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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수업은 교사가 자신을 교사로서 규정하는 정체성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교과 교사에게 수업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형상 세계이자 구

체적인 실천을 통해 두터운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장소이다. 특히 이러

한 정체성의 형성과 변화 과정은 저경력(low-experienced) 교사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수업에서 드러나는 교과 교사의 정체성

을 수업 정체성으로 정의하고, 수업 정체성을 포착하기 위해 사회과 저

경력 교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내러티브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사회과 저경력 교사는 어떠한 수업 상호작용

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어떠한 수업 정체성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가?’ 이다. 연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구 질문은 수업 정체성의 세 차원

인 실제적 수업 정체성, 의무적 수업 정체성, 이상적 수업 정체성을 토대

로 하였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과 저경력 교사가 인식

한 실제적 수업 정체성 내러티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둘째, 사회과 저

경력 교사가 인식한 의무적 수업 정체성 내러티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셋째, 사회과 저경력 교사가 인식한 이상적 수업 정체성 내러티브는 어

떻게 구성되는가? 각 연구 질문의 하위 질문으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

식, 수업 자원, 학교 제도 및 문화라는 세 측면으로 나누어 교사와 학생

과의 수업 상호작용을 탐구하였다.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를 연구 방법으

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러티브란 수업 정체성을 이해하는 개념적

틀이면서 동시에 이를 탐구하는 탐구 방법이다. 연구 참여자로는 5년 미

만의 경력을 가진 일반 사회 전공의 중학교 사회과 교사 3인을 선정하였

다.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심층 면담과 수업 관찰을 순환적으로 사용하

였으며,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내러티브 분석전략 중 주제 분석을 사용

하되 Woods의 결정적 사건을 중심으로 텍스트를 구성하였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 결과의 분석은 연구 참여자의 고유하고 개별적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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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집중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 각각의 내러티브를 연구 질문에 맞추어

서술한 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A교사의 수업 정체성 내러티브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첫째,

A교사는 스스로를 학생에 대한 통제와 수업 주도권이 부재한 교사로 인

식하며, 그가 다음 단계로의 수업 전환을 시도할 때 학생들에게서는 수

업 저항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A교사는 사전에 계획한 수업 흐름을 방

해하는 산발적인 반응에 대해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인식하

면서도, 이러한 학생들의 반응은 그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교사라

고 인식하는 배경이 되었다. 둘째, A교사는 스스로 외재적 흥미를 추구

하는 교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학생이 생각하는 흥미(외재적 흥

미)와 교사가 생각하는 흥미(내재적 흥미)의 불일치로 인해 교사의 이상

을 포기하고 타협한 결과인 것이다. 통제의 부재와 내재적 흥미 추구의

포기는 A교사가 스스로를 수업에서 ‘자괴감’으로 표현한 이유이다.

B교사의 수업 정체성 내러티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스로의 수업

방식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의 불만이나

요구 사항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는 현재 사용하는 강의식 방법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이면서 일종의 의무로 작용하며, 이를 위해 교과교실제의

본래 목적을 살려서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둘째, B교사는 학생

의 참여에 대한 이중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B교사는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가 이상적 참여로 생각하면서도, 현재 자신의 수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단답형의 수동적 참여도 의미 있는 참여로 인식하고 있다. 수업 방

식 다변화의 참여에 대한 이중적 인식을 토대로 B교사는 스스로를 ‘존중

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였다.

C교사의 수업 정체성 내러티브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첫째, C교사

는 자신을 사례와 강의의 전문가로 인식하고 있다. 풍부한 사례를 바탕

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학생들은 C교사의 질문에 대해 수동

적인 대답을 하면서도 능동적인 질문을 던진다. C교사의 계획대로 수업

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이것은 학생의 수업 저항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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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때문인 것으로 C교사는 인식하고 있다.

둘째, C교사는 스스로 민주적 시민의 양성을 추구하는 교사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C교사는 자신이 추구하는 흥미와 학생들이 추구하는 흥미

사이의 공통점이 크게 존재한다고 인식하며, 이를 발전시켜 학생들의 내

재적 흥미를 추구하고자 한다.

이처럼 세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는 개별적으로 서술되었으나 실제적

정체성, 의무적 정체성, 이상적 정체성의 관계에 대한 해석을 통해 사회

과 저경력 교사의 수업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먼저, 연구 참

여자들에게 수업 정체성의 세 차원은 중첩되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괴리

가 발생하고 있기도 한다. 이러한 중첩과 괴리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의무적 정체성이다. 의무적 정체성은 교사가 자신의 수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타자인 학생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정

체성으로, 의무적 정체성과 이상적 정체성 사이의 간극이 매우 크게 나

타날 때 실제적 정체성은 이상적 정체성을 포기하더라도 의무적 정체성

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인다. 의무적 정체성의 내부에서도 모순이 발생

하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가진 다양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소외되는 소수에 대해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연구 참

여자들이 인식하는 의무적 정체성은 타자성에 입각한 관계맺음의 시도

로, 학생과 얼굴을 대면했을 때 학생의 고유성을 경험하고 이를 자신의

틀로 규정짓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민주 시민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활동 중

심의 수업을 이상적 정체성으로 간주하며 사회과 교사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로 여겼지만 현재 실시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신이 활

동 중심의 수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반성의 대상이 되었으며,

활동 중심의 수업은 실제로 학생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무거운 의무로 작용했다. 사회과 교사는 학생의 요구라는 의

무와 민주 시민의 양성이라는 이상적 수업 실천이라는 의무, 이중적 의

무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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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결국 교사의 실제적 정체성은 자신의 이상적 정체성을 포

기하면서도 의무적 정체성에 가까워지거나 혹은 의무적 정체성과 이상적

정체성을 조화시켜 가는 과정이다. 이것은 교사가 ‘수업에서 교사인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을 ‘수업에서 내가 만나는 학생들은 누구인가?’로 치환

시키고, 수업에서 즉흥성을 발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요어 : 수업 정체성(실제, 의무, 이상), 교실 상호작용, 내러티브 탐

구, 타자 지향적 접근, 즉흥성

학번 : 2016-2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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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과 수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회과 교사의 정체성을 이해한다는

말과도 같다. Palmer(2005)에 따르면 가르치는 것은 자신을 거울에 비추

어 보는 것으로,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가르치

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과 교사는 수업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며 수업 속

에서 교사의 정체성은 실천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즉,

수업은 교사가 자신을 교사로서 규정하는 정체성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

다(Tickle, 1999).

그렇기에 수업은 ‘누가’, 즉 어떤 교사가 가르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내용)을 가르치지만 무의식적으로 우

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치기 때문이다(Hamachek, 1999). 특히 사회과 교육

은 민주 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여 민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

와 태도를 기르는 교과로, 가치를 가르치는 교과에서 교사의 가치는 수

업 속에서의 교육적 실천으로 구현된다(Lunenberg & Korthagen &

Willemse, 2007). 교사의 수업 실천은 사회과 교육과정을 걸러내고 수정

하며 덧붙이는 과정이며(한광웅, 2010), 가르치는 주체로서의 교사는 과

연 누구인가의 질문은 결코 수업과 분리하여 사고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의 수업 정체성은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복합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비록 교사가 교직에

입문하기 이전에 나름의 교사상(像)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나

름의 교사상은 수업에서 학생들을 만나게 되며 달라지기 마련이다.



- 2 -

특히 이러한 정체성의 형성과 변화 과정은 저경력(low-experienced)

교사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학교 현장에 갓 진입한 저경력 교사는

자신의 수업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갈등을 경험한다. 처음 교직을 시

작한 교사들은 컨설팅 장학 또는 수업 공개의 형태로 자신의 수업에 대

한 평가를 받는다. 교사가 주어진 교육과정의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적절한 교수방법을 구현하여 계획한 수업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교육의 내용과 방법과 목표는 ‘교사되기’

를 위한 시험에서 수업 실연을 준비하고 실시할 때에도 강조된다. 그러

나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과 목표에 대한 질문만으로는

수업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교육의 내용과 방법과 목표가 동일하더

라도 수업이 각각 다른 모습을 가진 것의 바탕에는 교사의 정체성이 자

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회과 수업에서 저경력 교사의 수업 정체성을 이해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저경력 교사의 수업 정체성을 이해함

으로써 사회과 수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업과 관련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수업에서 사회

과 교육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

다. 뿐만 아니라 저경력 교사의 수업 정체성의 역동적 측면으로 인해 사

회과 수업의 변화를 포착하는 것은 사회과 수업 연구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저경력 교사의 수업 정체성에 대한 탐구와 해석은 매우 중

요한 일이다.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과 저경력 교사는 어떠한 수

업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어떠한 수업 정체성 내러티브

를 형성하는가?”라는 연구 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연구 질문은 수업

정체성의 세 차원과 수업 상호작용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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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수업 정체성’은 다음과 같다. 수업 속에서

형성되는 교사의 두터운(thickening) 정체성(Holland & Lachicotte &

Skinner & Cain, 2001)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회과 교사의 정체성이란 교실 수업에서

출현하는 정체성(수업 정체성: classroom identity)이다.(Wortham, 2004)

이것은 기존의 교사 정체성 연구가 교사의 교직생활 전체를 조명한 것과

달리, 수업에서 드러나는 교과 교사의 정체성에 집중하기 위해 선택한

개념이다. 이러한 수업 정체성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수업에 대한 교사의

목소리(voice)와 이야기(story)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사회과 교사의 수업 정체성(classroom identity)을 내러티브

(narrative)로 정의하여 이해하고자 한다(Sfard & Prusak, 2005).

본 연구에서 내러티브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내러티브는 교

실 수업 정체성을 이해하는 개념적 틀이다. 교실 수업이라는 형상 세계

(figured world) 속에서 수업은 교사의 정체성을 상상적으로 구성하며,

이 때 정체성은 수업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수업 경험에 대한 이야기

(narrative)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내러티브는 교실 수업 정체성을 탐

구하는 방법적 틀이다. 교사의 정체성을 내러티브로 정의했기에 정체성

탐구의 방식 역시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내러티브 탐구는 교실 수업에 대한 대표적인 질적 연구 방법으로

사용되어져 왔으며 교실 수업의 본질과 맥락에 부합하는 방법이다(배영

민, 2008). 이야기(narrative)는 수업의 연구에 있어서 ‘진리(truth)’를 위

한 유일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교사는 자신의 삶이라는 배경 속에서 구

체적인 수업 실천이라는 전경을 통해 자신만의 내러티브를 만들며, 내러

티브로 정의내릴 수 있는 수업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수업 정체성의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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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는 상호작용의 양상이다. 교실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들을 통해

수업 정체성은 출현하고 변화하고 구체화되고 두터워지지만, 그 중에서

교사는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생성하고 변화시키게

된다. 인간은 타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업 상호작용이란 배움을 매개로 교사와 학생이 언어 또는 비언어를

사용하여 협동적으로 의사소통하는 현상이며, 교사는 교사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특정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한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관계적 측면과 이를

통한 교사 자신의 정체성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며, 학생에 대한 교

사 인식, 수업 자원, 학교 제도 및 문화라는 세 측면으로 나누어 상호작

용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과 교사의 교실 수업 실천에서 출현하는 수업

정체성을 수업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내러티브(narrative)의 방식으로 탐

구하고자 한다.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문제, 연구 질문을

제시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검토한다. 이어서 2장에서는 이론적 배

경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할 것이다. 3장에서는 연구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연구 참여자, 연구 방법,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4장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풍부한 내러티브를 통해

제시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분석한 뒤, 연구 참여자의 실제적 정체성

(actual identity), 의무적 정체성(ought identity), 이상적 정체성(ideal

identity)의 관계를 중심으로 종합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분

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과 교사의 수업 정체성의 의미를 해석적으로 논

의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이론적, 방법적, 실천적

측면에서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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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와 연구 질문

이 연구는 사회과 저경력 교사의 수업 상호작용 경험을 이해하고, 이

들이 그 경험을 통해 어떠한 교실 수업 정체성을 형성하는지를 탐구한다

는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사회과 저경력 교사는 어떠한 수업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어떠한 수업 정체성 내러티브를 형성하는가?”

<연구 질문>

첫째, 사회과 저경력 교사가 인식한 실제적 수업 정체성 내러티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①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관련하여 학생과의 수업 상호작용은 어떠한가?

② 수업 자원과 관련하여 학생과의 수업 상호작용은 어떠한가?

③ 학교 제도 및 문화와 관련하여 학생과의 수업 상호작용은 어떠한가?

둘째, 사회과 저경력 교사가 인식한 의무적 수업 정체성 내러티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①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관련하여 학생과의 수업 상호작용은 어떠한가?

② 수업 자원과 관련하여 학생과의 수업 상호작용은 어떠한가?

③ 학교 제도 및 문화와 관련하여 학생과의 수업 상호작용은 어떠한가?

셋째, 사회과 저경력 교사가 인식한 이상적 수업 정체성 내러티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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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관련하여 학생과의 수업 상호작용은 어떠한가?

② 수업 자원과 관련하여 학생과의 수업 상호작용은 어떠한가?

③ 학교 제도 및 문화와 관련하여 학생과의 수업 상호작용은 어떠한가?

<그림 1> 연구의 개념적 구도 

3. 연구의 인식적 기초

본 연구는 첫째, Dewey가 논한 경험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 Dewey는 경험의 특징 중 하나를 연속성으로 보았는데, 경험은 다

른 경험으로부터 생겨나며 또 다른 경험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경험은

현재 상상하는 것, 과거에 상상했던 것, 미래를 상상하는 것 중 어디에

위치하든지 과거의 경험에 토대를 지니고 미래의 경험을 이끌어낸다

(Clandinin & Connelly, 2000). 또한 경험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

작용의 결과이며, 궁극적으로 모든 경험은 접촉과 의사소통을 포함하여

사회적인 것이다(Kim,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교사의 수업 경험을 과

거-현재-미래의 연속성 상에 놓고 바라보되, 교실 수업 내에서 학생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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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을 통해 교사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변

화시키고 생성해나가는지를 보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교실 내 상호작용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 만큼,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에 입각해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의미란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겨나고 획득된다는 관점이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은 사회적인 것은 멈춰있거나 균형 상태에 있는 것이 아

니라 움직이고 변화하며 어떠한 과정에 있다고 보며, 개인들은 맥락 속

에서 다른 행위자들과 만나고 다른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또 다

른 행동이나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고 본다(조영달, 2015a). 사회과 교사

가 수업 속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교실 내의 상호작용 속에

서 생겨나며 변화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이

본 연구의 인식적 기초라고 할 수 있겠다.

4.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인 측면에서 수업이라는 형상 세계(figured world)에서의

수업 이야기(narrative)를 수업 정체성(classroom identity)으로 정의함으

로써 사회과 수업을 바라보는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

교사가 가르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점에서 교사의 수업 내 정체성은

수업 실천과 직결된다. 그리고 수업 실천은 학생과의 상호작용과 깊은

연관이 있다. 따라서 학생과의 수업 상호작용 경험을 통한 수업 실천은

교사의 수업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한다. 이것은 교사

정체성을 사회과 교과 교사의 전문성이 드러나는 수업 정체성으로 좁혀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기존의 교실 수업 연구와는 다른 시각으로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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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방법적인 측면에서 심층 면담과 수업 관찰을 순환적이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여 질적 연구 방법의 새로운 틀을 제시했다는 데 있

다. 내러티브 연구는 주로 비 구조화된 면담만을 실시하여 내러티브를

구성하지만 본 연구는 심층 면담과 수업 관찰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

용하였다. 수업 관찰은 다음 심층 면담에서의 질문을 생성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교사의 교실 수업 정체성을 포착하는 자료 수

집 방법이다. 따라서 심층 면담과 수업 관찰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정체

성 간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실천적인 측면에서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를 포함한 저경력 교사

들이 개인의 성찰을 통하여 정체성 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였

다. 보다 넓게는 구체적 맥락에서 살아 숨 쉬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담음

으로써 사회과 수업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자료 수집과 분석의 과정에서 신빙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연구 참여자인 세 교사의 수업 관찰과 심층 면담

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실제의 교사의 인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따

라서 연구자는 수업 관찰과 심층 면담을 순환적이고 교차적으로 시행하

면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바를 포착하고자 하였으며, 풍부하고 구체적

인 서술, 참여자 반응성의 검토, 연구자의 주관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자

자신의 내러티브 구성을 통해 신빙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둘째, 세 교사의 내러티브를 통해 사회과 저경력 교사의 수업 정체성

이라는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세

교사의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과 저

경력 교사의 수업 정체성을 일반화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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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구의 목적은 수업 정체성을 일반화하여 법칙을 도출하는 데에 있지

않으며, 세 교사의 내러티브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기보

다는 각각의 개별적 독자성을 나타내는 데 있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수

업 관찰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는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 사회과 저경력 교사이며, 연구 참여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하

고 이를 내러티브로 구성하면서 연구 참여자의 수업이 가지는 의미를 찾

고자 한다. 따라서 일반화의 형태가 아닌 세 연구자의 내러티브를 관통

하는 의미를 세 가지 연구 질문을 토대로 해석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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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정체성과 수업 정체성

본 연구는 교사 정체성을 사회과 교과 교사의 수업 정체성으로 좁혀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로서, 첫째, 정체성을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정의하고자 Deleuze의 ‘-되기’로서의 정체성

을 먼저 탐구하고 정체성의 관계성과 역동성에 초점을 둔 기존 교사 정

체성 연구를 살펴보았다. 둘째, 수업이라는 형상 세계를 교사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장소로 보고 형상 세계 이론을 탐구하였다. 셋째, 수업이라는

형상 세계 속에서 교사의 수업 정체성은 내러티브를 통해 형성되기에 내

러티브 정체성 이론을 탐구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 밝히는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은 서로 독립적인 정체성의 특성이 아니며, 본 연구에서 수업

정체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 이를 내러티브의 방식으로

탐구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영향을 준 정체성에 대한 관점을 총체적

이고 종합적으로 탐구한 결과물이다.

1) 되기(becoming)로서의 정체성

정체성(identity)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이다.

Erikson(1994)에 따르면 정체성은 자신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

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는 다른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

는 것 모두를 의미하며,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모

습으로 볼 수 있을 때 정체성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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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통적 관점에서 정체성은 동일시(identification) 과정을 통해

형성된 개인의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성질이며,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

면으로 나누어 분절적으로 이해되어왔다(정혜정, 2013).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정체성은 정적이고 일관적이지 않

으며 가변적이고(variable) 복수적이며(multivocal) 상호작용적

(interactive)이다.(Holland et al., 2001) Deleuze(1994)가 사물의 상태를

표시하는 방식을 빌려 논의하자면 ‘-이기(being)’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되기(becoming)’로서의 정체성인 것이다. ‘-되기(becoming)’로서 정체성

을 바라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 ‘-되기(becoming)’로서의 정체성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역동성

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계속해서 변화

하는 인식 및 관점이자, 역동적으로 공동 구성되는 문화적 현상이며, 인

생 전체에 걸쳐 변화하는 것이다(Urrieta, 2007). 특히 교실 수업에서 출

현하는 교사의 정체성은 종료된 형태가 아니라(unfinished) 과정 속에(in

process) 있으며, 수업이라는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 속에서 발생하

는 것이다. 둘째, ‘-되기(becoming)’로서의 정체성은 관계적(relational)이

다. 정체성은 사회적 상호작용, 즉 타인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 형성된다

(Holland et al., 2001). 정체성은 관계 안에서만 의미를 가지며 타인과의

차이를 통해 나 자신이 타인과 다르다는 것을 정의하게 된다.

이처럼 ‘–되기(becoming)’로서의 정체성은 특히 수업 실천 속에서 나

타나는 교사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 교사의 정체성은 학생과

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며 상호작용은 수업 속에서 실천으로 표현되

기 때문이다. 정체성에 관한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의 연구들은 정체성이

다면적이고 변화한다는 점에 입각해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따라 교사 정

체성을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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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e(2001)는 정체성은 교사의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인 특정 맥락 속에

서 형성되는 것이며, 정체성을 바라보는 네 가지 방식을 ① 타고난 정체

성(Nature-identity: a state) ② 제도적 정체성(Institution-identity: a

position) ③ 대화 정체성(Discourse-identity: an individual trait) ④ 친

밀 집단 정체성(Affinity-identity: experiences)이라고 보았다.

Lauriala와 Kukkonen(2005)는 정체성을 자아 개념과 동일시하고 교사

와 학생의 정체성 형성의 역동성을 실제 자아(the actual self), 의무 자

아(the ought self), 이상 자아(the ideal self)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나누

어 이러한 자아 간 상호작용의 결과 교사의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보았

다. 특히 교사의 정체성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타인의 기대를 어떻게 수

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무 자아(the ought self)의 측

면은 교사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자아

를 현재의 정체성, 의무 자아를 타인의 기대에 의해 인지된 정체성, 이상

적 자아를 성취 목표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할 때 교사는 강력한 책임 자

아의 압력을 받고 있음과 동시에 실제 자아와 책임 자아 또는 실제 자아

와 이상 자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동력을 가진다. 또는 불일치의 경우

에는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자아의 측면을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Beauchamp & Thomas, 2009).

