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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역사교육에서 ‘역사적 감정이입’ 개념은 역사가의 작업 과정에 바탕을

두어, 사료를 바탕으로 과거인의 행위의 동기와 의도를 설명하는 인지적

차원의 개념으로 자리잡아왔다. 그러나 역사적 감정이입이 수업 현장에

서 실현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에 본 논문은 ‘역사적 감정

이입’ 개념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와 새로운 교수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역사적 감정이입’ 개념과 수업의 실천 사이의 부조화

현상을 통해 ‘역사적 감정이입’ 개념에 대한 한계점을 검토하고, 학생이

역사적 감정이입 학습을 하면서 생겨나는 과거인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어떻게 맥락과 행위자에 대한 탐구를 활용하여 역사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울 것인지를 모색했다. 이에 본 논문은 학생의 역사적 감정이입 과정

이 사료를 바탕으로 과거 행위자의 동기와 의도를 탐구하고, 학생의 행

위자에 대한 정서적 연결을 통하여 학생 자신의 위치와 역사적 행위의

결과를 판단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를 ‘정서적 연결

을 활용한 맥락과 행위자에 대한 균형적 이해’라고 제시했다.

본 논문은 역사적 감정이입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를 학습의 대상

과 주체로 나누어 제시했다. 맥락과 행위자에 대한 균형적 이해는 먼저,

학생들이 과거 행위자가 당대를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사회문화적 사고 신념 체계를 맥락적으로 탐구하는 것에서 시작될 필요

가 있다. 또한, 학생들은 과거의 행위자가 현재와 다른 사회문화적인 틀

안에서 능동적으로 의사결정을 했으며, 그의 행위는 과거에서 오늘날까

지 시간이 흘러 현재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

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선행지식과 현재주의적 사고는 학습을 돕는

촉진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학습의 주체인 학생들은 역사적 감정이

입 과정에서 그들의 사고, 가치, 신념이 현재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깨닫

고, 행위자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학습 과정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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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하여금 현재와 미래에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도

록 도울 수 있다.

본 논문은 학생의 학습 과정을 중심으로 도입-탐구-표현-반성 4단계

의 교수학습 과정 모형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봉창’에 대한 수업 사례를

통하여, 학생들이 역사적 감정이입 학습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대안적

교재와 발문을 제시하였다. 수업 사례의 인물로 이봉창을 선정한 이유는

학생들이 역사적 감정이입 학습과정에서 그들의 인식 속에 심어진 이봉

창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에 치중하기보다는, 그 시대적 맥락과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이봉창의 의사결정과 동기와 의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교수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봉창에 대한 다양

한 자료가 남아있었던 점은 대안적 교재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본 논문은 인지적 차원의 ‘역사적 감정이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

한 점, 인지적-정서적 차원의 역사적 감정이입 개념을 ‘정서적 연결을

활용한 맥락과 행위자에 대한 균형적 이해’라고 규정한 점, 이를 수업현

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과 교수장치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행위자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학생들이 과거인의

의사결정을 과거의 맥락에서만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연속성 속

에서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

를 통해, 본 논문은 역사적 감정이입 과정은 과거 탐구에서만 끝나는 것

이 아니라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를 판단하고, 삶의 방향성을 제공하는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향후에는 이러

한 개념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실제 역사수업에 적용한 수업 실행에

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역사적 감정이입, 정서적 연결, 맥락화, 행위자, 이봉창

학 번 : 2016-2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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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감정이입(empathy)’이라는 용어는 ‘타인의 감정과 고통을 함께 나눈다’

는 의미의 그리스어 ‘empatheia’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켜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정서적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처음 심리학에서 이용되기 시작

했으며, 미학, 역사학, 사회심리학 등 각 학문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1) 역사학에서의 ‘감정이입’은 타인과의 교감, 의사소통에 바탕을 두

고 있기보다는, 탐구 주체가 사료를 바탕으로 탐구대상이 처한 상황과

관점을 재구성하며, 과거인의 행위 원인에 대한 ‘지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다.2) 이 차이점은 역사학에서의 탐구 주체와 대상은 같은 시공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서적 교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인

하다. 이를 바탕으로 역사교육계에서 감정이입은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정서적 차원 그리고 역사학의 탐구 방법에 바탕을 둔 인지적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역사교육에서 ‘역사적 감정이입’ 개념은 사료를 바탕으로 과거인이 세

상을 바라보던 방식인 관점을 재구성하는 것이며, 그 관점을 통하여 역

사적 인물의 동기와 의도를 이해하고 인과관계를 밝히는 탐구 방법으로

개념화되었다.3) 역사적 행위자가 당대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했

다는 점에서, 역사적 인물의 의사결정 상황과 판단의 순간에 한정하여

그 인물의 동기와 의도를 이해하는 사고 과정으로 좁힐 수 있다.4) 이는

1) Vanessa Lux and Sigrid Weigel, Empathy: Epistemic P roblems and Cultural-
Historical Perspectives of a Cross-Disciplinary Concept(London: Palgrave
Macmillan, 2017), pp.287∼289.

2) 양호환, 歷史敎科 敎育理論의 可能性과 問題點- 敎授內容知識의 성격과 의미 歷
史敎育53, 1993, pp.13∼17.

3) Peter J. Lee, “History Teaching and Philosophy of History”, H istory and Theory,
Vol. 22(4)(1983), pp.21~31.

4) Stuart J. Foster, “Using Historical Empathy to Excite Students about the Study of

History: Can You Empathize with Neville Chamberlain?”, The Social Studies, Vol.



- 2 -

역사이해의 한 방법이며, 애쉬비와 리(Rosalyn Ashby and Peter J. Lee)

는 이 개념을 ‘합리적 이해(rational understanding)’라고 지칭했다.5) 역사

적 감정이입은 학생들에게 역사학의 고유한 사고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는 논의에서 등장한 것으로 과거인과의 동일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감

정적 공유 또는 공감과 구분되어 왔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역사적 감정이입은 1990년대에 들어 나타난 역사교과의 고

유한 성격을 밝히는 역사적 사고 연구의 일환으로서 자연과학과 구분되

는 역사적 상상력의 하위범주로서 개념화되었고, 역사이해의 하나의 방

법으로 연구되어 있다.6)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인간의 합리적 선택으로

설명하는 ‘행위설명이론’으로 연구되었다.7) 이는 국내 역사교육계에서

오랫동안 ‘역사적 감정이입’이 인지적 차원 개념으로서 논의되어 왔으

며,8) 이를 바탕으로 수업 방안에 대한 모색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역사가의 사고 과정을 모델링한 역사적 감정이입 개념은 학생

들이 학습하기에 쉬운 과업이 아니었다. 이처럼 역사적 감정이입 개념이

90(1)(1999), pp.18∼24.
5) Rosalyn Ashby and Peter J. Lee, “Children’s concepts of empathy and
understanding in history” in Portal, C.(eds.), The history curriculum for
teachers(London: Falmer Press, 1987), pp.62∼88.

6) 1990년대 이후 역사적 사고에 대한 외국의 연구 성과가 소개되면서, 역사적 사고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역사적 사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

서 하나의 고유한 연구 영역이 되었고, 역사 교과의 가치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면

서 이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양호환 편, 한국 역사교육의 연구동향
, 책과 함께, 2011, pp.243∼245 참조). 김한종은 자연과학의 사고 방법과 구별되는

역사적 사고를 상상적 이해로 제시했으며, 상상적 이해는 콜링우드로 대표되는 관념

론 역사학자의 역사탐구 방법론이며, 그 하위 범주로서 역사적 감정이입이 되었다

(김한종, 歷史學習에서의 想像的 理解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참

조).
7) 김환길, 역사철학의 <행위설명이론>과 역사교육에 적용 , 양호환 외, 歷史敎育의
理論과 方法, 三知院, 1997, pp.187∼231; 정선영, 역사학습에서의 의사결정능력의

신장 역사와 역사교육15, 2008, pp.1∼32.
8) 김한종, 역사학습에서 상상적 이해의 방안 , 양호환 외, 歷史敎育의 理論과 方法,
三知院, 1997, pp.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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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에 활용되는 과정에서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역사교육의 목

적이 작은 역사가를 양성하는 것에 있는가’라는 비판9)과 ‘역사적 감정이

입을 학습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와 같은 비판이 제기되었

다.10) 이는 ‘역사가가 아닌 학생들이 학습하는 역사적 감정이입 과정이

무엇인가’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과 연결된다. 즉, 학생들이 수업 과정

에서 수행하는 감정이입 성격과 그 과정에 대한 관심이 역사적 감정이

입 연구에 필요한 것이다. 특히, 학생들이 역사적 인물에 감정이입을 하

면서 생겨나는 정서적인 반응을 어떻게 역사적 탐구 방법에 반영할 것

인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교육에서 의미하는

‘역사적 감정이입’ 개념이 최근 재검토되고 있다. 이는 역사수업에서 ‘학

생들에게 정서적 차원의 감정이입을 어떻게 학습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

의와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11)

따라서 국내에서는 역사적 감정이입 개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내 연구에서 역사적 상상

력의 하위 범주로서 역사적 감정이입이 개념화된 이후, 개념에 대한 재검토

는 20여 년 간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국내의 ‘역사적 감정이입’은 개념은

많은 부분 영국 역사교육 논의를 소개하면서 자리 잡아 왔기 때문에, 이러

한 연구들이 국내의 연구 풍토와 경향에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지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다.

둘째, 역사적 감정이입 개념이 확립된 1990년대와 비교하여 학생들이

역사를 접하는 경로와 수업환경은 변화하였다. 오늘날 학생들은 궁금한

9) Keith C. Barton and Linda S. Levstik.(eds.), Teaching history for the common
good(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4), pp.215∼220.

10) Peter J. Lee, op.cit., 1983, pp.21∼31; Dennis Shemilt, “Beauty and the

philosopher: Empathy in history and classroom” in Alaric K. Dickinson, Peter J.
Lee and Peter J. Rogers(eds.), Learning H istory(London: Heinemann Educational
Books, 1984), pp.39∼80.

11) Jason L. Endacott and Sarah Brooks, “An updated theoretical and practical

model for promoting historical empathy”, Social Studies Research & P ractice,
Vol. 8(1)(2013), pp.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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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건, 역사적 인물에 대한 내용을 스마트 폰, 컴퓨터 등으로 쉽게

접하며 이를 바탕으로 역사상을 만들어간다.12) 이는 역사적 감정이입 학

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가진 선행지식(prior knowledge)과 현재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과거

인의 의도와 동기를 인지적 탐구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13)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물에 대한 선행지식은 다양한 매체 즉, TV 드

라마, 영화, 가정을 통해서 생성된 역사 인물에 대한 상(像)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14) 현재주의적인 생각은 학생들이 과거인의 기술, 물리적 환

경, 신념, 가치관 등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재의 생각이

과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15) 그러므로 학생들이 다양

한 매체를 통해서 역사 인물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효과적

인 역사적 감정이입 학습을 위해 적극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본 글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각 장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1. 역사적 감정이입을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가? 이 쟁점 속에서 국내의

역사적 감정이입 연구의 특징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2. 기존의 역사적 감정이입 학습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행위자’를 학습과정에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학습시킬 것인가? 학습과정

에서 개입되는 학생들의 선행지식과 현재주의적인 생각을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

3. 역사적 감정이입 학습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교수학습 과정은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가? 각 학습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수

적 지원은 무엇인가?

12) Peter Seixas and Tim Morton, The big six: historical thinking concepts(Toronto:
Nelson Education, c2013), pp.138∼143.

13) Peter J. Lee and Dennis Shemilt, “The concept that dares not speak its name:
Should empathy come out of the closet?”, Teaching H istory, Vol. 143(2011), p.40.

14) 박주현 조혜진, 역사재현의 다양한 경로와 대중 역사 , 양호환 외, 한국 역사교육

의 연구동향, 책과함께, 2011, pp.353∼396.
15) Keith C. Barton and Linda S. Levstik.(eds.), op.cit., pp. 2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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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각 장에서 다음과 같

은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2장에서는 역사적 감정이입을 둘러싼 쟁점

을 3가지로 정리하고, 이러한 쟁점들을 통해서 국내 역사적 감정이입 개

념 연구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연구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역사

적 감정이입 개념과 수업의 부조화 밝히고, 이 현상의 원인과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3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과정으로서 ‘역사적 감정이입’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겠다. 이 장에서는 학습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학습의 대상과 주체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학습의

대상으로는 역사적 맥락과 행위자에 대한 균형적 이해에 주목했고 학습

주체 즉, 학생의 학습과정에서는 ‘선행지식’과 ‘행위자에 대한 판단’이 고

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행위자는 과거에 의사결

정을 내린 역사적 인물을 의미하며, 학생들은 행위자를 판단할 때에 과

거의 시대적 맥락을 고려했는지, 이들의 행동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

쳤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4장은 3장에서 이루어

진 이론적 탐색을 수업으로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며, 도입-탐구-표

현-반성 4단계의 교수과정 모형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봉창’을 인물 수

업사례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역사적 감정이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

적인 교재 구성안과 발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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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적 감정이입’의 개념과 활용상의 쟁점

1) 역사교육에서 감정이입 연구에 대한 접근

역사적 감정이입 개념은 국내 역사교육계에서 수업에 유용한 학습 도

구로 활용되어 왔다. 역사적 감정이입은 오랫동안 인지적 차원의 감정이

입으로 개념화되었으며, 이 개념적인 틀은 상당 부분 영국 역사교육 논의

에서 영향을 받았다. 역사적 감정이입은 역사학의 연구방법론을 포함하는

개념인 ‘메타컨셉(Meta-concept)’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 개념은 역사학의

내용지식이 아니라 역사가가 역사적 사건을 탐구하기 위해 이용하는 역

사학의 근본적인 방법을 개념화한 것으로, 그 예시로서 증거, 인과관계,

변화와 지속성 등을 들 수 있다.16) 역사교육계에서 역사적 감정이입이 주

목받은 이유는 학생들에게 사회 문화 구조 속에서 인간의 가치, 신념, 동

기 등을 통해서 역사적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었기 때문이었다.

