활과 윤리를 철학 공부의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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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기도 했다. 이렇듯, 교육과정 개정은 연구 참여자들의 교육 실천이 

일어나는 ‘무 ’를 뒤흔드는 사건이었으나, 교사들은 각자의 학교 맥락과 

개인 맥락에 따른 행위 전략으로 이 같은 변화에 주체적으로 응하 다.

나. 학교의 맥락

학교의 맥락은 교직사회의 분위기, 그리고 동교과 교사와의 관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도덕 교과와 

결부된 비판과 기 에 노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기분열”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학교의 맥락은 도덕 교사들의 고민들에 깊이를 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거나, 또는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행위 전략들의 

배경으로 활용되었다.

1) 90년  교직사회: “갈가리” 분열

‘90년  학교’라는 특수한 시·공간적 배열은 연구 참여자들의 내적 

갈등에 깊이를 더해주는 배경으로 작용하 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전교조’의 결성 및 가담 교사 량 해직사태가 벌어진 1989년 직후 

교단에 섰다. 당시의 교직사회는 ‘전교조’의 문제의식에 동감하는 

교사들과 그렇지 않는 교사들로 양분되어 있었다. ‘전교조  비(非) 

전교조’ 혹은 ‘구사   전교조’로 나뉜 교사들은 직원회의 시간마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내뱉으면서 “살벌한” 분위기를 연출하곤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당시의 교직 사회를 한 마디로 “갈가리” 찢어져 있던 

것으로 회상하 다. 

이런 상황에서, 도덕 교사로서의 지위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켰던 원인으로 작용했다. 도덕 교사들은 초임 시기까지 반공 이념의 

색채가 남아 있던 교과서로 가르쳐야 했으며, 이러한 교과 내용의 성격은 

‘전교조’의 지향점과 배치되었다. 이 점에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전교조’의 편에 서는 선택은 관리자 편에 섰던 ‘구사 ’ 내지 ‘비 

전교조’와 립하는 것을 넘어, 도덕 교사로서 자신의 수업 실천에서 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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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야기할 수 있었다. 

김예인: 교감도 기대가. 교장의 기대. 학부모들의 생각. 아이들도 

보수적이었고. 그런 아이들이 있었지 많이. 그래서 우리 때 

교육과정 바뀌면서 통일교육이 한창 이루어졌지. 알다시피 

대학에서도 왜 임수경이 북한에 [다녀오고],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나오고 그 시절이었잖아? 그래서 

그 때 통일 분위기가 한창 쫙 이루어지던 그 때 

교육과정인거야. 그래서 그 때 통일 운동을 한다는 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전시대적 과제였거든. 통일 수업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거 한다고 또 교장이 들어와서 

이거 떼라, 저거 떼라(웃음). 그래서 그 때는 수업이 

투쟁이었어. ‘전교조’도 왜 계기 수업 같은 거 많이 하잖아? 

계기 수업? 예를 들면, 8·15 광복을 계기로 하는 수업, 뭐 

예를 들어 ‘세월호’로 계기 수업 이런 걸 하는 것처럼, 그 

계기 수업이 ‘전교조’에서도 있었지. 그러니까 그 때가 내가 

볼 때 90년도부터 쭉 그 한 5~6년이 교육을 놓고 힘, 

진보와 보수의 줄다리기가 치열했던 때고 교육이 그 때 만큼 

세상에 이

연구자: 파열의 시점이었던

김예인: 시점이면서도 가장 치열했던 그런 부분이 교육이 아니었나. 

그래서 ‘전교조’를 굉장히 보수 세력들이 지금도 불온하게 

보는 이유가 그 때의 기억이야. 그 때 ‘전교조’도 학교에서 

총력 투쟁을 했던 때고, 우리 역시 그러니까 윤리과 특히 

도덕과는 그래서 매 시간이 자기 갈등이야.

(2018. 10. 12. 녹취록)

연구 참여자들은 90년  초반 “진보와 보수의 줄다리기가 치열했던” 

교직사회에서 ‘전교조’의 편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여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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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들처럼 해직교사 복직 서명운동, NEIS 투쟁 등에 

동참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도덕 교사로서 교장과 교감, 

학부모, 학생들에 의해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를 가르칠 것을 

요구받았으며, 이로 인해 “수업이 투쟁”으로 여겨질 만큼 교실 안에서 

“자기 갈등”을 경험하 다. 이에 도덕 교사들은 학교 어디에서도 이념의 

줄다리기에서 손을 뗄 수 있는 공간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스스로를 

“학교 내 최전선”에 세워 시 와 맞서는 지난한 길을 걸어야만 했다.

2) 동교과 교사와의 관계: “터치하지 않는 거”

학교 교과는 그 내용적 특성에 따라서 독특한 ‘무 (arena)’를 

구성하며, 그 ‘무 ’는 학교 내에서 교사들의 특정한 실천을 허용하거나 

규제할 수 있다(Grossman & Stodolsky, 1995; Stodolsky & Grossman, 1995). 

도덕 교과는 다양한 학문 분과들이 결합돼 넓은 ‘범위’를 갖는 교과이며, 

사회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과 특성상 내용과 관련된 뚜렷한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Lee & Mazon, 2017). 이 같은 도덕 교과라는 

‘무 ’의 특성상, 도덕 교사들은 교육과정 내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비교적 많은 자율성을 경험할 것이며, 동료들과 수업 내용을 합의하거나 

조정할 여지가 적을 수 있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내에서 동교과 교사들과 별다른 마찰을 

경험하지 않은 채 자기만의 고유한 실천을 전개해왔다. 도덕 교사들은 적은 

시수를 배정받는 교과의 특성으로 인해 한 학년 전체를 홀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같은 학년을 나누어 가르치더라도 자기 역을 침범 받지 

않았다.

김예인: 근데 윤리는, 윤리는 수업 내용 때문에 부딪히는 게 아니야. 

인간 때문에 부딪히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수업 내용에 서로 

영향을 준다거나, 수업 내용에서 서로 이견이 있다거나 그런 

건 거의 없어. 평가에서의 약간, 고등학교일수록 평가에서 

선생님마다 문제를 해석하는 방식이 다른 거 때문에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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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오가는 건 있고, 그 다음에 수업 내용.

연구자: 수업이나 평가보다는 그 사람 자체.

김예인: 사람 자체가 인격의 문제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윤리과는 정말 서로, 동료 

교사들끼리 독립적인 거지. 교과의 면에서는? 그리고 우리는 

그게 덕목이야. 서로에 대해 존중해주고,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이상은 터치하지 않는 거.

 (2018. 10. 12. 녹취록)

연구자: 학교에 계셨던 도덕 선생님은 몇 분 계셨어요?

박나눔: 한 분.

연구자: 선생님 말고 한 분.

박나눔: 예, 나이 드신 분 한 분 계셨어요.

연구자: 그 선생님이랑 관계는 어떠셨어요?

박나눔: 나쁘진 않았어요. 다만 인제 뭐 내가 이 선행록을 뭐, 총 

주관이 14반이었는데, 14반 중에 10반을 내가 하고 4반을 

그 분이 하셨는데, 선행록을 내가 하기 시작하니까 선생님도 

같이 하시더라구요. 하시는데, 나이 드신 분이 꼬박꼬박 댓글 

달아주는 게 쉽지 않죠. 한 번은 조용히 불러서 나보고 이거 

좀 안 하면 안 되냐, 힘들다. 그래서 내가 아, 그러면 제가 

해드린다고. 

연구자: 아 그래서 해드렸어요?

박나눔: 해드린다고 했더니, 아 그건 아니지 이 사람아, 이러면서 

알았어 그냥 해. 그냥 하시게.

(2018. 3. 2. 녹취록)

연구 참여자들은 “동료 교사들끼리 독립적인” 교사문화가 윤리교사의 

“덕목”이라고 말하 다. 박나눔 교사는 94년 도입했던 ‘선행록’ 수업을 

두고 동교과 교사로부터 “안 하면 안 되냐”는 투정을 듣기도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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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거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김예인 교사는 중학교 재직 

중 “통으로 한 학년을 맡아” 가르쳤으므로 동료 교사의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고등학교 전보 후 문항 출제와 시수 분배를 두고 갈등을 빚은 것 

외에는 자신의 뜻 로 수업을 전개하 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교과의 성격상 동교과 교사들과 마찰을 빚을 

여지가 거의 없었으며, 실제로도 시수와 과목을 조정하는 문제 외에는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 다. 이런 관계로 인해 “수업에서의 롤 모델은 

별로 없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알아서” 하는 식으로 초임 시기 

수업 실천을 전개해왔다. 한편으로, 교사들 간의 독립적인 관계는 교과 

교사들이 실천상의 유의미한 도움을 받지 못했던 난점으로 작용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각자의 독특한 수업 실천을 전개할 수 있던 

‘무 ’로 작용하 다. 

다. 개인의 맥락

앞선 ‘도덕 교과의 특성’과 ‘학교의 맥락’이 연구 참여자 외부의 

환경에 해당된다면, ‘개인의 맥락’은 교사들의 생애 경험을 통해 형성한 

개인적 정체성과 관련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유년기부터의 생애 경험을 

통해 개인적 정체성을 형성했으며, 동시에 학 시절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386 세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개인의 맥락’은 교사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도덕 교과에 한 문제의식을 정립하고, 더 나아가 

주체적인 실천을 모색하는 데 배경으로 작용했다. 본 항목에서는 각 연구 

참여자가 정립한 개인적 정체성을 개별적으로 서술하고, 이어서 ‘386 세  

정체성’을 형성했던 학 시절의 공통된 경험을 기술하도록 한다. 

1) 개인적 정체성 형성: 학 시절의 참여 경험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생애 경험들에 의해 저마다 독특한 개인적 

정체성을 형성하 다. 먼저, 박나눔 교사는 입직 이전까지의 생애 경험들을 

통하여 “실천 지향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인 개인적 정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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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하 다. 박나눔 교사는 “향약의 전통이 살아 있는” 농촌 마을에서 

성장하면서 “실천”과 “공동체”의 가치를 유년 시절부터 깨달을 수 

있었다. 이 같은 가치관은 학 시절 다양한 참여 경험들을 통해 박 교사의 

개인적 정체성으로 심화되었다.

박나눔: 우리가 이제 80년대 학생운동을 보면, 구호와 노래와 생각과 

공부와 삶이 거의 일치되는 그런 삶이 미덕이었어요. 와 막 

이렇게 [말]하는 애들은 삶에서도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 

왜 쟤는 말은 저렇게 변혁적이고, 어 혁명적인데 왜 생활은 

저렇게 고리타분하고 남성 우월주의에 사로잡혀서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냐.’ 이렇게 비판 받았었거든요?

(2018. 8. 28. 녹취록)

박나눔: 나는 뭐 내 스타일이 그렇고. 공동체 지향적이다 보니까, 

결국 스터디 그룹 또는 학회, 또는 야학 이런 쪽으로 자연히 

내 삶이.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시간 말고는 다 보면 

어울려서 지냈지, 혼자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거 같아요. 

뭐 공부를 해도 같이 하고, 시험 볼 때 빼놓고는 거의 

어울리면서 지내는 게 일상이었고. 그러면서 뭐 사회에 

관심도, 공동체 지향이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런 게 항상 있으니까 

거기에 그 눈에서 어긋나는 것들은 항상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지.

(2018. 4. 19. 녹취록)

박 교사는 80년  학생운동에 참여하면서 “구호와 노래와 생각과 공부와 

삶이 거의 일치”되는 삶을 “미덕”으로 배웠으며, 학 시절 

‘언더써클,’ ‘향토학교,’ ‘이데올로기 연구회’ 등에서 활동하며 

자신의 신념을 실천으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그는 “공동체 

지향적”인 자신의 스타일을 바탕으로, 학 시절 부분의 시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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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그룹, 학회, 야학 등에서 학우들과 어울리는 데 보냈다.

다음으로, 김예인 교사는 생애 경험을 통해 예술가로서의 개인적 

정체성을 형성하 다. 김 교사는 손재주가 뛰어났던 아버지의 예술가 

기질을 물려받아 학창 시절부터 가창, 발레, 미술 등 예술 분야에 관심을 

보 다. 이 같은 관심은 학에 진학한 뒤 ‘탈반’ 활동을 하면서 그녀의 

“자기 정체성”으로 심화될 수 있었다. 

김예인: 나는 ‘탈반’에 들어가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부도 

같이 하거니와, 공연하고 전수를 [받으러] 다녔거든요. 전수 

다니고, 탈춤 배우고 풍물 배우고, 그러고 이제 전수를 가요. 

그러구 친구들하고 공연하고. 그러는 속에서 이게 

좋더라구요. 재밌었어요. 힘은 들었지만. 근데 그 문화에 

제가 그 때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참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적응해나갔고, 교과 수업, 교육학도 

너무 재미가 없고,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아무튼. 그리고 

그냥 나는 우리 동아리가 전공인 것처럼 살았죠. 근데 

거기서 새로운 세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또 

바깥에서 마당극하던, 민족극 운동하고 마당극 하던 선배들 

모임이 있어서 선배들이 소개시켜줘서 같이 가면 그 70년대 

왜 황석영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그 문화패 모임들이 

있잖아요. 박인배 쌤 김명건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김지하 

선생님의 그 그룹들. 그러니까 민족문화 운동을 했던 그 

선배들, 70년대 학번들의 그 그룹들을 민족문화운동의 여러 

그 어른들을 보고 그 공연들 보고 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그거를 통해서 굉장히 넓은 세계를 사실 만난 거죠? 그래서 

뭔가 숨통이.

 (2018. 2. 12. 녹취록)

김 교사는 ‘탈반’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규모의 무 에 올랐고, 자신의 

끼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수를 다녔으며, “굉장히 넓은 세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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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줬던 가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 ‘탈반’ 활동은 학과와의 불화를 

겪던 김 교사에게 “숨통”을 열어주는 계기 으며, 그녀는 이 시절 

열성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자유주의적이고 예술적”인 

기질을 뒤늦게 발견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타고난 기질과 유년 시절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성향과 능력 등을 감지하 으며, 학 시절 동아리와 학회 등에 참여하면서 

이를 각자의 개인적 정체성으로 심화시킬 수 있었다. 교사들의 개인적 

정체성은 “안에서 찾을 수 없는 것들을 밖에서 찾으려” 노력했던 결과 

형성된 것으로, 학과의 지향점과 무관하거나 배치되는 성격을 띠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교사가 되어 “자기의식”과 도덕 교과 사이의 

괴리를 경험하 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적 정체성에 충실한 행위 

전략을 취하기도 했다. 