유사한 맥락에서 Rodgers와 Scott(2008)은 정체성 형성은 맥락과 관계

와 같은 외부적 측면과, (개인의) 이야기와 감정과 같은 내부적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며, 외부적인 요구와 기대가 교사의 내부적인 의

미 부여와 만날 때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책

임 자아와 이상 자아의 상응되는 측면이 있다.

한편 Sfard와 Prusak(2005)는 정체성을 내러티브(narrative), 즉 ‘개인

의 경험에 대한 담론’으로 정의하면서 실제 정체성(actual identity)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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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정체성(designated identity)을 언급했다. 정체성을 내러티브로 정의

했다는 것은 경험 그 자체가 아닌, 경험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체성을 구

성한다는 것이다. 실제 정체성은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이며,

지정된 정체성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이야기

이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실제 자아와 이상 자아와 상응한다.

후술하겠으나 형상 세계(figured world)의 개념을 제시한 Holland 외

(2001)는 앞선 연구들이 정체성을 특성과 상황에 따라 분류하여 사고했

다면 이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실천된 정체성(practiced identity)을 제

시했다. 이 관점에서 정체성은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구성된 ‘세계’

속에서 구체적인 사회적 실천과 활동을 통해 형성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는 형상적 정체성(figurative identities)과 위치적 정체성(positional

identities)이라는 정체성을 바라보는 두 가지 측면을 제시하였다. 형상적

정체성은 세계를 구성하는 이야기, 행동, 인물들을 의미하며 위치적 정체

성은 어떻게 타인과의 상호작용 통해 특정한 사회적 위치를 지니게 되는

지를 의미한다.

이것은 Urrieta(2007)가 정체성을 개념적 정체성(conceptual identity)과

과정적 정체성(procedural identity)로 나누어 멕시코계 교육 활동가의 정

체성을 연구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멕시코계 교육 활동가들은 개인

사(history-in-person)를 이야기하고 과거 경험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현

재의 정체성을 이해하며, 세계 속에서 타인 또는 세계와의 상호작용 과

정을 통해 정체성을 변화시키며 변혁적 활동가로 나아가게 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정체성의 관계성과 역동성에 입각한 연구자들의 논의

를 Holland 외(2001)와 Lauriala와 Kukkonen(2005), Sfard와 Prusak(2005)

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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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선행 연구의 개념 정리 

본 연구에서는 특히 Lauriala와 Kukkonen(2005)의 정체성의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질문을 구성하였다. 실제적 정체성은 교사가

스스로 표현하는 영역에 관련된 것으로, 교사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고

상당한 타인들이 믿는 것이다. 이러한 실제적 정체성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고 주어진 맥락에서의 자기 지식(self-knowledge)

과도 관련되어 있으며 이전에 일어난 경험의 전형화(typification)를 통해

형성된다. 의무적 정체성은 타인에 대한 의무, 구속, 책임감과 관련되며

이상적 정체성은 자기 자신 또는 상당한 타인들의 희망, 요구, 목표와 관

련되어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서로 중첩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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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교사와 학생의 정체성 – 3차원과 역동성

(Lauriala & Kukkonen, 2005)

2) 형상세계(figured world)와 수업 정체성(classroom identity)

Holland 외(2001)는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장소로 형상 세계

(figured world)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형상 세계는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문화적으로 구성된 활동이면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해석의 범주, 또는 개

인이 이해하는 세계의 범주이다. 형상 세계 속에서 사람들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을 규정하게 된다. 형상 세계는 마치 –인 것처럼

(as if)의 영역이지만 이것은 환상적 세계라기보다는 현실적 세계이며 현

실에서의 사람들이 일상에 참여하는 방식을 주관성(subjectivities)을 통

해 재구성한 세계다.

Urrieta(2007)는 Holland 외(2001)의 관점을 수용하여 형상세계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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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사람들은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해 낸다고 보았다. 형상세계는 사회적으로 조직되고 재

생산되는데, 사람들은 상호적인 사회적 참여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 변화

를 겪는다는 것이다.

정체성의 관계성과 역동성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형상 세계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형상 세계란 인간 행동을 해석하는 틀이자 실천

(practice)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산물이다. 실천은 자신과 타인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것 뿐 아니라 타인과 자신을 구별하는(identifiable) 사

회적 영역을 구성한다(Alcantara, 2015).

이처럼 정체성은 관계적이며 역동적이자 상호 구성적인 문화적 현상이

라고 할 때, 형상세계는 그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역동적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장소다. 정체성을 고정된 것이 아니라 ‘-되기’로서 이해한다면,

이는 형상 세계에서 조직화된 활동에 참여하면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사회과 교사의 수업을 이해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과 교

사의 수업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과 교사의 정체성이 드러

나는 장소, 즉 형상 세계(figured world)로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수업

이라는 형상 세계는 교사의 정체성이 가장 잘 드러나면서도 역동적으로

재창조되는 장소이다. 특히 수업 속에서 사회과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타자는 학생이며 교실 수업 속에서의 실천을 토대로 학생들과의 상호작

용 속에서 교사는 정체성 변화를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정체성 출현 장소를 수업이라는 형상 세계로 한정하여 사회과 수

업 내에서의 교사 정체성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려고 하며, 수업이라는

형상 세계 속에서 출현하는 교사의 정체성을 수업 정체성으로 정의내리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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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러티브로서의 정체성

정체성이란 역동적이며 관계적이라는 관점을 전제할 때, 정체성은 내

러티브를 통해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이 가지는 의미를 세 가지 측면에

서 논의할 수 있다.

첫째, 내러티브는 정체성이 구성되는 방법이자 과정이다. 정체성의 관

계적 성질을 강조할 때 정체성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말하는 내

러티브를 통해 구성된다. 내러티브는 저자 혹은 화자가 자신의 저술 혹

은 연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시행된 사건, 각각의 사건에

결부된 인물을 엮어 구성된 텍스트 혹은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Polkinghorne, 1988). 내러티브는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구성하고, 어떻

게 내면의 삶을 조직해나가는지를 알려준다. 즉, 사람들은 내러티브를 구

성하고, 이 내러티브는 역으로 사람들을 구성하는데, 이것이 정체성이 형

성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체성은 내러티브를 ‘통

해’ 형성될 수 있다.

둘째, 내러티브는 그 자체로 정체성과 동일시된다. 사람들은 타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는 것과 동시에, 스스로가 누구인지 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정체성을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의 모음이자

개인에 관한 구체적이고, 승인 가능하며, 중요한 이야기(narrative)라고

할 때(Sfard & Prusak, 2005) 정체성은 내러티브로 정의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내러티브 속에서 보이고 싶은 대로 구성하며, 정체성의

구성 또는 내러티브의 구성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내러티브 그 자체로 정의내리는 것

은 특히 교실 수업 속에서 교사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것은 교사가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수업 속에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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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을 형성하며, 수업의 맥락, 상황, 구조 속에서 학생과의 상호작용

을 통해 자신의 내러티브를 만들어 가기 때문이다.

셋째, 내러티브는 정체성의 탐구 방법이다. 연구방법으로서의 내러티브

를 생각할 때에 내러티브는 연구 주제나(정체성이 구성되는 방법이나 과

정) 연구 대상(정체성 그 자체)이라기보다는 방법으로 상상된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

어 있다. 내러티브 탐구는 세계와 자신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법이자 (첫째, 연구 주제) 삶의 경험 그 자체(둘째, 연구 대

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수업 정체성의 탐구 방법은 필

연적으로 내러티브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내러티브 탐구는 ‘교사로

서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믿으며,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의 자문(自問)에 대한 답을 찾아 가는 과정이다. 교사-학생 간의 관계적

세계에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고, 정

체성에 근거해 다시 삶을 이야기할 때, 그 삶은 이전의 삶과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Ricoeur(1991)의 내러티브 정체성(Narrative Identity)

이론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는 자아정체감을 내러티브 형식의 반성적 과

정의 결과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고, 내러티브 정체성이란 “한 개

인이 자기의 실제 삶의 역사 속에서 자기 동일성(self-sameness), 지속

성(continuity), 성격(character)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의했다(Ezzy,

2002). 내러티브 정체성은 이야기를 통해 해석되며, 타자를 통해 그리고

타자와 함께 규정되는 것으로, 인간은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정체성을

표현하며 자아와 타자 사이의 상호관계성(inter-relationality)과 상호주체

성(inter-subjectivity)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노영희 윤민아, 2018).

기존의 정체성 연구자들은 정체성을 이미 개인 안에 실체로서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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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예컨대 Marcia(1980)에 따르면 정체성은 자신

의 능력, 신념, 개인사가 역동적으로 엮어진 자기구조이며

Berzonsky(1992)는 정체성은 개인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

을 해석하는 심리적 구조라고 보았다(Berzonsky, 1992; 서근원 이미종,

2017에서 재인용). 이처럼 정체성을 개인의 내면에 있는 것으로 가정한

다면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법칙과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정체성을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가

정하면 각 개인마다 가진 고유한 정체성의 맥락이 상실되며, 개인의 고

유성과 형성 과정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내러티브 정체

성은 개인의 내면에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재구성하고,

현재를 수용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통합하여 개인의 삶의 목적 및

의미를 파악하게 하며, 그 결과 자기를 내면화하고 서서히 변화하게 하

는 것으로서의 생애 이야기이다(McAdams, 1995).

2. 수업 상호작용

수업의 모든 순간은 수업 상호작용(interaction)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적으로 상호작용은 일방적인 것과 대비되어, 둘 이상의 대상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수업 상호작용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사와 학생이 언어 또는 비언어를 사용하여 배움을 매

개로 협동적으로 의사소통하는 현상을 말한다(전희옥, 2017). 수업 상호

작용에서 교사는 교사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특정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 이것은 일상적

상호작용과 달리 수업 내에서만 일어나는 특정한 것으로 수업의 실천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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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htin(2010)에 따르면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는 과거의 대화의 내용

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미리 예상하여 자신의 발화를 구성한다.

이것은 대화 주체가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하면서 이에 비추어 자신의 발

화를 지속적으로 수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업 역시 하나의 대화라고

할 때, 이러한 견해는 수업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수업의 참여자인 교사

와 학생은 서로 다른 지식수준과 생각, 느낌을 갖고 수업에 참여하면서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발화를 조정하고, 상호작용이 진행되면서

공동의 지식을 확장시켜 나간다(Mercer, 2004).

수업 상호작용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구조화된 상호작용방식을 분류하

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민성(2017)의 연구는 수업 상호작용에 대한 기

존 연구를 과정-산출 연구, 수업 참여 구조 연구, 수업의 상호작용에서

의 의미구성에 대한 연구의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했다. 과정-산출 연구

는 학생의 학업성취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교사의 수업행동을 파악하려

는 연구로, 교사의 특정 행동의 빈도를 체크하여 학업성취와 학업태도와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Flanders(1970)의 수업 분석이 대표적이다. 수업

참여 구조 연구는 과정-산출 연구가 지식의 사회적 구성이라는 수업 상

호작용의 역할을 드러내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수업을 하나

의 ‘사건’으로 바라보고 상호작용 속에서 수업의 구조, 대화의 이동, 수업

의 참여구조의 유형을 분석한 연구다(Flanders, 1970; 조영달, 1998a에서

재인용). 한편 수업의 상호작용에서의 의미구성에 대한 연구는 수업 참

여 구조 연구가 수업의 상호작용 방식이 특정한 패턴으로 구조화되어 있

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수업 상호작용이 ‘의미구성’의 원천이라는 관점

이 부재하다는 입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공동의 지식 구성을 통한 개인

학습자의 의미 구성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Mercer, 2004).

본 연구에서는 수업 상호작용을 효과적인 학업 성취의 목적이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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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를 통한 구조적 분석의 목적이 아닌, 가장 중요한 타자인 학생과의

관계적 측면과 이를 통한 교사 자신의 정체성 형성의 고찰에 목적을 두

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 정체성은 사회적 관계 맺기를 통해 형성되며,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교사의 수업 정체성은 수업이라는 형상 세

계 속에서 학생과의 사회적 관계 맺기를 통해 형성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측면과 정체성 형성 과정에 초점을 맞추

어 수업 상호작용을 (1)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식, (2) 수업 자원, (3) 학

교의 제도와 문화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식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교사가 학생들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에 대한 답이 된다. 이것은 수업 장면에서 교사의 행동을 통해 암시되기

도 하며 심층 면담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시간적인 연속성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변화의 방향 역시 다

각도일 수 있다.

(2) 수업 자원

수업 자원은 학생 외에 교사가 사용하는 인공물(artifact)과 교사의 지

식을 포함한다. 먼저 인공물은 수업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교과서와

학습지, 시각 자료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 등을 들 수 있

다. 교사의 지식은 Shulman(1987)의 분류에 따라 교과 내용 지식, 교육

학적 지식, 교수법적 지식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며 반성적 실천가

로서의 교사 역할을 강조하는 행위 중 지식(실천적 지식)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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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 제도와 문화

학교 제도와 문화는 교사가 속한 특정 학교마다 다른 맥락을 가지지만

공통적인 제도로는 시험과 교원평가제 등을 들 수 있다. 교과교실제도

이에 해당한다.



- 23 -

Ⅲ. 연구방법과 절차 : 내러티브 탐구

본 연구는 사회과 저경력 교사의 교실 수업 상호작용을 통한 수업 정

체성 형성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 중에

서도, 수업 ‘이야기’를 통해 정체성을 탐구할 수 있는 내러티브 탐구 방

법을 사용하였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내러티브는 정체

성을 이해하는 개념적 틀이면서 동시에 내러티브를 탐구하는 방법적 틀

이다. 자료의 분석은 내러티브 분석 전략 중 주제 전략을 사용하되,

Woods의 결정적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내러티브 탐구

1) 내러티브 탐구의 개념

내러티브(narrative)의 사전적 정의는 ‘이야기’이다. 이야기는 인생 전

반에 걸친 긴 이야기일수도 있지만 사건이 벌어지는 순간 사건 속에서

형성되는 작은 이야기일 수도 있다.

Bell(2000)은 인간이 자신의 무질서한 경험에 이야기라는 구조를 부여

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게 된다고 보았다.(Bell, 2000; 유기웅 정

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3에서 재인용) 즉, 내러티브는 객관적으로 존재

하는 인생 경험의 조직이 아니라 화자의 입장에서 줄거리(plot)를 재조직

하는 틀이다. 따라서 내러티브의 청자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이 어떻

게 그들의 삶에서 사건들과 행위들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경험의 범

람에 질서를 부여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Riessma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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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러티브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

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내러티브의 화자는 자신의 자아를 재현(representation)한다. 화

자는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타인의 관계에 대해 해석하

고 의미를 부여하며(이흔정, 2004) 내러티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신

의 삶에 두드러진 특성을 전경화(foregrounding)한다. 이는 과거의 경험

을 해석하면서 현재의 자신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둘째, 내러티브의 화자는 청자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자아를 변

형(transformation)한다. 내러티브를 나누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존재하

는 상호작용은 화자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Wortham, 2000) 내러티브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여 성찰(reflection)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것이다.

내러티브 탐구의 인식적 기초는 Dewey의 ‘경험’에 대한 이해에 기반

을 둔다. 경험은 질적 연구에서 핵심이 되는 것으로, 내러티브 연구에서

는 개인의 경험과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개인

의 경험과 이야기에는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

다. 경험은 인간 사고와 사회적, 인간적, 물질적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으로 구성되는 변화하는 흐름이라고 할 때(Clandinin & Rosiek,

2006), 궁극적으로 모든 경험은 사회적인 것이다(Kim, 2015).

또한 Dewey(1962)는 경험의 특징 중 하나를 연속성(continuity)으로

보았는데, 경험은 다른 경험으로부터 생겨나며 또 다른 경험을 이끌어낸

다는 것이다. 경험은 현재 상상하는 것, 과거에 상상했던 것, 미래를 상

상하는 것에 어디에 위치하든지 과거의 경험에 토대를 지니고 미래의 경

험을 이끌어낸다(Clandinin & Connelly, 2000).

상호작용과 연속성이라는 경험의 속성은 본 연구에서 교사의 수업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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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이해하는 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사의 수업 경험을

과거-현재-미래의 연속성 상에 놓고 바라보되, 교실 수업 내에서 학생과

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사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생성해나가는지를 보고자 한다.

2) 내러티브 탐구의 분석

내러티브 탐구에서 분석은 자료들의 구성 요소의 분할이라기보다는 하

나의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해 수집된 내러티브 자료를 ‘통합’하는 과정이

다. 이는 자료를 세분화하거나 범주화하여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야기의 배경 안에서 분석하는 것이다(Ezzy, 2002).

Maxwell(2012)에 의하면 범주화의 분석 전략은 원 자료에 내재하는

맥락의 매듭(contextual ties)을 복원하지 못한다. 따라서 하나의 통합된

이야기에서 현재, 과거, 미래의 맥락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분

화된 자료와 자료를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야기

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비교하여 분석해야 한다(유기웅 외, 2013).

Clandinin & Connelly(2000)는 내러티브의 분석을 위해 Dewey의 경험

의 속성을 토대로 내러티브 탐구의 삼차원적 공간(three-dimensional

narrative inquiry spaces)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삼차원적 공간은 과거

-현재-미래의 시간의 연속성(continuity), 장소로서의 상황(situation), 개

인적-사회적 상호작용(interaction)을 말한다.

시간의 연속성(continuity)이란 과거-현재-미래의 연속선상에서 내러티

브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경험은 시간적 연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험은 끊임없이 의미를 규명하면서 새로운 경험에

의해 확장되어진다(Polkinghorne, 1988). 즉 과거의 경험은 현재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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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형성하고 현재의 경험은 미래의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홍영숙, 2017).

장소로서의 상황(situation) 역시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내러티브 탐구

에서 장소는 분명하고 구체적이며 물리적이면서 위상적인 경계(specific

concrete physical and topological boundaries)(Clandinin, 2013)이다. 따

라서 장소가 개인의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호작용(interaction)은 인간의 자신의 내재적 조건(느낌, 희망, 미적

반응, 도덕적 기질) 또는 외재적 조건(환경, 실존적 상황)과 상호작용하

는 것이다. 내재적 조건과의 상호작용은 개인이 자신 내부와 맺는 관계

를 의미하며, 외재적 조건과의 상호작용은 함께 경험한 타인과 상황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경험을 연구하는 것은 개인의 내부적 측면과

외부적 측면이라는 두 방향을 모두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연구자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3차원적 내러티브 공간을 구

성하여,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를 구성한 뒤 이를 연구 텍스트로 묶어낸

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자료 수집 및 분석에서 후술하겠다.

3) 수업 정체성과 내러티브 탐구

Dewey에 따르면 교육, 경험, 삶은 복잡하게 뒤얽혀 있지만, 교육을 연

구한다는 것은 경험을 연구하는 것이다. 경험은 내러티브적으로 일어나

며, 내러티브 탐구는 내러티브 경험의 한 형태이고, 그러므로 교육 경험

은 내러티브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내러티브 탐구는 경험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자, 체험되고 말해진 이야기이다. 사회과 교사의 수업 정체

성은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 스스로 선택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 교사의 수업 이야기를 수업 관찰과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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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면담을 통해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과정은 사회과 교사의 수업 정

체성이 형성되는 과정과 같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1) 연구 참여자1)

(1)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 및 특성

이 연구의 참여자는 저경력(low-experienced) 사회과 교사이다. 따라

서 저경력 사회과 교사의 수업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를 선정하고자 했다. 이처럼 집단을 대표하는 특성을 갖거

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를 체계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목적

적 또는 의도적 샘플링(purposeful sampling)이라고 한다(조영달, 2015a).

목적적 샘플링은 당시까지의 이론이나 축적된 지식에 비추어 볼 때 중요

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에 적합한 어떤 환경이나 사람 또

는 사건(현상, 활동 등)을 선정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참여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교직경력 5년 미만으로 역동적인 수업 정체성 형성의 과정 중에 있고,

둘째, 연구 참여자가 동일한 학교 급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을 가르치며

사회과 관련 대학원에 진학한 교사이며, 셋째, 사범대학의 일반사회교육

을 전공한 교사이면서 현재 일반사회 영역을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교사

이다.