즉, 역사적 감정이입 개념을 통해서 학생들은 역사를 설명하는 하나의 능

동적인 주체로서 인간을 이해하고, 인물을 통해 사회적 구조만으로는 설

명할 수 없었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역사적 감정이입 개념 논의의 바탕이 된 영국 역사교육계의

‘메타컨셉’으로서 역사적 감정이입 개념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많은 문제

점이 지적되었다. 활발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국가 교육과정에 핵심 개념

으로 채택되지 않은 데에는 본 개념이 학습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다수

연구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17) 다만 이러한 개념과 수업 활용 그리고 활

용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추후에 역사적 감정이입 연구에 중요한 바탕이

16) Peter J. Lee, op.cit., 1983, pp.21∼31.
17) Peter. J. Lee and Dennis Shemilt, op.cit., 2011, p.39; Richard Harris and L.
Foreman-Peck, "‘Stepping into other peoples’ shoes’: Teaching and assessing

empathy in the secondary history curriculum." International Journal of H istorical
Learning, Teaching and Research 4(2)(2004), pp.1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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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 장에서는 역사적 감정이입을 둘러싼 논쟁점을 세 가지로 정리하

고,18) 역사교육에서 감정이입에 접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제시

하고자 한다. 국내의 역사적 감정이입 개념은 역사학에 고유한 인지적

추론 과정으로 자리 잡아 왔지만 수업에서 활용되는 데서 이 개념이 잘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왔다. 본 연구는 국내 역사교육계에서 논의되

는 역사적 감정이입을 새로 논의되고 있는 인지적-정서적 차원의 논의

까지 포함하여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국내 논의의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해외의 역사적 감

정이입 논의의 쟁점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국내 역사교육 논의의 위치

를 진단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

일반적으로 역사적 감정이입은 인지적 차원 그리고 정서적 차원의 감

정이입으로 구분된다. 인지적 차원의 감정이입을 주장하는 연구에서는

‘공감’은 ‘감정이입’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제시한다. 역사적 감정이입은

사료 탐구를 바탕으로 하며, 과거인과 동일화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현재

의 탐구자와 ‘거리두기’를 통해서 과거인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다. 이러

한 점에서 심리학에서의 공감과 구별된다. 심리학에서의 공감은 정서적

인 공유를 의미하지만,19) 역사학에서의 공감은 감정(feeling)을 공유하는

것보다는 감정의 타당성을 인식하는 문제에 가까우며, 가장 기본적인 수

준에서 특정 시기의 가정과 추정을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20) 즉, 공감

18) 논쟁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지만, 3가지 논쟁이 서로 확연히 구분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감정이입을 둘러싼 논의는 기본적으로 역사교육에서 ‘감정이입

을 인지적 차원으로 볼 것인가?’ 또는 ‘인지적-정서적 차원’으로 볼 것인가?’를 바탕
으로 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역사적 감정이입을 교육에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드러

나는 논쟁을 이슈별로 설명하고자 3가지 논쟁점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첫 번

째 논쟁뿐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논쟁에도 ’인지적‘ 또는 ’인지적-정서적‘ 차원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19) 양호환 외, 역사교육의 이론, 책과함께, 2009, pp.19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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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감정의 적절함’에 대한 인식이며, 신념과 의도를 동의하는 것을 의미

한다.21)

인지적 차원의 감정이입은 일상적인 감정이입과 구분되는 ‘반(反)직관

적인(counter-intuitive)’ 사고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22) 브라이언트와

클락(Darren Bryant and Penny Clark)은 학생들에게 역사영화를 학습시

키는 방안으로 역사적 감정이입을 제시하였는데, 이들은 학생들이 자연

스럽게 영화를 보면서 행하는 감정이입을 직관적, 감정적 차원의 사고로

정의하였다.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감정이입의 방법은 직관적인

(intuitive) 것이지만, 영화감독의 의도를 분석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참고

하여 과거의 시대적 맥락에서 역사적 인물을 이해하는 감정이입은 ‘역사

적 사고’이고 ‘반직관적 사고(counter-intuitive)’라는 것이다.23) 이는 역사

적 감정이입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뤄지는 사고와 구분되는 사고방식

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영화를 보는 것 자체로는 역사적 사고가

이뤄지지 않으며,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역사적인 방법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그러나 최근 인지적 차원의 감정이입이 학습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이

제시되면서, 엔다콧과 브룩스(Jason. L. Endacott and Sarah Brooks)는 인

지적 차원의 감정이입에 대한 대안으로 인지적-정서적 차원의 역사적

감정이입을 재개념화하는 연구를 발표했다. 인지적 차원의 감정이입 학

습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역사

가의 작업 방법으로서 감정이입이 학생들에게 학습하기 어려운 과업이라

20) Peter J. Lee, op.cit., 1983, pp.36∼37.
21) Ibid.
22) 직관적인 사고는 학생들이 일상적 생활에서 하는 사고로 역사학문적인 방법을 필요

로 하지 않는 사고이며, 이에 반해 반직관적인 사고는 역사적 사고로서 일상생활에
서 활용되는 사고가 아닌 역사학문적 탐구가 필요한 사고를 말한다(Peter J. Lee,

“Historical Understanding” in Peter Seixas(eds.), Theorizing H istorical
Consciousness(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4), pp.129∼143 참고).

23) Darren Bryant and Penny Clark, “Historical Empathy and “Canada: A People's

History””, Canadian Journal of Education, Vol. 29(4)(2006), pp.1039∼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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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과 둘째, 역사적 감정이입이 학생들의 역사이해를 돕는 것인지 아

니면 단순한 상상력을 돕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이는

연구자들은 기존의 인지적 차원의 감정이입 학습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

았던 ‘정서적 연결’이 오히려 학생들의 역사이해를 돕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현재의 학생과 과거인의 비슷한 경험에서 오는

정서적 연결이 현재와 과거의 다른 점을 찾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

을 밝혔으며, 역사적 감정이입을 3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정서적 차원까

지 포함하는 범위에서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다. 감정이입의 구성요소는

관점 취하기(perspective taking), 역사적 맥락화(historical contextualization),

‘정서적 연결(affective connection)’이다.24) 맥락화와 관점 취하기는 인지

적 차원의 감정이입의 영역에서 제시되었지만, 정서적 연결에 대한 재정

의는 새로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감정이입의 정서적 요소가 과거인물

을 역사적으로 탐구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인물을

당대의 맥락에서 탐구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준다는 점이다. 과거인

과의 정서적 연결이 학생들로 하여금 과거 행위자가 처한 상황에 보다

흥미를 느끼게 해주고, 추후의 학습에 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국내 역사교육계에서는 메타컨셉 논의의 영향을 받아 역사적 감

정이입을 역사적 사고로서 연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 흐름에서 역

사적 감정이입은 ‘사료를 바탕으로 한 인지적 추론 과정’이라는 정의와

학생들의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기능적인 면이 부

각되었다. 다음 절에서 밝히듯이, 이 두 가지 측면은 학습적용에 상충되

는 양상을 보여준다.

24) ‘관점 취하기’는 타인의 문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경험, 사회적인 위

치, 신념, 가치관, 등을 이해하는 사고 과정을 의미한다. ‘역사적 맥락화’는 과거와 현

재가 다르다는 시간성을 인식하는 것을 바탕으로, 탐구 대상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
적인 규범을 이해하고, 탐구 대상과 과거 상황을 그 당대의 맥락에서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정서적 연결’은 탐구 대상과의 유사함,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탐구 주체

가 자신의 삶의 경험, 상황을 연결하고, 이러한 연결 속에서 발생하는 감정적인 반응

을 탐구 주체가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Jason L. Endacott and Sarah Brooks,

op.cit., 2013, pp.41∼5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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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주는 역사적 감정이입이 학생들의 상상력을 학습하는 데에서 흥미

와 학생들의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에 기여하였지만, 이러한 학습에서

과거 인물의 동기와 의도를 피상적으로 학습하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지

적한 바 있다.25) 그는 과거인물의 동기와 의도를 깊이 있게 파악하기 위

해서는 풍부한 1차 사료를 학생들에게 학습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과거인의 당대의 맥락에서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26) 과거인의 관점에서 그의 행위의 동기와 의도

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여러 1차 사료들을 면밀하게 읽고 해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방지원은 역사적 감정이입을 인지적 차원으로 학습하는 것으로 제시하

며, 학생들이 감정이입 학습을 통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학습하는 방

안을 연구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학습에 지루함을 느끼는 제도사를 감정

이입을 통하여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제시하기도 하였다.27) 그러나 그

는 최근 논문에서 국내의 역사적 감정이입 개념 또한 인지적 차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지적-정서적 차원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주장한다. 그

는 역사적 감정이입이 인지적인 차원으로 개념화되었지만, 수업 이론이

발전하면서 학생들이 공감, 추체험과 같은 정서적 차원의 감정이입도 학

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28)

그러나 수업에서 정서적 차원의 감정이입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할

경우, 다양한 시각에서 역사를 이해하거나 비판적으로 역사적 인물을 탐

구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역사적 인물에게 감정적으로 접근

할 경우, 학생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물에 대한 역사상에 근거하여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왜곡된 역사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

25) 강선주, 역사교육 새로보기: 복합의 시각, 한울, 2015, pp.290∼293.
26) 강선주, 아이들의 역사 이야기꾼으로의 성장- 중학교 교사가 추구하는 “역사가 가

르쳐야 할 것” 역사교육논집54, 2015. pp.25∼57.
27) 방지원, 감정이입에 기초한 역사신문 제작수업방안 모색: 고등학교 ‘국사’의 조선

전기 제도사 내용을 중심으로 교원교육22(4), 2006, pp.77∼85.
28) 방지원, 역사수업 원리로서 ‘감정이입적 역사이해’의 재개념화 필요성과 방향의 모

색 역사교육연구20, 2014, pp.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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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역사 인물에 감정이입을 하면서 행하는 정서

적 차원의 감정이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성취와 과정

이 논쟁은 역사적 감정이입을 ‘역사가의 인식의 결과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학생의 학습 과정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성취’

로서 감정이입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오게 된 것은 리(Peter J. Lee)가 제

시한 감정이입의 4가지 유형이다. ‘성취’로서의 감정이입은 역사학에서의

인지적인 측면의 감정이입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인용되어 왔다. 리에 따

르면, 역사적 감정이입은 ‘능력(power)’으로서, ‘성취(achievement)’로서,

‘과정(process)’으로서, ‘성향(disposition)’으로서 감정이입으로 나뉜다. ‘능

력’으로서의 감정이입은 감정이입 자체를 특별한 능력으로 보는 것을 의

미하며, ‘성취’로서의 감정이입은 과거 행위자의 신념, 가치, 의도 등을

아는 것으로, 역사가의 인식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과정’으

로서의 감정이입은 성취로 나타나는 감정이입을 전제로 할 때, 이를 뒷

받침해주는 증거의 추론과정을 의미하며, ‘성향’으로서의 감정이입은 감

정이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한다.29)

리에 따르면 성취로서의 감정이입은 “행위자(agent)가 무엇을 믿어왔

고, 가치있게 여기고, 느끼고, 성취하고자 추구한 것을 아는 것”으로, 역

사적 감정이입이 감정적 측면보다는 역사가의 인지적 사고의 결과물임을

보여준다. 타인의 행위와 동기를 우리가 기억하는 유사한 상황 속에서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사료를 바탕으로 하여 역사적 행위자의 상황과 그

시대의 가치관, 규범을 재구성하여 탐구자 스스로가 행위자의 위치가 되

어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취로서의 감정이입은 역사가의 인지적

결과물로서 ‘사료를 토대로 관점 재구성’이다.30)

29) Peter J. Lee, op.cit., 1983, pp.35∼37.
3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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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취로서의 감정이입은 학생들에게 학습시킬 메타컨셉으로 적

절한 개념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영국 역사교육에서 메타컨셉은 역사의

내용지식을 구성하는 역사학의 방법론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며, 학생

들이 역사학이 구성되는 ‘방법(how)’을 아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이다.31)

그러나 역사적 감정이입 개념은 ‘어떻게’보다는 역사가의 인식 과정이 아

닌 결과물만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방법을 가르치기 어려웠

다. 리는 “역사가가 그것이 어떻게 행해졌는지는 상관없이, 개인이나 사

회에 감정이입을 했다면 무엇을 행한 것일까? 이러한 의미에서 감정이입

은 결과(achievement)”라고 밝히고 있다.32)

과정으로서의 감정이입은 감정이입의 독립적 과정이기보다는 성취로서

의 감정이입이 전제될 때 이루어지는 증거 추론 과정이다. 리는 증거 추

론 과정을 “역사가의 주장에 대한 시작점이자 기준으로서 감정이입에 핵

심”이며, “역사에서의 모든 주장은 공공적 증거를 통해서 정당화되어야

만 한다”고 말한다.33) 이는 역사가의 직관 또한 상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거의 검증과정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인지적 차원의 감정이입의 이론적인 바탕을 마련한 리의 이러한 주장

을 종합하자면, 학생들에게 역사적 감정이입을 학습시키는 것이 매우 어

려운 과업임을 밝히고 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역사적 감정이입을 메타컨셉으로서 학생들에게 학습시키기 위

해서 많은 시간과 교사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역사적 감정이입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관련된 개념인 증

거, 인과관계 등을 함께 교수해야 하며, 이는 각각의 개념들을 단독으로

가르쳤을 때보다 더 많은 교수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역사

31) Peter J. Lee, “Fused horizons? UK research into students' second-order ideas in

history” in Köster, Manuel, Holger Thünemann and Meik Zülsdorf-Kersting(eds.),
Researching history education: international perspectives and disciplinary
traditions (Schwalbach: Wochenschau, c2014), p.174.

32) Peter J. Lee, op.cit., 1983, p.36.
33) Ibid.,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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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감정이입과 상상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부

적합하다는 점이다. 역사가가 감정이입을 행할 때, 상상, 공감과 함께 이

용되는데, 이를 역사적 작업에 숙련되지 않은 학생들이 수업에서 활용할

때 증거에 기반하지 않은 상상력 또는 공감을 발휘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34) 이처럼 역사적 감정이입이 학생들의 학습에는 부적

합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초기 연구에서, 수업에서 학생들이 역사적 감정

이입을 학습하는 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교육에서 역사적 감정이입 개념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면

서, 수업 현장에서 학생들의 감정이입을 촉진하기 위한 학습과제는 무엇

인지 밝히고, 학생들이 감정이입적 이해를 발전시켜가는 과정에 대한 실

질적인 데이터를 축적하였고 위와 같은 극복해가고 있다.35) 가령, 바튼은

과정의 어려움을 비판하기보다는 학생들이 과거인물에 학습하고자 하는

흥미와 의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교사들이 교육적 실천을 세심하게

준비하는 것을 통해 역사적 감정이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제시했다.36)

특히, 역사적 감정이입의 교육적 효과를 주장하는 연구에서는 증거의

사용과 다른 개념들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음에

주목해 왔다. 사료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과 글쓰기 작업을 통해 역

사적 감정이입 작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37) 현재에서 과거를 뒤돌아보는

회고를 통해서 과거 행위자의 의사결정과 상황의 복잡성을 함께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38)

34) Peter. J. Lee and Dennis Shemilt, op.cit., 2011, pp.39∼40.
35) Endacott, Jason L. and Sarah Brooks, “Historical Empathy: Perspectives and

Responding to the past” in Metzger, Scott A. and Lauren M. Harris(eds.), The
Wiley international handbook of history teaching and learning(New York: Wiley
Blackwell, 2018), pp.213-226.