2) 386 세  정체성: “의식화” 경험과 “가장 진보적인 세 ”

연구 참여자들은 1990년  후반을 기준으로 ‘30 , 80년  학번, 60년  

생’인 ‘386 세 ’로, 반정부 투쟁이 일상적이던 학 분위기 속에서 

청년기를 보냈다. 연구 참여자들은 새내기 시절 선배들과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 권위주의 정부에 한 저항의지를 키워갔으며, 학과 내 학회 

모임이나 ‘언더써클’ 등 학내정치조직에 소속되어 학생 운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박나눔: 우리 역사의 어떤 그 어두운 그늘이 결국은 어떻게 해서 

비롯했는지에 대해선 정확하게 우리가 고등학교 역사 

교육과정까지도 이렇게 봤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단숨에 그냥 논문 한편으로 명쾌하게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주니까, 속에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눈이 막 

뒤집어지는 거지. 그걸 세 글자로 의식화라고 하는 거지.

연구자: (웃음) 그렇죠. 의식화.

박나눔: 의식화 교육의 핵심 요소가 인제 기존의 관념이나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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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또는 알고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사물을 볼 수 

있게, 세상을 볼 수 있게 역사를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야 사람이 변하니까. 의식이 변해야, 그러니까 뭐 활동도 

하게 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물을 비판적으로 보고. 어떤 

비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인제 행동이나 

실천으로 연결되게 하는 거니까. 

 (2018. 9. 6. 녹취록)

 

김예인: 우리는, 우리끼리 스터디 자발적으로 공부했던 세대야. 그런데 

우리 세대가 독서량이 제일 많아. 386 세대잖아. 우리 때는 

딱 들어가면 읽어야 될 커리큘럼이 전 대학, 내가 볼 때는 

모든 대학에 다 있어,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읽어야 될 커리큘럼이 쫙 있었던 

세대야 우리 세대가. 그리고 가장 진보적인 세대지. 그리고 

또 학회는 학회 나름대로의 스터디 모임이 있었고, 우리 

동아리엔 동아리 모임의 스터디가 있었거든. 나는 동아리에서 

하는

연구자: ‘탈반’에서 하는

김예인: 어, 선배가 1학년 몇 명 꾸려가지고 몇 개의 스터디 모임을 

운영했어, 신입생들 데리고? 그럼 모여서 우리가 책을 읽고 

토론하는 거야. 선배가 조금 코멘트해주고? 그 선배라고 

알았겠니? 1년 선배인데(웃음). 그러니까 우리끼리 떠듬떠듬 

같이 책 읽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2018. 10. 12. 녹취록)

연구 참여자들은 학 전역에 “읽어야 될 커리큘럼”이 보급되어 있던 

“386 세 ”로서 학 시절을 보냈다. 이 같은 “커리큘럼”은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제 로 다뤄지지 않던 한국 근현 사,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사회과학 관련 도서들로 채워져 있었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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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선배들의 지도를 받아 필독서들을 공부하면서 기존 사회의 

질서를 낯설게 보는 ‘의식화’를 경험하 다. 연구 참여자들은 심지어 

교생 실습에 나가서도 “스크럼을 짜고” 시위를 하는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반정부 투쟁에 동참했으며, 명학 학 관할 경찰서에 체포되어 

옥살이를 겪기도 했다.

‘386 세 ’ 정체성은 연구 참여자들이 교사가 되어 도덕 교과의 

지향점과 갈등을 일으킨 원인이 되었다. “가장 진보적인 세 ”에 속한 

연구 참여자들은 반공 이념과 권위주의 정부의 입장이 반 된 도덕 

교과서의 내용과 마찰을 빚었다. 아울러 ‘386 세 ’ 정체성은 도덕 

교사들이 ‘전교조’에 가입했던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여, 도덕 교과와의 

립을 더욱 심화시켰다. 연구 참여자들은 1989년 ‘전교조’ 해직 

교사들을 “우리 시 의 십자가를 신 진 사람들”로 인식하고 

“부채감”을 느꼈다고 말하 다. 이들은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조금의 힘이나마 보태고자 했으며,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자발적으로 

‘전교조’에 가입했다. 이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은 매 수업마다 “자기 

갈등”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전교조’ 교사로서 교장·교감 등 

관리자들과 이들의 편에 선 ‘구사 ’와의 충돌을 경험하 다. 

2. 도덕 교사의 실존적 고민과 행위 전략들

가. 실존적 고민: “교과가 가지는 태생적인 낙인을 내가 어떻

게 넘어설 것인가?”

연구 참여자들은 이상의 세 가지 맥락들 속에서 개인의 “의식”과 

교과의 지향점 간의 차이로 인해 “실존적 고민”을 경험하 다. 도덕 

교사들은 학 시절 학교 안팎에서 자신들의 전공이 정권에 합하는 

학과라는 비판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이에 교사들은 학과로부터 탈주하여 

‘언더써클’ 활동, 야학 활동, 동아리 활동 등에 참여하여 개인적 정체성을 

형성해왔다. 또한 이들은 80년 의 여느 학생들처럼 ‘386 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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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으로 반정부 투쟁에 참여했다. 이렇게 연구 참여자들은 학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개성을 발견하고 시 정신을 자각했으나, 가족을 건사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욕망과 상관없이” 교사가 되었다. 그러나 

교사가 되어 학교에서 마주한 도덕 교과서는 이념 편향적이고 삭막한 교육 

내용들로 구성돼 있었으며, 학교 내에서 생성된 ‘도덕군자’ 내지 

‘친정부적’이라는 이미지들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 다. 

김예인: 우리 세대가 가진 다 고민이었던 거 같아요. 저번에도 

말했듯이 윤리과 학생들이 다 편치 않았어, 우리 때는. 

교과가 가지는 태생적인 낙인을 내가 어떻게 넘어설 건가? 

혹은 어떻게 극복할 건가? 본인 스스로 어떻게 정당화시킬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다들 실존적 고민을 했던 

거 같아. 다들.

(2018. 6. 8. 녹취록)

박나눔: 교과서를 가지고만 수업하는 것은 애들한테 나는 

삭막한(웃음),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 같아서, 이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없을 거 같은 수업을 씁, 어떻게 바꿔볼까 

하다가, 순전히 이거는 윤리 교사로서의 고민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인간으로서의 고민이지.

(2018. 10. 12. 녹취록)

연구 참여자들은 교직에 진입하자마자 개인의 의식과 도덕 교과의 지향점 

사이에서 “실존적 고민” 또는 “한 인간으로서의 고민”에 빠져들었다. 

이 같은 “실존적 고민”은 도덕 교사들이 속한 학교의 맥락에 의해 그 

깊이를 더하게 되었다. 먼저, 90년  초반 “갈가리”가 된 교직사회의 맥락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전교조’에 가입하여 개인의 의식과 도덕 

교사로서의 전문적 정체성 간의 ‘정체성 긴장’을 더욱 심화시켰다. 

‘전교조 교사’ 내지 ‘참교사’의 정체성은 권위주의 정부의 이념이 담긴 

도덕 교과와 배치되었으며,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도덕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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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으로 느끼게 만든 원인으로 작용했다. 아울러 연구 참여자들은 

도덕 교과서의 내용들이 학생들에게 전혀 가닿지 못함을 수업에서 

경험했다. 이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은 도덕 교사로서 “벌어먹고 사는” 데 

책임감을 느끼고, 학생들을 위해 자신들의 수업 실천을 개선함으로써 

“실존적 고민”을 해소하고자 했다. 

한편, 연구 참여자들은 생애 경험을 통해 형성한 개인적 정체성에 

근거하여 ‘정체성 긴장’의 해소 방안을 강구하 다. 박나눔 교사는 

‘실천지향’과 ‘공동체지향’을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으로 정립하 다. 

그는 교육 실천에 자신의 가치관들을 반 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학생들이 

교과서에 제시된 덕목들을 각자가 속한 공동체에서 실천하도록 독려하는 

수업 방법들을 만들어냈다. 한편, 김예인 교사는 본인 스스로 한 사람의 

‘예술가’로서 표현의 가치에 주목했으며, 교과 수업과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이 내면의 생각을 표현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외에도 ‘개인의 맥락’은 연구 참여자들이 자기 성장을 위해 모색했던 

다양한 활동들의 방향 설정에도 향을 끼쳤다. 

나. 도덕 교사들의 행위 전략

행위 전략은 연구 참여자들이 “실존적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채택한 

행위들을 의미한다. “실존적 고민”은 교사의 의식과 도덕 교과 간의 

“불화”에서 기인한다. 교사들은 “불화”를 해소하기 위해 교과의 

지향점에 동화되는 선택을 하거나, 또는 자신의 의식에 충실하여 교과에 

저항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인 박나눔 교사와 김예인 

교사는 둘 다 동화보다 저항에 가까운 방향으로 실천 전략을 모색했다. 

이들은 교과서를 “참고서” 삼아 일부 내용들을 가져오되, 주변의 

맥락들로부터 공급받은 자원들을 활용하여 독특한 행위 전략들을 

구상하 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행위 전략을 크게 ‘자기 성장 추구하기,’ 

‘수업 실천 변화시키기,’ 그리고 ‘주변 세계 변화시키기’ 등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 다. ‘자기 성장 추구하기’는 교사의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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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에 충실하기’ 전략 그리고 학교 안팎에서의 ‘학습 경험 추구하기’ 

전략으로 별된다. ‘수업 실천 변화시키기’는 교사들이 도덕 교과와의 

“불화”를 직면하는 상황인 수업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뜻한다. 이 

전략에는 ‘교과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기,’ ‘수행 중심 수업하기,’ 

그리고 ‘교과의 학문적 배경 활용하기’  전략이 포함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율적인” 동교과 교사문화의 특성상, 도덕 교사의 제재를 

받지 않으며 능동적으로 자기 성장을 추구하고 수업 실천을 변화시켰다. 

끝으로 ‘주변 세계 변화시키기’ 유형에는 “실존적 고민”의 원인인 

도덕 교과의 특성과 학교의 맥락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연구 참여자들의 

실천이 담겼다. 도덕 교사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친정부적’ 교사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90년 의 분열된 교직사회에서 저항적인 교사를 

자임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이를 ‘학교 안팎의 부조리에 맞서기’로 이름 

붙이고, 이와 관련된 연구 참여자들의 실천들을 소개하 다. 더 나아가, 

교사들은 수업의 변화를 넘어 교과 그 자체의 변화를 꾀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교과의 개선에 참여하기’는 박나눔 교사에게서 두드러졌던 행위 

전략으로, 국가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참여를 의미한다.

1) 자기 성장 추구하기 

가) 개인적 정체성에 충실하기: “출구의 통로”

연구 참여자들은 교직에서 경험한 “자기 분열”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생애 경험을 통해 형성한 개인적 정체성에 충실하고자 했다. 두 

교사는 학 시절 도덕 교사로서의 삶이나 도덕 교과의 의미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지도를 받지 못했으며, 교직에 들어와 받아든 교과서 또한 도덕 

교사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사실상 도덕 교사로서의 정체성과 도덕 교과의 의미를 스스로 

창안해야 했으며, 이때 활용될 수 있는 자원 중 하나가 자신들의 개인적 

정체성이었다. 

박나눔 교사는 스스로를 ‘실천 지향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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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 규정하 다. 그는 인성고등학교에 취직하여 적응 기간을 거친 뒤, 

1998년부터 햇살사회복지에서 활동하 다. 햇살사회복지는 인성고등학교의 

소재 지역에서 조직된 봉사활동 단체로, 박 교사는 독거노인에게 반찬을 

배달할 학생을 구하는 전단지를 우연히 보게 된 것을 계기로 이 단체에 

가입하 다. 햇살사회복지는 본래 이웃을 보면 “도와줄 건 없나 

두리번두리번” 거리는 박나눔 교사에게 제격이었으며, 그는 햇살사회복지 

내부 청소년 모임의 지도교사를 맡는 등 다양한 활동들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왔다.

이렇게 공동체 지향적인 실천가로서의 개인적 정체성에 충실하면서, 박 

교사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반경을 지역사회로 넓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의 양이 풍부해졌다”고 말한다. 즉, 사회와 윤리(5차 교육과정) 또는 

사회윤리(6차 교육과정)를 내용 요소로 삼는 도덕 교과의 특성상, 지역 

공동체에서의 실천 경험은 그 자체로 수업의 소재가 된 것이다. 아울러 박 

교사는 봉사 활동 경험을 통해 “한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절감했으며, 이것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다고 평가하 다. 이처럼 개인적 정체성에 충실한 활동 경험은 박나눔 

교사의 수업 실천과 삶 전반을 보다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이끌었다.

한편, 김예인 교사는 학 시절 무용수로서의 삶을 꿈꿨을 정도로 

예술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굳건하게 형성하 다. 박나눔 교사의 실천 

무 가 지역사회 다면, 김예인 교사의 무 는 학교 안팎으로 다양하게 

존재했다. 그녀는 학교를 옮기더라도 “풍물패, 연극반을 늘 지도”했으며, 

학교에 풍물패가 없는 경우에는 손수 조직하기도 했다. 심지어 김 교사는 

“학교 생활하면서 제일 보람 있는 게 연극반”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느 

학교에서든 동아리 활동 지도에 열심이었다. 또한 김예인 교사는 숙련된 

예술가의 재능을 발휘하여 여러 차례 공연을 기획하고 직접 무 에 서기도 

했다. 김 교사는 교사 극단 소속으로 6번의 정기공연과 수차례의 집회극, 

학교극 등에 참여하여 교실 붕괴, 일제고사, 교사로서의 삶, 학부모와 학생 

등 당  교육의 화두들을 주제로 공연했다. 김 교사는 예술가로서의 활동이 

도덕 교사로서 겪은 “현실의 억압”들로부터의 “출구의 통로” 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예인 교사는 예원 학 연극원에 진학하여 아동청소년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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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사 학위를 취득하 다. 김 교사는 예원 학을 다니던 시절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로 회상하며, 특히 지도교수님으로부터 

의무감과 부채감을 내려놓고 “본성 로” 자유롭게 살라는 가르침을 받은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이야기했다. 김 교사는 예원 학을 다니며 

예술가로서의 개인적 정체성과 도덕 교사로서의 삶을 조화롭게 엮어낼 수 

있었다. 더불어 그녀는 “아이의 흐름을 보는” 연극 드라마 수업 방법을 

익히면서 “아이들에 한 소통능력과 이해가 더 높아졌다”고 말하 다. 

연극원을 졸업하며 복직했던 연주중학교에서 그녀가 “중학교 생활의 

피크”를 경험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다.