1) 논문에 등장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름을 가명으로 처

리하였으며, 근무학교도 본래 명칭이 드러나지 않도록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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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경력 5년 미만을 저경력 교사로 규정한 것은 교사의 발달 단계와

관련된 이론과 교사 교육과 관련된 실제를 종합하였기 때문이다. 경력을

강조하여 교사의 발달 단계를 생존단계, 조정단계, 성숙단계로 구분한

Burden(1982)에 따르면 2～4년차는 조정단계에 해당하는데, 조정단계의

교사는 교과 과정과 방법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발견하기 시작한다.

Huberman(1989) 역시 경력에 따라 교사의 단계를 구분하면서 생존과 발

견의 단계(1～3년), 안정화의 단계(4～6년)를 교사의 초기 발달단계로 보

았다. 저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들에서도 초임교사의 범위를

3년에서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며(설규주, 2012), 공립학교의 경우 최

초 발령 학교에서 3년에서 5년을 주기로 인사이동이 이루어진다는 점 등

을 종합하여 교직경력 만 5년 미만의 교사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동일한 학교급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을 가르치되

사회과 관련 대학원에 진학한 교사로 선정한 것은 연구 참여자의 배경을

유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연

구 참여자의 배경을 유사하게 하는 것은 교실 수업 내에서의 상호작용

양상과 교사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하게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중학교 3학년의 사회② 과목을 수업하고 있으면

서 사회과 관련 대학원에 진학한 교사로 선정했다.

더불어 일반사회교육을 전공하였으면서 수업에서 일반사회영역을 다루

는 조건을 마련한 것은 전공 영역과 비전공 영역을 가르칠 때의 교사의

수업 활동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소연, 2005). 따라서 자신의 교

사의 수업 중에서도 자신의 전공 영역에 대한 수업으로 관찰 대상을 한

정하였다.

중학교 사회② 과목 중 일반사회 영역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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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 교육과정)

연구 참여자와 근무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A교사는 2년차 남교사로 강북구의 공립 공학중에 근무하고 있

다. A교사는 인기 있는 남교사이며,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구적인 교사로

통한다. 그가 근무하고 있는 D 공학중은 임대아파트 사이에 위치해 가정

환경이 어렵고 수업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A교사는 3학

년 담임을 맡고 있으며, 관찰된 교실은 남녀학생이 혼합된 중학교 3학년

학급으로 학급 학생 수는 30명 정도이며 남녀 비율은 1:1에 가깝다.

2) 2009 사회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중학교 사회② 교과서(미래엔) 참고

영역 대단원 중단원

법

일상 생활과 법

법의 의미와 목적

법의 유형과 특징

법에 의한 분쟁 해결

인권 보장과 헌법

인권 보장의 역사와 헌법

헌법과 기본권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 기관

헌법과 국가 기관

국회의 지위와 기능

대통령과 행정부의 지위와 기능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기능

경제

국민 경제와 경제 성장

국내 총생산의 이해

물가와 경제생활

실업과 경제생활

국제 경제와 세계화

국제 거래의 이해

환율과 국제 수지

세계화와 국제 경제

정치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

국제 사회의 특성과 행위 주체

국제 사회의 공존과 외교 정책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갈등과 해결
사회

문화
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

사회 문제의 이해

미래 사회와 지속 가능한 발전

<표 1> 중학교 사회② 과목의 일반사회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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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B교사는 2년차 여교사로 서대문구의 공립 공학중에 근무하

고 있다. B교사는 A교사와 같은 시기에 임용을 합격하였고 법 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학생들 사이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해주는 교사로 통한다. B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규모가 작은

학교로 주택과 아파트가 혼재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학업에 대한 관심은 보통 정도이다. B교사 역시 3학년 담임을 맡고 있으

며, 학급 당 학생 수의 남녀 비율은 2:1로 남학생이 많다. 관찰된 3학년

학급은 26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C교사는 5년차 여교사로 A교사와 B교사에 비해 경력이

많으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3년차이며, 이전에는 기간제 교

사로 고등학교에 근무했었다. C교사는 학생들 사이에서 풍부한 지식과

사례를 바탕으로 수업을 유창하게 하는 교사로 통한다. 그가 근무하고

있는 F 여중은 서초구에 위치한 사립중학교로 가정환경이 여유롭고 학

업에 흥미를 가진 학생들이 많다. C교사 역시 3학년 담임을 맡고 있으며

관찰된 교실은 3학년 학급으로 학급은 여학생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6월 기준)

연구 

참여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교직 경력 담임 여부

성별 나이 근무 학교

A 남 30세 D 공학중(공립) 1년 4개월 3학년 담임

B 여 27세 E 공학중(공립) 1년 4개월 3학년 담임

C 여 28세 F 여중(사립) 4년 4개월 3학년 담임

<표 2> 연구 참여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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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들의 관계 형성

내러티브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들의 관계 형성을 위한 노

력이 필요하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삶의 총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의 친밀한 관계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

다(Clandinin & Connelly, 2000).

따라서 연구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와 공감대(라포: Rapport)를 형성하

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과 공감을 이룬다는 것은 상대방이 세상을 이

해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연구자 자신이 이해한 것을 상대방과 동일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조영달, 2015a).

본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연구 참여자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후술하겠으나 연구자

는 공립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3년차 사회과 교사이며 수업에 대한 고

민과 갈등을 겪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동료 교사 또는 친구의 위치에

서 교직 생활의 고충이나 수업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연구 참여자의 직장 또는 주거지 근처에서 퇴근 이후의 시간대에 만나

식사를 겸한 면담을 진행했으며 곧바로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보다

는 학교 업무의 어려움과 같은 일상적 대화를 하였다.

심층 면담에서 연구자가 가장 주의한 것은 면담 질문이 연구 참여자의

수업을 평가하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유사한 특성에 있다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지만 한편

으로는 연구자의 연구 참여자의 수업을 비판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

기 때문이다. 특히 교사에게 누군가에게 자신의 수업을 공개한다는 것은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기에 감사의 마음을 갖고 연구 참여자로부터 무

엇인가를 배우려는 사람의 자세를 지니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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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업 관찰에서 연구자가 가장 주의한 것은 연구 참여자인 교사

외에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배려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이 수업에서

참여관찰자(연구자) 또는 비디오 카메라의 존재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자, 비디오 녹화가 실시되기 이전에 본 연구는 교사를 대상

으로 하는 연구이며, 녹화에 학생들의 얼굴은 포함되지 않음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자 하였다. 실제 녹화를 할 때에도 교사의 모습을 집중

적으로 녹화했으며,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 장면에서 학생의 발표 등이

녹음되고 전사에 포함되었으나 철저히 익명 처리하였다.

연구 참여자와는 IRB 승인 이후인 2018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간

대략 1시간 내외의 면담을 3～4회 진행하였으며 1차시(45분) 분량의 수

업 관찰을 3～4회 진행하였다. 전화나 메신저를 통하여 면담 및 수업 관

찰 일정을 조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업 자료에 대한 공유나 교직 생

활의 어려움에 대한 토로도 이루어졌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자료 수집 방법으로 심층 면담과 수업 관찰을 활용했다. 먼

저 심층 면담은 일대일 면대면 상호 접촉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특정 사건이나 사람 등에 대하

여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내러티

브 분석의 대표적 자료의 원천은 면담이며, 그 중에서도 비 구조화된 면

담이 중심이 된다(조영달, 2015a). 최초 면담에서는 구조적 또는 반 구조

적 면담을 계획하였으며 이후 면담에서는 반 구조적 면담과 비 구조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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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을 함께 사용하였다.

심층 면담과 더불어 수업 관찰 역시 중요한 자료로 다루었다. 수업 관

찰은 직접 참여 관찰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적인 한계로 인하여

수업 영상만을 분석하는 간접 참여적 관찰을 일부 사용하였다. 교실 현

장에서 작성한 관찰 기록지와 수업 영상 녹화 자료 및 전사지가 수집된

자료이다.

심층 면담과 수업 관찰은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하고 교차하여 교사의

교실 수업 정체성을 이해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두 가지 자료 수집

방법은 독립적으로 수집되고 분석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예를 들어, 수업 관찰은 그 자체로 교사의 교실 수

업 정체성을 이해하는 과정이지만 이전의 심층 면담을 보충 설명하기도

하며 다음 면담에서의 질문을 생성하는 과정이 된다. 또, 면담에서의 교

사의 정체성과 수업 관찰을 통해 실현된 정체성 사이의 모순이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모순은 이후의 면담 또는 수업 관찰을 통해 해소된다.

구체적인 자료 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자료 수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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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심층 면담과 교실 수업 관찰은 순환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거쳐 3～4회씩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따라 자료의

포화 정도가 상이했기 때문에 자료 수집의 횟수에도 변화가 있었다.

(2) 자료 분석 방법

연구의 주된 자료는 심층 면담의 녹음 파일과 인터뷰 기록지 및 전사

지와 수업 관찰의 녹화 영상과 관찰 기록지 및 전사지이다. 먼저 심층

면담은 녹음기를 통해 녹음함과 동시에 인터뷰 진행 중 중요하다고 생각

되는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요약하여 면담 기록지를 작성했다.(부록

1) 면담을 마친 뒤 녹음 자료를 들으면서 키워드에 추가적인 해석 및 의

문점 등을 기록하였으며, 녹음 파일을 전사하여 반복적으로 읽었다.(부록

2) 이러한 과정은 수업 관찰 이전까지 완료되었는데, <그림 1>에 드러

나듯이 1차 심층 면담을 통해 1차 수업 관찰의 관찰 틀을 잠정적으로 구

성했기 때문이다.

또한 수업 관찰은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 녹화함과 동시에 관찰 기록지

를 작성했다. 관찰 기록지는 수업 관찰 도중 연구자의 해석, 의문점, 이

전 심층 면담과의 모순 등 떠오르는 것을 기록했으며 카메라로 포착하기

어려운 교실 환경, 수업의 분위기, 학생들의 반응 등을 기록하고자 하였

다.(부록 3) 또한 관찰 기록지를 바탕으로 녹화 파일을 부분적으로 전사

하여 반복적으로 읽었다.(부록 4)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정은 다음 번 심

층 면담 이전에 완료되었는데, 1차 수업 관찰을 기반으로 2차 심층 면담

의 질문지를 재구성했기 때문이다. 또한 다음 차시의 심층 면담에서는

이전 차시의 수업 녹화 영상을 연구 참여자가 함께 보면서 회상되는 것

을 이야기하는 회상 자극 면담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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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자료 분석의 큰 틀은 내러티브의 분석전략(개인 경험에 대

한 구술적 내러티브 중심) 중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사용했다.

주제 분석은 텍스트의 내용을 탐문하는 것으로, 어떻게 이야기되었는가

보다는 무엇이 말하여졌는가가 중요하며, 연구 참여자가 알려주는 것보

다는 연구자가 들은 것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조영달,

2015a).

이러한 분석은 근거이론의 경우와 같이 연구자가 되도록 많은 이야기

를 수집하여 그것을 자료로 하여 귀납적으로 개념적 틀을 만들어 낸다.

이는 전형적인 묘사 전략으로, 여러 사례에 걸친 공통적인 주제적 요소

를 찾아 이론화하는 데 유용하다.

구체적인 주제 분석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① 현장의 사례를 전

사물로 만들고 이를 자세히 반복적으로 정독하고, ② 이야기 지도(map)

와 연구 텍스트를 구성하며, ③ 연구 텍스트를 다시 내러티브 텍스트로

구성하여 연구 참여자와 공동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조영달, 2015a).

<그림 4> 주제 분석법을 통한 내러티브 구성(박민정,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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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제 분석을 큰 틀로 사용하되 Woods(2012)의 결정적 사건

(critical events)을 중심으로 텍스트를 구성하였다. 결정적 사건이란 이

야기의 화자의 생각이나 세계관을 변화시킬 만한 사건을 말한다.

Woods(2012)에 의하면 어떤 사건이 ‘특정 시간과 맥락 속에서 구성 요

소들이 적절히 조합을 이루게 되면’ 결정적 사건이 된다고 하였다. 내러

티브에서 사건들은 시간, 도전, 변화와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결정적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결정적으로 변한다.

연구 참여자가 회상하며 떠올리게 되는 결정적 사건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필요한 세부사항을 걸러내고 지속적 가치를 지니는 요소만을 간

직하게 된다(김영천, 2013b). 본 연구는 사회과 교사가 사회과 교실 수업

이라는 특정 시간과 맥락 속에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교

실 수업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따라

서 주제 분석의 방식을 사용하되 교사에게 수업 상황과 맥락 속에서의

결정적 사건이 무엇이었는지를 중심으로 내러티브를 분석하고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3) 연구의 신빙성 제고

질적 연구에서는 심층 기술을 통한 ‘이해(understanding)’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양적 연구에서 논의되는 타당도와 신뢰도의

개념은 질적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논의가 제기되어 오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고 정확하며 믿을 만한 연구 결과임을 증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Merriam(1998)은 진실성(trustworthiness)을,

Lincoln과 Cuba(1985)는 신빙성(credibility)을 대체적인 개념으로 제시했

다(유기웅 외, 201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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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내러티브 연구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함께 이야기를 만

들어 가는 과정이 주를 이룬다. 그렇기에 연구자의 주관성과 참여자 반

응성이 분명히 존재하며 오히려 이를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

다. 따라서 자료와 해석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그 현상에 점점 깊이 다가

간다는 ‘이해도’의 개념을 채택하고자 한다(조영달, 2015a).

연구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풍부하고 구체적인 서술을 하였다. 면담과 수업 관찰에서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직접 인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녹음 및 녹화 자료를

전사한 뒤 여러 번 검토하였다. 또한 수업 관찰 시 관찰 기록지(field

note)를 작성하여 당시의 즉시적이고 생생한 기록을 기반으로 한 분석

및 해석을 하고자 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의 반응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와 연

구자가 지속적인 면대면 인터뷰와 수업 관찰을 통해 함께 이야기를 만들

어 나가는 연구다. 따라서 연구결과 또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

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견해를 물어 연구의 정확성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아! 하!’ 방식을 사용한 것은 연구 참여자에 대한 부적절한 의미 부여를

막고, 연구자의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이는 심층 면담 과정

에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결과에 대한 동의를 얻으면서 이루어졌다.

셋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사용하였다. Denzin(2008)에 따르면 질적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다수의 자료, 다수의 방법, 다수의 조사자, 그리고 다수의 이론

등을 동원할 것을 주장했다. 이 중에 본 연구와 관련된 방안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와 이론을 종합하는 것이다. 심층 면담과 수업 관

찰의 유기적인 상호작용과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이론 검토, 연구 참여

자와의 회상 자극 면담 등을 통하여 신빙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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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연구자의 특성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였다. Clandinin와

Connelly(2007)는 내러티브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주제와 관련된 연

구자 자신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를 구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내러티브 연구에서는 인간의 경험이 내러티브 안에서 존재한다고 가정하

기 때문에, 연구를 시작하는 데 관련되거나 영향을 주는 연구자의 내러

티브를 먼저 구성해보고자 하였다. 연구자의 주관성을 정직하게 독자들

에게 알려줌으로써 주관성이 연구를 접근하고 수행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알리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의 내

러티브를 구성함으로써 연구자의 주관성을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4) 연구자 이야기

연구자는 공립 중학교에 근무하는 3년차 사회과 여교사이다.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도봉구에 위치한 남녀 공학 중학교로 아파트 단지

에 둘러싸여 있어 학생들의 가정환경이 동질적이고 학생들의 학업에 대

한 흥미가 높은 편이다.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수업 준비에 노력을 하는

열정적인 교사이며, 동료 교사들 역시 수업에 대한 그의 열정을 높이 평

가한다. 연구자는 수업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겠다는 의지를 가진 교사로,

수업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다. 수업이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 좌절하고 생각보다 학생들의 반응이 좋다고 느낄

때 큰 성취감을 느낀다.

이러한 연구자의 특성은 본 연구를 시작하는 배경이 되었다. 수업에서

나는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을 해결해보기 위한 반성적 성찰 일지

를 작성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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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이 좀 더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강의식이 아닌 수업 방식을 구현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그 고민이 지

속되는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업과 평가의 불일치 때문이다. 수행 

평가의 항목은 사전에 정해져 있고, 그 중 내가 하고 싶은 수행 평가는 

없다. 매 수업 시간이 평가의 순간이길 희망하지만 빈칸 채우기 학습지

의 존재는 학생들 또한 빈칸 채우기가 수업의 완성 또는 종결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 같다. (2018. 06.)

  학생들이 하는 모의재판 활동은 그저 주어진 대본을 충실하게 읽는 

것에 불과하다. 그 ‘읽기’마저도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재판의 절차와 분위기, 형법 조항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흔

적이 보일 때 뿌듯함을 느낀다. (2018. 07.) 

  학생의 질문 또는 대답에 ‘그건 아니야’라고 쉽게 단정 짓는 나를 발

견하는 때가 있다. 말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표정으로

는 실망감 혹은 무시함이 드러난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학생의 질문이

나 대답을 듣지 않은 척 할 때도 있다. 수업의 진행권 또는 통제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고 느낄 때 조급해지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다. 그 조

급함을 애써 숨기고자 나는 말없이 학생들을 응시하거나 지나치게 친

절하거나 차분해진다. (2018. 09.)

 

  동일한 활동을 해도 학급별로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상이하다. 시시

한 영상에도 웃고 박수치고, 유치한 활동에도 활동 그 자체에서 재미를 

찾는 학생들이 있다. 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동일한 영상에도 반응이 없

고, 활동 그 자체의 재미보다는 활동이 수행평가인지 아닌지 도장을 받

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 그럴 때는 나 역시 기운이 빠져서 수

업을 빨리 끝내게 되거나 학생들의 활동을 무기력하게 바라보고 서 있

게 된다.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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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연구자의 고민들을 연구 참여자에게 솔직하게 밝히고 수업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연구자의 주관을 드러내는’ 방법을 사용했

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가 함께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협력자의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다만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연구 참여자와의

공통점 혹은 유사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

보고자 노력했다. 면담 중에는 연구 참여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감의

태도를 견지하고자 하였으며, 이후 분석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를 비추어

연구자 자신에 대한 성찰(reflection)의 과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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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회과 저경력 교사의

교실 수업 정체성에 대한 분석

1. A교사의 이야기

1) 실제적 수업 정체성

(1)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식 : 낮은 수준, 높은 흥미, 통제 밖

최초의 인터뷰에서 A교사는 자신의 수업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

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수업의 이상적 상과 자신이 지금 실천하고 있

는 수업의 현실적 상 사이의 괴리가 존재하지만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

해서는 구체화가 되지 않았다.

A교사 : 어떻게 보자면 애들이 원하는 수업인가? 한편으로는 아닌 것 

같고, 모르겠어요. 아(한숨). 아 이게(반복) 뭔가… 학생들이 참여하면

서 뭔가 잘 좀 아, 모르겠어요. 알면 제가… 정확히 어떻게 바꿔야 할

지 모르겠는데. (중략)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연구자 : 지금 (수업이) 마음에 안 드세요?

A교사 :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바꿔야 할지 정확하게 상을 깨달은 

건 아닌 것 같고.                           (1차 인터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까닭은 그가 교사되기(임용 시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설정했던 목표로서의 교사상과 현재 자신의 실천으로서의 모습

사이의 괴리 때문으로 보인다. 2년차에 접어드는 A교사는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교과에 대한 확장된 지식을 학습하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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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과 사회 교과에 대한 흥미를 동시에 느끼게 하는 교사상을 꿈꾸었

다. 그러나 점차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는 데 비중을 두다 보니 교과 지

식 전달의 측면에 있어서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A교사 : 공부에 관심 없는 애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애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쪽으로 하다 보니 결국 흥미를 강조하게 되고, 애들이 사회시간

이 덜 지루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너무 흥미 요소를 많이 넣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용 깊이를 좀 얕게 만드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깊이 있게 가르치려면 꽤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집중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막 소란스러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약간 

지식 전달에 있어서 원래 제가 아까 초반부처럼 사회 교과의 깊이 있

는 이해를 하면서 흥미를 느끼도록 한다는 목표는 가지고 있지만 제가 

실천하고 있는 것은 그것과 거리가 있는 것 같다.        (1차 인터뷰)

이처럼 A교사는 자신이 사전에 설정했던 이상적 교사상에서 깊이 있

고 풍부한 교과 지식의 이해라는 목표를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다소

포기하고 있었다. 그는 그러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학생 수준을 고려했

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개념을 가르친 교사’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A교사는 발령 이후부터 학생의 반응에 맞추어서 수업 구성의 방식을

변화시켜왔다. 수업 구성의 방식을 정리하면 첫째, 고난도의 개념을 제외

하는 방식, 둘째, 학생들이 흥미 있어 하는 유머나 연예인과 관련된 이야

기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A교사 :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수업을 구성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연구자 : 음… 그런데 그게 아이들의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A교사 : 그러니까 너무 끌려간 거죠. 결과적으로. 흥미 위주로 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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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아이들의 요구에 지나치게 뭔가 끌려가서, 어렵더라도 이건 좀 

어렵게 배워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어려워 보이면 사실 뺀 내용

도 있는 것 같고.