36) Keith C. Barton and Linda S. Levstik(eds.), op.cit., 2004, p.215.
37) Sarah Brooks, “Displaying historical empathy: What impact can a writing

assignment have”, Social Stuibid.ies Research and Practice, Vol. 3(2)(2008), p.145.
38) 포스터(Stuart J. Foster)는 역사적 감정이입 학습과정이 인지적 추론과정임을 주장

하며, ‘회고(hindsight)’, ‘현재에서 과거로의 내던짐(Projection)’이 학습에 중심이 되

어야 함을 제시한다. 그가 말하는 회고는 학생들이 현재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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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적 원인과 역사적 결과

영국에서 논의되던 ‘역사적 감정이입’의 개념은 합리적 이해이며, 감정

이입적 설명을 제시했다.39) 이 논의에서는 ‘인간이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

고 행동했다’는 점과 ‘과거와 현재의 인식 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바탕으

로 감정이입을 통해 탐구자는 과거인의 행위의 이유를 찾는 것을 학생들

에게 학습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관계를 학생들이 분석함에

있어서 이 과업은 학생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과업임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역사적 행위의 원인을 사료를 토대로 찾아내기보다는 자

신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꾸며내는 양상을 보였다.40)

역사적 감정이입의 교육적 활용에서, 그 목적이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

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다시 말해, 교육에서 역사적 인물의 행위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역사적 행위로 야기된 결과 또는 영향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노예주, 히틀러, 친일파 등

의 행위를 시대적 맥락에서만 이해하게 된다면 그들의 행위는 모두 정당

화될 여지가 있으며, 이것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바튼과 레브스틱(Keith C.

Barton and Linda S. Levstik)은 역사학습에서 행위의 원인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동시에 결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을 비판한다. 그에 따르

면, 학습에서 행위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결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으로, 학습에서 현재 학생들이 알고 있는 과거의 결과를 과거인이 몰랐다는 것을 인

지하도록 학습시키는 것으로 구현된다. ‘현재에서 과거로의 내던짐’ 역사적 감정이입

의 탐구가 과거인과의 감정적으로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맥락에 학생 스

스로의 인식을 던지는 것을 통해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관점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

다(Stuart J. Foster, “Historical empathy in theory and practice: Some final

thoughts” in Davis, Ozro Luke, Elizabeth A. Yeager, and Stuart J. Foster(eds.),
H istorical empathy and perspective taking in the social studies(Marylan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1, pp.167∼182).

39) Rosalyn Ashby and Peter J. Lee, op.cit., 1987, pp.62∼88.
40) Peter. J. Lee and Dennis Shemilt, op.cit., 2011, pp.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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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행위의 정의로움, 공정함, 공공선의 문제’를 교육에서 다룰 수 없음

을 의미하는 것이다.41) 이는 역사적 감정이입을 역사적 사건의 원인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결과도 고려하면서, 학생들이 민주주의에

필요한 자질을 형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역사적 사건의 결과는 학생

들이 역사적 사건의 중요성을 학습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

다.42)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적 감정이입에서 역사적 사건의 결과를 고려

한다는 것은 그 행위의 중요성을 고려하는 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43)

학생들이 행위자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중요한 지점을 제공해준다.

역사적 감정이입의 교육적 활용에서 ‘역사적 결과’도 고려되어야 한다

는 지적은 국내 역사적 감정이입 개념 재검토에도 영향을 미쳤다. 방지

원은 일본군 위안부 학습을 예시로 들어 과거의 합리적인 행위라는 점에

서 가해자의 행위가 ‘그 당시 상황에는 어쩔 수 없었다는 상황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지점에서 수업 현장에서 공감과

동일화의 요소를 역사적 감정이입에 포함시켜야 함을 주장했다.44) 그러

나 민감한 주제에서 정서적 차원을 포함한 감정이입을 하는 것은 그 역

사적 이해를 하는 것보다 한 입장에 치우쳐서 역사를 이해하거나 정서적

동요를 인해 역사이해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역사

적 사건의 결과를 포함하여 역사적 감정이입을 학습하게 될 때 필요한

것은 인지적-정서적 차원의 균형이며, 학생들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

간성을 고려해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3가지 쟁점을 통해서 초기에는 ‘감정이입’이 역사학문의 방

법, 역사가의 작업과정에 초점을 두고 이를 학생들에게 학습시키는 방안

을 모색했다면, 최근에는 학생의 학습, 교육의 목적에 초점을 두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쟁점들 속에서 국내 역사교육 연구는 어떤 위치에

41) Keith C. Barton and Linda S. Levstik, op.cit., 2004, p.219.
42) Peter Seixas and Tim Morton, op.cit., pp.35∼40.
43) Peter Seixas, “Historical Understanding among Adolescents in a Multi-cultural

Setting”, Curriculum Inquiry, Vol. 23(3)(1993), pp.301∼327.
44) 방지원, 앞의 논문, 2014, pp.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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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교육 활용상의 용례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2) ‘역사적 감정이입’ 개념의 혼선과 적용상의 부조화

국내 역사적 감정이입 개념은 영국 역사교육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왔

다. 역사적 감정이입은 다른 학문과 차별되는 역사학만의 고유한 사고

방법을 의미하는 역사적 사고의 하나로 개념화되었다. 역사적 사고로서

‘역사적 감정이입’은 역사이해의 한 방법으로, 증거를 바탕으로 행위자의

동기와 의도와 같은 마음 상태를 상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었다.45)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타인과 탐구자의 정서적인 교류를 의미하는 것은 아

니며, ‘자료를 토대로 한 감정을 상상하는 인지적 능력’이며,46) 역사가의

‘직관’을 포함한다.47)

이 절은 ‘개념화된 감정이입이 어떻게 수업에 활용되었으며, 그 과정에

서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되었는지’를 밝히고자 역사적 감정이입 개념에

대한 연구를 분석했다.48) 그 대상은 2000년대에 출간된 학술 논문과 학

45) 김한종, 역사이해와 역사교육 , 양호환 외, 역사교육의 이론, 책과함께, 2009,
p.190.

46) 위의 책.
47) 위의 책, p.202.
48) 분석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전국역사교사모임, (우리 아이들에게)역사를 어떻게 가

르칠 것인가, 휴머니스트, 2002, pp.295∼361; 김문석, 감정이입을 활용한 역사 수
업과 학생의 역사 이해 사회과교육연구9, 2002; 김은옥, 감정이입을 통한 역사학

습이 역사적 사고력에 미치는 효과 ,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박혜인, 역사이해력 향상을 위한 감정이입적 역사 학습 프로그램 개발-초등

학교 6학년 사회과를 중심으로 , 2002; 방지원, 감정이입에 기초한 역사신문 제작

수업 방안 모색: 고등학교 ‘국사’의 조선 전기 제도사 내용을 중심으로 교원교육
22(4), 2006.; 양용철, 감정이입을 통한 초등학교 아동의 역사 이해 방안 , 부산교육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이용운, 초등학교 역사학습에서 감정이입적

이해의 신장 방안 ,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진용희, 역사

적 원인에 대한 초등학생의 감정이입적 이해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최세훈, 역사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인물을 통한 감정이입적 역사학습

프로그램 개발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하윤수, 감정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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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논문이며, 현직 교사들이 수업 방안을 모색한 단행본을 포함한다. 시

기를 2000년대로 한정한 것은 이 시기에 1990년대에 역사적 사고로 정립

된 ‘역사적 감정이입’ 개념을 바탕으로 이를 ‘학교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수업 연구의 유형은 세 가

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역사적 감정이입이 학습되기에 적

합한 학습내용을 모색하는 유형, 둘째는 학생들이 감정이입을 학습하기

에 적합한 학습방법을 탐구하는 유형, 셋째는 연구자가 설계한 수업 방

법을 적용한 학생들의 성취를 평가하는 유형이다. 이 세 유형은 한 연구

에 중복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첫째, 역사적 감정이입 학습에 적합한 내용 요소를 모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국내 역사교육에서 역사적 감정이입이 학습에 유용한 방법

으로 검토되었지만 모든 역사이해에 효과가 있다고 받아들여진 것은 아

니며, 역사적 감정이입 학습방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특성을

내용적인 면에서 찾고자 하는 연구가 있었다. 현재와 다른 관점에 초점

을 두는 학습내용으로, 현재의 관점에서 이해되지 않는 과거인의 문화적

풍습을 이해하는 학습, 특정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인식과 역사건 사

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그 시대적 맥락에서 분석하는 학습, 그 당시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가졌던 세력을 이해하는 학습이

있다.49) 진용희는 역사적 사건의 원인에 따라 학생들의 감정이입 이해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측정하고, 감정이입에 적합한 역사적 사건

의 원인 유형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역사적 사건을 원인별로 ‘행

위자의 의도(위화도 회군)’, ‘역사적 상황(을사조약)’, ‘다(多)원인(임오군

란)’으로 나누었으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

학생 43명으로 두고 있으며, 학습의 방법으로는 역할놀이를 제시하였

다.50) 그러나 학생들이 각 원인별로 다른 이해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적 역사이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초등6학년을 중심으로 ,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08; 홍은주, 감정이입적 이해를 통한 역사적 쟁점학습 방안 , 한

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49) 김문석, 앞의 논문, 2002, pp.21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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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요인 모두 비슷한 이해 양상을 보였다. 이는 연구의 대상이 초등학생

이라는 점에서 학습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인지 또는 세 요인에 따

라 교사가 차별적인 교수요인을 제공하지 않은 것인지에 관해서는 검토

되지 않았다.

둘째, 수업방법은 극화학습, 시뮬레이션(게임), 글쓰기, 역사신문 제작

등이 있다. 극화학습은 줄거리를 가진 극을 활용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연극의 주인공이 되어 역사적인 인물을 연기하면서 역사적 인물이 처한

상황을 상상하면서, 행위자의 생각과 감정을 추론하는 학습이다. 역사극

을 활용할 경우 학생들은 “시대적 문제와 갈등의 주체가 된 인물을 갈등

관계”를 재구성하고 이를 재경험해본다.51) 행위자의 갈등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재연한다는 점에서 역할놀이 방법도 활용되었다. 역할놀이

는 학생들에게 가상의 갈등 상황을 주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역

할을 연기하게 한 후 토론을 통하여 해결책을 찾아가는 학습 방법이며,

특징은 사전에 대본을 작성할 수 없다는 점이다.52) 이와 같은 학습 방법

은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지만, 오히려 개념상으

로 역사적 감정이입과 구분 짓는 공감, 동일화가 실제 수업에서 더 이루

어지게 한다. 즉, 극화학습에서 학생들이 수업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맡은

인물에 충실히 연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역사적인 인물을 과거의

시대적인 맥락에서 그 인물을 평가하기보다는, 역사적 인물과 현재 사이

의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동일화하는 과정으로 변화할 수 있다.53) 상

상적 글쓰기 방법은 학생들이 역사적 인물이 된 것을 가정하고 일기, 수

필, 상소문, 신문기사 등을 쓰는 것을 말한다.54) 김한종은 3인칭 시점의

글쓰기를 역사적 감정이입 방법으로, 1인칭 시점의 글쓰기 방법을 추체

50) 진용희, 앞의 논문, 2001, pp.16∼87.
51) 이성재, 역사수업에서 극화학습의 특성 및 교사의 역할 歷史敎育96, 2005, pp.34
∼36.

52) 진용희, 앞의 논문, 2001.
53) 이성재, 앞의 논문, 2001.
54) 최상훈 외,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책과함께, 2007,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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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방법으로 구분한다.55)

셋째, 학생들의 학습정도를 평가하는 유형이다. 평가의 척도로서 애쉬

비와 리가 제시한 역사적 감정이입의 5단계 진전단계를 활용한다.56) 진전

단계는 사고의 발달을 평가하는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역

사적 감정이입을 통해서 역사이해가 성장하는 학습의 과정을 의미한다.57)

이러한 역사적 감정이입 개념이 수업으로 활용되는 데에 어려움이 있

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개념과 수업의 부조화라고

규정하고 그 양상과 원인을 제시하려 한다. 이 부조화는 학생들이 개념

상으로는 과거인과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인지적 추론

을 의미하지만, 수업에서는 과거의 ‘인물 되어보기’를 통해서 그들의 동

기와 의도를 상상해보는 수업으로 구현된 현상을 말한다. 수업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교사와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발문은 학생들에게

역사적 인물이 되어 감정적인 처지나 입장이 되어보게 할 수 있다. 수업

에서 교사들은 역사적 인물이 처한 상황을 알 수 있는 여러 자료를 학생

들에게 제시하고, ‘당신이라면 어떠한 생각과 마음이 들었겠습니까?’라고

발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역사적 인물의 상황을 이해하도

록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

를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어느 교과서는 고려사를 발췌하여 “만적이

신분해방운동을 시도한 시대적 배경을 추측해보라”는 탐구 질문을 제시

한다.58) 제시된 읽기 자료(사료)는 다음과 같다. “나라에서 경인 계사년

이후로 고관이 천민과 노비에서 많이 나왔다. 장수와 재상이 어찌 씨가

따로 있으랴,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우리가 왜 육체를 괴롭히면

서 채찍 밑에 곤욕을 당해야 하겠는가? 여러 노비가 모두 그렇게 여겼

다. 누런 종이 수천 장을 잘라 모두 정(丁) 자를 새기어 표식으로 삼고

55) 김한종, 감정이입적 역사이해의 원리와 학습 방안 전농사론7, 2001, p.754.
56) Rosalyn Ashby and Peter J. Lee, op.cit., 1987, pp.62∼88.
57) Peter J. Lee, op.cit., 2004, pp.137∼155.
58) 주진오 외, 2009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천재교육, 2011,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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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약속하였다.” 이 탐구 활동에서 제시한 사료만으로 고려시

대 신분해방운동이 이루어진 시대적 배경과 맥락을 분석적으로 탐구하거

나, 이와 함께 만적의 행위의 의도를 분석하는 것이 어렵다. 역사적으로

감정이입하여 그 시대적 맥락에서 행위자의 동기와 의도를 이해하기 위

해서는 다양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학생들은 역

사적 근거를 통해 추론하기보다 현재 자신의 입장에 이입하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동원하여 시대적 배경을 추측할 우려가 있다.59)

한편, 역사적 사고의 ‘역사적 감정이입’ 개념도 영국 역사교육의 논의

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연구와 소개되는 과정에서 국내

연구의 맥락에서 정의되면서 의미상 혼재되는 부분이 있어왔다. 그 특징

중 하나는 국내 연구에서 역사적 감정이입은 역사적 상상력의 하위 범주

로 개념화되었으며, 이 ‘역사적 상상력’은 콜링우드로 대표되는 관념론

역사가의 역사이해에 바탕하고 있다. 이는 콜링우드의 역사인식과 연구

방법론을 바탕으로 한 1960∼70년대 영국 역사교육 연구 성과에서 영향

을 받았다는 점이다.60) 그러나 역사적 상상력을 가능하게 하는 추체험의

방법과 감정이입의 방법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수업에서 활용되면서 학

생의 상상력을 양성하는 방법으로 포괄적으로 학습되어 왔으며, 이 과정

에서 학생들은 사료 탐구를 바탕으로 한 상상보다는 자신이 기존에 가지

고 있는 생각을 바탕으로 역사 모습을 만들어가는 문제를 했다.