정리하면,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 정체성은 “실존적 고민”을 해소하는 

전략으로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개인적 정체성은 도덕 

교사이기에 외부로부터 받아온 기 와 압박들을 해소하는 기제로 

활용되었다. 박나눔 교사가 햇살사회복지 활동을 하면서 자기 삶의 

“자양분”을 얻은 것, 그리고 김예인 교사가 동아리 활동지도, 무  경험, 

연극원 학습을 통해 “출구의 통로”를 발견한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개인적 정체성은 도덕 교사로서의 실천을 개선하는 데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되었다. 박 교사는 햇살사회복지 활동을 통해 “교육의 양”을 

풍부하게 했으며, 김 교사도 연극 드라마 수업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나) 학습 경험 추구하기: “자기 성장의 갈증” 채우기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방안으로 교육기관, 교사 공동체 

등의 다양한 단체에 참여함으로써 학습 경험을 적극적으로 추구하 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이수한 바 있다. 

박나눔 교사는 도덕교육 전공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김예인 

교사는 아동청소년 전문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교육철학 박사과정을 

수료하 다. 이외에도 교사들은 교사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해 고등학교로 전보를 가는 등의 선택을 통해 배움의 

크기를 넓히고자 했다. 

먼저, 박나눔 교사에게서 두드러지는 학습 경험은 학위 취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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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모’ 참여로 별된다. 박 교사는 1995년 같은 학교 국사 선생님과 

아버지의 권유로 수리 학 교육 학원에 입학하여 1997년 생활제재를 

활용한 도덕 수업을 다룬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 다. 박 교사는 생애 

처음으로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가운데 “가르침에 학술적인 부분을 많이 

보완”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어 독서량을 늘렸고, 전문가들의 논의를 

수업에 활용하고자 했다. 이어서 2004년 박나눔 교사는 한 교수의 권유로 

명학 학 윤리교육과 박사과정에 지원했다. 박 교사는 박사과정 재학 중 

학회의 사무국장으로서 2009 개정 교육과정 투쟁에 참여했으며, 박사학위 

취득을 계기로 “1년에 책 한 권씩” 내겠다는 포부를 가지게 됐다. 그 

결과, 그의 독창적인 수업 방법들이 다른 교사들에게 확산될 수 있었다. 

이처럼 박나눔 교사는 학원 학습을 통해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감을 

얻었으며, 자신의 수업 방법을 논문, 단행본으로 출판하는 소득을 거뒀다.

박나눔 교사에게 ‘전도모’는 또 다른 학습의 장이었으며, 입직 

초기부터 성숙기에 이르는 내내 그에게 유의미한 자극을 제공하 다. 박 

교사는 1993년 ‘전도모’가 결성된 직후 가입하여 2010년까지 활동하 다. 

초임 시기 ‘전도모’는 그에게 있어 “자가치유의 한 방법”이었다. 

‘전도모’에서 명학 학 국민윤리교육과 출신은 소수에 불과했고, 

부분의 구성원들은 교육학과, 철학과를 졸업했거나 한국교원  

국민윤리교육과 출신 교사들이었다. ‘전도모’는 박 교사에게 

“도덕윤리교육을 비판하는 그룹”으로서, 당시 도덕 교육의 “태생적인 

한계”로부터 “각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집단으로 인식되었다. 

그는 ‘전도모’ 내에서 다른 도덕 교사들과 “좋은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도덕교육의 올바른 방향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김예인 교사의 생애사에서 두드러지는 학습 경험은 학위 

취득과 고등학교로의 전보 경험으로 별된다. 김 교사는 2000년 예원 학 

연극원에 입학하여 2003년 아동청소년연극 전문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이후 

교육연극의 전문가로서 교사 연수를 지도하거나 학과 연계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활동 역을 학교 바깥으로 넓혔다. 또한, 2013년 다리 

재수술로 병가를 내며 시작한 교육철학 공부도 그녀에게 유의미한 학습 

경험이었다. 김 교사는 교육철학을 공부하면서 “교육이라고 하는 건 일단 

전승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깨달았으며, 학교 교육에서 지식과 수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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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의미를 정립할 수 있었다. 

한편, 김예인 교사는 고등학교로의 전보를 통해 자신이 가르치는 도덕 

과목을 바꿈으로써 배움의 역을 확장하기도 했다. 김 교사는 1990년 발령 

받은 이래 2008년까지 5차, 6차, 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도덕 과목을 

가르쳤다. 2001년부터 적용된 7차 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보다 이념 

편향적인 색채가 옅어졌으나, 여전히 “가르칠 내용이 별로 없는” 

교과서 다. 이에 김 교사는 15년간 중학교에 재직하면서 “도덕 가르치는 

게 지긋지긋한” 상황에 이르 고, 교과 교사로서의 “자기 성장의 

갈증”과 “깊은 예술가가 되기 위한 갈증”을 채우기 위해 고등학교로 

전보를 가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학문적 성격이 강한” 과목들을 

가르치기 위해 다른 교사가 남긴 학습지나 철학 원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다. 그 결과, 김예인 교사는 도덕 교과가 “인문학을 담보”한다는 

데서 “교육과정 자부심”을 경험하게 됐으며, 이전보다 더 강한 확신과 

열정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정리하면, 교사들은 적극적으로 학습 경험을 추구하는 가운데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켰으며,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의 의미와 정당성을 

정립해갔다. 두 교사는 도덕 교육, 아동청소년연극, 교육철학 등 다양한 

전공을 공부하면서 학습한 바를 수업 개선에 활용할 자원으로 삼았다. 또한 

박 교사에게 ‘전도모’ 활동, 김 교사에게 고등학교로의 전보는 도덕 

교과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었으며, 교사들은 이를 통해 

교과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수업 실천 변화시키기 

가) 교과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기: “안테나를 다 열어놓고”

연구 참여자들의 “실존적 고민”은 교육 내용과 교사의 의식 사이의 

립에서 오는 내적인 분열에 그치지 않고, 한 사람의 교사로서 “애들에게 

이거를 가르치는” 것에서 오는 고뇌로 이어졌다. 교사들은 국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충실하게 가르치는 신, 각자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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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여 교과 내용을 풍성하게 만드는 전략을 취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무미건조한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살아 

있는 도덕수업’을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교사들이 취한 

구체적인 행위 전략은 수업을 위한 보조 자료들을 구하는 것, 그리고 교사 

공동체에서 획득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의 맥락에 관계없이 교과서 외의 보조 

자료들을 발굴하고자 노력했다. 박나눔 교사는 초임 시기 만화로 된 철학사 

책을 수업에 활용하여 무미건조한 교과서 내용을 보완하 다. 그는 

만화책의 사를 흉내 내거나 동작을 보여주는 식으로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 다뤄졌던 서양 윤리사상 부분의 수업을 개선하고자 했다. 또한 박 

교사는 노래, 음악, 시, 이야기 등의 ‘생활제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없을 거 같은” 수업을 바꾸는 자원으로 삼았다. 

마찬가지로, 김예인 교사도 초임 시기 “안테나를 다 열어놓고” 지내며 

수업에 활용할 자료들을 수집하는 데 골몰했다. 그녀는 교과서 내용을 

풀어내기 위해 라디오 프로그램의 사연들, 훈화집, 책, 화 등을 

발굴하느라 신경이 “24시간 열려” 있었다. 김 교사는 이렇게 수집한 

자료들로 “교과서를 받아서 재구성”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끄는 “생생한 

텍스트들”을 생성하고자 했다. 이처럼 학교급과 학교 특성은 달랐으나, 

도덕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실존적 고민”을 야기했던 도덕 교과서를 

“재구성”하기 위해 보조 자료들을 적극 활용했다.

다음으로, 도덕 교사 공동체인 ‘전도모’는 초임 시기 연구 참여자들이 

교육 내용을 보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전도모’는 1993년 결성되어 

2018년 현재까지 계간지 『도덕교육』을 출간해왔다. 2000년  이전까지의 

『도덕교육』을 살펴보면, 매 회보마다 교과서의 단원이나 새로운 주제와 

관련된 수업지도안이 게재돼 있었으며, 수업 사례와 참고 자료 등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보조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도덕교육』에는 협동 학습, MIE( 상활용교육) 등의 안적인 수업 방법, 

그리고 체벌 체 방안, 인권교육 등과 관련된 안적인 교육 지향점이 

실려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쓸 수 있는 건 가져오는” 방식으로 

『도덕교육』의 자료들을 활용하 다. 구체적으로 박 교사는 회보에 실린 

앙케이트 설문 자료를 수업에 활용했으며, 김 교사는 학교에 배부된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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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중 시청각 자료, 도서 자료 등을 수업의 보조 자료로 활용했다. 

요컨 , 연구에 참여한 도덕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 실천을 변화시키기 

위해 교과서 바깥의 보조 자료들을 발굴하고자 노력했으며, ‘전도모’에서 

발행했던 『도덕교육』 회보의 자료들을 참조하 다. 이 전략은 교사들의 

교직 초임 시기 동안 주로 활용되었으며, 교사들의 경력이 늘어남에 따라 

‘수행 중심 수업하기’ 전략으로 점차 체되었다. 

나) 수행 중심 수업하기: “삶 속으로의 수업”하기

‘수행 중심 수업하기’ 전략은 연구 참여자들이 교직 초기의 적응기를 

지나온 뒤 각자의 학교 맥락에 적응적인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론적인, 당위적인, 뻔한” 교과서를 극복하는 방법을 

“수행적 수업”에서 발견하고자 했다. 이때, 교사들은 ‘학교의 맥락’에 

의해 향을 받은 학습자들의 특성, 그리고 ‘개인의 맥락’에 의한 각 

교사의 개인적 정체성에 따라 “수행”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에 걸맞은 

수업 실천을 생성하 다.

박나눔 교사는 바람직한 덕목들을 학생들이 실천하도록 권유하는 식의 

‘수행 중심 수업’ 방안을 고안했다. 박 교사는 2부제로 운 되는 실업계 

학교의 특성상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아이들”을 상으로 

이론적·추상적인 내용들이 담긴 윤리 과목을 가르쳐야 했다. 박 교사는 

“이론과 추상성의 수업”을 “삶 속으로의 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졌으며, ‘공동체 지향적’이며 ‘실천 지향적’인 자신의 

성향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둘레의 공동체에서 선한 ‘롤 모델’을 

발견하도록 돕는 데 주력했다. 이에 그는 일종의 NIE 수업인 ‘선행록’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둘레의 “평범한 이웃들이 한 선한 행동”에 관련된 

신문기사를 노트에 붙이고, 자신의 주관적인 감상을 적도록 독려했다. 

2002년 도입된 ‘칭찬 수업’ 또한 같은 반 친구, 언론에 보도된 미담에 

한 학생들의 칭찬을 유도한 수업이며, 2008년 도입된 ‘꿈 교육’은 

독후감, 편지 쓰기, 명함 만들기, 연극하기 등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결합된 교육 방법이었다. 이상의 수업 실천들은 

학생들이 교과서 내용을 주입식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공동체에 소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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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들을 귀감으로 삼아 선 그 자체를 배우고 습관화하도록 하는 ‘수행 

중심 수업’이었다. 

한편, 김예인 교사는 학생들이 교과서의 개념들을 자기의 삶 속으로 

끌어와 “감성적으로 자기를 점검”해보도록 하는 ‘수행 중심 수업’을 

지향했다. 김 교사가 가르쳤던 중학교 도덕 과목은 “논쟁 중심적인 

도덕관”을 전제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 사람의 예술가로서 “감성의 

중요성”을 초임 시기부터 알고 있었으며, “386 세 ”의 시 정신에 따라 

교사에 의한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 반 했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김예인 

교사는 초임 시기 연극 수업, 발표 수업, 글쓰기 수업 등 학생들의 표현을 

독려하는 수업 방법을 도입했다. 특히, 중학교 생활의 “피크” 던 

연주중학교 재직 시기, 그녀는 7차 교육과정의 ‘나선형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수행 중심 수업’을 

심화·발전시키는 “패턴”을 완성하 다. 2008년 고등학교로 전보를 간 

이후에도 김 교사는 생활과 윤리 과목을 가르치며 허용적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북돋아주었다. 이처럼 김예인 교사는 

교과서의 추상적인 개념들에 해 학생들이 각자의 감성이나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는 수업 방법을 구안했다. 

이상의 수업 사례들은 학생들에게 가 닿지 못하는 무미건조한 교과서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에 해당된다. 한편으로, ‘수행 중심 수업하기’ 전략은 

교사 개인의 의식에 충실한 활동이며, 박나눔 교사는 ‘공동체 지향’과 

‘실천 지향’에 따라, 김예인 교사는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에 따라 

각자의 독특한 수업 방안을 창안하 다. 다른 한편으로 이 전략은 교과서 

내용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도덕 교과를 

개선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직 생활 내내 이 전략을 

고수함으로써 독특한 교과의 의미를 정립하 다.

다) 교과의 학문적 배경 활용하기: “철학을 완성하는 도덕”

‘교과의 학문적 배경 활용하기’는 연구 참여자들이 교과의 배경 학문 

중 하나인 철학을 활용하여 수업의 내용을 보완하고 교과의 정당성을 

확립했던 행위 전략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국민윤리교육과 학부 시절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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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의 배경학문을 뚜렷하게 인식하지 못하 다. 국민윤리교육과는 

‘학제적(inter-disciplinary)’ 성격을 표방하며, 규범과학인 윤리학과 정치학, 

북한학 등의 사회과학이 결합된 형태 다. 연구 참여자들은 도덕 교과를 

“이것저것 가져와서” 편의상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보았으며, “교사가 

배경으로 하는 세계”가 없다는 데서 “허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에 

도덕 교사들은 교과의 배경을 이루는 “학문의 세계”가 어떤 것일지에 

해 나름의 답을 고민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도덕 교과의 변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철학이 교과의 

배경 학문으로 정립되어왔다고 생각했다. 박나눔 교사는 도덕 교과의 

내용요소들의 부분이 “종교와 철학에서 추출한 것”이며, 2007 개정 

교육과정 관련 논의를 전후로 도덕과가 철학을 내용 요소로 포섭했다고 

평가하 다. 김예인 교사도 “윤리과가 사상이나 철학 부분을 담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도덕 교과와 철학의 

관계를 접한 것으로 이해하고, 철학의 내용과 관점을 도덕 교과에 

적용하고자 했다. 다만, 이들은 철학의 의미를 각자의 생애 경험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 같은 이해를 근거로 하여 도덕 교과의 

내용을 보완하고 교과 수업의 지향점을 설정하 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은 철학에 기반을 두고 도덕 교과의 내용을 

보완하 다. 이들은 생애 경험의 향으로 철학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해석했으며, 각자가 이해한 철학을 도덕 교과의 내용 요소로 활용하 다. 