연구자 : 그럼 선생님이 처음부터 아예 배제하시는?

A교사 : 네. 아 이를테면, 심급 제도 같은 것에서, 심급제도가 원래 일

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진 것은 세 번하는 건데, 모든 재판이 삼심제는 

아닌데, 그거에 대한 예시로 특허재판이나 선거재판 같은 것이 있는데, 

심지어 그런 것도 우리 교과서는 아니더라도 다른 교과서에도 언급된 

경우 있고, 그 내용에 대해 가르쳐야할지 말지 고민했는데, 뺐거든요. 

왜냐면 헷갈릴 것 같아서, 이것도 어려워서, 애들이.

연구자 : 힘들까봐.

A교사 : 네, 그래서 그냥 마치 모든 재판이 다 삼심제도인 것처럼 심급

제를 가르쳤고. 말하자면 그건 오개념이죠.

연구자 : 하지만 선생님이 아닌 걸 알고 계시잖아요.

A교사 : 아닌 건 알면서 안 가르쳤고, 그리고 애들이 잘못된 개념을 익

히게 하는 나쁜 교사인데(웃음) 아… 이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1차 인터뷰)

심급 제도에서 삼심제의 예외를 수업 내용에서 제외하면서 A교사는

고민을 했었지만, 학생들의 수준에 비해 내용이 지나치게 어렵다고 생각

하여 결국 제외하였다. A교사가 느끼기에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은

낮은 편이며,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

들이 많다고 느낄 때마다 내용 요소를 조금씩 제외했던 것이다.

한편, A교사는 학생들이 수업과 다소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할 때 적

극적으로 자신이 그 이야기에 참여하면서 연예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학

생들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연예인의 이야

기를 하거나, 혹은 수업과 연관이 있는 연예인의 영상을 보여주는 등의

모습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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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사 : (중략) 재판 과정에서 권리 침해를 구제해준다.

학생 : 구제가 뭐에요?

A교사 : 구해준다. 구해줘.(‘구해줘’라고 판서)

학생 : (웃음)

A교사 : 구해줘라는 드라마 있는데.

학생 : 우도환이랑 조이가 나오는 거?

A교사 : 조이가 하는 드라마 다 망하네, 보니까.

학생 : 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쌤.

A교사 : 아니야. 저번에 보니까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 그것도.

학생 : 쌤, 조이 팬이잖아요.

A교사 : 그거 아니야. 시청률 1퍼센트밖에 안 나왔나. 케이블에서 해가

지고.

학생 : 그 몇 퍼센트는 우리나라에서만 몇 퍼센트에요?

A교사 : 조이 원래 염광고등학교에서 살았다가 서울공연예술고로 전학 

갔잖아.

학생 : (웅성거리며 조이에 대해 이야기함)

학생 : 쌤, 그 시청률이 우리나라에서만 몇 퍼센트에요?

A교사 : 그게 원래(머리를 긁적이며)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어

렵기 때문에 시청률 조사하는 기기가 있는 가정에 한해서, 그러니까 예

를 들면 일부 표본 조사를 하는 거지, 천 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중에서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청

률 조사하는 기기가 있다고.

학생 : 그거는, 그거는 집에다가 설치해서.

학생 : 쌤, 그거 시청률 0.1퍼센트 차이로 하면.

A교사 : 됐어, 야. 이게 어떤 식으로 권리를 구제하는가. 

    (1차 수업 관찰)

주목할 점은 연예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 것도 A교사이

고, 수업으로 돌아오기 위해 그 이야기를 먼저 끝내는 것도 A교사라는

점이다.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는 수업의 주제와 직 간접적으로 연관된

경우도 있으나 관련성이 낮은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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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사 : (중략) 직접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할 

때 애들이 지루해하기 때문에(영상을 찾아서 재생하며) 영상을 준비했

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1인 방송으로 가장 돈을 본 사

람이 중국의 펑티모라고 하는데.

학생 : 오 여자 BJ.

A교사 : 그래.

학생 : 알아요. 알아요. 노래 잘 부른 애.

학생 : 쌤, 그 사람 알아요?

A교사 : 이 사람이 1년에 100억을 번다고 하는데.

(동영상 재생, 1분 30초, 중국의 여성 BJ가 노래를 부르는 영상)

학생 : (시선 집중, 소란스러워짐, 엎드려 있던 학생이 일어나기도 하

는 등 다양한 반응)

학생 : (영상 정지 후) 쌤 한번만 더 보여주세요.

A교사 : 아니야. 자, 이렇게 하면 1년에 100억을 벌 수 있고.

학생 : 별풍선 받는 거잖아요.

A교사 : 아 그렇지, 중국은 인구 규모도 엄청 많아서 훨씬 더 시장이 

넓고 큰손들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번다고 한다. 이런 걸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버는 이상적인 모습이다. 이게 정보화 

사회에서는 이런 것이 가능하다.                     (4차 수업 관찰)

A교사가 이처럼 고난도의 개념을 제외하고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

으키는 유머와 연예인 관련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택하

게 된 것에는 학생들의 학업 수준에 대한 고려가 내포되어 있다. A교사

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성북구에 위치한 공립 공학 중학교로, 임대아

파트 단지 사이에 위치해 있어 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고 타 학교에 비해

서 학업 수준이 낮다. 때문에 A교사는 학업에 흥미가 없으면서도 학업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사회 수업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의 수업 방

법을 택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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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사 : 저희 지역이 임대아파트 지구 한가운데에 있는데, 그 임대아파

트는 저소득계층과 차상위 계층이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기 때문에 그

쪽에서 온 학생들이 많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지원을 받는, 그니까 기

초생활, 차상위, 한부모 가정, 기타수익자 합해서 정부 지원 받는 아이

들이 3분의 1 정도가 되요. 그러니까 한 반의 3분의 1이 그 정도라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친구들은 사회문화적 혹은 경제적으로 

교육 기회가 어떤 가정에서 케어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사교육적인 측

면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학력 수준이 높은 편이 아니고, 실제로 다른 학교에서 전입 오신 선생

님들께서 문제 난이도 비슷하게 냈는데 평균이 20점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1차 인터뷰)

한편, A교사는 종이 친 뒤 5분이 지나서야 수업을 시작할 수 있다. 학

생들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서로 장난을 치고 있으며, 종이 칠 때

자리에 앉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수업과 직접적

인 연관은 없지만 자신이 궁금한 질문들을 하고, A교사 역시 질문에 대

해 허용적인 모습을 보인다. 웅성거림이나 잡담은 수업에서 매우 일상적

인 모습이다. 그런데 A교사는 이러한 교실 상황에 대해서 답답함을 표

현했다.

연구자 : 애들이 ‘야, 입 닫아’ 하면 조용해지나요?

A교사 : 아니요. 완전 조용해지지는 않죠.

연구자 : 그럼, 선생님이 원하는 상태는 조용한 상태에요?

A교사 : 조용하고, 기본적으로는 조용한데 질문에는 적당히 활기차게 

반응하고, 농담을 했을 때.

연구자 : 그럼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선생님이 질문하면 그때만 활기차

게 반응하는?

A교사 : (웃으며) 맞아요. 너무 좀 그런가.

연구자 : 아니,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A교사 :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농담 같은 것을 해야 덜 지루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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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중간에 농담 하는데, 그때는 하하하 웃었다가 다시 (수업으로) 돌아

가는.

연구자 : 그런 게 진짜 돼요?

A교사 : 잘 안되는데, 그랬으면 좋겠는 거죠. 실제 수업에서는 안 돼

지. (약간 흥분해서) 그래서 하하하하 하고(웃고) 나서 그 다음 환율의 

상승 내용 이렇게 하면 다시 수업에 집중하는 거지.   (3차 인터뷰)

A교사는 이처럼 수업에서의 통제권을 자신이 가지게 되는 것을 이상

적인 수업이라고 여겼다. 앞서 보았듯 그는 사회과의 특성으로 인한 지

식의 어려움에 대해서 고민했으며 학생의 수준에 맞추어 지식의 난이도

를 낮추고 흥미적인 요소를 수업에 투입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수업

이 지나치게 학생에게 맞추어져 있어 자신이 수업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다.

연구자 : 지난주 월요일 수업 관찰 하고, 그 담에 선생님이 오늘 수업 

잘 된 것 같다 그러셨는데요. 어떤 점에서 그러신지?

A교사 : 그 반이 수업 태도가 나쁘지 않은 반이라서.

연구자 :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A교사 : 평소 수업할 때, 다른 반에 비해 분위기 통제가 되고, 그래서 

막 완전 망치진 않겠다고 생각하는.

연구자 : 잘 되고, 안 되고의 특징이 뭔지 궁금해요.

A교사 :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의 분위기에 대한 통제권이 나한테 

있는가, 아니면 학생들에게 있는가.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마치 완전 독재자 교사 같지만, 사실 수업 분위기는 그렇지 않고.

연구자 : 맞아요.

A교사 : 그것보다 더 어수선해지면 제대로 된 수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데? 라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그렇죠. 마음속에. 그래서 그걸 좀 못 견

디는 것 같아요. (3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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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수업과 직접적 관련 없는 곁다리 같은 질문을 어느 정도는 참

여로 인식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A교사 :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쓸데없는 이야기 할 때 있지만 애들은 

애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저도 그런 이야기 할 때 있고. 

            (2차 인터뷰)

실제로 A교사의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수업 내용과 관련 없는 질

문을 하거나 자리에 앉지 않고 돌아다니며 화장실에 가거나, 혹은 책상

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앞서 논했듯 흥미를 강조하

는 A교사가 학생들이 관심 가질 만한 영상 또는 사진을 보여줄 때에는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기도 한다. A교사는 이것이 한

편으로는 ‘참여’라고 생각하면서도 학생들이 흥미로운 자료를 보고 어느

정도 반응한 뒤 다시 수업으로 복귀하는 본인의 의도 속에 위치해 있기

를 바라는 것이다.

A교사가 이처럼 흥미를 강조하는 수업을 하는 것은 사회 교과라는 과

목 자체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높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교과 내용에 대한 흥미가 없더라도 수업 방식 또는 수업 분위기가 흥미

로울 때 학생들이 과목을 재밌게 느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강의식 수업을 기본으로 하되 수업과 관련성

이 다소 적은 이야기들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는 것이다.

A교사 : 애들의 흥미를 일으키려고 한 거예요. 교육학 책에도 나오는 

데 연예인형 교사 이런 거, 그런 유형인 것 같아요. 사회 교과를 배울 

때 사회가 흥미로운 과목이라는 느낌이 중요한 거죠.

연구자 : 내용이 별로 재미가 없어도?

A교사 : 네. 분위기가 흥미로우면 내가 사회를 재미있다고 느낀다. 

연구자 : 그 말씀은 애들이 사회라는 과목 자체를 재미없다고 느낀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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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사 : 사회만 보다는, 일반적으로 공부 자체를 재미없다고 흥미가 없

다고 생각한다는 것. 그래서 어차피 배울 거면 좀 즐겁게 흥미롭게 배

우면 좋지 않겠나. 다만 활동 위주의 수업을 하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진행 자체가 잘 안되고. 강의식으로 하되, 기본 베이스는 강의식이지만 

애들이 흥미로워하는 멘트나 사례들을 좀 제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

고 있죠.                           (3차 인터뷰)

(2) 수업 자원 : 학습지 구성의 이중성

A교사가 수업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자료는 수업활동지(학습지)와

프레젠테이션 자료이다. 수업활동지와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둘 모두 A

교사가 직접 구성한 것으로, 수업 관찰을 위해 교무실을 방문했을 때 A

교사는 항상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A교사는

학습지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한 강의식 수업을 하고 있다.

A교사가 수업에서 사용하는 수업활동지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의 내용을 개조식으로 정리한 것과 객관식 평가문항을 섞어 구성된다.

또, 학생들이 빈칸을 채우도록 많은 분량의 빈칸이 만들어져 있다.

연구자 : 학습지를 보면 처음에 일상에서 마주한 인권 침해 사례 체크 

리스트를 만드셨는데, 이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가요?

A교사 : 천재 교과서(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와 다른 교과서)를 사용

하는데, 하나의 교과서만 보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른 사례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다른 (출판사) 교과서 사례가 괜찮은 것 같아

서 일부 발췌해서 질문해봤습니다. 애들 수준에 맞게 가공을 해서. (중

략)

연구자 : 선생님 학습지 양식이, 줄글을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빈칸이 

많은데 왜 그런지요?

A교사 :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빈칸이 처음보다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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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는데 그 이유는 간단한데 애들이 쓸 때는 집중해서 학습하는 것 같

다가, 그렇지 않으면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케이스가 있어서, 그걸 막으

려고. 애들이 뭔가 학습을 스스로 하는 시간을 늘리려고, 그나마 강의

식에서. 사실 이것도 아예 많이 한 건 아닌데, 왜냐면 어떤 때는 거의 

다 빈칸,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완전 좋은 것 같지 않고, 적당히 빈칸

이 많은 정도가 괜찮지 않나.

연구자 : 그럼 이 빈칸을 학생들이 직접 찾게 하는 건 아니시죠?

A교사 : 그렇죠. 정해져 있는 거고, 보는 거죠. 뭐 맨 위의 질문(인권 

침해 사례 체크 리스트 같은 것)은 개방적인 것이 있지만, 기본적인 학

습은 다 폐쇄형으로 진행되죠. 답을 찾아 가는 그런 느낌이고, 뒤페이

지에 있는 학습지도 객관식. 물론, 너희의 다양한 생각을 (말) 할 수는 

있는데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성취기준? 이런 거에 걸맞은 지식 습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2차 인터뷰)

학습지 빈칸의 내용은 학생들이 직접 채우도록 되어 있다. 이 빈칸은

학생들이 교과서를 보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A교사가 화면에 보여주는

프레젠테이션의 교과서의 답이 있고, 이것을 보고 작성하는 것이다. A교

사는 강의식의 현재 수업에서 학생들이 학습지에 빈칸을 채우는 동안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여겼다.

A교사는 줄글로 되어 있는 교과서를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어렵다고 생

각하였기에 수업에서 교과서를 사용하는 대신에 학습지로 이를 재구성해

서 사용하고 있었다.

연구자 : 수업에서 교과서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않더라고요.

A교사 : 거의 안 쓰죠.

연구자 : 주로 학습지로 쓰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에게 사회 교과서란 

어떤 건지?

A교사 : 교과서는, 단원 끝나고 시험 전에 훑어보고 뭐 이런 정도? 그

냥. 학습지나 피피티는 그걸 재구성한 거고. 교과서 자체는 뭐 그냥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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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지 않는, 수업 방식에 차이를 가져다주지는 않는 거죠. 교과서를 

잘 활용 안하는 건 교과서가 지나치게 서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런 거고. 서술식이기 때문에 애들이 중요한 요점을 몰라. 개조식으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3차 인터뷰)

수업활동지의 구성은 A교사와 학생들의 상호작용의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요소이다. 수업활동지 빈칸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보고 채우

며, 수업활동지의 빈칸 채우기가 진행되는 수업 전~중반부까지의 학생들

의 수업 참여는 발표로 기록되지 않는다. A교사는 학생 전체에 대해 질

문을 던지고, 학생들은 A교사의 질문에 대해 산발적으로 대답하거나 다

른 학생의 대답에 대해 반응한다. 그리고 A교사는 수업의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 학생들의 대답을 정리한다.

A교사 : 면접을 보러 갔는데,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떨어

져서,

학생 : 오~ 오~ 역시~ (박수를 치며 교사의 이름을 연호)

A교사 : (웃으며) 그런 사례가 있는데, 또 뭐가 있을까?

학생 : 간디, 간디.

학생 : 저요. 버스타기 불편해요.

학생 : 에스컬레이터 타기 불편해요.

학생 : 취업에서…

A교사 : 취업에서 어려운 거 그거 했잖아. (웃음) 그래 맞아, 그래. 너

의 생각을 잘 알겠어.

학생 : 계단 내려가는 거.

학생 : 엘리베이터 있잖아.

A교사 : 됐고, 야. 많이 나온 거 같고. 마트 가기 힘들다, 그래 맞아. 

됐고, 다음. 다문화가족이 겪는 인권 침해 뭐가 있을까. 

(1차 수업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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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반부와는 달리, 후반부에 객관식 문제 풀이에서는 학생들의

발표는 참여로 기록된다. 이 때 학생들의 발표는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

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식 문제를 한 줄 씩 읽는 것이고, A교사

는 이를 참여로 기록하여 수행평가 점수에 반영한다. 이에 대해 A교사

는 편의성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A교사 : 어, 얼마 못하긴 하지. 그래서 인제 문제를 풀어볼 텐데(시계 

보며) 문제가 밑에 네 가지가 있는데, 1번 문제부터, 1번 문제 읽어볼 

사람? (펜으로 표시할 준비를 함)

학생 : 저요! 저요! (여러 명이서 손을 든다)

A교사 : 이거(곤란한 웃음) 그러면 다 시켜줄게. 가위바위보 아니고. 

보기 하나씩. 여기부터 여기까지.

학생 : 저부터 읽을게요.

A교사 : 어, 그럼 한 줄씩 읽어보도록 한다.

학생 : 문제 읽어요?

A교사 : 어.

(손 든 학생들 한 줄씩 문제를 읽는다)

학생 : 저요, 저요.

A교사 :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일단 읽어봐. 한 줄씩 읽어봐. 그 다음

에.(손 든 학생들 한 줄씩 문제를 읽는다)            (1차 수업 관찰)

(3) 학교 제도와 문화 : 시험의 의미

시험과 관련하여 A교사와 학생과의 상호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A교사는 수업 도중에 학생들이 객관식 시험 문제를 대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학습지 뒷면에 객관식 문제를 구

성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객관식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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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시험과 입시 제도가 A교사의 수업 구성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 : 시험이 선생님의 수업에 제약이 되는 부분 있나요?

A교사 : 그건 어떻게 보자면, 입시 현실에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는

데, 객관식 위주의 평가를 바꾸기는 어렵고 다만 그 영향을 미치는 부

분이 있죠. 학습지 뒷면에 객관식 문항을 풀어보도록 계속 만들어서.

연구자 : 그것도 시험 대비할 수 있도록 넣으신?

A교사 : 어떻게 보자면. 그런 거 안 푸는 애들은 객관식에 적응 못하니

까. 알아서 푸는 애들도 있지만, 그런 것도 안 풀고 학습지만 대충 훑

어보고 시험에 응하는 학생들도 많으니까. 완전 다 틀리고, 그런 애들

을 위해서 넣은 거죠. 공부 잘 하는 애들은 사실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풀기 때문에 그 뒤에 넣어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애

들은.

연구자 : 어쨌든 현재 학교 제도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A교사 : 네.                   (4차 인터뷰)

두 번째로, 시험은 학생에 대한 A교사의 기대 수준을 반영하기도 하

며 기대 수준을 수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A교사가 객관식 시험 문항을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역시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

객관식 문제를 스스로 찾아 풀어보지 않음을 인식한 것이다. 또한 시험

평균을 학교 내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수준에서 맞추기 위해 시험

문제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것 역시 기대 수준의 반영이며, 시험 난이도를

지속적으로 낮게 조정해온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연구자 : 지필 시험에서 서술형은 안 내세요?

A교사 : 이번에 냈죠. 개방형인데, 거의 대놓고 집어줘요. 여기서 서술

형 1번 나왔어. 여기서 ~~의 원리가 뭐고, 어디서 많이 일어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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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알려주시는 이유는 뭐에요?

A교사 : 왜냐면, 그거 안 알려주면 애들이 다 틀려서. 사실은. (중략)

A교사 : 평균을 70점에 맞추라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작년에 첫 

중간고사 때 쉽게 냈다고 생각했고 그랬는데 50점대 초반이 나왔어요

(평균이)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쉽게 내야 되는 거죠. 처음에도 충분히 

쉽게 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몇 점이냐, 가장 최근 시험에

서 70점대 초반. 그러니까 중학교 시험에 뭔가 제시하는 70점 내외에 

맞는 적절한 평균을 맞추게 된 거죠.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그 

정도로 쉽게 내야 하는.                                (2차 인터뷰)

2) 의무적 수업 정체성

(1) 학생에 대한 교사 인식 : 관리와 재미의 균형

A교사는 학생들의 요구와 수준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수업의 난이도를

조정해왔으며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수업을 듣도록 만들

기 위해서 흥미적인 요소들을 포함시켜왔다. 연구 초기에 A교사는 이것

이 학생이라는 타자의 요구에 부합한 것이라고 여겼으며,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깊이 있고 풍부한 지식의 이해라는 목표에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성취 수준을 낮추어 온 것으로 보였다. 그러

나 연구 중기 이후에 A교사는 학생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재미있는 수

업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A교사 : 관찰했을 때는 제 수업 시간에 그렇게까지 많이 자는 건 

아니고. 우리 학교 평균에 비하면. 그래도 좀 흥미를 제가 중시를 

하기 때문에, 많이 자진 않죠. 물론 완전히 잘 하시는 선생님들에 

비하면 좀 부족한데. 그래서 좀 완전히 애들에 대한 그런 관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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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되면서, 적당히 흥미도 주고, 그런… 그런 걸 애들도 선호한다고 

느끼고(얘기를 해 보면) 이 샘은 무서울 땐 잘 해줄 땐 잘 해주고, 

수업도 재밌어. 그렇게.