본 연구는 2가지 혼선 지점을 통해 개념과 수업 사이의 부조화를 설명

하고자 한다. 첫째는 ‘추체험’과 ‘감정이입적 설명’ 사이에서 생겨난 혼선

지점이다. 즉, 역사적 상상력 개념이 상상적 이해의 하위범주에서 설명되

면서 ‘합리적인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에 혼선이 있었다. 영국에서

논의되던 ‘역사적 감정이입’의 개념은 합리적 이해이며, 감정이입적 설명

이다.61) 즉 역사적 사건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한

59) 강선주, 앞의 논문, 2015, pp.40∼42.
60) 강선주, 앞의 책, 2015, p.282.
61) Rosalyn Ashby and Peter J. Lee, op.cit., pp.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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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62) ‘합리적인 행동’은 인간은 주어진 상황에서 목적과 대안들을

고려하여 가장 최선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방향에서 행동한

다는 것이다.63) 과거와 현재가 다르지만 탐구자는 ‘인간이 합리적으로 행

동하는 점’을 공유하기 때문에 현재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원인을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64) 이것은 과거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설명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는 ‘추체험의 방법에서 도출한 과거인의 행위의 원인을 어떻게 검

증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설명 기준을 마련

한 설명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즉, 인간 행위의 동기와 의도를 탐구한다

는 점에서 추체험과 감정이입적 설명은 역사이해의 측면을 가지고 있지

만, 감정이입적 설명은 주어진 사료들을 토대로 그의 행위에 대한 원인

을 분석하려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추체험의 방법은 역사가의

상상력을 강조하는 데 반해, 감정이입적 설명은 ‘인간은 합리적 행동을

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인과적 분석을 시도했다.

영국에서 역사적 감정이입에 대한 논의가 ‘증거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

의 합리적 행위에 대한 인과관계 탐구’에서 시작된 점을 밝히는 것은 역

사적 감정이입 방법에서 상상력으로 행해질 수 있는 역사적 오류를 경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 역사교육 연구자인 쉐밀트(Dennis

Shemilt)는 추체험에 대한 비판을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정리하고 있다.

쉐밀트는 추체험의 방법으로 탐구하는 역사가를 ‘정신을 훔치는 사람

(psyche-snatcher)’,65) ‘시간 여행자(time-traveller)’, ‘주술사(necromancer

)’66)에 비유한다. 그는 특히 모든 것이 역사가의 생각에서 일어난다는 점

62) Peter J. Lee, op.cit., 1983, pp.21∼31.
63) 정선영, 앞의 논문, p.13.
64) Stéphane Lévesque, Thinking historically: educating students for the twenty-first
century(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c2008), p.155.

65) 쉐밀트가 말하는 ‘마음을 훔치는 자’로서의 역사가는 역사적 방법론을 행하기보다는

역사가의 권위로 과거인의 행위를 이해하려 한 것이다. 그는 이 비유를 통해, 역사가

가 과거 인물이 품고 있던 모든 생각과 아이디어를 알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Dennis Shemilt, op.cit., 1984, p.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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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를 비판하였지만, ‘시간 여행자’ 유형의 역사를

바람직한 탐구방법으로 보았다. 그 이유는 이 유형의 역사가는 인물 행

위의 원인에 대한 탐구를 역사가의 사고 속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가 이해할 수 없는 과거 행위를 오늘날과 다른 시대적 맥락에서

찾고 인과적 설명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시간 여행자’로서의 역사가는 역사학의 탐구 방법을 통해 과거인의 동

기와 의도를 이해한다. 이 방법은 역사가의의 정신(psyche)을 과거로 투

사(project)하면서 정신적으로 과거의 상황(situation)을 구성하여 사건을

재경험한다.67) 즉, 시간 여행자로서의 감정이입은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의 연속성 상에서, 현재에 있는 역사가가 과거를 돌아보고 자신의

정신을 내던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쉐밀트는 이러한 추체험의

방법이 ‘감정이입적 설명’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과거인이 합리적인 행

위를 했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68)

중요한 지점은 인간의 행위를 가능하게 한 이유를 찾는 것이다. 그것

은 인간의 동기와 의도에 따른 것일 수 있으며, 과거인이 행동을 하도록

한 사회신념이나 체계, 관습에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다. 이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역사적 감정이입에서 행해야 할 탐구과정이다.69)

이러한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탐구과정에서 역사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66) ‘주술사’로서의 역사가는 현재인과 과거인의 사이에 생겨난 인식론적 차이를 고려하

지 않는다. 주술가로서 역사가는 현재에 존재하는 언어 그리고 현재를 설명하는 방

식으로 과거를 설명하면서, 현재의 독자가 과거인이 다른 시공간에 존재하며, 상당히

많은 다른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 하게 한다. 그는 역사가의 업무는
‘현재의 사고방식과 과거의 사고방식 사이에 어떠한 것이 다른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역사가의 업무는 현재에 당연시되는 설명 방식으로 과거

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과거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다(ibid., p.43 참조).
67) Ibid.
68) 쉐밀트는 감정이입적 설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과거 사람들은 보편적인 인간성(common humanity)를 공유한다.

◯2 과거와 현재에 사고와 신념의 틀은 다르다. ◯3 역사가의 문화ㆍ신념체계(forms of

life)’에 영향을 받아 과거인의 인식체계도 해석된다. ◯4 과거의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했다(Ibid., p.47 참조).
69) Peter J. Lee, op.cit., 1983, p.36.



- 23 -

역사적 상상력은 역사가가 사료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사료가 설명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 넣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사료를 토대로 한 다양

한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며, 역사적 주체인 인간의 행위 동기나 목적을

상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70) 그러나 역사적 감정이입 학습에서

사료를 바탕으로 한 상상력보다는 과거인물이 되어보는 체험으로써 상상

력이 학습에 활용되곤 했다.

역사적 인물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방법으로 상상력을 구현하는 것은 학

생들에게 역사학습에 흥미와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수업방법으로서 극화학습, 역할놀이와 같은 적극적으로 검토된 것도 감정

이입의 이러한 흥미를 부여하는 참여 학습의 측면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료탐구를 통한 역사가의 상

상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직관적 상상력을 발휘하였다. ‘직관적 상상력’은 학

생들이 사료를 바탕으로 한 추론 없이 현재 학생들의 현재적인 관점으로

상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역사가의 직관과 구별된다. 이러한 직관적

상상력은 증거를 토대로 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학생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현재주의적 틀에서 과거인의 입장을 상상할 경우에 야기된다.

둘째, 역사적 사고력과 인물을 통한 탐구학습 사이에서 드러나는 혼선

지점이다. 역사적 사고력으로서의 역사적 감정이입이 개념화되기 전에

감정이입은 학생들에게 인물학습을 통해서 학습되었다. 인물학습은 인물

을 통해서 인성 교육, 윤리 교육과 같은 학생의 가치관, 정서적 측면과

연결된 학습과 연결되어 이루어졌다. 1990년대 이후 감정이입이 역사적

사고력으로 학습될 때에도 이러한 인물 학습 전통이 역사적 감정이입 학

습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인물을 통한 탐구학습 흐름

은 역사적 감정이입을 통해서 인물을 판단하도록 하는 수업으로 연결되

었다. 이는 역사적 감정이입 학습에서 학생이 행위자에 대한 이해와 함

께 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70) 김한종, 앞의 논문, 2009, pp.185∼191.



- 24 -

수업연구에서의 역사적 감정이입 학습은 학생들이 학습의 주체가 되는

탐구학습에 대한 연구와 맞닿아 있으며 1970년대 학습의 원리가 주목받

기 시작하면서 현장에서 이용되는 수업 방법으로 인물학습, 극화학습, 사

료학습과 같은 방법이 주목받았다.71)특히, 인물을 활용한 학습 또는 극화

학습은 역사적 감정이입을 학습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요하게 활용되었

다. 인물 중심의 학습은 사료 중심의 학습보다 학생의 인성교육 또는 윤

리 교육을 다루어왔다. 역사적 감정이입을 통해서 인물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과 이어지는 학습은 극화학습에서 찾을 수 있다. 극화 수업은 학생

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따라 연극 형식, 다큐멘터리 형식, 뉴스

보도 형식, 시사토론 형식, 모의재판 형식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72) 연

극 형식, 다큐멘터리 형식, 뉴스 보도 형식은 사실중심 형이며 시사토론

식, 모의 재판형식은 판단 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실중심 형은 학생들

이 그 시대의 맥락에 맞게 사실을 전달하거나, 사실을 재구성하는 학습

유형이며, 그 당시에 사고방식, 생활 방식을 탐구한다. 판단 형은 그 시

대의 인물의 행동을 판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 감정이입은 역사적 결과, 의미를 판단하는 학습과 연결된 점이

있다. 그러나 이 측면에서 학생들이 그 시대적인 관점을 고려하여 입체

적으로 행위자를 이해하고 판단하기보다는 현재주의적 시각에서 단순하

게 판단하는 사례가 많다. 즉, 이러한 판단이 요소가 학생들이 역사적 인

물에 정서적인 몰입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나 현재주의적인 관점에서 하

는 판단을 균형 잡히게 하는 요소가 모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71) 역사적 감정이입은 학생 중심 수업 또는 탐구학습을 통해 성취할 있는 학습의 목표

로 제시되며, ‘추체험’ 또는 ‘역사적 감정이입’을 학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업 방법

으로는 극화수업이 대표적이다(최상훈 외,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책과함께,
2007, pp.231∼235 참조).

72) 최상훈 외, 앞의 책, 2007, pp.24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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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적 감정이입 과정에서 고려 요소

본 장은 학습 주체인 학생의 역사적 감정이입 과정을 다루었다.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은 맥락과 행위자에 대한 균형적 이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맥락적 이해는 과거인의 시대에 대한 ‘사회문화적 틀’을 재구성하

고, 그 안에서의 과거인의 동기와 의도, 한 개인이 가지는 자율성을 균형

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또한 학생들이 역사적 감정이입 학습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선행지식과 현재주의적 사고를 학습

에 촉진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하고자 한다. 요컨대 본 장에

서는 역사적 감정이입을 통해서 학생들이 ‘과거와 현재의 다름’과 ‘인간

의 행위’를 균형적으로 이해하고, 역사적 인물을 어떻게 판단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논할 것이다.

1) 맥락과 행위자에 대한 균형적 이해

국내 역사적 감정이입 연구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현재와 다른 과거에

대한 맥락적 이해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역사적 감정이입의 수준을 평

가할 때 맥락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감정이입을 최고 단계로 평가한

다.73) 맥락적 이해는 과거와 현재가 다르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

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 의식주, 기술, 사상, 가치관 등의 차이를 포함한

다.74) 그러나 과거와 현재의 다름을 전제로 하는 맥락적 이해는 역사적

감정이입뿐 아니라 모든 역사 이해의 시작점이다. 동시에 과거인이 당대

에 가질 수 있었던 시대적 신념, 가치관, 문화를 고려하여 관점을 재구성

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그들이 접하는 사료들

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다.75) 그렇다면 역사적 감정이입에서는

73) 김한종, 앞의 논문, 2001.
74) Peter Seixas and Tim Morton, op.cit., pp.138∼148.
75) 양호환 천세빈, 역사 텍스트 독해에서 맥락화 교수학습의 문제 歷史敎育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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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현재의 다름을 어떻게 포착하는 것인가?

학생들이 감정이입 과정에서 슬픔, 분노, 기쁨과 같은 과거인의 감정

반응을 살필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은 과거인이 특정한 상황에서 느낀 감

정의 원인이 현재의 우리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슬픔, 분노, 기쁨 등을 당연히 느끼게 되는 상황에서 과거인은 다른 반응

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76) 이는 그 시대 사람들이 현재의 학

생들과 다른 생각, 신념, 가치관의 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사회문화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77) 즉, 한 개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보

는 방식은 그 시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신념과 사고 체계에 영향을 받는

다. 역사적 감정이입에서 맥락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한 구성원으로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상황적인 조건과 한계’

그리고 한 인물이 행할 수 있는 ‘자율성의 범위’를 탐구하는 것이다.78)

학생들이 감정이입을 행할 때 맥락적인 이해만을 중시한다면, 과거의

그 인물이 행할 수 있었던 행동이 ‘어느 정도로 다양했는가’ 또는 ‘어느

정도로 한정되어 있었는가’를 고려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행

위의 이유가 사회문화적인 틀만으로 설명되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 행위

(action)의 능동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행위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특정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당대의 사회문화적 구조에 영향을 받은 가

치, 신념, 규범의 틀과 개인의 동기, 의도가 상호작용하게 된다. 즉, 사회

문화적인 구조와 인간의 행위 사이에는 인간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의

도와 동기가 존재하는 것이다.79) 즉, 과거인은 여러 무수한 대안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린 것이며, 이를 ‘행위주체성

(agency)’ 으로 설명할 수 있다.80)

사회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주체성을 고려하는

2018, pp.39∼87.
76) Peter Seixas and Tim Morton, op.cit., pp.138∼148.
77) Stéphane Lévesque, op.cit., c2008, p.159.
78) 강선주, 앞의 논문, 2015, pp.40∼42.
79) Peter Seixas, op.cit., 1993, p.303.
8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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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과거인이 그 시대의 맥락에서 가능했던 대안들과

한 개인의 결정을 고려하게 한다. 한 사회 내에서 가능했던 생각들과 한

개인 주체성을 상호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학생들이 앞으로 행하게 될 판

단에 교육적인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이셔스(Peter

Seixas)는 행위주체성과 감정이입은 그저 학생들이 과거인의 상황, 생각,

가치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려야 하는 선택에 대하

여 우리의 현재 해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81)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적 감정이입은 한 사회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인

물뿐 아니라 일반인들에 대한 학습을 필요로 한다. 학생들은 역사적인

인물의 행위를 생각할 때 그 시대를 살았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역사적 학습

에서 한 명의 유명한 역사적인 인물만을 감정이입하는 학습이 주요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그 시대에 있었던 다른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 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료가 제공되지 않

았기 때문이다.