박나눔 교사는 철학의 구성요소 중 윤리학과 종교에 관련된 내용들이 

“바람직한 삶의 기준”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으며, 주로 실천의 

지침이 되는 덕목들을 도덕 수업의 내용 요소로 활용하 다. 일례로, 박 

교사는 ‘칭찬 교육’과 ‘꿈 교육’ 등에서 관용, 중용 등 52가지 미덕이 

담긴 ‘미덕 카드(virtue card)’를 활용하거나, “철학자와 종교지도자들의 

언행들”을 인용하는 식으로 도덕 수업의 내용을 보완했다. 한편, 김예인 

교사는 철학의 “고유의 향기나 깊이”를 활용하여, 윤리적 관점과 

사상들이 단편적으로 소개된 교과 내용을 보완하 다. 김 교사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과 생활과 윤리 과목을 가르칠 때, 윤리사상이 나오게 된 

배경을 철학사의 흐름 속에서 스토리텔링 수업 방법을 통해 다뤘다. 이를 

통해, 그녀는 윤리적인 쟁점을 둘러싼 사유의 역사를 생생하게 소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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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자기 세계를 돌아볼 통찰력”을 길러주고자 했다. 

아울러 연구 참여자들은 철학에 근거를 두어 도덕 교육의 가치를 

재정립하기도 했다. 김예인 교사는 “사회의 기본적 전제를 가르쳐야 하는 

시 는 끝났다”고 말하면서, 그 신 도덕 교과가 ‘사유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때, 철학은 “자신의 앎과 세상의 

통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도덕 

교육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유의미한 배경으로 이해되었다. 이에 해, 

김예인 교사는 한나 아렌트의 ‘(공적)세계’와 ‘탄생성’ 개념을 활용하여 

‘사유하는 인간’을 기르는 도덕 교과가 철학이라는 거 한 세계를 배경에 

둬야 하는 이유에 해 설명한다. 

김예인: 기존 세대가 [점유하는 세계에서] 낯선 세대가 태어나. 그게 

‘탄생성’이야. 그리고 ‘세계’라는 게 있다는 거지. 그럼 

‘세계’와 ‘탄생성’이 늘 갈등을 빚어. ‘세계’는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들을 길들여내고, 또 ‘세계’가 보수화되지 

않고, 낡지 않으려면 이 아이들의 새로운 ‘탄생성’으로 또 

새로워져야 해. 이게 두 개가 잘 만나야 되는데, 요즘에 우리 

교육은 이 ‘세계’라는 거를 망각한 거지.

(중략)

나는 그렇게 해서 교과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수업 중에 

아이들이, ‘어, 내가 이런 생각도 할 줄 아네?’ ‘이런 말을 

할 줄 아네?’ 자기 속에 있는 지적인 면모라든지 진지한 

면모, 그리고 검토하는 면모, 비판적 면모들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 역량으로 확인할 때 긍정이 되고.

 (2018. 10. 19. 녹취록)

‘사유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은 “낯선 세 ”가 태어나는 데서 오는 

‘탄생성’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자기 세계와 주변 환경을 검토해볼 수 

있는 “생각”과 “말”의 도구를 필요로 한다. 철학은 “고유의 향기나 

깊이나 콘텐츠”를 갖는다는 점에서 훌륭한 도구들을 제공해주며, 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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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진입하도록 하여 각자가 가진 여러 면모들을 확인하고 스스로를 

“긍정”하도록 이끌어준다. 이에 따라 김 교사는 도덕 “교과 수업”의 

중요성을 ‘세계’를 소개하는 데서 발견하고, “철학사 이론 수업”에 

가깝게 수업을 전개하여 학생들을 ‘사유하는 인간’으로 교육하고자 했다.

3) 주변 세계 변화시키기

가) 학교 안팎의 부조리에 맞서기: “제도와 싸우는” 도덕 교사

“실존적 고민”은 교사의 “의식”과 도덕 교과 간의 립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자기 성장 추구하기’와 ‘수업 실천 

변화시키기’ 등이 주로 교사 개인의 “의식”에 충실했던 행위 전략에 

해당된다면, ‘주변 세계 변화시키기’는 다른 한 축인 도덕 교과와 관련된 

행위 전략에 해당된다. 이때, 교과와 관련된 주변 세계 중 도덕 교사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감지됐던 역은 학교 다. 당 의 학교는 ‘전교조  

구사 ’로 양분된 “하나의 전선”처럼 보 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친정부적’이라는 도덕 교사의 이미지와 이념 편향적인 교과서에 맞서는 

가운데 “최전선에 서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들은 학교 내부의 일상적인 

부조리들을 시정하고자 했으며, 더 나아가 교육계 전반의 문제들을 

시정하는 데도 관심을 두었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내에서 일상적으로 목격되던 권위주의적인 

행태들에 저항하 다. 이런 저항들은 부분 교장이나 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의 전횡을 향한 것이었다. 박나눔 교사는 사립 고등학교에 

재직하면서 이사장과 교장으로부터 무리한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인성고등학교는 이사장의 생일이나 기념일이 되면 선물 준비를 위해 

교사들에게 수금을 지시하는 등 부조리가 만연했다. 교장 또한 학급의 

사정에 지나치게 개입했는데, 일례로 박 교사의 학급 문집 제목이 『나이 

서른에 우리』라는 데 딴죽을 걸거나 현충일에 평화의 염원을 담은 ‘이 

세상에’라는 노래를 들려줬다는 이유로 박 교사를 호출했다. 박나눔 

교사는 “교장하고 등을 졌다”는 주변의 평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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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조리한 행태들에 해 합당한 이유를 요구하며 맞섰다. 

김예인 교사 또한 주로 교장들의 부조리한 요구들에 맞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해왔다. 김 교사는 초임 시기 교장의 『방학생활』 “강매” 요구를 

거절했으며, 스물다섯 살의 그녀는 복도 한 가운데서 교장과 거리를 

벌여야 했다. 이로 인해, 김 교사는 교장에 의해 연극반 본에 “빨간 

줄”이 그이거나, 합창곡 선정에서도 교장의 개입을 받는 등의 보복을 

당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에 굴하지 않고 어느 학교에 있더라도 부조리한 

동료 교사들의 행동에 맞서 싸웠다. 김 교사는 회기고등학교에 재직할 당시, 

교장, 교무부장이던 동 교과 교사가 교감의 묵인 하에 수업 시간을 

자의적으로 분배한 것을 목격하고 1년간의 투쟁 끝에 시정하 다. 이 같은 

일상적인 저항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학교에서 제도와 싸우는” 행위이자 

자신의 양심을 수호하는 방편으로 인식되었다.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전교조’에 소속되어 당 의 교육 현안들을 

둘러싼 다양한 투쟁에 참여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386 세 ’로서 교육 

전반에 한 문제의식을 가진 채 교직에 임했으며, 1990년 의 학교 맥락 

속에서 ‘전교조’를 교육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의 유일한 안”처럼 

여겼다. 박나눔 교사는 인성고등학교에 오자마자 선뜻 나서서 ‘전교조’에 

가입했으며, 1993년 해직교사 복직 서명운동, 90년  후반 NEIS 투쟁 등에 

참여했다. 이외에도 그는 사립지회에서 활동하며 소식지를 편집하는 등 

열성적으로 활동했기에 학교로부터 “늘 예의주시 상”으로 지목되었다. 

김예인 교사 또한 초임 시절부터 ‘전교조’에 가입하여 활동했다. 김 교사 

또한 90년 의 굵직굵직한 운동들에 참여했으며, 교사 극단 동료들과 함께 

‘전교조’ 서울지부의 행사에 공연을 올리기도 했다. 아울러 그녀는 

중학교 생활의 “피크” 던 연주중학교에서 분회장으로 활동하며 학교의 

“어른으로서 한 번쯤 해야 될 일”을 완수하 다. 

정리하면, 학교 내에서의 일상적인 저항과 ‘전교조’ 활동은 교사들이 

자신의 양심을 수호하고, 더 나아가 “제도와 싸우는” 행위 전략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저항하는 교사로 스스로를 구성해가는 가운데, 도덕 

교사에게 씌워진 ‘친정부적’이라는 이미지에 정면으로 저항하 다.



- 148 -

나) 교과의 개선에 참여하기: “일치단결된 노력”

‘주변 세계 변화시키기’에 속하는 또 다른 행위 전략은 ‘교과의 

개선에 참여하기’이다. 이 전략을 취한 연구 참여자는 박나눔 교사로, 그는 

‘전도모’와 전공 분야 학회에서 활동하면서, 국가 교육과정을 변화시키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 

먼저, 박나눔 교사는 2000년  초반 ‘전도모’의 일원으로서 2007 개정 

교육과정을 둘러싼 논쟁에 동참하 다. 전술한 것처럼, ‘전도모’는 

2000년  이전까지 수업 지도안, 수업 보조 자료, 안적인 수업 방법, 

안적인 지향점 등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전도모’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인 ‘철학함’을 기치로 내걸어 

도덕 교과 자체의 변혁을 시도했다. 특히, 김상봉 교수를 필두로 하는 

철학계 교수들은 기존의 도덕 교과가 ‘노예 도덕’을 퍼뜨리는 데 

봉사했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박 교사는 김상봉 교수가 강연한 ‘세계 

철학 사상사’ 세미나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데 일조하고, 철학계와 

윤리교육계가 논쟁을 벌 던 ‘전도모’ 연수에 참여하는 등 교과를 둘러싼 

논쟁에 간접적으로 참여했다. 그 결과, 박나눔 교사는 철학계의 비판을 

검토하며 이를 자신의 수업 실천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았으며, 그 결과 

도덕 교과의 정체성과 정당성에 한 고민들을 “해소”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박나눔 교사는 전공 학회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며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둘러싼 논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을 

둘러싼 논쟁이 학계 간의 이론적인 줄다리기에 가까웠던 반면, 2009 개정 

교육과정 개발 당시의 상황은 거의 “반 정부투쟁”에 가까웠다. 당시 도덕 

교과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집중이수제, 교과군 개편,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축소 모두에 향을 받았다. 즉, 집중이수제로 인한 매 학기 

안정적인 시수 확보의 어려움, 교과군 개편으로 인한 교과의 위상 저하, 

그리고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축소로 인한 고등학교에서의 시수 감소가 

도덕 교과에 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박나눔 교사는 학회 

사무국장으로서 교육과정 개정 공청회에 참여하고, 학회 단위 행사를 

조직했으며, ‘지부상소’ 퍼포먼스를 벌여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를 

공중에 알리고자 했다. 박 교사는 이렇게 “불의에 맞서서 싸워본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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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으면서 교육과정 개편을 “구성원들의 일치단결된 노력의 성과”로 

이해하게 되었다. 

정리하면, ‘교과의 개선에 참여하기’ 전략은 “실존적 고민”의 한 

축인 도덕 교과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행위를 뜻한다. 박나눔 교사는 

‘전도모’와 학회에서 활동하면서 도덕 교과의 개선과 존속을 이끌어내는 

데 앞장섰다. 박 교사는 이와 같은 실천 경험을 통해 교과가 부과했던 

“실존적 고민”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노력의 성과”로 

교과가 변화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3. 교과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

1, 2절의 논의를 참조할 때, 교과 교사 정체성의 형성은 ‘교과의 

특성’과 ‘개인의 맥락’ 사이에서 발생한 “실존적 고민”을 

해소해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의 맥락’ 

내에서 이와 같은 ‘정체성 긴장’을 더욱 극심하게 경험하 으며, 초임 

시기부터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행위 전략들을 취하 다. 본 

절의 전반부에서는 교과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을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하나의 순환적인 체계로 도시하여 Ⅴ장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체계화는 교사 정체성의 다층적이고 역동적인 성격을 

반 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나, ‘교과 교사 정체성’이라는 낯선 

‘현상(phenomenon)’을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 된다.

다음으로, 본 절의 후반부에서는 교과와 교사 정체성 형성의 관계에 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뤄진다. 도덕 교사의 사례에서, 교과 교사의 정체성 

형성은 체로 ‘개인의 맥락’에 충실한 행위 전략들에 의해 추동되었다. 

그럼에도 도덕 교과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비단 걸림돌로 작용했을 뿐 

아니라, 때때로 성장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에 연구자는 도덕 

교과가 교사 정체성 형성에 끼친 긍정적·부정적인 향들을 함께 

드러내고, 이를 이어지는 Ⅵ장 논의의 배경으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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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과 교사 정체성 형성의 구조

도덕 교사의 정체성 형성 구조는 아래의 [그림 Ⅴ-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림 Ⅴ-1] 도덕 교사의 정체성 형성 구조 

연구 참여자들은 ‘개인의 맥락’과 ‘교과의 특성’이 충돌하는 

가운데서 “실존적 고민”을 경험하 다. 교사들의 “실존적 고민”은 

일종의 ‘정체성 긴장’으로 이해될 여지도 존재한다. 위의 체계에서 

‘개인의 맥락’은 개인의 기질, 가치관, 정치 지향 등 개인적 정체성과 

관련되는 속성이라면, ‘교과의 특성’은 도덕 교사로서 가르쳐야 할 내용 

지식, 기 되는 역할 등 전문적 정체성에 관련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개인의 맥락’과 ‘교과의 특성’ 간의 충돌은 개인적 정체성과 전문적 

정체성 간의 ‘정체성 긴장’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존적 고민” 내지 ‘정체성 긴장’은 교사들이 처한 ‘학교의 

맥락’에 의해 매우 시급하게 해소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되었다. 특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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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초임 시기 “갈가리” 분열된 교직사회 속에서 

“보수적”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도덕 교사로 살아가야 했으며, 이는 

교사들의 수업 실천을 자기 검열과 자기 갈등에 맞서는 문제로 만들었다. 

그나마 도덕 교과의 내용적 특성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은 동교과 교사에 

의해 “터치” 받지 않은 채 다양한 행위 전략을 모색할 수 있었다. 동교과 

교사는 종종 수업 방법이나 시수 조정 문제로 갈등을 빚는 상이었으나, 

연구 참여자들은 체로 각자의 뜻을 관철시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다.

도덕 교사들이 취한 행위 전략은 크게 ‘자기 성장 추구하기,’ ‘수업 

실천 변화시키기,’ 그리고 ‘주변 세계 변화시키기’의 세 유형으로 

갈음될 수 있다. 세 유형의 행위 전략 중 위에 놓이는 것은 개인의 맥락에, 

아래에 놓이는 것은 교과와 관련된 전문적인 맥락에 충실한 것이다. ‘자기 

정상 추구하기’는 주로 교사 ‘개인의 맥락’에 기반을 둔 행위 전략으로, 

실존적 고민으로부터의 “출구의 통로”를 제공해주거나 한 인간으로서 

“자기 성장의 갈증”을 채우는 데 기여하 다. ‘수업 실천 

변화시키기’는 교사와 교과, 그리고 학생이 만나는 장(場)인 수업을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교사들은 ‘개인의 맥락’을 바탕으로 교과 

내용을 보완하거나 ‘수행 중심 수업’을 구안하 으며, 교과의 배경 

학문인 철학을 바탕으로 수업의 내용을 보완하고 정당성을 정립하고자 

했다. 끝으로, ‘주변 세계 변화시키기’는 교과와 결부된 세계에 맞서는 

행위 전략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도덕 교사의 이미지를 생산하는 ‘학교의 

맥락’에 저항하여 학교에서 “제도와 싸우는” 교사를 자처했다. 아울러, 

박나눔 교사의 경우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식으로 교과 그 자체의 개선에 일조하기도 했다. 