연구자 : 선생님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죠

A교사 : 그렇죠. 근데 결정적으로 저는 무서운 선생님이 아니고 만

만한 사람이죠.                        (3차 인터뷰)

A교사는 학생들 역시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수업을 원한다고 인

식하고 있었다. 수업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면서도 흥미롭고 듣고 싶은

수업은 A교사만이 원하는 수업이라기보다는 학생들도 원하는 것이라고

A교사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A교사는 결국 학생들

이 원하는 통제가 가능한 ‘무서운’ 교사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만만한’ 교

사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A교사는 학생들이 다소

수업과 관련이 없는 질문을 할 때에 이에 대해 충실하게 대답해주는 모

습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A교사는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교과의 내용과 직접적 연관

이 없더라도 흥미로운 영상이나 자료를 제시하는 자신의 수업에 만족하

지 못하는 학생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A교사는 학업에

대한 흥미나 학업 성취 수준이 중간 이하인 학생들도 수업을 포기하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내용의 수준을 조정하고 영상을 삽입하였지만, 이

것에 대해 일부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현재 수업이 A교사 스스로의 기대를

충족하고 있지 못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기대에도 부흥하지 못한다고 느

낀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A교사가 ‘너무 갔다’고 표현한 ‘흥미’

의 방향은 수업의 내용 그 자체에 대한 내재적 흥미라기보다는 수업의

분위기나 소재에 대한 외재적 흥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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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사 : 애들이 너무 재미를 중시하는데, 요즘에 그래서 특히 고민이 

심합니다. 그래서 너무 흥미 위주로 가서 아 좀 깊이가 없는 게 아닌

가. 수업이, 그러니까 애들은 재미있으면 무조건 좋아하는데 대부분은, 

물론 모범생들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보통 중간 정도 애들은 

재미를 최우선시 하는데 그 방향으로 제가 가는데도 스스로 생각할 때

는 좀 잘못된 것도 있는 것 같다.

연구자 : 흥미 쪽으로 너무 가면 안 될 것 같다?

A교사: 너무 이미 가버렸다, 사실.   (1차 인터뷰)

(2) 수업 자원 : 수업 저항

A교사는 강의식의 수업을 진행해왔지만 학생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동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다. 때문에

A교사는 창의성이 요구되는 공익광고 만들기와 차별을 주제로 한 연극

수행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A교사는 학생들의 수업 저항에 부

딪히기도 했는데, 이것은 수행평가의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수

행평가의 결과를 평가하는 단계까지 걸쳐서 나타난다.

먼저 수행평가의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학생들은 수업 시간 교사

의 안내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이것은 수행평가 자체에 대한 불만이

기도 하며, 모둠 구성 방식에 대한 불만이기도 하다.

연구자 : 선생님이 중간고사 후에 연극 수행평가 한다고 안내하실 때.

A교사 : 애들이 싫어하던데, 자기가 하고 싶은 애들이랑 못한다고.

(2차 인터뷰)

또한, 수행평가의 결과를 평가하는 단계에서는 교사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교사의 평가 기준에 대한 신뢰의 부족

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일부 모범생들로부터 A교사가 느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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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A교사가 수행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하는 모든 과정에서 가장 큰

제약으로 작용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A교사 : 수행평가는 너무 선생님이 자기 기준으로 채점한다, 신뢰를 안 

하는 거죠. 객관식이랑은 달리. 예를 들어 공익광고 만들기 참신성이 

없어서 점수 깎았는데, 애들이 왜 그러냐고 막 난리여서.

연구자 : 기준을 미리 얘기해주시나요?

A교사: 네. 미리 얘기하고, 본인이 못했다고 말했는데도, 자기는 공부 

잘하니까(성적이 좋으니까) 만점 아닌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죠. 엄

청 화가 나서 따지고. 다시 봐도 참신한 표현이 없고 부족했어요. 그래

서 수행평가는 이러다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1차 인터뷰)

이처럼 학생들이 불만을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A교사는 스스로를, 학

생들이 불만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교사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둠 구성원의 수준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장차

사회 속에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자

신의 지도 방침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따라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것

은 A교사가 자신 스스로를 ‘만만한’, ‘유한’ 또는 ‘학생들의 요구를 잘 받

아주는’ 교사라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이 ‘통제’를 잘 하지 못하는 부족한 교사이기에 수업 흐름에 대한 통제와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점과 연결되어 있다.

연구자 : 수업 때 학생들이 선생님이 (수행평가에 대해) 안내하실 때 

‘아~ ’ 이렇게 반응했는데 그런 반응을 볼 때 어떤 느낌이세요?

A교사 : 애들 원래 그렇지 뭐, 이런 느낌이요. 애들 항상 불만이 많은 

것 같아. 제가 좀 유한 타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자면 그게 좀… 자연

스러운 애들의 모습일 수 있고. 왜냐면 무서운 선생님 앞에서 말을 못

하는 건 부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제 지도 방침에 

따라 줬으면 하는 마음이 많이 들죠.          (2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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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적 수업 정체성

(1) 학생에 대한 교사 인식 : 내재적 흥미, 통제권은 나에게

A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내재적인 흥미를 추구하도록 하는 수업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수업 모습이라고 여기고 있다. 현재 A교사의

수업은 학생들의 요구와 수준을 고려하여 외재적 흥미를 주로 추구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내재적 흥미를 추구해야 하지만 일부분

은 현실적인 이유로 포기하고 있기도 하다. 내재적 흥미를 추구하면서도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자거나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수업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업의

모습에 대해서는 A교사 스스로도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

기하지 못하고 있다.

A교사 : (제 수업이) 깊은 배움이 되진 않고. 배우는 것 그 자체에 대

한 흥미를 강조하는 수업이 되어야 하는데 (제 수업은) 외재적 흥미 뭐 

농담 따먹기나 자극적 영상 같은 거죠.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연구자 : 선생님도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A교사 : 그렇게 생각하는데, (웃음) 근데 사실상, 가능하다면 내재적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역시나 어떻게 보

자면 포기한 게 아닌가.

연구자 :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데 포기하신 거예요?

A교사 : 네. 말하자면 약간 차선책? 그래서 농담 하고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완전히 수업 안 듣고 자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연구자 : 외재적 흥미를 추구하더라도 수업을 듣게끔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A교사 : 네. 하지만 제일 바람직한 건 내재적 흥미를 추구하는 것이다.

(2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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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교사는 수업 분위기에 대한 통제권이 자신에게 있는 수업을 이

상적인 수업으로 보고 있다. 수업 흐름에 대한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고, 수업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는 수업을 이상적인 수업으로 인식하

는 것이다. A교사가 제시한 자료에 대해서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즐겁

게 반응하지만,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다시 수업으로 돌아오는 것

이 이상적인 학생들의 모습인 것이다.

A교사 : 그래서 애들을 웃기면, 또 뭔가 뿌듯해. 나의 의도대로 되었

다. 근데 그러면서 어수선하면 원래 분위기로 복귀해야 하는, 그런 걸 

원하는 거죠.

연구자 : 30초 웃고?

A교사 : 아니 30초도 너무 길어. 그것보다 더 짧아야 해. 왜냐면 수업

보다 더 짧아야 해. 

연구자 : 한 10초?

A교사 : 한 10초 웃고. 다시 원래 수업으로 돌아와야 하지.

연구자 : 저랑 농담? 장난하시는 거 아니시죠.

A교사 : 실제로 그걸 원해요.                   (3차 인터뷰)

A교사 : 애들이 소란스럽고 분위기 못 잡고, 보통 아…(한숨) 특히나 

좀 분위기가 어수선하거나 아님 어떤 애들이 막 난리 치고 뭐 이럴 때.

연구자 : 샘이 원하는 분위기? 잡힌 분위기는 무엇인가요?

A교사 :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질문 던지면 질문에 맞는, 뭐 그렇다고 

폐쇄형 질문만 던지겠다는 건 아닌데, 개방형 질문을 던질 때도 있고, 

그렇더라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 그런 정도의 응답이 나오는 것. 그리

고 농담을 했을 때도 농담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수업으로 (바로) 

전환이 되는 게 중요한데.

연구자 : 샘이 컨트롤이 되는.

A교사 : 그렇죠. 근데 그게 수업에서는 잘 안 되는 편이고.  

(3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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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사는 자신의 수업 분위기가 ‘잡힌’ 것을 이상적인 수업으로 인식하

면서, 학생들에게서 교사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나와서 다음 수

업으로 넘어갈 수 있고, 유머나 농담 역시 웃고 난 뒤 다음 수업으로 넘

어가는 것을 통제권이 자신에게 있는 수업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

자신의 수업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다.

학생 : (계속해서 웅성거림)

A교사 : 됐고. 야,(웃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1번을 다 적었

으면, 간단히 적었으면 2번으로 넘어와서.

학생 : 아 모르겠는데.

학생 : 1번에 뭐라고 써야 돼요?

A교사 : 1번에, 하(헛웃음). 지금 다 나왔잖아, 지금.

학생 : 이야기할 친구가 없어요.

학생 : 선생님, 한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A교사 : 됐고, 이거 다 채워져 있어야.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예를 들

면 뭐, 범죄자라도 그 사람의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얼굴 공개되지 말

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자기가 다른 사

람 인권을 침해해 놓고 뭐 자기 인권을 강조하느냐, 이렇게 반대하는 

친구도 있다.           (1차 수업 관찰)

(2) 수업 자원 : 활동의 통제 불가능

A교사의 수업은 수업활동지(학습지)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수업활동

지의 빈칸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중반부의 발표는 평가에 반

영되지 않지만, 후반부의 문제 읽기 발표는 수행평가의 참여 점수에 반

영된다. A교사는 되도록 많은 학생들이 참여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

려고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현재의 발표 방식보다는

학생들이 수업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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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연구자 : 수업 앞부분에 체크리스트 이야기하면서 애들이 꼭 손을 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기 의견을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발표로 체크 되

지 않나요?

A교사 : 네.(체크되지 않음)

연구자 : 그걸 아이들도 알고 있나요?

A교사 : 네. 대충 분위기 봐서 파악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주고 어

떨 때는 안 주고. 왜냐면 교사가 그걸 기록하는 걸 보면 아니까. 그런

데도 개의치 않고 말하는 애들이 있죠. 사실 그게 더 이상적인데. 현실

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   (2차 인터뷰)

또한 A교사는 통제가 가능한 모둠학습 형태의 활동 중심의 수업을 이

상적인 수업의 형태로 인식하고 있었다. A교사도 과거 강의식 수업이

아닌 활동 중심의 수업을 시도했으나, 통제가 불가능한 부분과 무임승차

하는 특정 학생들로 인하여 활동 중심의 수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

다. 강의식 수업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통제는 어려운 일이지만, 활동 중

심의 수업에서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인식하기 때

문이다. 앞서 언급했듯 A교사는 이미 올해는 수업 방법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내년에 전면적 수업 개혁을 할 때

모둠학습 형태의 활동 중심의 수업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A교사의 이상

적 수업의 실현에 대한 의지는 매 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났다. 한

편으로는 모둠학습 형태의 활동 중심의 수업을 시도하고 이를 고쳐나가

겠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A교사 : 사실 그걸 원래 이상적으로 하자면, 모둠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모둠활동을 시키니까 너무 잘 안 되더라고요. 통제가 안 

되니까 일단. 너무 좀 전체적으로 활기차기도 하고. 모둠활동 할 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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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대로 개별적 책무성을 고려하여 짜려고 했는데 이상과 현실이 달라

서. 그렇게 했는데도 몇몇 하는 애들만 하고 안하는 애들은 이해가 안 

된다느니 이러면서 안하고, 그래서 모둠활동이라는 게 소수의 애들에게 

부담을 너무 많이 주는 식으로 흘러가지 않나 해서 그걸 좀 지양하고.

연구자 : 그러면 선생님, 모둠학습 같은 것도 시도를 하셨는데 지금은 

안하고 계시는 거예요?

A교사 : 네. 두 세 차례 시도했으나 완전한 실패를 맛본 이후에... 지금

은 소극적으로 변하였고 지금은 강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 인터

뷰)

A교사 : 일단 좀 수업 분위기를 잡아가지고, 모둠활동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제대로 해 보고 싶은 마음이고.

연구자 : 모둠활동을 하시고 싶은 이유가?

A교사 : 그냥 이런 것도 좀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강의식

으로만, 강의식도 하긴 하는데, 그 말고도 좀 자기들이 활동하면서 스

스로 배워가는 측면에, 협력하고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지필평가 점수 얼마 올리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데, 그런 걸 제공을 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고. (2차 인터뷰)

A교사 : 웬만하면 강의식으로 진행하게 되는 이유도 활동식으로 수업

을 하면 컨트롤이 안 되니까요. 좌절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중략) 

그래서 오죽하면 1학기 수행평가 때 동료 평가 넣어서 연극 하고(인권  

문제를 다룬 연극) 기여도 100% 중에서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

의 기여도를 분배해 보라고 했는데 (잘 안됐다) (중략) 그래서 이걸 물

론 시도하면서 고쳐나가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강의

식으로 통제된 수업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3차 인터뷰)

4) 종합 분석 : 자괴감으로서의 나

A교사의 수업 정체성을 학생에 대한 교사 인식, 수업 자원, 학교 문화

와 제도의 측면에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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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학생에 대한 교사 인식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A교사는 교사 주

도의 강의식 수업을 하고 있으며, 교과의 내용 수준을 낮추면서 시각 자

료를 활용해 외재적 흥미를 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교사는 학생

에 대한 통제 및 수업의 흐름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A

교사는 ‘좋은 수업’에 대한 자신의 이상과 학생들의 요구 사이에서 갈등

하고 있으며 활동 중심의 수업에 대한 시도, 보다 깊이 있는 교과의 내

용 수준, 교과목 자체에 대한 내재적인 흥미의 추구, 수업 흐름과 학생들

에 대한 원활한 통제를 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수업 자원의 측면에서는 객관식 평가를 대비해주기 위한 문

제를 사용하면서도 빈칸이 많은 학습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학습지를 풀 때, 또는 문제를 읽을

때는 조용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또한 수행평가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수업 저항을 경험하고 있다.

학교 문화와 제도의 측면에서는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

한 평균점수를 만들기 위해 지필평가의 난이도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조

절의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토대로 A교사의 수업 정체성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첫째, A교사는 스스로 학생에 대한 통제와 수업 주도권이 부재한 교

사라고 인식한다. A교사는 자신이 계획한 대로 수업이 흘러가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며, 그래서 수업에 대한 통제권이 부족하다고 여긴다. 사실

A교사의 수업은 학생들의 언어․비언어적 행동의 빈도가 매우 높으며

질문과 응답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호작용이 원활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으나, 질문과 응답은 수업 내용과 직접적 연관성이 적으며 교사

가 다음 단계로의 수업 전환을 시도할 때 학생들에게서 수업 저항이 나

타나고 있다. 특히 사전에 계획한 수업 흐름을 방해하는 산발적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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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업 및 학업에 대한 낮은 관심은 A교사가 그것을 학생들의 ‘자연스

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교사

라고 인식하는 원인이 되었다.

둘째, A교사는 스스로 외재적 흥미를 추구하는 교사라고 인식하고 있

다. 교과 내용 자체에 대한 내재적 흥미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 A교사가

느끼는 이상적인 모습이라면, 학생들이 수업을 듣게 하기 위해 고의적으

로 외재적 흥미를 추구하는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스스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흥미(외재적 흥미)’와 교사가 생각하는 ‘흥미(내재적 흥미)’의 불일치로

인해 교사가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타협한 결과로 보인다.

<그림 6> A교사의 정체성 다이어그램 

통제의 부재와 내재적 흥미 추구의 불가능은 A교사가 스스로를 수업

에서 ‘자괴감’으로 표현한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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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수업에서 나는 이렇다. 명사형으로 표현하자면 무엇이라고 생

각하시나요?

A교사 : 수업에서 나는 자괴감이다. 항상 이게 아닌데, 이런 느낌. 수

업에 흐름에 대한 관리도 미흡하고 강의식을 한다는 것 자체도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닌 다른 방법이 좋을 지

라도 내가 역량이 안 되서 못한다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 아까 말씀드

린 것처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결국은 외재적 흥미니까(그게 최

선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최선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들이 복합

적으로 좀…              (3차 인터뷰)

2. B교사의 이야기

1) 실제적 수업 정체성

(1) 학생에 대한 교사 인식 : 참여에 대한 이중적 의미

2년차인 B교사는 자신의 수업을 교사 주도의 강의식 수업으로 인식하

고 있었다. 실제 B교사의 수업은 교사가 강의를 하고 학생들이 이를 듣

고 있으며, 교사가 수업의 진행 도중 던지는 질문들에 학생들이 바로 답

변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 때 학생들의 대답은

주로 단답형의 형태를 보였으며, 교사의 질문 직후 약간의 침묵이 있을

때도 있었으나 대부분 단답형의 대답이 바로 나오고 다음 번 수업 단계

가 진행될 수 있었다.

B교사 : 잠깐 복습을 하고 갈게요. 민사재판에서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엇을 적용하는 거예요? 무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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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민법.

B교사 : 민법, 그죠. 민법은 사법에 속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개인 간

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 민사재판인데, 민사재판은 

누가 재판 열어달라고 청구한다고 했어요?

학생 : 피고.

학생 : 원고.

B교사 : 원고라고 불리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 재판 열어주세요 

하고 법원에 직접 이야기를 해야 재판이 열린다고 했어요.(중략) 민사

재판의 경우는 전체 판결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했나요?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했나요?

학생 : 아니요.

학생 : 형사.

B교사 : 그죠, 벌금, 벌금형은 형사재판에서 나오는 거죠.     

(1차 수업 관찰)

B교사는 학생들의 몰입도가 높은 강의식 수업이라면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실제 삶과 밀접한 예시를 들었을 때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흥미를 가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교과서에 등장하는 내용과

관련한 예시를 영상을 통해 보여줄 때 교과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고 수

업에 몰입한다고 인식한 것이다.

B교사 : 예시 재밌는 것 들면 되게 좋아해요. 영상 예시 많이 보여주려

고 하고. 그런 내용 있었어요. 그 나라의 정치 제도랑 그런 인문적인 

환경도 나라의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 그런데 교과서에 예시

가 하나도 없어서, 그거 했을 때 생각한 예시가 북한에서 카드 퍼포먼

스 막 일반적으로 하고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퍼포먼스 많이 하잖

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의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문화랑 연결될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 보여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1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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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B교사는 시각적인 자료가 있을 때 학생들이 수업에 잘 ‘참여’한

다고 이야기했다. B교사에게 참여는 두 가지 모순된 의미를 가진다. 먼

저, B교사에게 학생의 참여란 수업 시간에 잠을 자거나 다른 행동을 하

지 않고 교사의 주도를 잘 따라오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 때 학생이 수

업에 ‘잘’ 참여한다는 의미는 교사가 계획한 강의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

는 것이다. 그러나 B교사에게 학생의 참여란 교사의 강의에 대한 수동적

인 수용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이 생각하고 글을 쓰는 것이기도 하

다. 그럼에도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B교사가 인식하는 것은 수동적

인 수용에 해당한다.

B교사 : 아무래도 피피티가 편해서요, 시각적인 게 있어야 잘 참여하는 

것 같고 (중략)

연구자 : 그럼 학생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게 참여하는 것이고 생각하시는지?

B교사 :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수업에서) 엄청 참여를 하고 있

다고 생각은 안 들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데 

집중을 좀 잘 한다, 이런 거구요. 참여를 한다고 하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자기가 글도 좀 쓰고 이런 게 좀 아닌가, 싶고요. 

연구자 : 그럼 선생님 수업에서는 그래도 애들이 좀 잘 들었어, 라고 

하는 건 뭔가 잘 참여했다고 표현하신 것 같아서요. 그럴 때는 참여가 

어떤 의미인지?