란탈라 외(Jukka Rantala et al.)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많은 내용

지식을 가르치고, 맥락적인 흐름에 대해 제시해도 학생들이 일반인들의

삶에 감정이입하는 것이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의 시대적 배경을

1918년 핀란드 내전으로 하고 학생들을 ‘백(부르주아)’ 집단과 ‘홍(노동

자)’ 집단으로 나누어서 학생들이 대본을 쓰고 연극에 참여하게 했다. 개

인의 행위와 삶에 초점을 둔 학습을 위해 극화 수업을 진행했다. 연구자

는 학생들의 시뮬레이션 학습 이전에 핀란드 내전에 대한 배경지식을 학

생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강의식 수업을 진행했다. 이는 맥락에 대한

선행지식이 풍부하면 학생들의 역사적 감정이입 성취가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학습 이후의 평가에 따르면 약 70% 이상의 학생

이 역사적 감정이입을 성취하지 못했다.82) 학생이 개별적으로 감정이입

8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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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학

생들의 저조한 성취에 대한 이유로서 학생들이 사회 속에 다양한 개인들

에 감정이입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음을 제시했다. 학생들이 교과서와 같

이 하나의 단일한 통사 중심의 구조에서는 개인에 대해 이해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사료를 접하게 하

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맥락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졌을 때 개

인에 대한 감정이입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역사적 위인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뿐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역사적 위인이 아닌 일반인들의 의사결정에 대해 학생들이

학습할 경우 더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캐런 라일리(Karen L. 

Riley)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공식적인 역사에 남아있지 않은 소외된 개인

들의 삶과 의사결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면서, 비공식적인 문

서로 남아있는 그들의 기록들, 예를 들어, 회고록, 사진, 영화 등을 활용

하여 교수과정을 제작할 수 있다.83) 일반 사람들의 기록들, 그리고 그들

의 생각들을 담고 있는 자료는 공식적인 문서보다는 비공식적인 문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기, 회고록뿐 아니라 영상이나 그림도 교사

의 교수적 도움이 제공된다면 수업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2) 학생의 선행지식과 행위자에 대한 판단

82) 이 연구는 애쉬비와 리의 5단계 진전 모델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감정이입 정도를

평가하였다. 연구자들이 평가한 감정이입을 수행한 학생은 4단계에서 5단계의 감정

이입을 수행한 학생으로, 그 수는 전체 22명 중 6명이었다(Rantala, Jukka et al.,
“Stepping into other people’s shoes proves to be a difficult task for high school

students: assessing historical empathy through simulation exercis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Vol. 48(3)(2016), pp.325∼329 참고).

83) Karen L. Riley, “The Holocaust and historical empathy: the politics of

understanding” in Davis, Ozro Luke, Elizabeth A. Yeager, and Stuart J.

Foster(eds.), H istorical empathy and perspective taking in the social
studies(Marylan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1), pp.13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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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역사적 감정이입을 통해 역사를 이해할 때,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인의 관점을 취해본다는 점에서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성을 이해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역사가뿐 아니라 일반인들은 시간을 현재

를 중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인식하는데, 이를 시각적으로 표

현했을 때 과거와 미래는 현재를 중심으로 확장되는 ‘시간지평’으로 표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시간지평 속에서 학생이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성을 인식하는 과정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은 현재를 중심으

로 과거와 미래를 인식하게 된다. 먼저, 과거를 현재 쪽으로 인식하는 것

은 과거지향으로, ‘회고’를 통해 현재에 의미 있는 방향으로 역사를 인식

한다. 또, 미래를 현재에 학생이 의미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는 것으로

‘전망’을 통해 이루어진다.84) 이는 과거를 이해할 때에 현재 학생들의 관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과거에 대한 이해는 현재와 미래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인에게 역사적으로 감정이입을 한다는 것은 시간성을 인식하는 것

을 의미한다. 이는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인의 동기와 의도 또는 과거인

의 행위를 이해하다는 점에서 회고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학

생들이 역사적 감정이입을 한다는 것은 과거 행위의 원인을 찾기 위해

과거를 분석하여 뒤돌아보는 방향성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방향성도 제시한다. 역사적 감정이입 과정에서 현재의 학생들은 과

거의 행위자를 이해하며, 과거 행위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앞으로의 판

단을 하게 된다. 이 때, 세 가지 지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현재의 학

생과 과거인 사이에 존재하는 1, 2차 사료, 내러티브의 다양성, 둘째, 현

재 학생의 위치성과 관점, 셋째, 과거 행위자의 행위의 결과에 대한 판단

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학생들은 과거를 투명하게 바라볼 수 없으며, 다양한 사

료 속에 숨겨진 저자의 시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85) 학생들이 역사적

84) 송상헌, 역사인식의 논리와 역사교육,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pp.82∼87.
85) 학생의 역사적 감정이입 과정에서 관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역사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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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입을 하는 학습의 대상이 한 명일지라도, 각각 사료에 숨겨진 시

각에 따라 행위자가 직면할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였으며, 어떠한 의도와

동기, 관점,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다르게 추론할 수 있다. 또한, 1,

2차 사료 그리고 학생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내러티브

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86) 이는 내러티브는 현재-과거-미래라는 시

간적인 층위를 고려하였을 때, 과거와 현재의 중간에서 현재인의 역사

이해를 가능하게 때문이다.87)

포스터(Stuart J. Foster)는 학생들에게 그 시대 사람들의 신념이나 생

각들을 분석하도록 학습시키기 위해 그 당시 사람들이 읽던 신문이나 잡

지, 여론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다. 그는 학생들이 ‘채임벌린(Neville

Chamberlain) 영국 수상이 왜 히틀러와 평화협정을 체결했는가’를 행위

자의 딜레마적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을 설계하는데, 그 당시

의 사람들의 여론 조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 세계대전이 다시 일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평가하는 여론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88) 이를 통해서

상에서 역사가 또는 저자의 관점(viewpoint) 이며, 둘째는 역사적 사건의 주체, 즉

행위자의 관점(perspective)이다. 전자는 역사가, 저자가 역사적 사건 행위자를 평가

하고 서술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후자는 행위자가 가지고 있던 신념, 가치관 이데
올로기 등을 의미하며, 그 당시 행위자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글

에서는 관점이라는 용어가 주는 혼란스러움을 줄이기 위하여 역사서술상에서 드러

나는 저자의 관점을 저자의 시각(視角)이라는 용어로 대체한다(양호환, 역사서술의

주체와 관점-역사교과서 읽기와 관련하여 歷史敎育68, 1998, pp.1∼26 참고).
86) 내러티브는 ‘설화’, ‘담화’, ‘역사이야기’라고 변역되며, 역사서술의 전통적 양식을 의

미한다. 최근의 논의에서 내러티브 단지 역사서술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의
경험을 생각하고 조직하는 방식을 포함하는 하나의 사고체계를 의미하기도 한다(양

호환, 내러티브와 역사인식 , 역사교육의 입론과 구상, 책과함께, pp.187∼209 참
고).

87) A. Körber and J. Mayer-Hamme, “Historical thinking, competencies, and their

measurement; Challenges and approches” in Ercikan, Kadriye and Peter
Sexias(eds.), New directions in assessing historical thinking(Routledge, 2015),
pp.89∼101.

88) Stuart J. Foster, “Using Historical Empathy to Excite Students about the Study

of History: Can You Empathize with Neville Chamberlain?”, The Social Studies,
Vol. 90(1)(1999),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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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담은 자료들을 통해서 현재의 학생들이 당

연히 알고 있는 역사의 결과를 과거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줌으

로서, 체임벌린이 그 시대의 관점을 추론하는 데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

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현재의 학생의 ‘위치성’과 ‘관점’에 대한 것이다. 과거인이 그 시

대의 맥락에 영향을 받듯 오늘날의 학생들 또한 현재의 시대적 맥락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사료를 접하여 과거인을 이해하고자 할 때

현재주의적인 생각(presentism) 또는 현재에서 흔하게 접하는 선입견

(prejudice)에 영향을 받는다. 반슬레드라이트(Bruce A. VanSledright)는

‘위치성(positionality)’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한 개인이 민족 인종 성

별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계층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위치가 다르게

생기게 된다고 주장했다.89) 이는 한 개인이 사회문화적 위치로서 자리잡

은 관점에서 벗어나 타인의 관점으로 한 번에 옮겨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선행지식과 현재주의적인 사고가 학생들의 역사이해에 큰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초등

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선시대의 일

기 류와 편지 류를 읽히고, 그들이 이를 독해하는 양상을 심층면접을 통

해 분석하였다. 주목할 점은 학생들이 사료들을 독해하고 해석할 때, 그

들이 기존에 탐구대상에게 가지고 있던 선행지식을 바탕으로 특정 사료

를 부각시키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하면서 사료를 해석해간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조선시대 양반 여성, 남성, 노비의 관계에 대해서

교과서 또는 다른 매체가 만들어낸 ‘억압과 종속’ 그리고 ‘가해와 피해’

등 구조화된 틀로 연구자가 제시한 사료들을 해석하기도 하였고, 오늘날

의 ‘여권신장’, ‘평등사상’과 현재주의적인 틀에서 이야기를 새롭게 구성

89) Bruce VanSledright, “From Empathetic Regard to self-understanding:

Im/Positionality, Empathy, and Historical understanding” in O. Davis, E. Yeager,

& S. Foster(eds.), H istorical empathy and perspective taking in the social
studies,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2001), 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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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했다. 이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이 사료를 참고한다고 해

서 바로 과거의 사건이나 관습을 과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이 과거인의

행위를 해석할 때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양한 매체와 가정에

서 생긴 선행지식이며, 오늘날에 쉽게 할 수 있는 현대적인 생각이다.

오랫동안 이러한 선행지식은 역사적 감정이입을 통해 이해할 때 방해

요소로 생각되었지만, 학생들이 과거를 이해할 때 선행지식을 완전히 제

거할 수는 없다. 특히, 학생들이 역사적 감정이입 학습을 하는 데에 있어

서 학생들의 선행 지식과 현재주의적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이셔스는 학생들이 역사적 감정이입을 할 때, 학교 밖에서 접하는 다

양한 내러티브와 학생들의 개인적 경험을 연관지어 과거 인물이 처한 상

황을 이해한다고 보았다.90) 그는 학습 과정에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중

요하지만, 학생들이 과거인이 현재의 학생과 현저히 다른 사고의 방식,

다른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했다는 점을 깨닫도록 하는 것도 역사적 감정

이입에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역사적 감정이입 학습에서 이러

한 선행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다면 교사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선행지식과 역사적 인물에 대

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내러티브들, 그리고 현재주의적 사고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학생들의 선행지식과 현재주의적 관점을

활용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학생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신념을 자신이 위치한 사회문화적 위치에서 생각해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학생들이 탐구 대상이 되는 과거인물이 그 시

대의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영향을 받는 것과 같이, 학생들 또한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

사건이나 역사적 내러티브를 접할 때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 또는 당연하

게 느끼는 감정적인 반응을 자신의 인종 성 계층 속에 영향을 받은 것이

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관점을 보다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한

90) Peter Seixas, op.cit., 1993, pp.3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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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1) 예를 들어 바튼과 레브스틱은 역사적 감정이입을 인지적-정의적

차원으로 개념화하면서, ‘현재의 맥락화’를 인지적 차원의 감정이입의 요

소 중 하나로 정의하였다. 이들은 현재의 맥락화를 ‘우리의 관점 또한 역

사적 맥락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주장했다.92) 이는

현재의 학생이 평범하다고 여기는 생각, 행동 모두 사회적 요소에 영향

을 받은 것이며, 이러한 평범한 생각이 사회에 영향을 받아 변할 수 있

다는 것을 학생들이 깨닫는 과정이다. 현재의 맥락화는 학생들이 역사적

감정이입을 학습하면서 과거인에게 느끼는 감정을 보다 거리를 두어 분

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음으로, 현재의 학생들의 경험과 과거인의 상황을 연관짓는 것에서

시작하여 차이점을 찾아가는 것이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공감’ 내지 ‘감

정적인 교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이보다는 학생 경험과의 연결로 해

석할 수 있다.93) 엔다콧(Jason L. Endacott)이 제시한 정서적 연결을 촉

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발문을 제시할 수 있다. 가령, ‘당신은 역사적

인물이 느꼈던 감정과 자신이 과거에 느꼈던 감정을 연결할 수 있습니

까? 어떤 면에서 그들은 같습니까? 또는 다릅니까?’, ‘당신은 이 상황에

서 역사적 인물이 겪었던 감정을 똑같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94)

와 같은 발문이 있다. 이와 같은 발문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료를 토대

로 행위자가 의사결정을 하던 당시에 느꼈던 감정을 학생이 추론하도록

하고, 학생의 경험과 연결 짓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는 학생들이 역사적

91) Keith C. Barton and Linda S. Levstik, op.cit., pp.206∼243.
92) 바튼과 레브스틱은 역사적 감정이입을 인지적 차원의 ‘관점 인지하기’와 정서적 차

원의 ‘관심’으로 개념화했다. ‘관점 인지하기’는 ◯1 ‘다름’에 대한 감각, ◯2 ‘정상성’의 공

유, ◯3 역사적 맥락화, ◯4 역사적 관점의 다양성, ◯5 현재의 맥락화로 제시한다. ‘관심’은

◯1 역사에 대한 관심(care about), ◯2 역사적 사건의 결과에 대한 반응(care that), ◯3

과거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바람(care for), ◯4 학습한 것을 현재를 위해

사용하고 싶은 열망(care to)으로 구성된다(Ibid., pp.206∼243 참조).
93) Jason L. Endacott, “Reconsidering affective engagement in historical empathy”,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Vol. 38(1)(2010), pp.6∼47.
94) Jason L. Endacott, “Negotiating the Process of Historical Empathy”,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Vol. 42(2014),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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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입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셋째, 과거 행위자의 행위의 결과에 대한 판단이다. 학생들이 역사적

감정이입 학습에서 행위자를 평가할 때, 흔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주의적인 관점으로 행위자를 판단한다. 이 경우 학생들은 과거인을 그들

의 관점에서 미개하다고 평가하거나 선 또는 악과 같은 이분법적 구도로

평가를 한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그 당시 그들의 행동이 사회문화적

틀 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해서, ‘그들의 행동을 옳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감정이입을 통해 행위자를 이해하는 것은 그 시대에 대한 맥락

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학생의 학습에서는 과거인의 행위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고 이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적 감정이입 학습 과정에서 판단은 과거를

교훈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이는 것 또는 ‘선’ 또는 ‘악’이라는 잣대로 이분

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인의 행위를 판단하

는 준거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로 마련될 수 있다.95)

이는 행위자에 대한 판단은 학생들이 앞서 설명한 과거-현재–미래라

는 시간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학생들은 행위자를 이해할 때,

현재에서 과거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학생들은 흔히 그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의 결과를 과거인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정

보의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현재의 학생들은 과거인이 알지 못

하는 시간의 흐름의 결과물을 알고 있다.96)

과거와 현재의 사회문화적 틀은 다르지만 인간의 자유, 평등과 같은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존재한다.