이상의 다양한 행위 전략들은 다시금 연구 참여자들에게 

환류(feedback)되어, 기존의 개인적 정체성과 전문적 정체성을 (재)생성하는 

‘정체성 작업’으로 연결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정체성 작업’을 통해 

(재)생성된 정체성(들)을 ‘협상’하는 가운데 새로운 행위 전략들을 

모색하 으며, 이와 같은 환류 과정은 매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다른 

결과를 낳게 되었다. 아울러, Ⅵ장에서 기술된 연구 참여자들의 각 전환 

시점별 생애사는 ‘정체성(들),’ ‘학교의 맥락,’ ‘실존적 고민,’ ‘행위 

전략’ 등의 분석적 개념에 의해 새롭게 진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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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덕 교과와 교사 정체성 형성의 관계

1) 도덕 교과가 야기한 ‘정체성 긴장’과 교사 정체성 형성

연구 참여자들은 초임 시기 학 시절의 경험, 이념 편향적이고 

무미건조한 교과서, 그리고 도덕 교과와 결부된 이미지 등으로 인해 

“실존적 고민”을 경험하 다. 이 중에서도 이념 편향적이고 무미건조한 

교과서는 “실존적 고민”의 핵심으로, 교사들이 여러 유형의 행위 

전략들을 취해 변화시키려 했던 상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당시 

교과서에서 비롯된 내적 갈등을 이념적인 립과 수업 실천상의 난점으로 

나누어 이야기했다. 먼저, 이념적인 립은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관철”하는 도덕 교과와 학생 운동을 겪은 ‘386 세 ’이자 ‘전교조’인 

교사들 간의 괴리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다음으로, 수업 실천상의 난점은 

“만물상 같은” 체계 없는 내용과 “너무 재미없는” 내용을 재구성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내는 일의 어려움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실존적 고민”이 초임 교사들의 단순한 ‘적응’ 

문제로 환원되거나 회피될 수 없던 이유는 개인적 정체성과 전문적 

정체성의 착도가 높은 도덕 교과의 특성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교사들은 

가치를 다루는 도덕 교과의 특성상 직업과 혼이 불가분한 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지적하 다. 박나눔 교사는 윤리는 수학이나 과학과 달리 

“가치를 다루는 학문”이므로, 도덕 교사들에게 “가르친 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으로 권장된다고 말한다. 김예인 교사도 도덕 교사들의 

“존재와 일의 착도”가 다른 교사들보다 더욱 가깝다고 말하 다. 김 

교사는 다른 교과 교사들에게 “교과서를 기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능했던 반면, 자신은 도덕 교과서를 가르치면서 “양심상” 교과 내용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도덕 교사들은 교과와 

일상적인 삶 사이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없었으며, 교과서의 

이념 편향적인 내용들은 교사들에게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제하는 

것”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이때, 교사들에게 수업 실천상의 난점을 

‘적응’으로 풀어내는 것은 각자의 혼을 저버리고 “저들의 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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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것과 다름없었으며, 유일한 선택지는 “싸워서 내 존재를 긍정”하기 

위해 ‘개인의 맥락’에 충실하여 수업 내용과 방법을 보완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도덕 교과는 내용 특성상 ‘정체성 긴장’을 함의하고 있었으며, 

교사들은 이에 따른 “실존적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행위 

전략들을 취하 다. 이때, 교사들은 교과가 강제하는 로 개인적 정체성을 

변화시키기보다, 오히려 ‘개인적 정체성 충실하기’ 전략을 취하여 교과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했다. 박나눔 교사는 ‘실천지향’과 

‘공동체지향’이라는 ‘개인의 맥락’을 발전시켜 햇살사회복지 등의 

지역사회단체에서 활동했다. 한편, 김예인 교사는 예술가로서의 개인적 

정체성에 충실한 가운데 ‘수행 중심 수업’을 전개하고, 크고 작은 무 에 

섰으며, 교육 연극을 전공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켰다. 그 결과, 김 

교사는 ‘촉진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여 학생들의 표현을 북돋아주는 

매개로 도덕 교과를 활용하 다.

정리하면, 교사들은 초임 시기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는 도덕 

교과를 ‘저항’의 상으로 인식하 다. 교과의 특성상, 교사들은 교과 

내용을 “기계적으로” 가르치는 식으로 ‘정체성 긴장’을 해소할 수 

없었으며, 게다가 무미건조한 교과서로 인해 “좋고 재미있는 수업”을 

해야 한다는 압박도 받았다. 따라서 이들의 “실존적 고민”은 단순히 

‘적응’의 문제로 환원되거나 회피될 수 없었으며, 이에 교사들은 개인적 

정체성에 충실한 방향으로 수업을 실천하면서 나름 로 교과의 의미와 

정당성을 정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립된 교과의 의미는 교사의 

개인적 정체성과 접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교사들은 “교과를 

변화시키면서 자기 변화”를 성취하 다. 

2) 도덕 교과가 제공한 학습 경험과 교사 정체성 형성

한편, 연구 참여자들은 도덕 교과로부터 교사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유의미한 자원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들에게 초임 시기 마주한 교과 내용은 

‘정체성 긴장’을 야기했으며, 개인적 정체성에 충실한 가운데 극복되어야 

할 상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교사들은 교과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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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성”하는 가운데 성장에 도움이 될 내용을 우연히 발견하거나, 혹은 

교과 내용이 제공할 수 있는 성장을 좇아 적극적으로 학교급을 옮기기도 했다. 

박나눔 교사는 교과서에 제시된 덕목들을 참조하여 수업을 구성하는 

가운데 ‘교행일치하는 교사’ 정체성을 형성하 다. 그는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들 중 이념 편향적인 것을 제외한 덕목들, 원리들, 이론들은 보전하고자 

했으며, 이것들을 학생들의 ‘필요’와 연관 짓는 ‘수행 중심 수업’을 

전개하여 이 같은 덕목들을 삶 속에서 “체화”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더 나아가, 박 교사는 교과서에 제시된 격언을 인상 깊게 받아들여 

자신의 교육관으로 삼기도 했다. 그는 5차 교육과정 적용 시기 국민윤리를 

가르치면서 교과서에 실린 왕양명의 “앎은 행함의 시작이고 행함은 앎의 

완성이다.”는 격언에 “팍 꽂혔다”고 술회하 다. 그는 이 말을 접하면서 

교사라는 신분상 “자기 삶 속에서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들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식하게 됐다. 이후 박나눔 교사는 가르치는 내용들을 

삶에서 구현하기 위해 햇살사회복지, 장애인자활센터 등 다양한 

지역사회단체에서 활동했으며, 그 결과 ‘교행일치하는 교사’의 정체성을 

형성하 다. 

한편, 김예인 교사는 “더 풍부한 예술가”로 성장하려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으로 교과를 활용하 다. 김 교사는 개인적 정체성에 

충실하여 다양한 ‘수행 중심 수업’을 실시하고, 아동청소년연극 전문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성장을 거듭하 다. 그러나 그녀는 중학교 도덕 과목의 

표피적인 내용으로 인해 그로부터 “적극적으로 추구할 만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온” 느낌을 받았다. 

이에 김예인 교사는 학문적 성격이 강한 과목들을 가르치기 위해 2008년 

고등학교로 전보를 갔으며, 그 해부터 윤리와 사상 과목을 가르치게 되었다. 

기존의 중학교 도덕 과목이 김 교사에 의해 채워져야 할 상이었다면, 

윤리와 사상 과목은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을 채워가기 급급할” 정도로 

김 교사에게 학습의 열망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김 교사는 다른 교사가 

만든 학습지를 롤모델로 삼고 철학 원전을 참조하여 수업을 준비했으며, 더 

나아가 교육철학 전공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켰다. 그 결과, 

김예인 교사는 “세워진 어떤 세계를 전수”하는 “학문의 전수자”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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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교과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 이해

Ⅵ장에서는 Ⅳ장과 Ⅴ장의 분석에 기반을 두어, 도덕 교사의 정체성 형성 

사례가 교과 교사 일반의 정체성 형성과정과 그 특성을 이해하는 데 던질 

수 있는 시사점들을 검토한다. 본 연구는 도덕 교과라는 매우 특수한 

사례를 상으로 자료 수집과 분석이 이뤄진 만큼, 일반적인 교과 교사 

정체성 개념을 이해하는 데 매우 부분적인 설명만을 제공한다. 이에 

연구자는 연구의 분석 결과를 Ⅱ장 이론적 배경의 내용과 연결 지음으로써, 

기존의 이론적 논의들을 보완하는 데 본 연구가 제공할 수 있는 기여를 

드러내고자 했다. 

1절의 논의는 ‘적응’의 관점에서 논의된 기존의 교과 교사-되기 이해가 

‘정체성 긴장’의 ‘협상’하고 ‘정체성 작업’으로 새롭게 해석될 

여지를 드러낸다. 이어지는 2절의 논의는 학교 교과의 의미를 다양한 

이데올로기들이 작용한 구성물로 이해할 때, 이데올로기의 향으로부터 

교사(들)가 벗어날 수 있는 ‘저항’의 전략들을 탐구하 다. 끝으로 3절의 

논의는 교사의 활동 ‘무 ’로서 국가 교육과정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그것의 변화가 교과 교사 정체성에 끼치는 향을 ‘계열성,’ ‘범위,’ 

‘지위’의 분석적 개념을 바탕으로 재구성하 다. 

1. 정체성 긴장의 해소 과정으로서 교과 교사-되기

선행연구들은 교과 교사-되기 과정에서 교사들이 겪는 난점을 주로 

전문성의 측면에서 지적해왔다. 전문성의 결여는 국어, 과학, 지리, 사회, 

체육 등 다양한 교과 교사들이 경험했던 문제로, 교과 교사로서의 교육 

철학 부재(박상봉·황숙 ·안양옥, 2014), 생활지도와 교실 관리에서의 

어려움(이희용, 2007; 우지만·백종수, 2011), 수업 전문성의 결여(김효정 외, 

2013; 김 훈, 2015; 정 희 외, 2015; 장서이 외, 2018) 등이 지적되었다. 이 

같은 난점들은 교사 학습 공동체 참여, 학원 진학 등 적극적으로 학습 

경험을 추구하고, 교직 경력이 누적됨에 따라 해소되었다. 이렇듯, 교과 

교사-되기는 체로 전문성을 함양하여 전문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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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과정으로 이해되어왔다.

반면, 도덕 교사의 사례는 교과 교사-되기의 과정이 개인적 정체성과 

전문적 정체성 사이의 ‘정체성 긴장’을 극복하는 문제로 접근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Beijaard & Meijer, 2017). 도덕 교사들은 입직 이전의 생애 

경험들을 통해 독특한 가치관과 신념을 정립하 으며, 1980년  학가의 

시·공간적 배경 속에서 ‘386 세 ’ 정체성을 형성하 다. 그러나 

교사들은 반공을 유도하고 권위주의 정권의 이념이 담긴 도덕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했으며, 교과와 결부된 ‘친정부적’ 교사라는 이야기 

정체성을 부여 받았다(Gee, 2000). 이에 연구 참여자들은 도덕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적 정체성과 개인의 의식 사이에서 “화해할 수 없는 

불화”를 감지했으며, 다양한 행위 전략들을 통해 ‘긴장’을 해소하면서 

독특한 교과 교사 정체성을 형성하 다.  

또한, 도덕 교과의 사례에서 독특한 점은 교과의 특성이 ‘정체성 

긴장’의 정도를 심화하는 데 향을 끼쳤다는 사실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도덕 교과가 삶의 전 역에서의 가치 판단을 다룬다는 점에서 수학, 과학, 

음악, 미술 등의 교과와 구별된다고 보았다. 이들은 다른 교과와 달리 도덕 

교과를 “기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왜냐하면 

좋은 삶과 올바른 삶에 해 가르치는 교과의 특성상 가르치는 내용과 

교사의 삶이 괴리되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더불어,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학생의 도덕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적 

정체성과 전문적 정체성의 경계를 초월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Lasky, 2005; 

Carr & Skinner, 2009; Campbell, 2012), ‘도덕 교사’들은 ‘도덕’ 교과와 

‘교사’라는 이중의 책임 속에서 ‘정체성 긴장’을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 참여자들이 이를 “실존적 고민” 내지 “한 

인간으로서의 고민”으로 표현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도덕 교사의 사례를 참조할 때, 교과 교사-되기는 ‘정체성 긴장’의 

‘협상’ 과정으로, 혹은 ‘정체성 작업’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으로, 교과 교사-되기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적 정체성과 개인적 

정체성 사이의 ‘긴장’을 ‘협상’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Akkerman & Meijer, 2011), 도덕 교사의 사례에서는 교과의 특성에 

의해 야기된 ‘긴장’의 양상이 두드러졌으며, 그 결과 교사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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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과정이 개인적 정체성과 전문적 정체성 간의 ‘협상’임을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교과 교사-되기가 

교사를 둘러싼 윤리적-정치적 축들을 검토함으로써 주체적으로 교사 

정체성을 주장·선언하는 ‘정체성 작업’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Clarke, 2009). 연구 참여자들은 학 시절의 경험, 도덕 교과서, 

‘친정부적’이라는 이야기 정체성을 통해 도덕 교과에 반 된 권위주의 

정부의 이데올로기를 감지하 다. 이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이 취했던 

다양한 행위 전략들은 ‘정체성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듯, 도덕 교사의 사례는 교과 교사-되기가 ‘적응’보다는 ‘협상’과 

‘정체성 작업’의 측면에서 더욱 역동적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도덕 교사의 정체성 형성과정의 특징은 다른 교과 교사-되기의 사례를 

이해하는 데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도덕 교과는 1972년 10월 유신 직후 

고시된 3차 교육과정부터 교과의 지위를 획득하 으며, 국민윤리교육과가 

1981년 전두환의 통령령에 의해 설치되는 등 권위주의 정부의 향을 

가장 많이 받은 교과 중 하나이다. 이 점에서, 도덕 교사-되기는 매우 

특수한 사례임에 틀림없으며, ‘정체성 긴장’과 ‘정체성 작업’이 

두드러진 것도 이러한 배경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그런데 ‘시민성 

교육(civic education)’ 관련 과목들의 교사들은 한국 도덕 교사의 정체성 

형성과 유사한 과정을 따를 여지가 존재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시민성 교육(civic education)’ 관련 과목들은 지역·국가의 

맥락에 따라 ‘생성되는(emergent)’ 특성을 가지며, 특히 시험 문화와 

국가주의의 경향을 공유하는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전문적 정체성과 관련된 

쟁점이 두되었다(Lee & Manzon, 2017). 그렇다면, 한국에서 시민성의 

함양과 관련된 사회, 지리, 역사 교과 교사들 또한 맥락에 의해 요구된 것을 

개인적 정체성과 ‘협상’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교과에 

반 된 국가주의의 성향을 비판적으로 독해하는 ‘정체성 작업’을 수행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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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교과의 존재구속성과 교과 교사의 저항

지식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지식은 지배 계급의 이해관계가 담긴 

이데올로기와 기존의 체제를 변혁하려는 세력의 유토피아 의식의 각축 

속에서 구성되는 ‘존재구속성’을 갖는다(김봉석, 2010). Mannheim에 

따르면, 인식 주체는 ‘종합관찰적인’ 사회적 인식 방법인 상관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존재 구속적인 지식을 총체론적(holistic)으로 인식할 수 

있다(p. 14). 그리고 상관주의의 핵심에는 자아와 타자의 변증법적 만남을 

통해 공통의 경험을 형성하려는 상호주관성 또는 ‘공감’이 존재한다. 