B교사 : 그냥, 좀 잘 따라온 거? 비교 대상이 좀 안 듣고, 자고 이런 

애들이다 보니까 잘 듣고 따라온 것만 해도 사실 저는 되게 기특하고.  

                   (2차 인터뷰)

B교사의 자신의 수업에서 학생들로 인한 예상 밖의 상황은 거의 발생

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 B교사는 이것이 교사 주도적인 강의식 수업

의 방식 때문이기도 하며, 학생들이 대체로 성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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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B교사

가 느끼기에 학생들은 시험 성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B교사의 수업

을 열심히 들었을 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B교사 : 좀 하면은,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좀 열심히 참여하는 것 같아요.

연구자 : 하면 성적이 잘 나온다는 건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성

적이 잘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B교사 : 네. 제가 수업에서 배운 것만 내고, 교육과정 재구성해서 교과

서 내용 아닌 것도 많이 가르치는데 그러다보니 수업 안 듣고 그냥 문

제집 풀면 없는 내용들도 좀 있어서, 그래서.            (2차 인터뷰)

B교사는 학생들에 대한 통제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자

신의 수업을 잘 듣지 않고 잠을 자는 소수의 학생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었다. B교사가 인식하기에 모든 학생들이 사회

수업과 학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이며, 굳이 자는 학

생을 깨우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B교사의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

은 26명 중 1～2명이고, 조는 학생은 4～5명 정도다. 초기 인터뷰와 후기

인터뷰에서 B교사의 이러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B교사 : 전날에 엄청 밤새 음악 작업을 하다 왔다 이러면 그게 너 인

생에서 수업보다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자는 거 괜찮다. 

대신 선생님도 앞에서 수업하고 하는데 힘 빠지고 그러니까, 친구들도 

그렇고, 엎드려 자지만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자려고 노

력한 애들도, 고개만 숙이니까, 어쨌든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죠 다 놓

아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자는 것도 좀 예뻐 보여요 어쨌든 노

력하려고 하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에서 조금 강

압적으로? 무조건 내 수업 들어 이렇게 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연구자 : 엎드려 자지 않으면 조는 것 자체는 크게 맘에 안 쓰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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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교사 : 옛날의 저는 수업을 되게 잘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7교시까지 연속적으로 수업을 듣는 게 저는 너무 힘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1차 인터뷰)

(2) 수업 자원 : 교과서 외의 자료

B교사가 수업 시간에 주로 사용하는 자료는 교과서, 학습지, 프레젠테

이션 자료, 영상 자료로 교과서는 수업 시간 도중 페이지를 안내하여 진

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수업의 주된 진행은 학

습지와 프레젠테이션 자료였다. 이것은 B교사가 직접 구성한 것으로, 특

히 학습지의 경우에는 교과서 내용의 구조적 요약 및 정리 뿐 아니라 교

과서 외의 읽기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B교사 : 오늘 배우게 될 것은 형사 재판인데, 153페이지 먼저 펴 보겠

습니다. 교과서 153페이지. 네, (판서한다.) 지금까지 민사 배우고 있었

어요. 우리, 세 번째 단원에서는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해서 재판

에 대해서 배웠는데. (중략)

B교사 : 선생님이 지금 학습지를 나눠줄 텐데, 여기에 실제 판례 세 가

지가 나와 있어요. 실제 판례의 원본을 가져왔는데요. 이것이 민사재판

인지 형사재판인지 각자 표시해보세요.(학습지를 나누어주며)

실제 판례인데요. 네, 앞장은 조금 어렵고 뒷장은 이해가 잘 될 거예

요. 너무 내용 하나하나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형사

인지 민사인지.        (2차 수업 관찰)

B교사는 읽기 자료를 나누어 준 뒤 3분 후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

면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구분했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개념을, 교과

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사례를 찾아 재구성하여 학습지를 구성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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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교사는 교과와 실생활을 연결할 수 있는 풍부한 사례를 찾는 것이

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겼다.

B교사 : 일반사회를 전공하면서 법 분야에서 대학 때 수업을 들을 때 

개인적으로 흥미를 느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웠을 때 

어 이거 재밌다 이렇게 느꼈던 것이 교과서에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서, 제가 느꼈던 희열을 아이들도 좀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부

분을 학습지에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습지를 사용하는 게 

좀, 내용 정리가 교과서가 안 되어 있을 때 그걸 좀 구조화시키기 위해

서 하기도 하지만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자료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판례를 중심으로 하거나? 그래서 좀 

실생활과 연결 짓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걸 중점을 두고 하는 것 같

아요.                           (2차 인터뷰)

이처럼 학습지에 등장하는 교과서 외 읽기자료들은 시험 문제에도 반

영된다.

연구자 : 그럼 읽기 자료를 시험 문제에 내시기도 하나요?

B교사 : 네, 좀 되게 쉽게 내요 그냥 그 자료 주고 이거 민사인지 형사

인지 구분하라고, 그냥 그런 거.   (2차 인터뷰)

(3) 학교 제도와 문화 : 교과교실제의 비 활용

B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다. 교과교실

제는 각 과목별로 교실이 있고, 학생들이 교과교실마다 이동하여 수업을

듣는 제도이다. 하지만 B교사는 현재 학교의 교과교실제는 실제 교과교

실제의 목적과는 괴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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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교과교실제를 하시고 있는데, 교과교실제를 하는 것이 안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으신지, (수업에) 도움이 되시는 것 같으신지?

B교사 : 사실 선생님들이 편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그냥 한 교실에

만 있으면 되니까, 원래 취지는 교과와 관련되게 꾸며놓고 그런 건데 

그런 걸 하나도 안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 느끼기에, 제가 교과교

실제 담당인데 선생님들이 편한 거? 그게 원래 목적이 아닌데 실질적

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딱히 아이들이 더 좋은 효과를 보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연구자 : 그럼 사회교과 뿐 아니라 다른 교과도 그렇게 하는?

B교사 : 네, 맞아요.                   (2차 인터뷰)

B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학년인 3학년은 고교 입시로 인해 다른 학년

보다 빠르게 2학기말 시험을 치른다. B교사는 시험 일정으로 인해 사전

에 계획했던 활동 중심의 수행평가를 하지 못했고, 이러한 시험 일정이

다양한 수업을 시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보았다.

B교사 : (중략) 사실 3학년도 수행평가 두 가지 했다고 했는데 사실 하

나 더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평소에는 활동 잘 못하니까, 수행평가 

때는 모둠학습을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시험을 3학년이다 보니

까 일찍 봐야 해서 전혀 할 시간이 안 났어요. 그래서 평가계획 수정해

서 없앴거든요. 평가시기가 그래서, 그래서 활동이나 다른 수업을 다양

하게 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진도 부분 때문에.       (2차 인터뷰)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년을 전담하여 수업 진도에 대한 자율성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교사가 다양한 수

업을 시도하지 않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중학교 3학년으로서 꼭 학습해

야한다고 생각하는 일반사회영역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모두 다루어야 한

다는 생각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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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주어진 시간에 비해서 내용이 많다는 생각을 하세요?

B교사 : 나가야 할 진도가요? 아니요. 저 사실 이번에는 전담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제 페이스대로 맞추면 되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딱히 구애를 받고 있지는 않는데,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이제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일반사회분야, 법, 정치, 사회문화, 경제 이런 건 

조금씩 다 하고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조

금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제가 하려는 욕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3차 인터뷰)

2) 의무적 수업 정체성

(1) 학생에 대한 교사 인식 : 활동 중심의 수업의 어려움

B교사는 자신의 수업이 교사 주도의 강의식 수업이라고 인식하고, 좋

은 강의식 수업은 학생의 몰입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업이라고 보고 있었

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활동 중심의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B교사 : 저희 학교 학생들이 특히 시끄러워가지고, 작년 애들이 특히, 

목소리도 엄청 커져야 하고 수업 한번 하고 나면 너무 진이 빠져가지

고 네, 좀 몇 차례 그런 수업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힘들어가지고 강의

로 많이 바꿨는데 그 때 애들이 아 선생님 저는 활동 하고 싶어요, 그

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랬는데… 제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1차 인터뷰)

연구자 : 애들도 그런 걸 좀 원하는 것 같으세요? 활동 중심으로 하는 

걸, 모둠학습이나.

B교사 : 네. 작년에는 애들이랑 해봤을 때, 애들이 막 샘 오늘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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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럴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

번에 3학년에는 사실 시도를 못해본 것 같아요.   (2차 인터뷰)

B교사가 활동 중심의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 알고 있음에

도 이를 실천하지 못한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첫

번째는 분명 활동 중심의 수업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모든 학생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신이

시도한 바 있던 강의식 수업을 B교사는 ‘행복한 수업은 아니었다’고 보

았다.

B교사 : 아 제가 청소년기 특징, 협동학습은 아니었고 모둠학습이었는

데 청소년기의 특징 나타낼 수 있는 역할극 대본 만들어서 역할극. 그

래서 애들이 뭐 되게 반항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발표를 하도록 

연습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 그것도, 되게 열심히 나서기 좋아하는 

애들은 열심히 하는데 되게 샤이하고 그런 애들은 좀. 다들 행복한 수

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가지고. 뭐 그렇게 행복한 수업이었다는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연구자 : 역할극이면 대본은 선생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B교사 : 제가 대본 일부 만들고, 애들이 빈칸 채워가지고 조금 바꿀 수 

있게 했는데, 생각보다 근데 그렇게 적극적인 애들이 (별로 없어서) 그

걸 좋아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어서.  (1차 인터뷰)

두 번째 이유는 교사 자신의 수업 준비의 어려움이었다. 활동 중심의

수업을 했을 때 교사가 이를 준비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부담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이다.

B교사 : 전체적으로 제게 지금 남아 있는 인상은, 아 협동학습 하면 선

생님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 모둠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나 뭐 그걸 

계속 선생님이 관리하는 과정에서나, 물론 뭐 활동은 애들이 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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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선생님이 너무 준비도 많이 해야 하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해야 

할 일도 되게 많더라고요. 애들도 도와주어야 하고.      (1차 인터뷰)

세 번째 이유는 활동 중심의 수업을 했을 때 교과 내용의 지식적 측면

에 소홀해질 수 있고, 강의식 수업이 교과 내용의 전달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B교사 : 여러 가지 활동도 해보려고 하고 그랬는데 솔직히 활동 준비

하는 데 좀 더 힘들어지고 그러다보니, 2년차 되어 보니 좀 편하게 가

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3학년이다 보니 교과 내용이 더 중요

할 때고, 그리고 막상 처음에 학기 초 준비할 때는 이것도 해야지 했는

데 학기 시작하고 나니까 너무 바빠 가지고.           (2차 인터뷰)

(2) 수업 자원 : 흥미 유발

B교사는 수업에서 다양한 영상 자료를 활용한다. 법과 관련된 드라마

영상을 짧게 편집하여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바로 다음 수업을 진행한다.

드라마 영상은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도 하며 교과 내용

과 내용 사이에 간격을 두는 용도로 활용되었다. B교사 자신은 관련된

드라마를 본 경험이 적지만 교과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영상 자료를 찾았던 것이다.

B교사 : 네 아무래도 흥미 많이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흥

미 이런 거 유발 차원에서 쓰려는 것 같은데 제가 드라마 이런 걸 잘 

안 봐서 좀 찾기에 어려움이 있긴 해요.

연구자 : 영상 보고 난 다음에 영상에 대해서 혹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기도 하나요?

B교사 : 어… 아니요. 그걸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엄청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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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용이 큰 것 같아요. 그냥 여기에 내용을 좀 잘 알고 요기 잠깐 나

왔던 게 민사야, 형사야 이렇게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 정도로 쓰는 것 

같아서, 좀 얘기를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2차 인터뷰)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영상 자료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원하는 것

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B교사는 자신이 진도를 천천히

나가는 편이라고 말하면서, 영상 자료 시청이 학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

는다고 생각하는 소수의 학생들도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B교사 : 그러다보니까 많이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좀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많은 내용? 뭐 이건 또 소수 

학생의 의견이라서.

연구자 : 공부에 욕심 많은 학생들은 내용적으로 좀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어 하는?

B교사 : 아 그러기도 하고, 아까 영상 보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

데 그걸 그냥 흥미 있게 보는 아이들도 있고 다른 어떤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좀 별로, 이거 교과랑 시험이랑 좀 관련 없는데 이거 

보는 시간이 좀 아깝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2차 인터뷰)

3) 이상적 수업 정체성

(1) 학생에 대한 교사 인식 : 수업 방식의 다변화

B교사는 자신의 수업이 보다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

다. 영상을 활용하는 교사 주도의 강의식 수업이라는 현재 수업에 대해

학생들이 큰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변화를 요구한다고 인식하지는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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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이 학생들의 다양성을 아우를 수는 없

다는 것이다. 이것은 B교사가 학생들의 ‘다양성’에 대해 고민하고 특정

방식의 수업이 이루어졌을 때 소외되는 학생들에 대한 고려를 지속적으

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자 :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원하는 모습이 있을까요? 지금이랑 다

른 모습, 없으면 없다고 하셔도 되고요.

B교사 : 아 네(웃음). 딱히 그렇게 요구사항, 새롭게 뭘 하자는 요구사

항은 좀 잘 없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몇 아이들이 좀 지루해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좀 한 가지 방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2차 인터뷰)

B교사 : 새롭게 뭘 하자는 요구사항은 좀 잘 없는 것 같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몇몇 아이들이 좀 지루해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좀 한 가지 

방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기

도 하고(중략)

연구자 : 좀 정적이라고 하는 건, 몸을 움직인다거나 이렇게 하는 걸 

애들이 바란다고 느끼시는 거세요?

B교사 : 음… 네 그러니까 좀 다양한 모습? 계속 하나의 모습이 아니

라 뭐 이런 것도 했다가 저런 것도 했다가 좀 그런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3차 인터뷰)

4) 종합 분석 : 존중 받는 나

B교사의 수업 정체성을 학생에 대한 교사 인식, 수업 자원, 학교 문화

와 제도의 측면에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에 대한 교사 인식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B교사는 교사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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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의식 수업을 하고 있으며, 수업의 내용과 관련된 영상과 교과서 외

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B교사는 학생들의 참여에 대한

이중적 인식을 보였다. B교사에게 참여는 자신의 수업의 흐름을 잘 따라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수동적인 참여이며 능동적인

참여와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때문에 B교사는 능동적 참여

를 할 수 있는 활동 중심의 수업에 대한 시도를 해왔지만 활동 중심의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수업 준비의 어려움, 강의식 수업의 효과성

등을 이유로 교사 주도의 강의식 수업을 유지하고 있다. B교사는 학생들

에 대한 통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으며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

들에 대해서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단, 허용적인 태도에도 B교

사 나름대로의 허용 가능 범위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수업 자원의 측면에서는 판례와 같은 교과서 외 읽기 자료와

영상 자료를 사용하고 학생들이 실생활과 연결 지어 사고하기를 원하고

있다. B교사는 이러한 방식이 학생들이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하는 방식이

라고 생각하면서도, 영상 자료는 수업 흐름을 위해 쉬어가는 수단이자

학습한 개념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며 영상에 대한 깊은 사고의 과

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한편으로는 영상 자료가

일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

학교 문화와 제도의 측면에서는 교과교실제를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

하고 있는 학교의 상황이 문제점이라고 인식하고, 교과교실제의 본 목적

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를 토대로 B교사의 수업 정체성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첫째, B교사는 스스로의 수업에 방식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다.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거나, 특별히 요

구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현재 자신의 수업 방식이 능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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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B교사의 수

업은 사전에 자신이 계획한 대로 수업이 흘러가고 있으며, 학생들 역시

수업과 학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시험과 성적에 대한 관심 이

상의 것을 보이지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강의

식 수업이라는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시도함으로써 학생

들의 다양성을 끌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수단으

로 교과교실제의 본래 목적을 살려서 활용하기를 계획하고 있다.

둘째, B교사는 학생의 참여에 대한 이중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B교사

가 생각하는 학생들의 이상적인 참여는 능동적 참여로, 자발적으로 자신

이 가진 생각을 이야기하고 글을 쓰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

자신의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의 참여는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단답형

의 대답이고, 이를 수동적 참여로 보고 있다. 그러나 B교사는 현재 자신

의 수업의 흐름을 따라오는 학생들에 대한 기특함을 느끼고 있고 이러한

참여 역시 의미 있는 참여라고 생각한다.

<그림 7> B교사의 정체성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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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참여에 대한 이중적 인식과 수업 방식의 다변화의 필요성을 바

탕으로 B교사는 스스로를 ‘존중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였다.

B교사 : 저는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안 듣는 친구들도 있고 그

렇지만 그래도 다수의 아이들이 딱 그 순간에는 제 말에만 다 집중하

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걸 다 믿는 아이들, 그렇게 믿는 순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잘 애들이 듣고 그러고 나면 뿌듯하기도 하거든요. 존중받는 느낌이 들

기도 하고. 그래서 존중받는 사람? 수업에서 나는?       (2차 인터뷰)

3. C교사의 이야기

1) 실제적 수업 정체성

(1) 학생에 대한 교사 인식 : 풍부한 사례, 일치된 흥미

5년차에 접어드는 C교사는 자신의 수업을 예시를 많이 드는 강의식

수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자신 있는 법 단원 수업에서는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중학교의 교과서 수준을 뛰어넘는 내용도 학생들에게

풀어서 설명해주기도 한다. 자신이 이러한 내용을 설명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흥미롭게 듣고 있고, 학생들 역시 법 단원 수업에 관심이 많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고 C교사 자신은 자신이 아는 선에서 최

대한 설명해 주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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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교사 : (중략) 가끔 뒤에서 배울 개념을 잠깐 끌어와서. 근데 항상 전

제를 해요 이건 뒤에서 자세히 배울 거니까 듣고 잠깐 흘려도 돼, 이거 

필기 안해도 돼. (중략) 처음에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이야기한 거였는

데 민사재판 형사재판 가지고 두 개 비교하는 걸로도 45분 수업이 됐

어요. 왜냐면 30분은 조두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정

도로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하다 보면 애들은 그냥 푹 빠져, 뭐 다 그

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푹 빠지고요. 어 그러면 제 스스로 그 수업을 

끝나고 나면은 제 스스로도 아 이번엔 잘 됐어, 오늘 수업 애들 재밌었

을 거야 그런 느낌이 들고.           (1차 인터뷰)

C교사의 수업을 관찰할 때에도 사례 중심의 수업 방식은 가장 두드러

진 특징이었다. 특히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시사 이슈 문제에 대해서 설명했다. 학생들은 흥미롭다는 표

정으로 수업을 듣고 있고, C교사의 질문에 대답해보고자 노력했다.

연구자 : 최근 이슈? 이런 것들 수업에 이용하실 때 어떤 걸 중점 두

시는지.

C교사 : 일단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애들이 그거에 관심을 가지냐 이

거죠. 흥미를 가질 수 있느냐. 애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주제 

중에서 수업시간에 다루기에 적절한 주제를 선정을 하죠. (2차 인터뷰)

C교사 : 지난주에 엄청 유명한 형사 재판의 판결이 나왔잖아요? 징역 

24년.

학생 : (여러 명이서) 아~ 

C교사 : 그 분. 이거 진짜 알겠어요? 징역 24년이라고 하면 무슨 뜻인

지 다 알겠어요?

학생 : (고개 끄덕) 

C교사 : 오~ 너네 뉴스를 보는 구나.

학생 : 핸드폰 맨날 해서, (다 같이 웃음)

학생 : 벌금이 180억인가? 

C교사 : 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이야기 드리자면, 전직 대통령 있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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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그 분에 대한 형사 재판이 열린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

하는 건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인생에서는 중요한 얘기. (중략) 징역 100년은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걸

까요?

학생 : 아니요.

C교사 : 어, 왜 아니야?

학생 : 25년이 최대 아니에요? 

C교사 : 무기징역도 있는데? 일단 제일 큰 형벌은 뭐에요.

학생 : 사형.

C교사 : 그 다음은?

학생 : 무기징역.

C교사 : 그 다음이 유기징역이에요. 유기징역 중에 젤 센 건?

학생 : 25년? 30년? 50년?

C교사 : 오, 30년이라고 말한 사람도 50년이라고 말한 사람 둘 다 틀

린 건 아니에요. 원래 30년인데, 여러 가지 문제를 짬뽕으로 저지르면 

50년이 될 수 있어요.                (1차 수업 관찰)

또한 C교사가 던진 질문에 학생들은 수업 내용과 관련 없는 대답은

거의 하지 않으며, C교사가 의도한 대답을 한다. 학생들의 반응을 이끌

어내기 위한 문답 수업은 C교사의 의도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교사 중심

의 강의식 수업의 특징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C교사 : 자, 지난 시간에 했었던 민사와 형사의 차이점(판서하며) 이제 

여러분들 중간 중간 졸았던 친구들도 이건 잘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민사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주체는 누구? 두 글

자?