학생들은 역사적 감정이입 학습에 참여하면서,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고

려하여 그들의 행위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

95) Ste ́phane Lévesque, op.cit., c2008, pp.166∼169.
96) Stuart J. Foster, op.cit., 1999, pp.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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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학생은 역사 인물의 행위를 과거와 현재의 시간 속에서 판단할 수 있

다. ‘행위’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는 행위자가 그 시대에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하나를 선택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행위가 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틀 내에서 인간

의 의도와 동기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선택으로 이뤄진 결과라는 점에서, 이 결과가 인간의 보편적 가치에 어

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이 판단은 과거를 현재로 불러들

여서 현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조선의 정치를 통

해서 현재의 정치를 이해한다거나 조선인의 신분질서를 통해 현재를 이

해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행위자를 판단하는 것은 그의 의사결정

과 행위를 그 시대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그 행위의 결과가 오늘날까지

미치는 영향을 숙고해보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역사적 인물의 행위는 ‘현재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방향’에 초점

을 맞추어 설명되어져야 한다. 이는 현재의 우리가 ‘과거인들은 모르는

사건의 결과를 알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에는 과

거의 결과를 알 수 있다. 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사건의 당연한

결과를 과거인들은 알지 못한다.

본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역사적 감정이입 학습과정은 세 가지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과거 행위자는 사회문화의 틀이 허용하는 범위

에서, 한 인간의 동기와 의도를 발휘하여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역사적 감정이입을 통해서 과거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이해할

때, 학생은 오늘날과 다른 사회문화적 틀 안에서 개인의 행위를 이해해

야 한다. 둘째, 학생들은 본인 스스로도 현재의 사회문화적인 틀 속에 영

향을 받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역사적 감정이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증거를 토대로 재구성한 과거인의 관점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를 구분하

기 위해 학생들은 글쓰기를 통한 학습 과정과 후에 결과물을 재검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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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현재적인 사고로 과거인의 의사결정을 이해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은 과거인의 행위를 다른 사회 문화적 틀에서 이해하

는 동시에 그의 결정을 인간의 행위로서 판단할 수 있다. 즉, 과거인은

여러 무수한 대안들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행위를 한 것이다.

그의 행위는 과거에서 현재로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의 권리, 평등 또는

자유에 기여하였는지 아니면 그 반대였는지에 따라 현대의 학생들에게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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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서적 연결을 활용하여

맥락과 행위자 이해를 돕는 교수학습 방향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과 역사적 인물의 상황을 연결하면서 그 인물이

처한 의사결정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감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감정적 반응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탐구

대상의 동기와 의도를 그 시대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교수해야

한다. 정서적 반응에 대한 비판적 접근은 사료탐구를 통해 이뤄지며, 이

는 과거인과의 정서적 연결에서 맥락적 이해를 하는 과정이다. 즉, ‘다름’

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인물이 처한 상황과 인물의 감정을

자신이 겪었던 감정, 경험과 연결해봄으로써 탐구를 시작할 수 있다. 다

시 말해, 이 연결은 학생들이 학습에 들어가는 시작점 역할을 하는 것이

다. 과거인과 정서적 연결에서 학생 스스로 학생들이 과거인물의 의도와

동기를 자신의 선행 지식 또는 현재주의적인 생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닌

지에 대한 질문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장에서 제시하는 역사적 감정이입 학습과정은 학생들의 감정적인

반응에서 사료 탐구, 학생들이 가진 현재주의적인 생각에 대한 맥락화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이는 도입, 탐구, 표현, 반성 4단계로 구성된 교수학

습 과정 모형으로 제시된다.97) 이 모형은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적 인물

이 역사적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보다 복잡한 과정이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특히, 이 모형에서 중요한 과정은 ‘탐구’와 ‘반성’ 과정

이다. ‘탐구’ 과정은 다양한 사료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인물이 처한 딜레

97) 엔다콧의 연구는 학생들의 역사적 감정이입 참여를 위한 교수 장치를 구체적인 교
수 과정을 통해, 교수 학습에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성 과정에

서 ‘역사적 인물에 대한 판단은 학생들의 현재 이해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 것인

지?’에 대한 질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

수학습과정 모형을 수정하여 제시한다(Jason L. Endacott, op.cit., 2014, pp.4∼34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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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적인 상황과 인물의 동기와 의도에 대해 탐구하게 하는 단계이다. ‘탐

구’ 과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료를 통해서 사회문화적인 틀과 그 속에

위치한 인물의 의도와 동기에 대해 탐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습 과정

에 필요한 발문과 대안적 교재구성을 ‘이봉창’에 대한 수업 사례를 활용

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기존의 사료학습은 역사가의 작업 과정을 사료를 통해 교육적으로 재

구성하고 역사적 비판 능력과 해석 능력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

다.98) 그러나 본 학습모형에서 사료학습은 학습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과

거인의 의도와 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매개체이다. 반성 과정에서 학생들

이 현재 자신의 위치를 맥락화하여 현재를 반성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기

존의 감정이입을 활용한 사료학습과 차별성이 있다.

1) 교수학습 과정 모형

본 학습과정은 학생들에게 과거 행위자가 처한 의사결정 상황과 의도

와 동기를 이해하고, 그의 행위를 판단하도록 구성된다. 그러므로 행위자

가 처한 의사결정 상황이 더욱 부각되도록 탐구 대상의 의사결정을 둘러

싼 상황의 복잡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복잡성은 학생들에게

과거 인물이 처해 있던 상황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의사결정 상황에서

개인의 동기와 의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99) 이는 과거 인물이 의

사결정을 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보여주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처했던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비교하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

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인 규범이 현

재와 달랐음을 깨닫도록 교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은 과거인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사건의 결과를 모르고 있다

는 점을 고려하고 그들의 의사결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생

98) 최상훈 외, 앞의 책, 2007, pp.139∼149.
99) Jason L. Endacott, op.cit., 2010,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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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이해할 때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첫

째, 과거 행위자의 의사결정은 사회문화적 틀 내에서 인간이 발휘한 인

간의 선택이었다는 점, 두 번째는 과거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결

과를 알지 못 했다는 점이다. 이를 고려하면 학생들은 도덕적 판단이 가

능해진다. 다시 말해, 학생들이 현대적인 잣대로 과거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성과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 판단을 내릴 수 있

다. [표 1]은 역사적 감정이입 학습과정과 각 과정에 필요한 학습촉진 요

소를 도표화한 것이다.

[표 1] 교수학습 과정 모형

[표 1]에 따르면, 도입 과정에서 인물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시되어

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위

자의 발언이나 회고록, 주변인의 증언, 그리고 그의 주요 활동을 정리하

여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탐구 과정에서는 인물

과 그 인물을 둘러싼 시대적 배경을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는 역사적 행

위자의 의사결정 또는 역사적 행위자가 행한 역사적 사건을 둘러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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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배경을 탐구하고, 그 사건을 둘러싼 복잡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

다. 특히, 이 시대 일반인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발굴하고, 학생

들이 이를 통해 그 시대의 일반적이었던 생각의 틀 안에서 행위자는 어

떠한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

탐구 과정에서는 사료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학습 목표로 삼는다. 첫째

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만들어지는 선행지식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다. 둘째는 탐구과정에서 다양한 사료를 접하면서 역사적 인물과

시대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사는 이 과정에서 앞선

과정에서 제시했던 내러티브를 계속해서 이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

들은 다양한 사료를 탐구하면서 그 시대에 대해서, 그리고 인물의 행위

의 동기와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사료를 읽는

방법, 인물의 동기와 의도를 만들어내는 개인적인 요소에 대한 탐구, 현

재와 다른 사회문화적인 틀을 탐구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표현 과정에서 학생들은 1인칭 시점, 3인칭 시점으로 글을 써보면서

역사적 감정이입을 통한 이해를 보여줄 수 있다. 1인칭 시점의 글쓰기는

행위자의 관점이 되어보는 과정으로, 교사는 ‘당신이 탐구 대상이 살았던

시기에 살았다고 가정해보자’ 또는 ‘당신이 만약 탐구 대상이라고 가정해

보자’라는 발문을 제시할 수 있다. 3인칭 시점의 글쓰기는 탐구 대상의

관점을 인지해보는 것으로 ‘가상의 인물 A는 1930년대를 살고 있다. A

가 이 시기에 본 것과 생각했을 것들을 서술해보라’라는 발문을 제시할

수 있다.100) 1인칭 시점으로 글을 쓰는 학생들은 3인칭 글쓰기를 수행하

는 학생보다 도덕적 판단을 포함하여 현재의 신념 생각 감정에 바탕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101) 이는 학생들이 과거인의 상황을 추론하는 과

정에서 현재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과거인의 생각을 바탕으로 추론

하기 때문이다. 이는 학생들이 과거 행위자를 현재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100) Tessa De Leur, Carla Van Boxtel and Arie Wilschut., “'I Saw Angry People

and Broken Statues': Historical Empathy in Secondary History Educatio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 65(2017), pp.331∼352.
10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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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이 사료가 ‘어느 시기에 해

당하는지’, ‘사료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 시기에 사람들이

했을 생각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

다.102) 3인칭 시점의 글쓰기는 1인칭의 글쓰기에 비해 학생들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추론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사료에 제시된 사실들을

토대로 글을 쓸 수 있으며 가상의 인물 A의 행위에 대해 평가할 수 있

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사료에 나온 사실들만을 나열하는 것

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서 A의 행위와 생각을 서술할 수 있도록 도움

을 줄 수 있다.

반성 과정은 학생들의 과거 행위자에 대한 탐구가 과거 이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학생들의 삶과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게 하는 학습과

정이다. 탐구와 표현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그 시대적 맥락을 고려하여

행위자와 의사결정을 고려하는 탐구를 진행했다면, 반성의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표현 과정에서 작업한 글쓰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게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작업한 글 속에 현재주의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

는지 판단하고, 행위자 내린 결정이 현재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현재 그들의 생각, 감정, 행동을 반성하는 단계이다.

특히 학생은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를 바라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거인

들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거에 대해서 자신의

위치와의 연장선상에서 반성적 사고를 행한다. 이는 학생들이 현재와 거

리를 두어 과거를 바라보지만 과거사건 또는 과거 행위의 결과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속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특히 본 단계에서 학생

들은 역사적 인물의 의사결정이 현재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역사적 인물을 판단할 수 있고 앞으로 행하게 될 자신의 의사결정

이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 즉, 오늘

날뿐 아니라 과거에서 보편적 가치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102) Sarah Brooks, “Displaying historical empathy: What impact can a writing

assignment have”, Social Studies Research and Practice, Vol. 3(2)(2008),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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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인물의 행위가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윤리적인 판단을 통해 평가해 볼 수 있다.

학생들이 반성의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를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가지

고 피드백하여 다시 탐구의 단계로 돌아가 조사를 할 수 있다. 학생이

스스로 행하는 재학습의 과정은 표현의 과정이 생략되기도 한다. 교수적

장치로 발문과 사료, 학생들의 역사적 감정이입을 돕는 인물에 대한 내

러티브를 제시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봉창을 학습 대상으로 삼아 구

체적인 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서 대안적 교재 구성안은 [표

2]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학습과정 설계의 예시이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풍부한 실천적 사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입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가 다양한 학습 자료와 발문을 제공하며,

이 과정을 발판삼아 탐구, 표현, 반성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

진다. 그러므로 도입 과정에서는 교사가 제공하는 촉진요소를 중심으로,

탐구, 표현, 반성 과정에서는 학생이 참여하는 학습요소를 중심으로 제시

하였다.

도입

역사적

인물에

대한

정보

제공과

흥미 유발

-학생들이 수업 전에 인물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 또는

역사상을 확인

-역사적 인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

로서 인물의 인생 전반 또는 그에 대한 일화를 제공

-학생들의 경험과 연결시켜 역사적 인물이 처한 딜레마적

상황을 심층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촉진

역사적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역사적 인물이 처한 딜레마적인 상황에 대해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학생들이 현재적인 사고방식으로 낯설 수 있는 과거인의

행동이나 신념 등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의 흥미

유발

탐구

일반적인

차원

그 당시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람을 사료탐구를 통해서

추론
행위자

차원

-행위자가 처한 딜레마적인 상황 탐구

-행위자가 처한 상황에서 느낀 감정 또는 의도를 사료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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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교수학습 과정별 학습 촉진요소

2) ‘이봉창’을 활용한 수업 사례의 대안적 교재 구성안

본 글에서 이봉창을 학습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세 가

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은 독립 운동가를 우리 역사에서 중요

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103) 이 인물들은 학생들에게 교훈적인 의미로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한 시대에 한 인물이 처한 상황과 행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학습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가

지고 있는 독립운동가 이미지보다는 일제 강점기에 이봉창은 ‘왜 그러한

의사결정을 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을 구성했다. 이 측면에서는 이

봉창 개인적은 모습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이봉창에 대한 주변 인물들의 다양한 시각을 담은 자료와 후대

에 그를 평가하는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다. 특히, 그에 대한 행동이나 성

격 묘사에 있어서 저자에 따라 다르게 묘사되어 있는 사료가 있다. 이는

103) 정미란, 중 고등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사 인물과 그 이유 역사와 교

육16, 2017, pp.149∼153.