인식 주체는 ‘의미 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s)’와의 의사소통과 

‘공감’에 의하여 사회적인 타당성을 확보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지식사회학의 주요 개념들은 도덕 교과의 특성과 교사들의 실천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분석 틀로 활용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학교 

교과는 정치, 경제, 사회적 힘이 작용한 사회적 구성물로 이해될 수 

있으며(이상은, 2013),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분쟁과 갈등에 의해 구성되는 

특성을 지녔다(Young, 1988; Goodson, 1998). 특히, 도덕 교과는 정치적인 

변화와 궤를 같이 하여 ‘지위’ 변동이 극심했으며, 교과의 내용이 

교사에게 “실존적 고민”을 야기할 만큼 이념 편향성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도덕 교과의 특성은 ‘존재구속성’의 개념으로 보다 상세하게 

분석될 수 있으며, 나아가 교사들의 “실존적 고민”과 행위 전략들도 

‘종합관찰적인’ 상관주의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 시절부터 초임 교사시기까지 학교 교과에 반 된 

이데올로기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통령령에 의해 

신설된 명학 학 국민윤리교육과 학부에 입학하 으며, 이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안기부의 프락치,” “국민들을 이념 교육시키는 

교과”라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이들은 ‘언더써클,’ ‘탈반’에서 

활동하며 학내외 정치 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한 ‘386 세 ’ 으며, 

학과의 성립에 개입된 정권의 입김을 “원죄”로 인식하 다. 교사가 되어 

경험한 도덕 교과 또한 학 시절과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를 내포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교사들이 인식하기에, 1990년 의 도덕 교과서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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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이념과 ‘반공’ 정신을 전달하는 수단이었다. 게다가 도덕 

교사들은 동료 교사들로부터 ‘친정부적’이고 ‘보수적’이라는 이미지를 

부여받기도 했다. 이처럼 교사들은 학과 내에서의 경험 및 교사로서의 수업 

경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그리고 학 및 학교 구성원들이 부여한 

이미지에 의하여 교과가 갖는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확인하 다. 아울러 

교과에 내포된 이데올로기는 연구 참여자들이 학 시절 형성한 ‘386 

세 ’ 정체성과 비되면서 더욱 명료하게 인식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렇듯 ‘386 세 ’의 유토피아 의식과 도덕 교과의 

이데올로기가 충돌하면서 교과의 ‘존재구속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 실천 내에서의 변화 노력’과 ‘교과를 비판하는 

집단과 교류’하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지배 세력의 이데올로기에 

저항하고자 했다. 먼저, 수업 실천에서의 변화는 교과서를 재구성하거나 

이데올로기가 담긴 내용을 빼고 가르치는 전략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단원의 제목과 소제목들만 가져와서 외부 자료를 덧붙이는 식으로 도덕 

교과서를 재구성했다. 또한 반공 이념이 담긴 내용을 가르칠 때, 연구 

참여자들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을 쳐내거나 “ 충 넘어가는” 

소극적인 전략을 취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교과를 비판하는 집단과의 교류는 연구 참여자들의 ‘전도모’ 

활동을 들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초임 시기부터 ‘전도모’에 가입해 

활동했다. 이들은 ‘전도모’ 활동을 통해 도덕 교육의 올바른 방향에 해 

고민해볼 수 있었다고 회상한다. ‘전도모’의 회지인 『도덕교육』은 수업 

지도안과 보조 자료들, 그리고 안적인 수업 방법과 교육관 등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일깨워주었다. 아울러 ‘전도모’에서 명학 학 

국민윤리교육과 출신은 소수 으며, 구성원들 다수가 1981년 

교원양성체제 개편 이전에 입직한 15개 학과 출신이거나, 한국교원  

국민윤리교육과 출신이었다. ‘전도모’ 교사들의 다양한 출신 배경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좋은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타자’로 

인식되었다. 특히, ‘전도모’ 교사들은 2000년  이후 ‘철학함’ 개념을 

중심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 당시 도덕 교과의 변화에 앞장서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당시의 논쟁에서 제기된 주장들을 자원으로 삼아 “사회 

변화의 주체로 키워”내는 도덕 교육을 자신의 교육 목표로 정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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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교과의 사례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존재구속성’을 인식하고 

극복해온 과정은 모두 ‘의미 있는 타자’와의 만남을 통한 

‘종합관찰적인’ 상관주의로 설명될 수 있다. 도덕 교사들이 교과의 

‘존재구속성’을 인식한 것은 이들의 자아를 구성하던 ‘386 세 ’ 

정체성의 향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내면의 목소리와 지배 세력의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불일치를 감지하고, 이로부터 교과의 

‘존재구속성’을 인식하 다. 이렇게 인식된 ‘존재구속성’은 도덕 

교과를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했던 ‘전도모’ 교사들과의 만남 속에서 

극복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도덕교육』 회보와 ‘전도모’ 교사들과의 

직·간접적인 만남에 의해 교과에 한 총체론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전도모’가 생성한 유토피아 의식은 연구 참여자들의 

교과관 형성에 지 한 향을 끼치기도 했다. 이렇듯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 

안팎의 ‘의미 있는 타자’와의 만남으로 ‘종합관찰적인’ 시각을 

획득했고, 이를 교과의 ‘존재구속성’을 초월하는 저항의 발판으로 삼았다. 

한편, 이상의 논의들은 교사 정체성 형성 요인 중 하나인 ‘동료 

교사와의 협력’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개진해준다. ‘동료 

교사와의 협력’은 학교 안팎의 동료 교사들과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은 참여 교사들의 수업 실천이 향상되었고 전문적 

정체성을 형성했다고 보고하 다(김효정 외, 2013; 김 훈, 2015; 송경오, 

2015). 그런데 ‘전도모’의 사례는 교사학습공동체가 ‘종합관찰적’인 

인식을 가능케 함으로써, 교과의 ‘존재구속성’을 극복하는 데 기여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도덕 교과와 같이 내용의 특성상 동교사들 간의 업무 

협력과 간섭이 매우 낮은 교과 교사들의 경우(Stodolsky & Grossman, 1995), 

교사학습공동체는 도덕 교사들이 ‘의미 있는 타자’와 교류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전문적 맥락일 수 있다. 이렇게 접근된 교사학습공동체는 

이데올로기의 인식과 유토피아 의식의 생성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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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교육과정 개정과 교사 정체성 형성의 관계

국가 교육과정 개정은 교사들의 실천이 이뤄지는 ‘무 ’의 배열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본 논문의 연구 사례인 도덕 교과는 국가와 

지역의 맥락에 따라 ‘구성되었음(constructedness)’을 특징으로 하며(Lee 

& Manzon, 2017), 교과의 내용과 관련된 합의 정도가 약하고 새로운 지식, 

이론의 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규정성’과 ‘고정성’이 낮은 

편이다(Stodolsky & Grossman, 1995). 도덕 교과는 7차 교육과정에서 교과의 

‘지위’와 ‘계열성’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의 ‘범위’가, 

끝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의 ‘지위’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이처럼 교과의 ‘계열성,’ ‘범위,’ 그리고 ‘지위’의 잦은 변동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교육 실천의 제약이자 자원으로 작용하 으며, 종국에는 

교사의 정체성 형성에도 향을 끼쳤다. 본 절에서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으로 위의 세 가지 속성들이 변화되었을 때 교사들의 실천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보이고, 교과 변화와 교사 정체성 형성의 관계에 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먼저, 도덕 교과의 ‘계열성’은 이전의 학습 경험이 이후의 학습에 

선결조건으로 작용하는지의 여부와 관련되며, ‘나선형 교육과정’이 

표방된 7차 교육과정에서 그 변화가 두드러졌다. 1997년 7차 교육과정의 

고시에 따라, 1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과정이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으로 

재편되었으며, 중학교 1~3학년 도덕 과목과 고등학교 1학년 도덕 과목이 

하나의 계열로 묶이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의 맥락에 따라 

‘계열성’ 변화의 향을 다르게 받았는데, 중학교에 재직했던 김예인 

교사는 전 학년의 하나의 패턴으로 묶이는 데 착안하여 중학교 도덕을 

하나의 거 한 ‘프로젝트’로 운 하 다. 반면,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직했던 박나눔 교사는 학교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전문 교과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중학교 도덕과 연계된 고1 도덕만을 가르치게 되었다. 박 

교사는 이전보다 내용이 폭 축소된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했으며, 이를 

“교과서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기회로 삼아 ‘칭찬 교육(2002년)’과 

‘꿈 교육(2008년)’ 등의 수업 방법을 개발하 다. 이처럼 ‘계열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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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내용 구성의 변화와 내용 요소의 감소를 초래하 으며, 교사들은 

수업 실천을 체계화하거나 새로운 수업 방법을 구안하는 식으로 이 같은 

변화에 적응하 다. 

다음으로, 도덕 교과의 ‘범위’는 교과를 구성하는 학문 분과의 수와 

관련되는 것으로, 윤리학적 접근을 강조하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변화가 두드러졌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은 도덕 교육계와 철학계의 첨예한 

논쟁이 봉합된 결과물로, 이 시기부터 도덕과의 성격은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연관된 여러 학문의 접근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정립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과정 개정 

이전부터 도덕 교육의 개선을 위해 철학이나 윤리학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이러한 판단에 부합하는 변화로 

인식되었다. 오히려, 교사들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윤리와 

사상과 생활과 윤리 과목들을 가르침으로써, 철학과 윤리학을 학습하는 

“자기 성장”의 계기로 삼기도 했다. 

끝으로, 교과의 ‘지위’는 교육과정 편제표 내에서 특정 교과의 

상 적인 위상을 뜻하며, 도덕 교과는 ‘지위’의 변동이 매우 두드러지는 

특성을 갖는다. 도덕 교과는 1972년 10월 유신 직후 개정된 3차 

교육과정에서 ‘교과’ 지위를 획득했으며, 이후 두 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에서 필수 교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 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집권과 

함께 개정된 6차 교육과정에서 도덕 교과는 수위 교과의 지위를 

상실했으며, 7차 교육과정 개정으로 고등학교 필수 과목이 고1 도덕으로 

축소되었다. 특히, 집중이수제, 교과군 개편,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축소를 

골자로 하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 도덕 교과의 ‘지위’는 전례 없이 

크게 변동되었다. 즉, 도덕 교과는 집중이수제의 도입으로 매 학기 시수 

확보가 어려워졌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군 개편으로 사회(역사/도덕 

포함)군 내에서의 조정에 의해 시수가 결정되었다. 또한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축소로 고등학교 도덕 과목은 더 이상 필수 교과가 아니게 

되었다.

이처럼 도덕 교과는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라 꾸준히 ‘지위’가 

하락해왔으며, 특히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과의 변화된 ‘지위’에 적응하여 수업 실천에 활용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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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나, 체로 교사 생애를 통해 정립한 ‘패턴’을 위협받게 되었다. 

‘지위’ 하락이 두드러졌던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 연구 참여자들은 매 

학기 수업 시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는 데 불만을 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집중이수제로 인해 1학기에는 일주일에 2시간씩 도덕을 

가르치고, 2학기에는 지리나 세계사 등 상치과목을 가르치기도 했다. 아울러 

교과군 개편으로 도덕 교과의 시수는 사회 교과군 내에서의 역학 관계, 

그리고 교과 군 사이의 역학 관계 속에서 결정되었다. 특히, 공립학교 

교사들은 교과군 내에서의 시수 경쟁에 릴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을 

맡기도 했으며, 심할 경우 전입 1년 만에 학교를 다시 옮겨야 했다. 이렇듯 

교과의 ‘지위’ 하락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10년 가까이 해온” 수업 

실천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으로, 그리고 “2년 동안 적응하면 3년 동안 내 

일 하는” 교사의 ‘루틴’을 깨뜨리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상에서 논의된 교육과정 개정과 그것이 교사에게 끼친 향을 

정리해보면, ‘범위’나 ‘계열성’과 같이 교과의 내용 체계와 관련된 

변화보다 ‘지위’와 관련된 변화가 교사들의 실천에 큰 향을 끼쳤다. 