학생 : (여러 명이 함께) 원고.

C교사 : 네. 원고. 그럼 이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을 당한 사람은?

학생 : (여러 명이 함께) 피고.

C교사 : 딱 봐도 피고. 그럼 피고인은?

학생 : (여러 명이 함께) 형사 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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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교사 : 형사 재판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 그럼 형사재판은 언제 이루

어지는 겁니까? 범죄 사실이 일어났을 때,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

라 국가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하는 것 아니

겠습니까? 그럼 피고인을 고소하는 주체는 누구죠?

학생 : (여러 명이 함께) 검사.       (1차 수업 관찰)

문답과 사례를 이용한 이러한 C교사의 수업 방식은 학생들에 대한 C

교사의 인식과 관련이 있다. C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서초구에 위

치한 사립 여중으로 교육열이 높고 전반적으로 학업에 대한 관심이 많

다. 더욱이, C교사는 법과 관련된 시사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학생들의

흥미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교육과정을 넘어선 다소 난

이도가 높은 이야기를 할 때에는 오히려 ‘외우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기까

지 한다. 즉, C교사는 교과서의 내용을 재구성하되 특정한 부분에서는

난이도를 높여 심화된 내용을 수업하기도 한다.

연구자 : 심급제도의 예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님 

교과서 내용을 충실하게 가르치시는 건지 궁금해요. 어떤 부분은 알아

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부분은 이것까지는 시험에 안 낼게 말씀하

셔서.

C교사 : 저는 심급제도의 예외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모든 재판이 삼심제라고 오해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

데 예외적인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건 좀 너무 전문적인 부분, 특허재

판 선거재판은 애들의 입장에서는 법조계로 나가지 않는 이상 그런 재

판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서, 뭐가 그런지 까지

는 뭐, 특히 중학교 수준이니까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사

실은 애들한테 몰라도 돼 라는 표현을 너무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삼심제 아닌 것도 있어, 몰라도 돼는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이 아닌 것들이야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 이건 달달 외울 필

요는 없어. 그렇게 안하면 열심히 하는 애들이 시험 점수에서 피해를 

볼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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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그런 걸 외우다가.

C교사 : 네. 저는 수업 시간에 그렇게 가다가 그래도 수업에 들어는 

있는 건데, 관련 없는 내용을 곁다리로 이야기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

런데 너무 열심히 하는 애들은 그것도 다 받아 적고 달달달 외워요. 그

럼 걔는 손해 보는 거잖아. 그래서 중간 중간 커트 하면서 매년 조금씩 

다르긴 한데 올해 제가 자주 쓰는 말은, 애들은 안 느끼지만 저 스스로 

유행어처럼 이야기하는 건, 자 지금부터는 시험에는 안 중요하지만 인

생에는 중요한 지식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그

걸 되게 잠깐 하고,

연구자 : 이런 멘트를 중간에 쳐 주시는 게 너무 지나치게 그걸 열심히 

하느라 손해 보는 애들 생길까봐?

C교사 : 네. 저희 동네의 특성, 또 여중이다 보니까 애들이 진짜 치열

하게 공부해서 하는 애들이 많아서.           (2차 인터뷰)

C교사는 자신의 문답과 사례를 이용한 강의식 형태의 교사 중심의 수

업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상황적인 이유 때문에 활동

중심의 수업을 실시하기가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실제로 C교사는 과거에

학생 참여 중심의 활동 중심의 수업을 구상하고 실시하기도 했으나 학생

들의 반응을 보고 더 이상 활동 중심의 수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였

다. 생각보다 학생들이 활동 중심의 수업을 재미있다기보다는 귀찮은 것

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C교사 : 역할극 같은 수업을 안 하게 된 이유는 이건 좀 학생 문제가 

있어요.

연구자 : 왜요?

C교사 : 선생님의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학교 애들은 그런 걸 

시키는 걸 좀 귀찮아하는 애들이 많아요.

연구자 : 그러니까 학생들 반응이, 참여형을 했더니?

C교사 : 그러니까 음… 모둠 수업을 하면 심지어 저 때는 아니었는데 

제 다음 시간에 모둠수업 있는 시간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 과목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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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치면서 무슨 시간 이래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모둠수업 한다고. 그

래서 왜 강의 듣는 것 보다 좋지 않아? 했더니 책상 돌리기 너무 귀찮

아요. 애들이 되게 그런 걸 귀찮아하고 생각보다 별로 내가 들인 힘에 

비해서 노력에 비해서 애들의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애들이 

귀찮아하고 또 소극적인 애들은 역할극 나와서 시키라고 하면 못해요, 

막. 그리고 또 우리 동네 애들의 특성이 더더욱 그런 거 같기도 하구

요. 얘네 들은 그냥 보통의 또래 중학생들과는 달리 좀 어떻게 보면 강

의식 수업을 선호할 만한 그런 부류의 애들?   (1차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C교사는 자신의 사례 중심형 수업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만족의 가장 큰 이유로 학생들이 ‘잘 따라온

것’을 꼽았다. 자신이 수업을 잘 하였다기보다는, 학생들이 잘 했기 때문

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C교사 : 지금까지 제가 제 수업에 스스로 어느 정도 만족해왔던 이유

도 어떻게 보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학생들이 잘 따라와 줘

서, 피드백이 좋았던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잘 했기 때

문에, 그래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2차 인터뷰)

(2) 수업 자원 : 제도화된 관습

C교사는 매 수업 시간, 교실에 들어와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 인사를

하는 것을 수업 규칙으로 만들고 있었다. ‘제도화된 관습’으로 표현한 인

사하기 규칙은 다음과 같았다. C교사의 수업 규칙은 수업 시작 전 수업

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C교사 : 자는 사람 일어나시고, 이전 시간 뭐였어? 역사? (웃음)



- 85 -

학생 : 이해해주시는 거예요?

C교사 : 자 이제 일어나시고, 인사합시다.

학생 : (모두)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3차 수업 관찰)

C교사 : 시작할 때는 산만하고 쉬는 시간 끝나고 정리정돈이 안 돼 있

어서 저에게 차렷 경례는 저에게 인사해라, 라기 보다는 수업 시작했으

니까 자리에 앉고 책 펴는 거야 그런 오프닝 송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2차 인터뷰)

C교사가 수업 시간에 주로 사용하는 자료는 교과서, 학습지, 프레젠테

이션 자료이다. 교과서는 수업 시간 도중에 페이지 쪽수를 안내하여 참

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지와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출판사 자료를 활

용하여 C교사가 재구성한 것이다. 기본적인 틀은 출판사 자료이나 도표

나 기사 등의 내용을 첨가하여 구성한다.

C교사: 이 두 개의 기사를 봤을 때, 어려운 거 아니고 정말 쉬운 차이

점이야. 여러분 느끼기에 뭐가 달라요? 

학생 : (웅성거리다) 사건의 경중?

C교사 : 뭔가 앞의 사건은 물론, 이 사람도 잘못하긴 했지만 엄청 센 

건 아니잖아. 근데 뒤에 사건은 아무리 봐도 좀 그렇죠? (중략) 앞의 

사건은 징역 6월이고 심지어 집행유예 2년, 그런데 뒤에 사람은 징역 

25년의 중형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걸 자세히 

확대를 좀 해 보면 첫 번째 기사의 판사는 지방법원이고 형사단독이라

고 쓰여 있어요. OOO 판사님이 혼자 결정한 거야. 그런데 두 번째 기

사에는 지방법원인데 형사합의부라고 되어 있고 재판장이 OOO 부장판

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주로 보는 드라마에 재판정에는 주로 판

사 몇 명 앉아 있어요?

학생 : (몇 명이서) 세 명.

C교사 :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주로 얘기하지만 세 명이죠? 세 명이 하

는 재판도 있지만 한 명이 하는 재판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건 교

과서 163페이지에도 있을 거예요. 그죠?             (1차 수업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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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 문화 및 제도 : 학급 당 학생 수 과밀

C교사는 활동 중심의 수업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학급 당

학생 수 과밀을 들었다. C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를 선호 학교로

표현하면서 교과교실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좁은 교실에 많은 인원이 있

어 모둠활동에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냈다.

C교사 : 저희 학교는 굉장히 선호 학군이고 그 와중에 인기 학교라서 

정말 과밀학급?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줄여서 삼십 명 초반 때인데 제

가 제일 많이 가르쳤을 때는 한반에 서른 일곱. (중략) 활동 중심의 수

업을 할 기회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건 잘 

못하고.      (1차 인터뷰)

C교사는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자신의 강의식 수업에 대해, 이것

이 효과적인 수업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방식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

면서도 한편으로는 활동 중심의 수업을 해야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과 교

실 여건 등 제약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여기는 모습을

보였다.

2) 의무적 수업 정체성

(1) 학생에 대한 교사 인식 : 흥미의 일치

C교사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외의 심화된 내용들을 수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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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역시 학생들의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이

야기했다. 특히 법과 관련된 단원을 수업할 때 학생들의 질문이 끊임없

이 이어지고, 그 질문에 대해 C교사가 종합적으로 연결 지어 답하고 나

면 수업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는 것이다.

C교사 : 법 수업을 하다보면 애들의 질문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러니

까 애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하는데… (중략)

연구자 : 잘된 수업은 아이들의 반응에 있나요?

C교사 : 잘된 수업은 사실, 그렇잖아요. 애들의 반응이 제일 중요하잖

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업을 해도 애들이 반응을 안 하면 그 수업

은 힘든 수업이고, 애들 반응이 젤 좋아야하고 애들 반응을 위해서는 

재밌는 수업이어야 해요.                           (1차 인터뷰)

C교사가 인식하기에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C교사의 풍부한 사

례와 교과서 속의 개념을 연결 지어 학습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 그러

한 측면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과 실제 자신의 수업 간의 유사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C교사는 흥미라는 것은 수업의 본질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학생들 역시 내재적 흥미를 추구하는 것을 원한다고 인식하고 있

다. 단순한 유머를 통한 분위기 조성이 아니라,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으면서도 시사 이슈와 관련이 있고, 교과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

수업이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이라고 C교사는 인식하는 것이다.

C교사 : 재밌는 수업이 유머를 넣는다, 그런 게 수업의 본질과 비껴나

가지는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개그콘서트 영상을 보여주고 얘들아 이

거 보고 이제 하자, 이렇게 하는 그런 흥미는 전 원치 않고요. 흥미라

는 게 정말 애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와 이슈와 그런 내용들로 구

성되는 수업인 거죠. (중략) 그래도 저는 비교적 나이가 어린 편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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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예시

를 들 때 애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예시를 드는 거죠. 

연구자 : 아이돌이나.

C교사 : 그죠. 네. 요즘 민법 혼인신고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박보검이

랑 결혼을 한다고 치자 그런 예시를 들어서 애들이 좀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게 한다든지. 암튼 주변에 최근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최대한 놓

치지 않고 제가 머릿속에 담고 있으려고 노력하고.   (1차 인터뷰)

C교사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체로 잘 알고 있고, 공감

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여긴다.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할 때 이를 최대한 수용하지만, 때로는 모

든 학생들이 이러한 수업 방식에 만족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C교사 : 정말 진도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삼십분 했으니까. 저는 제 

신념에 따라서 애들이 딴 소리를 하면 그 딴소리도 다 받아줘요. 웬만

하면. 심지어 어떤 정말 모범생이라고 하는 애들은 오히려 그런 선생님

의 모습을 싫어하기도 하더라고요. 좀 진도 좀 나갔으면 좋겠다.

연구자 : 너무 시험이나 이런 거랑 관련 없다?

C교사 : 네.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정말 극소수 한 두 명이 반마다 

있는 것 같긴 하지만.                   (1차 인터뷰)

(2) 수업 자원 : 만족도 조사를 통한 개선

C교사는 자신의 수업에 대한 비공식적이고 자체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것은 학교의 공식적인 조사와는 무관하게 C교사 자신의 수

업의 개선을 위한 용도로 쓰였으며, 학생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

하려는 의지가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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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교사 : (중략) 그냥 학교에서 하는 설문조사 말고 제가 스스로 자체 

설문지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익명으로 받았어요. 뭐 예를 들면 수업에

서 가장 유익했던 주제와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주제, 가장 재밌었던 

주제와 가장 재미없었던 주제, 나의 진로와 관련 깊었던 주제, 선생님

의 좋은 점. 안 좋은 점. 이런 걸 제 차원에서.

연구자 : 의무가 아니었는데.

C교사 : 전혀 아닌데, 그냥 제가 만들어서 애들한테 주고 그건 철저히 

어떻게 보면 힘을 얻는 용도 있었고 애들이 좋은 말 써주면. 제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용도로 쓰기도 했죠.   (2차 인터뷰)

C교사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예시를 드는 방식이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흥미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학생들은 C교사가 제시하는 예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

고 C교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 외에 추가적인 질문을 하기도 하였으며 C

교사 역시 이것이 진도와는 크게 무관하더라도 수업과의 관련성이 있다

면 질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었다.

C교사 : 어쨌든 애들은 최대한 풍부한 다양한 예시를 드는게 애들 입

장에서는 제일 재밌는 거고 그 때 제가 가져왔던 기사가 하나는 층간

소음, 나머지 하나는 영유아 학대 이거였는데 둘 다 애들을 신경 쓰게 

할 만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일단은 관심이 확 끌어지고 일

단 흥미가 돋워지고 애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듯해요. 생각보다 두 

기사를 가져온 이유가 범죄의 경중이라는 걸 애들이 생각보다 포인트

를 빨리 파악하더라고요.                 (2차 인터뷰)

3) 이상적 수업 정체성

(1) 학생에 대한 교사 인식 : 민주적 시민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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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교사는 자신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

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민주적 시민으로 양성하기를 바란

다. 이것은 첫째,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인생에서 필요한 내용이

라는 것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둘째, 수업 내용과 직접적인 연

관이 없더라도 C교사가 판단하기에 민주적 시민의 양성이라는 사회과의

본질에 부합하는 학생의 질문이라면 이것을 이어나가 끝까지 함께 해결

하고자 한다. 셋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지도를 통해 드

러난다.

연구자 : 그러면 선생님이 걸어가고 싶은 교사로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

인지, 사회과 교사로서

C교사 : 민주 시민의 양성이죠.(중략) 저는 좀 비껴나가는 질문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해결해줄 수 있는 선에서 그리고 그게 충분히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진도가 아니라도 끝까지 걸어가

면서 해결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중략) 사실 뭐 사회과 교사

로서의 사명감이기도 하고 아, 시민이라면 이렇게 살아야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신념을, 다른 애들도 그렇게 신념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중략)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 같은 것. 굉장히 엄하게 다

그치거든요. 애들이 저보도 진지충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물론 그 진지

충이라는 별명이 그렇게 싫지는 않아요. 많이 알고, 바른 기준을 가지

고, 그래서 나중에 시민으로 성장했을 때 올바른 시민이 됐으면 좋겠

다.   (1차 인터뷰)

여기서 C교사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험 성적이나 수업에

대한 관심보다 사회라는 교과목과 자체와 사회라는 교과목을 통해 세상

을 바라보는 시선과 같은 대한 ‘실천적 앎’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지

속적으로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인생에 중요한 것이야’와 같은 C교사

의 수업 중 언어행위를 통해 드러난다. 학생들이 성적에 대해 높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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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민감도를 갖고 있지만 사회 과목 교과 자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깨닫고, 사회 교과와 삶이 유리되지 않도록 사고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4) 종합 분석 : 사례 전문가로서의 나

C교사의 수업 정체성을 학생에 대한 교사 인식, 수업 자원, 학교 문화

와 제도의 측면에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에 대한 교사 인식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C교사는 교사 주도

의 강의식 수업을 하고 있으며, 풍부한 예시와 학생들과의 꼬리에 꼬리

를 물고 이어지는 문답을 통해 민주적 시민 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C교사는 교과서를 뛰어 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시사 이슈를 다양하게 다루고자 하였다. 학생들이 생각하

는 흥미와 C교사가 생각하는 흥미는 상당 부분 일치하며 공감대 형성,

시사 이슈 및 교과 내용과의 관련성까지 포괄하고 있다.

다음으로 수업 자원의 측면에서는 수업 시작 인사라는 제도화된 관습

이 두드러지게 드러났으며, 이를 통해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학습지는 시험에 대비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구성되었으

며, 영상 자료를 활용하고 있었다.

학교 문화와 제도의 측면에서는 학급 인원 과밀로 인하여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를 토대로 C교사의 수업 정체성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첫째, C교사는 사례와 강의의 전문가로 인식하고 있다. C교사는 풍부

한 사례를 바탕으로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질문을 이끌어낸다. C교사의 질문에 학생들이 단답

의 형태로 하는 수동적 대답과, A교사의 설명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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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능동적 질문이 동시에 나타난다. C교사가 사전에 계획한 대로 수업

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학생 저항으로 인한 것이 아

니라 특정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며 C교

사 역시 이것을 바람직하게 인식하고 있다.

둘째, C교사는 스스로 민주적 시민의 양성을 추구하는 교사라고 인식

하고 있다. C교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교과 내용의 전달 뿐 아니라 자신

이 가진 신념에 대해서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람직하다

고 생각한다.

셋째, C교사는 자신이 추구하는 흥미와 학생들이 추구하는 흥미 사

이의 공통점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며,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 그것

은 교과 내용적 지식 뿐 아니라 이를 삶과 연계하는 ‘실천적 앎’에 대한

내재적 흥미라고 할 수 있다.

<그림 8> C교사의 정체성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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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회과 저경력 교사의

수업 정체성에 대한 이해

본 연구는 사회과 저경력 교사의 수업 정체성을 실체적 정체성, 의무

적 정체성, 이상적 정체성으로 나누어 이를 각각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

식, 수업 자원, 학교 문화 및 제도의 측면과 관련한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내러티브 탐구의 방식을 취한 본 연구는 연구 참

여자인 A, B, C교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기보다는 각 연구 참여

자 개개인의 이야기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A, B, C교사의 이야기

는 개별적으로 서술되었으나, 실제적 정체성, 의무적 정체성, 이상적 정

체성의 관계에 대한 해석을 통해 저경력 교사의 수업 정체성에 대한 이

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1. 의무적 정체성으로의 수렴

: ‘타자성’에 입각한 관계맺음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에게서는 실제적 정체성과 의무적 정체성, 이

상적 정체성 간의 중첩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실제적 정체성과 의무적 정

체성, 이상적 정체성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이 때 드러나는

중첩과 괴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의무적 정체성이다.

의무적 정체성은 교사가 자신의 수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타자인 학

생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정체성이다. 학생의 흥미와 반응

에 대한 계속적인 고려는 연구 참여자 모두에게서 나타나며, 의무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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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과 이상적 정체성 간의 간극이 매우 크게 나타날 때 실제적 정체성

은 의무적 정체성에 더욱 가까이 존재한다. A교사는 자신이 추구하는

내재적 흥미를 포기하며 학생들이 원하는 외재적 흥미에 가까이 다가가

는 수업을 ‘의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B교사는 활동 중심의 수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소외되는 학생들의 존재로 인해 이를 주된

수업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C교사는 학생들의 공감대를 고려한

예시의 사용과 학생들의 피드백을 통한 수업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의무적 정체성과 이상적 정체성, 실제적 정체성과의 간극과 더불어 의

무적 정체성의 내부적 모순도 나타난다. 이것은 학생들이 가진 다양성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학생의 다수가 만족하고 있는 수업이라

고 하더라도 소외되는 소수에 대한 고려가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적 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은 교사가 다양한 얼굴들을

마주하며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무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은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맺음의 양상과 관련되어 있다.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맺음에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필수적인 것이다. Levinas에 따르면 교사와 학생 간

의 관계맺음은 ‘전체성’에 입각한 관계맺음과 ‘타자성’에 입각한 관계맺음

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전체성’에 입각한 관계맺음은 나, 자아, 주

체, 동일자의 이성 혹은 사유 활동으로 타인을 파악하여 규정하고 평가

하는 것으로, 타인의 ‘타자성’을 무시하고 자신과 동일화하는 것을 의미

한다. 한편 ‘타자성’은 타인을 이성적 주체의 사고의 틀로 파악하거나 규

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타인과 얼굴을 대면했을 때 경험하는 타인

의 고유성이다(강영안, 2005).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의

무적 정체성은 타자성에 입각한 관계맺음에 대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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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적 정체성의 의무화

: 사회과 교사에게 지워지는 이중적 의무

일반사회전공인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 수업의 형태

로서 민주시민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수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구체적

인 실천의 모습은 제각각이지만 A교사는 협동학습을 할 때 다양한 구성

원들로 모둠을 구성하여 작은 사회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B

교사는 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해 배우고 수업이 끝난 뒤에도 학생들끼리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삶과 연

결 지어 사고하기를 원했으며, C교사는 실제의 풍부한 사례를 통해 실천

적 지식과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

는 시민으로 자라나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 정체성은 실제 수업에서 언제나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연구 참여자들은 활동 중심의 수업은 일반 사회 전공의

사회과 교사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로 여겼지만, 강의식 수업의 효

과성과 학생들의 요구, 그리고 교사의 준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제

로 실시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이 활동 중심의 수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반성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수업 변화의 하나의 지향

점으로 작용했다. 이것은 학생들이 특별히 활동 중심의 수업에 대한 요

구가 없고, 현재 교사 주도의 강의식 수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종의 ‘의무’처럼 인식되었으며, 심지어는 학생들이 활

동 중심의 수업이 귀찮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선호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했다.