구를 통해서 추론

표현
글쓰기 학생들이 수업과 사료 탐구를 바탕으로 실제로 역사적 감

정이입에 참여하는 단계극화학습

반성

자기

맥락화

-학생들이 역사적 인물에 가지고 있는 선행 지식이 어디

에서 비롯된 것인지 고찰해 봄

-그 인물에 대한 이미지 또는 평가가 어떤 경로(교과서,

영화, 드라마, 가정 등)에서 얻어진 것인지를 고찰

행위자의

의사결정

-과거의 행위자는 현재의 학생들이 알고 있는 과거 사건

의 결과를 모른다는 점을 고찰

-당대에 가능했던 대안들에 대해 고찰

도덕적

판단

-시간의 변함에 따라 역사적 인물 또는 역사적 사건에 대

한 평가를 고찰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인간의 행위 판단

-역사적 인물의 행위의 중요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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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사료탐구를 할 때, 그 사료 속에 저자의 시각이 담겨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을 학습시킬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역사적 감정이입

을 행위자의 동기와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료를 탐구해야 함

을 알려줄 수 있다.

셋째, 이봉창은 식민지 조선의 평범한 청년이었다는 점을 학습에 이용

할 수 있다. 그의 평범한 모습은 학생들로 하여금 더 빠르게 그에게 감

정이입할 수 있고 학습으로 이끌 수 있게 할 수 있다.104) 그리고 이러한

평범한 모습은 이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들을 함께 바라보도록

학습을 이끌 수 있다. 이는 독립 운동가를 통해 교훈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사료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체계에서 인물을 이해할 수

있고, 그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학습의 대상은 고등학생으로 한다. 본 교수 학습 과정 모형에서 학생

들은 맥락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의 다른 관점을 이해해야 하

며, 사회문화적인 맥락과 그 속에서 행위자의 상호작용, 그리고 과거인의

행위가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해하고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판단하는 복합적인 사고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학습의 대상을 고등

학생으로 하며, 학습과정 모델과 이에 따른 교재구성안을 사례로 제시하

였다. 고등학교『한국사』교과서에서 이봉창에 대한 학습은 Ⅴ단원에 이

루어진다.105)

104) Jason L. Endacott, op.cit., 2014, pp.12∼14.
105) 학생들의 학습에 활용하기 위해 5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서술을 검토하

였다.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의열단 투쟁과

함께 서술되어 있으며 둘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한인 애국단, 윤봉길과 함께

서술되어 있다. 특히, 이봉창의 의사에 있어서 임시정부의 열악한 상태가 원인이 되

었음을 서술하는 형태가 있다. 셋째, 이봉창의 의거가 ‘비록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
았으나 큰 영향을 주었다’고 서술되고 있다(김종수 외, 2009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 금성출판사, 2011; 도면회 외, 2009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비상교육, 2011; 이문
기 외, 2009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두산동아, 2011; 정재정 외, 2009 개정 고등학

교 한국사, 지학사, 2011; 최준채 외, 2009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리베르스쿨,
20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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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학습하게 될 사건과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이다. 학생들이 인물이 처한 복잡한 상황과 그의 의사결정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맥락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106) 상황에 대한 정보는 연대기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교과서는 사건의 원인, 경과, 결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학생들이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인물이 행한 의사결정이 역사적 상황에서 복잡한 결정이라는 점을 설

명해주어야 한다. 인물에 대한 정보는 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여

러 요소들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역사적 인물의 민족,

신분, 계층, 가치, 신념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발문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사례에서는 행위자인 이봉창에 대한 생애, 그

의 활동들, 그가 수류탄을 투하하기 전에 그에게 있었던 상황들을 제시

하였고, 학습을 위해 교사는 1차, 2차 사료들을 종합하여 내러티브를 만

들어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107)

내러티브를 구성할 때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 교

사가 제공하는 내러티브는 학생들이 탐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자가 처한

의사결정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행위자를 시대적인 맥락과 개인적인 요소

를 고려하여 역사적 감정이입을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첫째, 개인의

가치 신념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애 경력 등을 제시하고(◯ㄱ ,◯ㄴ ,

◯ㄷ ,◯ㄹ ), 둘째,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시대적인 사건들

(◯ㅁ ,◯ㅂ ), 셋째, 의사결정의 상황과 관련된 일화와 발문 제공할 수 있다

(◯ㅅ ).

내러티브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06) 강선주, 소통으로 만드는 역사교육,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pp.220∼234.
107) Jason L. Endacott, op.cit., 2010,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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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창과 도쿄의거108)

◯ㄱ서울 용산에서 태어나 용산의 문창보통학교를 졸업했다. 그가 14세일

때 일본인 과자점원으로 시작하여 15세까지 상점 점원, 용산역의 역무원,

전철수 등의 일을 하다 그만두었다. 그는 일을 그만둔 후에 ◯ㄴ금정청년회

간사로 활동하였다. 그 다음해에 그는 오사카로 떠났다. 그는 오사카에서

철공소 직원으로 근무하고, ◯ㄷ일본인의 양자가 되어 기노시타 쇼조라는 이

름을 얻었다. 그는 오사카와 도쿄를 다니며 막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다

가, 1931년 상하이 행을 결정하였다. 이는 상하이에서 영국인이 경영하는

전차회사에서 조선인을 채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ㄹ그는

이 전차회사에 일자리를 구하고자 상하이 임시정부에 처음 찾아가게 되었

다. 그러나 그는 영어와 중국어를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전차회사에서 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임시정부에서 김구를 알게 되었다.

당시 임시정부는 1920년대 중반 이후 일제의 감시와 탄압, 내부 분열, 자

금과 인력 부족으로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특히, ◯ㅁ만보산 사건으로 중

국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감정이 나빠져 중국 내에서 독립 운동이 힘들어졌

다. 임시 정부 국무령이던 김구는 이러한 ◯ㅂ임시정부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

어나기 위해 1931년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였다.

이봉창은 임시정부 사람들과 알고 지내게 되었다. 그는 처음에 정부 인사

들에게 능숙한 일본어와 그의 과거 행적들 때문에 첩자로 의심받기도 하였

다. 그러나 그는 한인애국단의 제 1호 단원이 되었다. ◯ㅅ그는 임시정부 인

사들과의 사람들과의 술자리에서 ‘왜 천황을 죽이지 못합니까?’라는 말을

하며, 자신에게 총과 폭탄만 주어진다면 천황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을 했다.

이를 계기로 김구와 이봉창은 도쿄에서 천황에게 폭탄을 던질 계획을 세웠

다.

발문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이봉창이 상하이 행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108) 류승렬,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현대, 가람기획, 2016, pp.229∼243;
배경식, 식민지 청년 이봉창의 고백 : 대일본 제국의 모던 보이는 어떻게 한인 애

국단 제1호가 되었는가, 휴머니스트, 2015 참고하여 자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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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창은 어떤 의사결정을 했습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도 어려운 결정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무엇이 결정을 힘들게 만

들었나요? 그것을 해결했습니까?

탐구의 과정에서는 사료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학습 목적으로 삼는다.

첫 번째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만들어지는 선행지식을 비판적으로 바라

보게 할 수 있다. 교사는 이 과정에서 앞선 과정에서 제시했던 내러티브

를 계속해서 이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다양한 사료를 탐구하면

서 그 시대에 대해서, 그리고 인물의 행위의 동기와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사료를 읽는 방법, 인물의 동기와 의도를 만

들어내는 개인적인 요소에 대한 탐구, 현재와 다른 사회문화적인 틀을

탐구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사료학습을 할 때 사료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109)

본 논문에서는 학생들이 탐구 과정에서 일반적인 차원과 행위자의 차

원을 함께 알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료를 활용한다. 이봉창 의거에

대한 그 당시 국내의 신문 기사 내용 일부, 잡지 기사, 이봉창이 재판을

준비하면서 남긴 상신서, 신문조서들을 활용한다. 그는 9 차례의 신문조

서를 통해 그의 삶과 김구와 함께 사건을 준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

기고 있다.110) 김구가 남긴 『도왜실기』 속에 이봉창에 대한 기록과 이

봉창의 의사에 이유를 기록한 내용을 발췌하여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1931년 한인 애국단에 가입하여 이봉창, 윤봉길과 함께 활동한 이화림의

회고록을 발췌하여 활용한다.

이를 위해 2가지 학습 목적을 가진 사료탐구 학습을 제시한다.

◯1 인물에 대한 선행 지식과 어긋나는 지점을 자극하기

109) 강선주, 앞의 책, 2018, pp.220∼234.
110) 단국대학교동양학연구소, 이봉창 의사 재판 관련 자료집, 단국대학교출판부,
2004, p.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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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탐구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물에 대한 고정관념과

사료의 기록을 비교해본다. 학생들은 초등학생부터 위인전 TV 드라마,

영화, 유튜브와 같은 영상매체를 통해서 인물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며,

윤봉길과 이봉창은 ‘독립운동가’라는 이미지로서 학생들에게 각인되어 있

다.111) 한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독립 운동가를 나라를 위해 희생했다

는 점에서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112) 이는 학생들이 이

봉창, 윤봉길의 행위를 ‘독립’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인물의 행위와 의사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 맥락에서 역사

인물의 모습을 다양하게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사료탐구를 할 때 교사의 발문이 중요한데, 특히 사료 탐구

에 있어서는 교사는 사료의 성격과 사료에 드러나 저자의 시각을 학생들

이 알 수 있도록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신문, 회고록, 상신

서를 읽을 때는 그 문서의 성격을 파악하고, 학생들에게 알려주어서 읽

도록 하고, 자료의 저자를 파악하도록 한다.

<자료 1> 도왜실기

1월 8일 사쿠라다 문 앞에서 자기 손으로 문 앞에서 자기 손으로 폭탄을

던진 이 의사는 일왕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였고 적의 군중들이 놀라 아우

성을 칠 때 그 자리에 가슴 속으로부터 태극국기를 꺼내들어 바람에 맞추

어 뒤흔들며 소리 높여 ‘대한민국 만세’를 세 번 부르고 조용히 놈들이 체

포를 받고 참 성명과 연령, 원적을 당당한 태도로 자기는 한인애국단원으로

단의 사명을 받들어 일왕을 암살하려고 했음을 설명했다. 다른 말을 물으면

말하지 않고, 적의 관리의 심문이 있을 때마다 의사는 다음과 같이 준엄한

말로 이것을 거절하였다.113)

<자료 2> 이봉창 상신서

111) 김은별, 2009 개정 초등 사회과 교과서의 역사인물에 대한 5학년 학생들의 선지식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pp.24-50.
112) 정미란, 앞의 논문, 2017, pp.168∼178.
113) 김구, 도왜실기;류승렬, 앞의 책, 2016, pp.238∼240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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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용산역의 연결계가 됐던 때는 조선인이 7명, 일본인이 3명밖에 근무

하고 있지 않았다. 몇 년 전, 나와 함께 일했던 00군은 나보다 먼저 진급했

다. 또 나보다 1년 또는 1년 반 뒤에 채용돼 내가 일을 가르쳤다고 내 밑에

서 일했던 일본인들도 지금 전철수가 되고, 조차계 견습이 되어 내가 그들

밑에서 일하는 처지가 됐다. 그 때 나의 가치 없는 생활을 깨달았다. 그러

나 상대는 일본인이다. 나는 내가 조선인임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설

혹 억울하게 내던져지고 차인다 하더라도 말없이 견뎌 내지 않으면 안 되

는 인간이다. 체념할 수밖에 없다.114)

<자료 3> 이화림 회고록

원래 이봉창은 1930년 12월에 일본에서 상하이로 왔다. 그는 먼저 프랑스

조계지에 와서 임시정부를 찾았다. 그의 외모와 말과 행동거지가 일본인과

매우 닮아서 임시정부 사람들은 그에 대해 의심하고 경계했다. 더욱이 그는

일본 이름도 가지고 있었다. 이봉창이 말하기를 “일본자본가들이 조선에 와

건장한 청년들을 모집해 부두노동자로 충당했는데 나도 거기에 응모해 도

쿄에 갔습니다. 일본어를 할 줄 몰라 감독에게 늘 얻어맞곤 했죠. 또 다른

일본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했고요. 일본자본가들은 조선에서 새로운 노

동자를 모집했을 뿐만 아니라 신구 노동자 간의 갈등도 조장해 조선인들

간에 서로 죽이는 사태가 발생하고 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더러 새로 온

노동자를 구타하라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일본 감독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 몇 년 동안 나도 몇 명의 일본 노동자를 알았고 나의

일본어도 괜찮아졌죠. 제 일본어 탁음이 어찌나 정확한지 그들은 저를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조선인인 것이 발각될까봐 불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둘러 부두를 도망쳤습니다.115)

발문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세 개의 자료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이 사료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구에

114) 단국대학교동양학연구소, 앞의 책, 2004, pp.289∼300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115) 이화림 저, 박경철 이선경 역, 이화림 회고록: 중국대륙을 누빈 불멸의 여성독립운

동가, 차이나하우스, 2015, pp.128∼131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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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료는 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 사료가 역사적 인물이 태도, 사회적인 위치를 알려주고 있나요? 구체적인

부분을 찾아봅시다.

-이 사료가 역사적 인물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알 수 있

는 부분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까?

-역사적 인물의 관점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과 같습니까? 또는

다릅니까?

◯2 역사적 사건의 결과와 평가를 ‘저자의 시각’, ‘시간의 흐름’을 고려

하여 탐구

탐구학습의 목적은 역사적 사건의 결과와 이를 둘러싼 복잡성을 드러

낸다. 신문에 드러나는 관점과 이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를 학습할 수 있

다. <자료 4>, <자료 5>는 동아일보, <자료 6>은 신한민보의 기사 일

부이다. 동아일보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사료에 투영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국내 언론은 조선총독부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신

문 잡지는 검열의 대상이었다. 그러므로 1932년 동아일보의 이봉창에 대

한 보도를 살펴보면, 총독부에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의 기사와 유사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자료 5>는 매일신보에 실렸던 경무국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신한민보는 국외의 언

론지로서 언론검열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에, 이봉창 의거에 대해 보다 구

체적이고 자유로운 시각에서 보도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사

료를 검토하는 데 그 시대의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학

습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은 <자료 4>, <자료 5>와 <자료 6>에 나타난

서술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한 사건의 결과가 시대적 맥락과 저자의

시각에 따라 다르게 서술됨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4> 동아일보 1932. 1. 9., 호외.