교사들은 “실존적 고민”을 해소하는 가운데 수업의 내용과 방법 두 

측면에서 나름 로의 ‘노하우’를 형성했으며, 따라서 교과 내용 체계의 

변화는 이들의 ‘노하우’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문제만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도덕 교과의 ‘지위’ 변화는 

교사들의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향을 끼쳤다. 도덕 교과의 ‘지위’ 

변화는 교사들이 오랜 시간 형성해온 ‘루틴’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으며, 그것은 “삶의 습관을 한 학기에 어떻게 바꿔요.”라는 

박나눔 교사의 말처럼 교육의 실패로 여겨졌다. 더 나아가, ‘지위’의 

빈번한 변동은 교사의 한해살이를 ‘불투명’하고 ‘예측불가능’하게 

만들며, 이는 불안감과 소진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지위’의 변동을 “모든 과목의 기초가 다 흔들리는” 상황으로 

경험했으며, 이로 인해 “정체성에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국어과(김중신, 2011; 구본관·이관희, 2013; 박미연, 

2018), 도덕과(황인표, 2012; 정탁준, 2017), 사회과(정길용, 2007; 한춘희, 

2012), 예체능 교과(이동남, 2008; 조 현, 2014) 등 거의 모든 교과의 각론 

연구자들은 교육과정 개정이 교육 외적인 논리와 총론의 요구, 학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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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에 향을 받아 이뤄졌었음을 지적하 다. 이처럼 다수의 학교 

교과는 국가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내용 체계와 지위 모두에 있어서 

불연속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아울러 2007년 이후 국가 교육과정 개정이 

수시 개정 체제로 전환되면서, 교과 교육과정의 전면적·총체적인 개정 

또한 더욱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 2007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된 

지 2년 만에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이로부터 2년 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각론이 고시되는 등 국가 교육과정의 파행적인 개정이 

교육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도 일었다.13)

이때, 교과 ‘지위’ 변동이 교사들의 ‘루틴’을 훼손하고, 종국에는 

정체성 혼란을 야기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도덕 교사들은 교과 ‘지위’의 

하락으로 인해 시수 확보가 어려워졌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도덕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전문직으로서의 책임(Campbell, 2012)을 다하지 

못한다는 데서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 다. 이러한 상황은 여타의 모든 

교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특히 도덕과 같은 교과군에 속하는 

일반사회와 지리 교과, 그리고 적은 시수를 배정받는 예체능 교과의 

교사들은 도덕 교사들과 유사한 정체성 혼란을 경험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향후 국가 교육과정 개정은 특정 교과의 시수와 필수/선택 교과 여부 등 

교과의 ‘지위’와 관련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교과 교사의 ‘루틴’을 

고려하여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은 

존중받아야 할 권리이며, 단위 학교가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 하는 권리 또한 교육과정의 분권화. 지역화, 자율화를 강조하는 

최근의 추세를 고려한다면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김진욱·이용환, 2015). 

그러나 학생과 단위 학교의 권리 못지않게, 자신의 생애경험을 통해 교과의 

지향점과 학습 경로를 상정해온 교사들의 목소리는 궁극적으로 교육의 

성공을 성취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국가 

교육과정 개정은 각 교과별로 교사들이 암묵적으로 형성해온 ‘루틴’을 

확인하고, 최 한 그것을 존중하고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13) 한겨레(2015. 3. 16). “교육과정 너무 자주 바뀌어…최소 5년 이상 건드리지 말자”. 
http://www.hani.co.kr에서 2019. 1. 2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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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교과와 교사 사이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교과 교사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교사가 교과와 관련된 내용 지식, 

기능 등을 숙달하여 종국에는 교과와 ‘통합’된 정체성을 성취하는 것으로 

교과 교사 정체성의 형성을 설명하 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에서는 교사 

정체성 개념의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속성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른 교과의 변화가 교과 교사에게 야기하는 ‘긴장’이 

소홀히 다뤄졌다. 이에 연구자는 도덕 교사를 사례로 하여 교과 교사의 

정체성 형성과정과 그 특징을 드러내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 정체성 개념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고 국가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는 아래의 세 가지 

연구문제들을 설정하 다:

첫째,  우리나라 교사의 교과 교사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둘째, 우리나라 교사의 교과 교사 정체성 형성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교과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이 교사 정체성 개념의 이해와 

국가 교육과정 개정 방향 설정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생애사 연구 방법을 활용하 다.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생애경험을 사회적 조건과 연결지어 탐구하는 

방법론으로, 교과 교사의 삶과 교과 변화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기에 

적합하다. 이 연구는 20년 이상 교사로 재직했고 교직 경험에 해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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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기억력을 가졌으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면담이 가능한 도덕 교사 

2인을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 연구 참여자들은 초임 시기부터 도덕 

교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수업 방법들을 시도해왔으며, 다양한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며 교과 자체의 개선을 위해 힘쓴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도덕 교과와 교사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를 드러내기에 적합할 것으로 기 되었다. 

첫 번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들은 다섯 국면으로 구별되는 

생애 경로를 지나오며 각자 독특한 교과 교사 정체성을 형성하 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학 시절 학과로부터 도덕 교사가 되기 위한 기능과 자질을 

교육받지 못했으며, 이후 가족을 건사해야 한다는 이유로 본인의 욕망과 

상관없이 교사가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 그리고 

학 시절의 생애 경험에 의해 형성된 개인적 정체성에 근거하여 교과서를 

재구성하고 수업 방법을 창안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 다. 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각각 ‘교행일치하는 교사’의 정체성과 ‘촉진자’ 및 

‘학문의 전수자’ 정체성을 형성하 다. 

먼저, 박나눔 교사는 유년기 및 청년기, 학 시절, 입직 초기부터 

10년간의 성장, 도덕 교사로서의 성숙기, 2009 개정 교육과정 반  투쟁기 

등 다섯 국면을 지나오며 ‘교행일치하는 교사’  정체성을 형성하 다. 

박나눔 교사는 공동체 지향적인 분위기의 농촌 마을에서 성장하 으며,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과 담임교사의 권유를 고려하여 명학 학 

국민윤리교육과에 83학번으로 입학하 다. 박 교사는 학과로부터 도덕 

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지도를 받지 못했으며, 

학과의 기원으로 인해 ‘안기부의 프락치’로 몰리는 상황에 열패감을 

느꼈다. 이에 그는 ‘안에서 찾을 수 없는 걸 밖에서 찾는’ 노력으로 

학내정치조직과 야학 활동 등 실천적인 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했다. 박나눔 

교사는 유년 시절과 학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체 지향적이고 실천 

지향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도덕 교사가 된 이후에도 자신의 

가치관을 수업에 녹여내어 ‘선행록,’ ‘생활제재’ 수업, ‘칭찬 교육,’ 

‘꿈 교육’ 등의 수업 방법들을 고안하 다. 이상의 수업 방법들은 

학생들이 주변 공동체에서 조우하는 선한 인물들을 본받고, 미덕을 

일상에서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아울러 박 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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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도덕교사모임과 전공 관련 학회에서 활동하며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 두 시기에 걸쳐 도덕 교과의 개선을 위해 힘썼고, 또한 

햇살사회복지 등의 사회복지단체에서 활동하며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을 

학교 안팎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했다. 이렇듯 박나눔 교사는 학생의 흥미를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수업을 개선하는 동시에 자신이 가르치는 로 

살아가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그는 수업에서 가르친 로 일상에서 

실천하는 ‘교행일치하는 교사’의 정체성을 형성하 다. ‘교행일치하는 

교사’의 정체성은 유년 시절과 학 시절 형성된 공동체 지향적이고 실천 

지향적인 가치관에 더해, 도덕 교사로서 가르치는 교과서 내용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결합된 결과물이었다. 

다음으로, 김예인 교사는 유년기 및 청년기, 학 시절, 입직 초기부터 

10년간의 성장, 연극원과 그 이후, 고등학교 전보와 그 이후 등 다섯 국면을 

지나오며 ‘촉진자’이자 ‘학문의 전수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 다. 

김예인 교사는 유년 시절부터 남다른 감수성과 예술적인 자질을 갖고 

있었으며, 아버지를 여읜 뒤 갖게 된 부채감을 이겨내기 위해 공부에 

매진하여 명학 학 국민윤리교육과에 85학번으로 입학하 다. 박 교사와 

마찬가지로, 김 교사 또한 학 시절 ‘국책 교과’라는 비판을 듣는 

학과와 불화를 경험했으며, 자신의 예술적인 기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문화예술동아리 ‘탈반’에 가입한다. 그녀는 ‘탈반’ 활동에 푹 빠져 

들어 한 때는 ‘무용수로 살고 싶은’ 마음을 품기도 했으나, 가족들을 

건사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인해 도덕 교사가 되기로 결심한다. 예술가 

김예인은 당시의 이념 편향적이고 무미건조한 교과서를 극복하기 위해 

‘아이들을 보고 싶다는 궁금증’을 발휘하여 다양한 수행 중심 수업을 

전개하 다. 김 교사는 학생들의 활동을 자극하여 결론을 스스로 내도록 

유도했으며, 이는 그녀가 ‘촉진자’라고 부르는 정체성이 형성된 계기 다. 

또한 그녀는 학 시절 동료들과 교사 극단을 결성하여 교육계의 여러 

문제들을 비판하는 마당극을 수차례 무 에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2000년 

‘교실 붕괴’ 사태가 확산되고 교사 극단 동료들이 결혼을 계기로 하나 둘 

떠나면서, 김예인 교사는 연수 휴직을 내고 연극원에 입학하여 잠시 

휴지기를 갖는다. 이 시기 연극원의 지도 교수로부터 ‘본성 로 살라’는 

가르침을 받은 뒤, 김예인 교사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은 ‘부채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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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어버리고 학교로 복귀해 중학교 생활의 ‘피크’를 맞이한다. 이후 

그녀는 2008년 고등학교로 전보를 신청한 것을 계기로 학문적인 성격이 

짙은 도덕 과목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인류 문명이 축적한 인간화된 가치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학문의 전수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 다. 

이처럼 김예인 교사는 유년 시절과 학 시절 동안 발견한 기질을 바탕으로 

‘촉진자’의 정체성을, 고등학교 전보를 계기로 하여 ‘학문의 전수자’ 

정체성을 형성해왔다. 

두 번째 연구 결과인 교과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은 두 교사의 정체성 

형성과정으로부터 공통된 구성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이론적 코딩’의 

논리에 따라 선후 관계로 재배열하여 도출되었다. 교과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은 교사 개인의 맥락과 도덕 교과의 특성 사이의 괴리에서 발생한 

‘실존적 고민’을 개인적·전문적 맥락에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 

전략들을 활용해 해소해온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주로 

개인의 맥락에 충실하여 이 같은 고민을 풀어내면서 교과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정체성 작업’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 전술했던 

‘교행일치하는 교사’ 또는 ‘촉진자’ 및 ‘학문의 전수자’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세 가지 맥락인 도덕 교과의 특성, 

개인의 맥락, 그리고 학교의 맥락 사이에서 심 한 ‘긴장’을 경험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 시절 외부로부터 ‘국민들을 이념 교육 시키는 

교과’를 전공한다는 비판을 들었으며, 교사가 된 이후에도 ‘교과서와 

싸우는 느낌’을 받을 만큼 이념 편향적이고 무미건조한 교과서로 가르치게 

되었다. 아울러 동료 교사들은 도덕 교과와 결부된 도덕군자 혹은 

보수적이라는 이미지를 연구 참여자들에게 덧씌웠다. 반면 도덕 교과의 

특성과 조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세 ’인 

‘386 세 ’에 속할 만큼 학 시절 권위주의 정부에 치열하게 투쟁했던 

이력을 가졌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학 시절 ‘안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밖에서 찾으려’ 노력하던 가운데 각각 독특한 개인적 정체성을 

형성하 다. 이러한 정체성은 학과로부터 탈주하는 가운데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그 성격상 도덕 교과의 특성과 거리를 둔 것이었다. 이처럼 도덕 

교과의 특성과 교사 개인의 맥락 사이에는 화해될 수 없는 불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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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했으며, 이 같은 불화는 90년  후반 ‘갈가리’ 분열된 교직사회에 

의해 더욱 심각해졌다. 90년 의 학교는 ‘전교조’  ‘비 전교조’로 

편이 갈렸으며, ‘전교조’에 소속됐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지향점에 

따라 도덕 수업을 변화시키려 할 때마다 ‘비-전교조’ 교사들과 

교장·교감의 검열에 노출되어야만 했다. 즉, 90년 의 도덕 교과는 

보수적인 세력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교과 으며, 이에 교과서에 담긴 

이념을 전환하려는 수업 실천은 ‘비 전교조’ 세력의 이목을 끌었던 

것이다. 정리하면 연구 참여자들은 ‘386 세 ’이자 ‘전교조’ 교사로서, 

90년 의 치열한 이념 립이 전개되던 학교 안에서 권위주의 정부의 

이데올로기가 담긴 도덕 교과를 가르쳐야 하는 아이러니에 직면하 다. 

이러한 상황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교과가 가지는 태생적인 낙인을 내가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를 묻게끔 하는 ‘실존적 고민’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 성장 추구하기,’ ‘수업 실천 변화시키기,’ 

그리고 ‘주변 세계 변화시키기’ 등 세 유형의 행위 전략들을 취하는 

가운데 ‘실존적 고민’의 해소를 꾀하 다. 첫째, ‘자기 성장 추구하기’ 

유형은 학 시절 형성한 ‘개인적 정체성에 충실하기’ 행위 전략과 

학원 진학이나 교사학습공동체 활동 등의 ‘학습 경험 추구하기’ 행위 

전략으로 별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 유형의 행위 전략들을 통해 도덕 

교사로서 받는 압박감을 해소하고,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켰으며, 더 나아가 

개인적 정체성을 심화할 수 있었다. 둘째, ‘수업 실천 변화시키기’ 

유형에는 ‘교과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기,’ ‘수행 중심 수업하기,’ 

그리고 ‘교과의 학문적 배경 활용하기’ 행위 전략들이 포함되었다. 이 

유형의 행위 전략들은 연구 참여자들이 도덕 교과를 매개로 학생들과 

만나는 무 인 수업을 변화시키기 위해 취해졌다. 연구 참여자들은 초임 

시기 다양한 보조 자료들을 활용하여 교과서를 재구성하 으며, 경력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이론적·당위적인 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수행 중심 수업을 전개했다. 또한, 이들은 도덕 

교과의 배경 학문 중 하나인 철학을 활용하여 교과서 내용을 보완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교과의 의미를 정당화하 다. 셋째, ‘주변 세계 

변화시키기’ 유형에는 ‘학교 안팎의 부조리에 맞서기,’ ‘교과의 개선에 

참여하기’ 행위 전략들이 포함되었다. 이 유형의 행위 전략들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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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이 ‘실존적 고민’의 원인인 학교의 맥락과 도덕 교과 그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들과 관련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초임 시기부터 

교장·교감 등의 부조리한 요구에 맞섰으며, ‘전교조’에 소속되어 교육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투쟁에 참여했다. 또한 이들은 도덕 교과의 

‘세 교체기’ 던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 개정 시기, 

‘전도모’와 전공 관련 학회에 소속되어 교과의 개선에 기여하 다. 

결론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개인의 맥락과 교과의 특성 사이에서 

발생했던 ‘실존적 고민’을 개인적·전문적 맥락을 활용하는 행위 

전략들을 취함으로써 해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정체성 작업’을 수행하 다([그림 Ⅴ-1] 참조). 연구 참여자들은 

도덕 교과에 의해 야기된 ‘정체성 긴장’을 해소하는 한편, 도덕 교과와 

결부된 다양한 학습 기회를 활용하면서 개인적 정체성을 심화시키고 독특한 

전문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다. 