이것은 사회과 교사들의 이상적 정체성은 실제적 정체성과 의무적 정

체성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민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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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양성과 삶과 연계된 수업이라는 이상적 모습이 실제로 학생들이 원

하지 않고 교사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종의 의

무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과

저경력 교사는 학생의 요구라는 의무와 민주 시민의 양성이라는 이상적

수업의 실천이라는 의무, 이중적 의무 속에 위치해 있는 것이다.

3. 실제적 정체성의 역할

: 즉흥성(improvisation)의 실천

연구 참여자들의 수업의 큰 틀은 교사 주도의 강의식 수업이며 다양한

시각 자료와 교사가 직접 구성한 학습지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하

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유

사하게 보이는 형태 속에서 교사들의 수업 정체성은 자신만의 고유한 모

습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수업 정체성은 결국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타자인 학생과의 상

호작용에서 교사가 학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수업에서 교사인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결국 ‘수업에서 교사인 내가 바라보는 학생들은 누구인가?’로 귀결된다.

그렇기에 교사의 실제 정체성, 즉 수업 실천은 의무적 정체성과 이상 정

체성 사이에서 의무적 정체성에 가까이 가게 되고, 수업에서 만나는 학

생들을 통해 자신의 실제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게 된다.

실제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수업에서 만나는

학생들의 특성을 인식하고 즉각적인, 혹은 시간이 걸리는 변화를 시도하

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개선과 동의어가 아니라, 교사가 자신의 이상

정체성을 포기하면서 의무적 정체성에 가까워지거나 혹은 의무적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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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상 정체성을 조화시켜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교사에게 매우

즉흥적(improvisation)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Holland 외(2001)는 형상

세계(figured world)에서의 정체성의 형성은 끊임없는 중재의 과정

(mediated)을 거쳐야 하며, 형상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가 인공물

(artifact)을 통해 드러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체는 그 과정에서 끊임

없는 즉흥성(improvisation)을 발휘한다고 보았다. 수업이라는 교사의 형

상세계는 교실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모습을 엿볼 수 있으며, 의무

적 정체성과 이상 정체성을 토대로 실제 정체성을 매 순간 조정해나가는

교사의 즉흥적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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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사회과 저경력 교사의 수업 상호작용 경험을 이해하고, 그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교사의 교실 수업 정체성을 탐구하고자 하는 목적

을 가진다. 연구 문제는 “사회과 저경력 교사는 어떠한 수업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어떠한 수업 정체성 내러티브를 형성하는가?”

로 시작되며,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인 세 교

사의 이야기를 내러티브의 방식으로 탐구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사회과 저경력 교사가 인식한 실제적 수업 정체성 내러티

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사회과 저경력 교사가 인식한 의무적 수업

정체성 내러티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사회과 저경력 교사가 인식한

이상적 수업 정체성 내러티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각각의 연구 질문

에 대한 하위 질문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관련한 학생과의 수업

상호작용, 수업 자원과 관련한 학생과의 수업 상호작용, 학교 제도 및 문

화와 관련한 학생과의 수업 상호작용으로 나누어진다.

연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구자는 사범대에서 일반사회를 전공한 5년

미만의 저경력 사회과 교사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고,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세 교사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의 수집은 세 연

구 참여자에 대한 심층 면담과 수업 관찰을 교차적이고 순환적으로 사용

하는 방법을 택하였으며, 자료 수집의 두 가지 방법은 상호 보완적으로

교사의 수업 정체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자료 분석은

심층 면담과 수업 관찰을 전사하여 반복적으로 읽은 뒤, 여러 사례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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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공통적인 주제적 요소를 찾는 주제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되 연구 질

문과 그 하위 항목에 부합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구

성된 세 교사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먼저 A교사는 스스로 학생에 대한 통제와 수업 주도권이 부재하며,

내재적 흥미 추구를 포기하고 외재적 흥미를 추구하는 교사라고 스스로

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학생들이 수업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수

업 저항과 사전 계획을 어긋나게 하는 산발적인 반응, 수업 및 학업에

대한 낮은 관심에 대한 교사의 인식으로 인한 것으로, 이를 교사가 ‘자연

스러운 모습’으로 인식하면서도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수업에서 ‘자괴감’이라고 표현하게 된 것이다.

B교사는 스스로를 ‘존중 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교사

주도의 수업 속 학생들의 참여에 대한 감사와 기특함에 기인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참여를 수동적인 참

여로 인식하면서,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수업 방식의 다변

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C교사는 스스로를 ‘사례의 전문가’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풍부

한 사례를 바탕으로 강의를 하며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반응과

질문을 이끌어내기 때문이었다.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수업은 학생 저항

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특정 주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

지기 때문으로, C교사는 이것이 자신이 추구하는 바와 일치한다고 생각

하고 있었다. 즉 자신이 추구하는 흥미와 학생들이 추구하는 흥미는 모

두 내재적 흥미로, 이를 실제 삶과 연계하는 실천적 앎과 민주 시민의

양성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세 교사의 서로 다른 내러티브는 내러티브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위해

각각 서술되었으나, 실제적 정체성, 의무적 정체성, 이상적 정체성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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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질문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정체성 간의 괴

리에서 의무적 정체성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것은 타자성에

입각한 관계맺음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의무적 정체성과 이상적 정

체성 사이의 간극이 드러날 때 교사는 의무적 정체성에 보다 가까이 위

치하고자 노력하며, 이것은 타자성에 입각한 관계맺음의 시도로 생각될

수 있다. 둘째, 민주 시민의 양성과 삶과 연계된 수업이라는 이상 정체성

은 교사에게 또 다른 의무로 작용한다. 수업 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

가 없는 경우에도 활동 중심의 수업은 교사의 지향점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는 언젠가는 실시해야 하는 것 혹은 상황적 제약으로 인해 하지 못하

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셋째, 실제적 정체성은 교사가 수업이라는 형상세

계 속에서 자신의 즉흥성을 발휘하여 의무적 정체성과 이상적 정체성을

끊임없이 조정해나가는 과정이자 변동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시사점 및 제언

1) 이론적 측면

본 연구의 이론적인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Holland 외(2001)의 형상 세계(figured world) 이론을 국내의 수

업 현장 분석에 도입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개인이 가진 다양한 측면

의 정체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실천된 정체성(practiced identity)은

수업이라는 형상 세계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한다. 역사적, 사회적, 문화

적으로 구성된 ‘세계’ 속에서 수업이라는 교사의 구체적인 실천과 활동을

통해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점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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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수업 이야기(narrative)를 수업 정체성(classroom identity)로 정

의하여 사회과 수업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사

는 자신의 수업에 대해 회고하고 이를 이야기하면서 수업에 대한 자신의

반성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수업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를 알아간다. 교실 수업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는 교실 수업에 대

한 내러티브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2) 방법론적 측면

본 연구의 방법론적 측면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기존의 내러티브 연구와는 다르게 심층 면담 뿐 아니라 수

업 관찰을 함께 사용하였다. 이는 신빙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 자료 수집 방법이 순환적이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

다. 기존의 내러티브 연구는 주로 비 구조화된 면담만을 실시하여 내러

티브를 구성하지만 본 연구는 연구 주제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심층 면담

과 수업 관찰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수업

관찰은 다음 심층 면담에서의 질문을 생성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교사의 교실 수업 정체성을 포착하는 자료 수집 방법으로 사

용된다. 또한 심층 면담에서 드러난 교사의 수업 정체성과 수업 관찰에

서 드러나는 교사의 수업 정체성 사이의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 후속 면

담에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여 보다 일관되면서 두터운 정체성을 찾고

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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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천적 측면

본 연구의 실천적 측면에서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를 포함한 저경력 교사들이 개인의 성찰을

통하여 정체성 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였다. 내러티브를 구성

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수업에서 스스로가 누구인지에 대

한 인식을 바탕으로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 현재 자기가 서 있는

실천의 지점이 어디인지 확인하였다. 또한 내러티브를 공동 구성하는 연

구자 역시 수업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연구 참여자의 정체성을 확인하

며 교사로서의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도모하였다.

둘째, 교실 수업 현장에 대한 묘사는 예비 교사들에 대한 안내서가 될

수 있다. 저경력 교사들의 수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예비 교사 교육

이 가진 현장과의 간극에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저경력 교사들의 수업

현장에 대한 묘사를 통해 예비 교사들이 교사되기의 준비를 하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장에서의 수업 연구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현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 연구는 수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로, 수

업이 학생의 학업 성취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컨설팅 장학이나 공개 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저경력 교사의

‘통과의례’와 같은 수업 장학 역시 마찬가지이다. 수업이 가지는 학업 성

취에 대한 효과성에서 벗어나, 수업을 통해 교사가 학생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포착하는 수업 연구는 교사에 대한 관점을 수

단에서 목적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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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인터뷰 기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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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인터뷰 전사 기록 예시

<2차 인터뷰>

연구자 : 학습지를 보면 처음에 일상에서 마주한 인권 침해 사례 체크 리스트를 

만드셨는데, 이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가요?

연구 참여자 : 천재 교과서(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와 다른 교과서)에 있는 

건데, 하나의 교과서만 보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른 사례가 뭐가 있을

까 생각하다가 다른 (출판사) 교과서 사례가 괜찮은 것 같아서 일부 발췌해서 

질문해봤습니다. (일부 변경해서) 애들 수준에 맞게 가공을 해서. 그런데 여기

에서도 몇 개 변경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내년에 한다고 치면 그걸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당연한 것 같은 것. 예를 들어 김씨는 결혼한 아

들과 출가한 막내딸이 있다 이게 성차별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깐. 애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이라는 게 찬반이 나뉘고 고민을 

하는, 첫 번째 질문 같이 가족이나 친구 중에 동성애자가 있다면 결혼을 지지할 

수 있다 이런 건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인데. 동성애에 대해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물론 원칙적으로 그들의 행복추구권이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의 사회적 가치관이나 신념이 그에 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갈등을 하는, 인권 보장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는 걸 생각하게 할 수 있

는. (다음번에 할 때는) 5개 정도로 더 추리면 좋지 않나.

연구자 : 선생님 학습지 양식이, 줄글을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빈칸이 많은데 

왜 그런 건지요?

연구 참여자 :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빈칸이 처음보다 더 늘어났

는데 그 이유는 간단한데 애들이 쓸 때는 집중해서 학습하는 것 같다가, 그렇지 

않으면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케이스가 있어서, 그걸 막으려고. 애들이 뭔가 학

습을 스스로 하는 시간을 늘리려고, 그나마 강의식에서. 사실 이것도 아예 많이 

한 건 아닌데, 왜냐면 어떤 때는 거의 다 빈칸,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완전 좋

은 것 같지 않고, 적당히 빈칸이 많은 정도가 괜찮지 않나

연구자 : 그럼 이 빈칸을 학생들이 직접 찾게 하는 건 아니시죠?

연구 참여자 : 그렇죠. 정해져 있는 거고, 보는 거죠. 뭐 맨 위의 질문(인권 침

해 사례 체크 리스트 같은 것)은 개방적인 것이 있지만, 기본적인 학습은 다 폐

쇄형으로 진행되죠. 답을 찾아 가는 그런 느낌이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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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객관식. 물론, 너희의 다양한 생각을 (말) 할 수는 있는데 교과서에서 요구

하는 성취기준? 이런 거에 걸 맞는 지식 습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연구자 : 학습지에 보면 뒤에 문제 풀 때, 애들이 손 들고, 저요, 저요, 읽어보

고 발표하고 하는데, 그건 수행평가 점수에 반영 되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연구 참여자 : 맞습니다. 애들 점수가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참여 점수를 주

고 있고. 만약 참여를 못했다 그럼 여러 명이(문제가 한 문제라면 읽는 것도 여

러 명이 나누어서 읽는다) 읽고, 답해 보라. 하려는 의도가 있는 애들은 다 할 

수 있도록. 만약 내가 다른 사람보다 손을 늦게 들어서 못했다, 뭐 이런 불만은 

없도록 하는데, 문제는 소극적인 아이들? 태도점수 깎이고 말지, 나는 안하고 

만다, 뭐 이런 애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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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수업 관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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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수업 전사 기록 예시

<1차 수업 관찰>

(중략)

T : 근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지. 그건 약간 꼼수로 앉아 있는 거구.(웃음.) 

자, 다음 3번. (국어책 읽는 투로) 아무리 끔찍한 흉악범도 

SS : 아니요, 아니요.(학생 여럿이)

T : 얼굴이 공개되는 것은 부당하다.

SS : 아니요, 아니요.

S : 미국은, 경찰 얼굴 가리고 범인 얼굴 뭐지? 나오게 하는데.

T : 이게 약간, 

S : 경찰 얼굴 나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T : 뭐가 좋아. 

S : 범죄자 얼굴 보고 도망가라고.

T : 그 보고 도망가는 걸 떠나서, 평생 감옥에 있는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연쇄살인을 했어. 그럼 보고 도망갈 리가 없지. 탈옥을 하지 않는 이상.

S : 탈옥할 수도 있지.

T : 그걸 왜 밝혀야 하는데?

S : 밝히며 안돼요. 선생님.

S : 수갑 왜 모자이크 처리해요?

T : 수갑 너무 잔인해 보여서.

S : 네?

S :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수치도 당해야 되는데

T : 수치를 당해야 한다고?

S : 범죄를 저질렀어도 저 사람의 그거는 지켜줘야죠.

T : (학생을 보며) 오 OO이가 거의 성인군자처럼, 범죄를 저질렀어도 인권은 

보호해주어야 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SS : 오(짧은 박수 소리)

S : 근데 저희 인권도 침해됐잖아요.

T: 연구참여자(교사)  S: 학생(개인) SS: 학생(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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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아니면 남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이 무슨, 지 인권을 찾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S : 맞아요. 그러네. 아.

T : 이거는 개인마다 생각이 달라져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개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하고. 어금니 아빠 이런 사건도 있었지. 근데 굳이 일부러 

이렇게 공개하지는 않는다. 연쇄살인범 얼굴을 일부러 대놓고 공개하지는 않고.

S : 그런데 그러면 내년에 나와 가지고 막 저를 또 괴롭힐 수 있잖아요.

T : 아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보통 끔찍한 범죄 저지른 사람들은 못 나오시는 

분들

S : 근데 걔네 나오잖아요. 누구냐.

SS : (여럿이 합창하듯) 조두순. 조두순.

T : 그치, 그런 게 있지. 그런 케이스가 좀 애매하긴 하지.

S : 쌤 저 마스크는 경찰서에서 줘요?

T : 모르겠어. 내가 안 가봐서.

SS : (웅성거리다가) 해 보세요 꼭.

T : 내가 나중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면 알려줄게.

S : 알려주세요.

T : 그래.

S : 그럼 우리 몇 살 때야?

T : 다음.

SS : 예예예예.

T : (한숨) 어, 4번.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입력해야 되는 

것 없어졌잖아. 

SS : 예. 예. (여러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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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question of what the class is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question of who the teacher is. The class is at the center of the

identity that the teacher defines himself as teacher, and especially to

the subject teacher the class can be a figured world where the

subject teacher reveals himself and builds a thickening identity

through concrete practice. In this study, I defined the subject

teacher’s identity in class as classroom identity and in order to

capture this, I carried out narrative inquiry for listening to the stories

of low-experienced social studies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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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earch problem in this study is: ‘What kind of classroom

interaction do low-experienced social studies teachers experience and

what kind of classroom identity narratives do they form through the

experience?’ The research question to solve the research problem was

based on three dimensions of classroom identity: the actual, the

ought, the ideal. Reacher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how is the

actual classroom identity narrative recognized by low-experienced

social studies teachers constructed? Second, how is the ought

classroom identity narrative recognized by low-experienced social

studies teachers constructed? Third, how is the ideal classroom

identity narrative recognized by low-experienced social studies

teachers constructed? More specifically, as the sub-questions of each

research question, the three aspects of classroom interaction - the

teacher’s recognition of the student, classroom resources, school

system and culture - were inquired.

To solve the research problem, this study conducted a narrative

inquiry as research method. In this study, narrative is a conceptual

frame that can understand classroom identity and the method of

research at the same time. This study selected three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teachers that majored in social studies and had a career

of less than five years. Data was collected by interviews and

teaching observation, and each method was used alternately. As for

the method of data analysis, it mainly used the subject analysis

among the narrative analysis strategies and composed texts with

Woods’s critical events as the center.

In narrative inquiry, for focusing on the unique and case-by-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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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of research participants, the analysis of results was

comprehensively described and analysed in response to the research

questions.

Teacher A’s classroom identity narratives are analyzed as follow.

First, the teacher A is recognized as a teacher without control of the

student and the class, and when the teacher attempts to switch to

the next level, the class resistance appears. In particular, the sporadic

reactions which impede the pre-planned classroom flow lead to the

teacher A’s perception that it is a ‘natural look’ of students, which

became the background that he perceives himself not to control them.

Second, the teacher A is recognized as a teacher who pursued

external interests. This is the result of the teacher giving up his

ideal and making compromises due to a discrepancy in interests that

students think (external interest) and teachers think (internal interest).

The lack of control and abandonment of the pursuit of internal

interest are the reasons why teacher A describes himself as ‘a sense

of shame’ in class.

Teacher B’s classroom identity narratives are analyzed as follow.

First, she recognizes the needs to diversify her teaching methods.

This is not a reaction to the students’ complaints or demands, but

rather a reflection of the current teaching methods and a kind of

duty, and for this she hopes to make use of the original purpose of

subject classroom system. Second, teacher B has a dual awareness of

student participation. While she believes that active participation of

students is ideal, she recognizes that passive participation like

short-answer is also meaningful. Based on the need for diver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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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dual awareness on participation, teacher B described herself

as a ‘respected person.’

Teacher C’s classroom identity narratives are analyzed as follow.

First, teacher C recognizes herself as an expert in cases and lectures.

Based on a wealth of examples, students focus their attention on the

questions of teacher C, and not only answer them passively but also

ask active questions. Teacher C recognizes that even if the class

does not proceed as planned, it is not because of the student’s

resistance, but because of the students’ great interest in the class

subject. Second, the teacher C recognizes herself as a teacher who

pursues the nurturing of democratic citizens. Third, teacher C

recognizes that there is a great deal in common between interests

that she is pursuing and interests that students is, so she wants to

develop them to pursue the internal interests of students.

These three participants’ stories were described individually, but the

study tried to seek understanding of low-experienced social studies

teachers’ classroom identity through interpretation of the relationship

of the actual, the ought, the ideal identities.

Fist of all, for study participants, three dimensions of classroom

identity appear overlaid, but there is sometimes also a gap. It is the

ought identity that plays a decisive role in this overlap and gap. The

ought identity is the identity associated with how teachers perceive

students who are the most important other in their classes, and when

the gap between the ought identity and the ideal identity is so large,

the actual identity appears to be converging into the ought identity

even if teachers give up their ideal identity. Conflicts also a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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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 the ought identity, as teachers consider the diversity of

students and the minority who are excluded. The ought identity of

research participants is an attempt to create a relationship based on a

others-oriented approach and to experience the uniqueness of students

in face-to-face contact and not to define them in their own

framework.

Next, research participants considered activity-oriented classes to

foster democratic citizenship as ideal and felt that social studies

teachers should be obliged to do, but they do not currently. However,

the fact that the teacher does not the activity-oriented class has

become a reflection, and it has been served as a heavy duty that

they must do some day even if students don't want to. Social studies

teachers are under a dual obligation: a duty of satisfying student’s

demand and a duty of practicing ideal class as a forster of

democratic citizens.

Finally, teacher’s actual identity is the process approaching to the

ought identity while giving up their ideal identity or harmonizing it

with the ought identity. This process is achieved by improvising in

class, thinking, ‘Who am I as a teacher in a class?’ substitute ‘Who

are the students I meet in class?’

Key words : classroom identity(the actual, the ought, the ideal),

classroom interaction, narrative inquiry, others-oriented

approach, improvisation

Student number : 2016-2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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