대 불경 사건 돌발, 폐하가 타신 마차에 폭탄 투척 범인은 경성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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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창

내무성 발표에 따르면, 천황폐하께서 육군관병식에서 궁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마차가 앵전문(桜田門)에 이르렀을 때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본일 오전 11일 44분경 마차가 경시청에 사이에 이르렀을 때

에, 갑자기 궁내대신 마차에 수류탄과 같은 물건을 던진 자가 있었다. 궁내

대신 마차 근처에 떨어져서 마차 바닦 부분에 엄지손가락만한 손상 두세

개를 냈다. 폐하의 마차에는 이상이 없이 오전 11시 50분에 무사히 궁성에

환행하시었다. 범인은 체포되어 취조 중에 있다 그 성명과 연령은 아래와

같다. 조선 경성에서 태어난 이봉창(32)으로 일본이름은 아사야마 쇼이치

(朝山昌一)이라고 하는 토공이다.116)

<자료 5> 동아일보 1932. 1. 10., 4면

불경 사건 범인 신원에 대하여 경무국 발표내용

9일 오전 11시 5분 경무국 발표에 의하면 8일 동경에서 일어난 불경사건

의 범인 이봉창(32)에 대한 신원은 지금까지 판명된 것이 다음과 같다고 한

다. 범인은 1897년 8월 10일에 경성부원정 2 정목(지금의 원효로 2가) 번지

미상인 곳에서 태어났다. 17세 때에 철도국에 들어가 임시 노동자로 일하다

가 역무원이 되었다. 그러나 1913년 4월에 병을 이유로 사직하고 같은 해

말에 일본에 건너갔다. 이후에 그는 소식이 없었다. 그의 부모는 이미 사망

하고, 형인 이범태는 약 10년 전에 본인의 처와 장녀를 남겨두고 함북 청진

시골로 내려갔다.117)

<자료 6> 신한민보,118) 1932. 2. 11., 1면.

이 의사는 한국 경성 사람이며 이진구씨의 아들이다. 경성통신 철도국에

116) 東亞日報, 1932. 1. 9., 호외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117) 東亞日報, 1932. 1. 10., 4면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118) 신한민보는 1910년 2월 미국에서 창간된 신문이며, 재미 한인들 사이에 소식을
전하고 조선의 고국의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했다. 이 신문은 미국에서 조직된 독립

운동단체인 대한민국민회의 기관지였으며, 미국 본토, 하와이, 멕시코 등 미주뿐 아

니라 연해주와 북간도에도 반포되었다. 일제강점기 애국심을 고취하고 독립운동을

촉진한 한인 언론이었다(조규태, 미주 한인언론 신한민보의 정의부에 대한 보도

와 그 특징 숭실사학34, 2015, pp.221∼22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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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3,4년 동안 복무를 하다가 7년 전에 일본을 건너가서 버스회사에서 일하

였다. 독립당 영수(김구)와 자주 만나면서 친한 벗과 같이 대우받았다. 이

의사는 왜인이 강한 횡포에 고통받을지라도 그 중심에는 국가가 망한 깊은

한을 잊을 때가 없었다. 큰 뜻을 품고 동경으로 건너갈 때에 가슴에 태극기

걸고 손에는 선서문과 작탄을 들었다. 1932년 1월 8일에 작탄을 일황에게

던지고 체포될 때에 웃음과 말이 꾸밈이 없었다. 이를 보는 사람마다 감탄

했다. 그의 나이는 32세라 하였다.119)

발문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두 신문에서는 무슨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까? 두 신문에서 같은 사건과 같

은 인물을 다루고 있습니까?

-<자료 4>, <자료 5>, <자료 6>은 언제, 어디에서 발행되었나요?

-이봉창이 사건을 일으킨 동기가 드러납니까? 두 신문의 시각 차이는 무엇입

니까?

-당시를 살아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건의 결과를 알고 있었을까요? 이

사료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이 사건이 어떻게 결과를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

을지 알 수 있습니까?

표현 과정에서 학생들은 이봉창이 처한 상황 및 행위의 의도와 동기를

이해하고, 1인칭 또는 3인칭 시점의 글을 써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 간의 토론 과정을 통해서 행위자의 의사결정에

대해 토론해 볼 수 있다.

반성 과정은 학생들이 표현 과정에 역사적 인물에 대해 감정이입하고

자신의 생각을 나타낸 결과물을 고찰하는 단계이다. 이를 통해서 학생

스스로가 역사적 인물을 시대적 맥락을 고려하여 이해하였는지, 과거인

과 현재인의 차이점을 반영하였는지,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고려하여 행

위자인 이봉창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119) 新韓民報, 1932. 2. 11., 1면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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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세 가지 부분에 발문을 제시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반성적으로 바라보도록 교수할 수

있다. 첫째는 자기 맥락화에 대한 발문이다. 이는 학생들 스스로가 현재

의 시대적인 맥락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깨닫도록 하는 발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탐구 대상인 이봉창에 대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선행

지식들, 그리고 이봉창이 살고 있는 시대와 현재의 시대가 달랐음을 인

지하도록 한다.

발문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당신은 이 인물에 대해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 생각에 이유가

있습니까?

-수업에서 제시한 자료들 중 당신이 이봉창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자료가 있었습니까?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그러한 생각이 글쓰기 작업에서 표

현이 되었나요?

-당신이 역사적인 인물 또는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 당시 사람들

의 관점에는 차이가 있습니까? 당신이 이봉창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된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둘째는 학생들이 이봉창을 그 시대적인 맥락에 의사결정을 내린 행위

자로 생각해보는 과정이다. 이는 학생들이 이봉창은 현재에 알고 있는

과거의 결과를 알지 못 했으며, 그 시대적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여러

대안들 중에서 그는 하나를 선택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는 것이다. 특히

본 과정에서 학생들은 역사적 인물의 의사결정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고려한다. 학생들이 이를 숙고해보는 것은 앞으로 행하게 될

자신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

도록 할 수 있다.

발문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54 -

-이봉창이 처한 상황에서 행할 수 있었던 다른 대안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의 의사결정이 그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이봉창의 행위를 판단하는 과정을 가진다. 이 과

정에서 중요한 점은 학생들이 지금까지 스스로 생각해왔던 인물에 대한

이미지와 판단이 현재라는 시간의 산물이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

다. 동시에 역사적 인물의 행위를 과거의 시대적 맥락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가 현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고찰

해 볼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이봉창의 의사결정이 인간의 보편적 가

치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판단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그의 행동이 인간

의 자유, 평등과 같은 요소에 기여했는가를 생각해보고, 그의 행위를 평

가할 수 있다.

발문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이 인물 또는 사건에 대한 평가가 변화했습니까?

-당신은 이 사건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현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

까?

-자유 또는 평등과 같은 우리가 믿는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공

부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차이점과 다른점은 무엇

입니까?

-역사적 인물의 의사결정 또는 역사적 사건은 오늘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울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학생들의 역사적 감정이입 학습 과정에 초점을 맞춘 교수학

습 과정 모형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역사적 인물과의 경험과 감정을

연결하면서 인물에 대한 탐구를 시작할 수 있다. 도입 단계에서 학생들

은 탐구대상인 역사 인물과의 유사점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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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탐구 과정에서 학생들은 과거의 시대적 맥락과 그 속에서 살

아가는 한 인물의 모습이 현재와 달랐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사료

탐구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과거 인물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행 지식과 비교해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탐

구 과정을 거쳐서 학생들은 표현 과정에서 시대적 맥락과 행위자에 대한

이해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게 자신의 생각을 글쓰기와 토론의 과정을

통해 표현한다. 이 결과물은 다시 반성 과정에서 학생들이 스스로를 검

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된다. 반성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역사적

감정이입 과정에 현재주의적 생각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역사적

인물은 어떻게 판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

해 학생들은 과거인과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료 탐구를 통한 인물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역사적 인물에 대한 판단

을 학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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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어

본 연구는 역사적 감정이입 개념과 수업 사이의 부조화 현상을 통해

국내 역사 교육계에 드러난 역사적 감정이입 개념에 대한 한계점을 검토

하고, 기존의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학생의 과거인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함께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정서적 연결을 활용한 맥락과 행위

자에 대한 균형적 이해를 대안적 학습 방안으로 제시했다. 교수학습 과

정 모형을 제시했다. 이를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향으로 제시하기 위해,

도입-탐구-표현-반성 4단계의 교수학습 과정 모형과 ‘이봉창’ 수업 사례

를 활용하여 발문과 교재구성안을 제시했다.

2장에서는 역사교육에서 감정이입 학습을 둘러싼 논쟁점을 중심으로

‘역사적 감정이입’ 개념의 한계와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

를 바탕으로 국내 역사교육계에서 역사적 감정이입 개념의 용례를 살펴

보고, 역사적 감정이입 개념과 수업 사이의 부조화 현상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습 대상인 맥락과 행위자를 어떻게 탐구해야 하

는지’, ‘교사는 학생의 선행 지식과 현재주의적인 시각을 교수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학생은 역사적 감정

이입을 통해서 과거의 행위자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3장에서는 학생의 역사적 감정이입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를 학습의

대상과 주체로 나누어 제시했다. 학습의 대상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역사

적 맥락과 행위자에 대한 균형적 이해이다. 이는 학생들이 행위자가 의사

결정을 내렸던 사회문화적인 ‘조건과 한계’를 당대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행위자가 결정한 ‘자율성’을 균형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균형적

이해는 사료 탐구를 통해서 이뤄지며, 탐구에 활용되는 사료는 역사적인

인물뿐 아니라 그 시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담는 공식적 비공식

적 사료 모두 포함한다. 학습주체인 학생의 초점에 맞추어서는 ‘선행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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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에 대한 판단’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습 주체인 학생

의 선지식과 현재주의적인 사고를 활용하는 방법은 세 가지 과정으로 구성

된다. 먼저, 학생들이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신념을 자신이 위치

한 사회문화적 위치에서 생각해보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과거인에

게 느끼는 정서적 반응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돕고, 과거 행위자 이

해를 통해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성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반성적으로 고

찰해 보도록 돕는다. 다음, 정서적 연결은 탐구 주체인 학생이 자신의 삶의

경험, 상황을 연결하여 이해하고, 이러한 연결 속에서 발생하는 감정적인 반

응을 탐구 주체가 반성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행위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과거의 시대적 맥락을 고려하고, 이들의 행동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4장에서는 학생의 학습 과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료를 바탕으로 하여

과거의 맥락과 행위자에 대한 이해를 교수 과정으로 구성하기 위해 도입

-탐구-표현-반성 4단계의 교수학습 과정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세 가지에 중심을 두었다. 첫째, 학생들이 역사적 감정이

입을 위해서 다양한 사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둘째,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맥락과 행위자를 동시에 이해해야 한다는 점, 셋째, 행위자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현재주의적 생각을 인지

하고 역사적 인물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였다. 특히 교

수학습 모형의 사례로 ‘이봉창’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그들의 인식 속에

심어진 독립운동가의 이미지에 치중하기보다는 그 시대적 맥락과 그 시

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이봉창의 의사결정과 동기와 의도를 판단

할 수 있도록 수업 사례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두 가지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학

생들이 실생활에서 접하는 역사인물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역사적 감정이입 과정에 참여하고 선행지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역사

적 인문을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역사적 감정이입 학습

과정이 수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실생활에서도 이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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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학생들이 과거인의 의사결정을 과거의 시

대적 맥락에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인의 행위가 오늘날에도 지

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이

행위자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현재라는 맥락과 학생의 위치에 대해 탐구

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단순히 역사적 감정이입은 역사적 탐구에서만 끝

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현재와 미래를 판단하고, 삶의 방향성을 찾

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본 연구는 ‘역사적 감정이입’ 개념의 한계를 밝히고, 학생의

학습 과정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감정이입 학습방안에 모색하는 데 주력

하였다. 이론 연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적 감정이입 개념에 대한 모

색과 이를 교수 학습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정서

적 연결을 활용한 맥락과 행위자 이해를 위한 학습’으로 제시했다. 향후

에는 이러한 개념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수업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실천적

인 연구가 추가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학습과정에서 학생들

이 당시의 시대적인 맥락과 행위자를 균형 잡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양한 사료를 발굴하고 수업에 이용하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학생의

선행지식에 큰 영향을 주는 내러티브와 학생들이 실제로 행하는 역사적

감정이입 사이의 관계를 모색하는 것 또한 학생에게 효과적인 수업자료

를 개발하고 실천적인 논의를 정교하게 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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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ritical Review of the Concept

‘Historical Empathy’

and Better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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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ducation Major

Department of Soci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oday, students have experiences in which they can easily empathize

with historical figures through various media such as TV, movies,

YouTube, historic sites, etc., and sometimes accept the images conveyed

by the media uncritically. Therefore, history education research needs to

examine how to use the emotional reactions of students in their lessons

to understand history.

In history education, the concept of “historical empathy” has been

established as a cognitive dimension that explains the motives and

intentions of a historical agent based on the historian's work process.

However, a problem was revealed in the process of the concept being

realized in the classroom, and I explored alternative teaching method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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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This study examined problems with the educational use of

historical empathy revealed in the history education community in Korea

by identifying discrepancies between the concept and its practical use in

classes. In this study, I explore how to teach an emotional response to

the past that occurs when students learn historical empathy. Learning

historical empathy is a process of balanced understanding of historical

context and actors using affective connections. I present the factors to

consider in the students’ learning process, divided into the context, which

is the target of learning, and students, who are the learners.

I present a teaching-learning process model with four stages:

introduction, investigation, display, and reflection. In particular, Lee

Bong-Chang was presented as a class example, and alternative

learning resources and inquiries were presented to enable students to

participate in historical empathy. The reason for choosing Lee as the

figure for the class example is that rather than focusing on the

specific image of Lee, which was already planted in students’

perception, I tried to present a teaching scheme so that students

could judge Lee's decision making, motives, and intentions in the

context of the time and as a human being who lived at that tim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ased on a critical review, the concept of historical empathy in the

cognitive-affective dimension was presented as a “balanced

understanding of the context and historical agent using affective

connections.” Second, based on a theoretical review, this study sought

to find practical ways to utilize the teaching and learning model and

teaching devices that can be applied to the classroom. Third, through

an understanding of historical characters, this study suggested a way

for students to understand human actions in the continuity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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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just in the context of the past. As a result of the foregoing, the

process of historical empathy will not just end with the exploration of

the past, but will also provide educational implications that will help

the present and future of students and provide direction in their lives.

History education should not only teach students how to get closer to

the figures of the past, but should also be able to present the

direction of the present and future lives of students through an

understanding of the past. This study focuses on theoretical research,

and it is expected that more practical classes and research will be

conducted based on this research.

Keywords : historical empathy, contextualization, historical agency, 
affective connection, Lee Bong-Chang  
Student Number : 2016-2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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