끝으로, 세 번째 연구 결과에서는 연구 결과 도출된 교과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이 교사 정체성 개념의 이해와 국가 교육과정 개정 방향의 

설정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첫째, 도덕 교사의 사례를 참조할 

때, 교과 교사-되기의 과정은 선행연구들에서 주장된 ‘통합’과 

‘적응’의 과정이라기보다, 개인적 정체성과 전문적 정체성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는 과정으로서 보다 잘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정체성 형성은 각자의 개인적·전문적 맥락에서 취할 수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특성을 가졌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정체성 형성을 학교 교과에 담긴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386 세 ’로서의 정체성과 ‘전도모’라는 의미 있는 

타자와의 교류를 통해 도덕 교과에 내재된 지배 세력의 이데올로기를 

인식하 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로부터 도덕 교과에 ‘저항’하기 위한 

수업 실천들을 전개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전도모’가 제안한 

안적인 도덕 교과의 가능성에 향을 받아 교과의 의미를 재정립하기도 

했다. 

셋째, 본 연구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한 교과의 ‘지위’ 변화가 

교사 정체성 형성에 향을 끼칠 수 있음을 드러내었다. 연구 결과, 교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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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체계와 관련된 ‘범위’나 ‘계열성’의 변화는 숙련된 도덕 교사들의 

교육 실천에 큰 향을 끼치지 않았다. 반면, 편제표상 위치, 시수, 

필수/선택 과목의 여부와 관련된 교과의 ‘지위’ 변화는 교사들이 학생의 

도덕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해온 ‘루틴’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향후 국가 교육과정 개정은 교과의 ‘지위’상 변화가 

교사들의 ‘루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면 하게 검토하고, 부정적인 

향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2. 결론

결론적으로, 본 연구가 갖는 학술적인 의의는 무엇이며 동시에 어떠한 

한계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더 나아가, 이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확인되는 한계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어떠한 후속 연구가 

가능할지에 해 제언하 다.

먼저, 본 연구는 교과와 교사 사이의 역동적·복합적인 관계에 주목하여 

교과 교사 정체성 개념을 다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수의 중등학교 

교사들은 특정한 교과를 전담해서 가르치며, 교과와 관련된 학교 내 부서에 

소속되어 학교에서의 삶을 살아간다. 이 점에서, 교과는 비단 교사의 

전문성을 정의하는 핵심적인 요인일 뿐 아니라, 교사 스스로 자신을 

지각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교사 정체성이 형성되는 데 유의미한 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데 해외의 선행연구들은 교사가 특정 교과를 전담하지 

않는 교육 문화로 인한 것인지, 교사 정체성 개념 일반에 한 논의는 

축적된 반면 교과와 교사 정체성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아울러 국내의 선행연구들 또한 교과와 관련된 직무상 전문성을 

중심으로 교과 교사 정체성 개념을 정의했기에 교사 개인의 생애 경험이 

정체성 형성에 끼치는 향을 드러내지 못했다. 본 연구는 교과 교사 

정체성 개념이 개인의 맥락, 교과의 특성, 학교의 맥락 등 복합적인 맥락 

간의 역동 속에서 형성되는 것임을 드러냄으로써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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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본 연구는 생애사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교과 교사 정체성의 

형성과정을 국가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하여 통시적으로 드러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교과 교사 정체성을 주제로 하는 국내 문헌들 부분은 교사 

연수, 학원 진학, 학습 공동체 참여 등 교사의 학습 경험들을 중심으로 

정체성 형성과정을 설명하 다. 본 연구 또한 교사들의 다양한 학습 경험에 

주목하여 정체성 형성과정을 설명했지만, 동시에 5차 교육과정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는 도덕과 교육과정의 변화를 교과 교사 정체성 

형성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하고자 했다. 그 결과, 국가 교육과정 개정이 

야기한 교과의 ‘지위,’ ‘계열성,’ ‘범위’의 변화가 교사들의 정체성 

형성에 어떠한 향을 끼쳤는지를 드러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인의 생애 경험과 사회구조적 변동을 엮어내는 생애사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발견될 수 있었다. 국가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교과 

교육과정이 ‘급변’하는 한국의 특성상, 본 연구가 취한 연구 방법은 

도덕과 외에 다른 교과의 변화와 교사 정체성 형성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다뤄지지 않은 도덕 교사의 삶을 

드러냄으로써 이들의 ‘목소리’를 복원해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도덕 교과는 1972년 처음으로 교과의 지위를 획득하 으며, 전문적인 

도덕 교사 양성은 1981년 국민윤리교육과 학부 과정이 설치된 이후에야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도덕 교사들은 예비 교사 시절부터 교단에 

선 이후에도 자신의 교육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기반을 거의 제공받지 

못했다. 아울러 도덕과에 한 외부로부터의 비판적인 시선은 도덕 

교사들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 다. 그럼에도 도덕 

교사들은 각자 개인의 맥락에 충실한 가운데 다양한 행위 전략들을 

취하 으며, 종국에는 학교의 제도와 교과 그 자체의 개선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상의 이야기들은 교과 교육과정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친숙하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도덕 교사들의 ‘목소리’를 복원해낸 

결과물이다. 이에 본 연구는 80·90년 를 살아온 도덕 교사들에게 과거의 

생애 경험들을 성찰해보는 거울로 작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들의 

실존적인 분투가 갖는 의미를 재조명하고 기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한편, 본 연구가 갖는 한계들 또한 뚜렷하다. 크게 연구 상 교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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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연구 참여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한계가 지적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언하기로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도덕 교과라는 매우 특수한 교과를 선정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존재한다. 도덕 교과는 ‘교과’ 지위를 

획득한 이후부터 권위주의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담지한다는 점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비판받아왔다. 아울러, 도덕 교과는 내용의 특성상 삶의 제 

역에서의 규범적인 판단과 행위를 주제로 하는 만큼, 교과와 교사 간의 

‘거리’가 착되어 있다. 이상의 두 특성은 교사 개인의 의식과 교과의 

지향점 사이의 괴리로 인한 ‘실존적 고민’을 야기하고, 이러한 

‘고민’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 점에서, 본 

연구에서 교과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으로 제시한 ‘정체성 긴장’이 

다른 교과 교사의 사례에서도 발견되는 특성인지에 해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국가 교육과정 개정은 

국어· 어·수학 등 이른바 주요 교과와 예체능 교과를 막론하고 교과의 

성격과 지위 변동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도덕과 외의 

교과 교사들 또한 ‘정체성 긴장’과 유사한 내적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점은 후속 연구를 통하여 밝혀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연구 결과를 도덕 

교사 일반에 적용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장시간의 자료 수집을 

요하는 생애사 연구의 특성상, 1년간의 연구 기간 동안 접촉할 수 있던 

연구 참여자의 수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로 인해, 본 연구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만 재직한 박나눔 교사와 중·고등학교 모두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는 김예인 교사 두 분을 모시고 자료를 수집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다양한 학교 형태와 학교급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삶을 아우르고 있지 못하다. 아울러, 연구 참여자들 모두 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이수하는 등 전문성 계발 의지가 강했으며, 교사가 된 

직후부터 ‘전교조’ 활동을 했던 만큼 정치적인 지향도 뚜렷한 

인물들이다.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본 연구는 다른 방식으로 전문성 

향상을 추구했던 도덕 교사의 사례나 보수적인 정치 지향을 가진 교사의 

사례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전술하 듯 이는 연구 방법의 특성상 

발생하는 한계이기는 하나, 후속 연구들은 교사가 재직했던 학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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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생애 경험과 정치 지향 등의 변인들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연구 

참여자들을 상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상기의 

변인들을 고려하여 표본을 설계하고, 본 연구에서 드러낸 교과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을 설문지 조사에 의해 검증하는 후속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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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ife History Approach on a 

Subject-Specailized Teacher’s Identity Formation

- Focusing on the case of moral subj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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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a 

subject-specialized teacher’s identity formation by paying attention to the 

interaction between the subject and the teacher.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pecialized teacher’s 

identity formation. Preceding studies explained that the teacher forms an 

identity by mastering subject-related knowledge and function. The studies 

valued a teacher’s integration with the subject as a ‘desirable identity 

formation.’ However, the dynamic and complex nature of the concept of 

teacher identity has not been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is explanation, 

and the ‘tension’ caused by the change of the subject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curriculum has also been neglected. Therefore, the 

researcher tried to elucidate the process and the characteristics of forming 

the identity of the subject-specialized teacher by researching the case of the 

moral teacher. By doing so, this study aims to expand the horizon of th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the teacher's identity and to draw th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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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cations related to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curriculum.

In order to achieve the above aims, the researchers set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questions:

First, how is the identity of the subject-specialized teacher formed in Korea?

Second,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identity formation of the 

subject-specialized teacher in Korea?

Third,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identity 

formation of the subject-specialized teacher to th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teacher identity and the direction of revising the national 

curriculum?

This study used life history research to solve the research problems. Life 

history research is a method of exploring the life experiences of individuals 

in connection with social conditions. It is suitable to revea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specialized teacher’s life and subject change. In this 

study, I collected data by interviewing two people, Park Nanum and Kim 

Yein, who had been moral teachers for more than 20 years.

According to the first results of the study, the researchers crossed the five 

life-cycle paths of life and formed their own unique teacher identity. First 

of all, Park Nanum has passed through five phases: childhood and 

adolescence, college, 10-year growth since being a newly-appointed teacher, 

maturity as a moral teacher, and anti-2009 revised national curriculum times. 

Mr. Park grew up in a community-oriented rural village and entered the 

Department of National Ethics Educ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family 

situation and the recommendation of homeroom teachers. At that time, the 

department did not develop the qualities needed to become a moral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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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Park, and he was enthusiastic about practical activities belonging to the 

political organization and night school outside the department. Park 

developed a community-oriented and practice-oriented sense of values based 

on his experience in college. Since becoming a moral teacher, he arranged a 

course by referring to his values and encouraged his students to practice 

virtue in the surrounding community. In addition, Park worked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tried to practice what he taught in and out of the 

school. In this way, Mr. Park has tried to improve the course in attracting 

students' interest and at the same time live as he taught. As a result, he 

formed the 'living-as-teaching teacher' identity who practices teaching 

contents in his life as a teacher.

Next, Kim Yein went through the five phases of childhood and 

adolescence, college, 10-year growth as a newly-appointed teacher, art 

school, and high school, with forming ‘facilitator’ and ‘academic initiator’ 

identities. She has had an extraordinary sensitivity and artistic qualities since 

childhood. After losing her father, she studied hard to overcome the sense 

of debt and entered the Department of National Ethics Education. Like the 

case of Mr. Park, Mrs. Kim also participated in cultural arts clubs and 

worked enthusiastically while in college. She became a moral teacher to 

help her family, and as an artist she developed various performance-based 

lessons by demonstrating her artistic talent to overcome the dull and 

ideologically biased content of the textbooks. In this process, Kim formed 

the ‘facilitator’ identity who stimulates students' activities and encourages 

them to draw conclusions themselves. After having taught in middle schools 

for about 20 years, she moved to a high school in 2008, teaching moral 

subjects with academic characteristics. While teaching in high schools, she 

formed the ‘academic initiator’ identity who conveys the humanized values 

accumulated by human civilization to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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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ond result of the study saw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pecialized teacher’s identity formation being found by deriving 

common components from the process of identity formation of the two 

teachers and by rearranging the components according to the logic of 

‘theoretical co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pecialized teacher’s 

identity formation can be summarized as a process that has solved the 

‘existential anxiety’ arising from the gap between the individual teacher's 

contex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ral subject by using various action 

strategies that can be taken in the personal and professional context.

Research participants experienced a serious “tension” between the three 

contexts of their surroundings: the nature of the moral subject, the context 

of the individual, and the context of the school. The participants were 

exposed to criticism in and out of the university due to the origins of the 

department associated with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and even after they 

became teachers, they accepted ideologically biased and dull textbooks. In 

addition, fellow teachers put on the participants the image of moral and 

conservative characters associated with the moral subject. On the other hand, 

research participants altogether belonged to the “386 generation,” which 

shared liberal ideas and had a history of breaking away from the department 

and forming personal identity. As a result, the research participants 

experienced incompatible discord between the moral subject and the 

experience of their own lives. In particular, as the teaching society of the 

1990s was divided by two groups based on participation in the Korean 

Teachers & Educational Workers’ Union (KTU), they were in an ironic 

position to teach conservative moral subjects as progressive KTU members.

This situation prompted participants to ‘existential anxiety’ that led them 

to ask, ‘how do I overcome the inherent stigma of the moral subject?’ 

Therefore, the researchers tried to address their anxiety while pursuing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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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 growth, changing teaching activities, and eventually changing the 

surrounding world. First, the pursuit of growth was divided into developing 

activities that are faithful to the personal identity formed during college and 

pursuing learning experiences belonging to graduate school and the teacher 

learning community. By using these action strategies, the participants were 

able to improve their professional practices and address the pressures of 

being a moral teacher. Second, changes in teaching activities include 

enrichment of the contents of textbooks using auxiliary data, development of 

performance-based lessons to facilitate student participation, and action 

strategies to establish the meaning of the subject by using the academic 

background of moral education. Third, changes in the surrounding world 

entail strategies of dealing with irrationality both inside and outside the 

school and participating in the improvement of the subject. In conclusion, 

the participants resolved the “existential anxiety” that occurred between the 

personal contex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by taking action 

strategies that utilize the personal and professional context, and actively 

composed their identity in this process.

Finally, in the third result of the study, implications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teacher identity and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national curriculum were discussed. First of all, when referring to the case 

of the moral teacher, the process of becoming a subject-specialized teacher 

is not a process of ‘integration’ and adaptation as claimed in previous 

studies, but rather a process of eliminating ‘tension’ between personal 

identity and professional identity. In addition, the participants’ identities were 

agentic and active in that they used resources that could be taken from their 

personal and professional contexts. 

Secondly, this study showed that the identity formation of research 

participants can be understood as a process of ‘resistance’ to the id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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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d in the school subject. The research participants recognized the 

‘ideology’ of the ruling forces inherent in the moral subject through their 

identity as the ‘386 generation’ and the exchange in the teacher learning 

community.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developed classroom practices for 

‘resistance’ to the moral subject and further refined the meaning of the 

subject by referring to an alternative direction suggested by the community.

Thirdly, this study showed that the change of ‘status’ of the subject due 

to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curriculum could affect the formation of 

teacher identity. According to the result, the changes related to the content 

system of the subject curriculum did not have a great effect on the practice 

of skilled moral teachers. On the other hand, the ‘status’ change of the 

subject regarding a position in a timetable, a status of required/elective 

resulted in distorting the routines that teachers have constructed to promote 

the moral growth of the student. Therefore,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curriculum in the future should be conducted in such a way as to examine 

the changes in the ‘status’ of the curriculum and to minimize negative 

influences.

keywords : subject-specialized teacher identity, identity tension, life history 

research, situatedness of a school subject, national curriculum, moral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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