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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국의 전근대 사회를 파악하·

는 데 중요한 실질 개념인 신분제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확장하여 과, 

거를 파악하는 데 의미 있는 형태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신분제 개념에 접근하는 방식을 신분제 개념 그 

자체를 구조화하여 파악하는 모습 역사 차 개념으로서 변화 개념과, 2

의 연관 속에서 구체적인 신분제 변화 사례에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 

신분제 변화에 대한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모습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서 살펴보았다.

신분제 개념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이해에 대한 구체적인 분

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들이 신분제 개념을 구조. , 

화하는 모습을 공시적 통시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공시적 관점에서· . 

의 이해 유형은 이분화된 구도에서 신분제를 이해하는 유형 신분 ‘ ’, ‘

간의 상하관계에 주목하는 유형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분을 식’, ‘

별하는 유형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통시적 관점에서의 학생 ’ . 

이해 유형은 의미 있는 변화가 존재하지 않음 보편적 변화 역사‘ ’, ‘ ’, ‘
적 변화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학생들이 신분제 개념을 구조화하는 ’ . 

방식은 대체로 간단한 원리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에서 복잡하고 

역사적인 근거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전하였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사례로 제시한 신분제 변화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일회적인 사건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흐름 역사에 의미 있‘ ’, ‘ ’, ‘

는 과정 등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일회적인 사건 유형은 사례로 제’ . ‘ ’ 
시한 신분제 변화를 일회적이고 단발적인 사건으로 파악하는 경우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일종의 해프닝으로 바라보았다 반복. ‘
적이고 순환적인 흐름 유형은 신분제 변화 사례의 장기적인 영향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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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고 여러 종류의 사건 사이에 연관성을 부여하는 모습이 나타난, 

다는 점에서 앞의 일회적인 사건 유형보다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 ’ 

다 마지막 역사에 의미 있는 과정 유형에 속한 학생은 예시로 제시. ‘ ’ 
하였던 신분제 변화 사례를 전체 역사의 흐름에서 의미 있는 순간이

라 파악하면서 신분제 폐지까지 이어지는 과정 중 일부라고 바라보았, 

다 역사에 의미 있는 과정 유형은 다양한 사건 사이의 연결성을 찾. ‘ ’ 

고 전체 한국사의 흐름을 조망하는 관점에서 신분제 변화 사례를 위, 

치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진전된 모습이다 이렇게 진전된 . 

유형에 도달하는데 변화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다양한 시간, , 

적 규모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관점이 핵심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신분제 변화에 대한 내러티브 구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학생들이 구성하는 내러티브의 서사 구조는 신분제의 성. ‘

립 신분제의 성숙과 심화 신분제의 혼란 신분제의 폐지 구도’ – – – 

를 적절하게 변주하는 방식으로 수렴하였다 아울러 학생들이 내러티. 

브를 조직하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먼저. , 

신분제 변화에 대한 내러티브를 만드는 데 중요한 국면을 선택할 뿐 

이야기를 만들지 않는 학생 유형이 있었다 다음으로 병렬적 배열. ‘ ’ 

방식을 활용하는 유형으로 여러 역사적 국면을 서로 독립적인 위치에 , 

두며 개별 국면의 영향력 또한 사건 내부에 단독으로 한정되어 있다

고 보는 경우가 있었다 세 번째 유형은 논리적인 배열 유형으로 여. ‘ ’ 

러 국면 사이의 연결점을 부분적으로 인지하고 개별 국면 사이의 선, 

후 관계나 연쇄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과학적 물리적 법칙을 . , 

상정하며 국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 유형은 . 

주제가 있는 내러티브 조직 유형으로 이 유형에 속한 학생들은 일‘ ’ , 

관된 방향성 아래에서 조직적인 내러티브를 생성하였다. 

신분제 개념을 둘러싼 학생들의 역사적 이해는 일상적 의미에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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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제를 바라보는 모습과 구분되었다 진전된 역사적 이해를 갖춘 학생. 

들은 신분제를 파악할 때 이 개념이 통용되었던 특정 시 공간의 맥락, ·

을 고려할 수 있었다 동시에 신분제 운영 양상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여기에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 

할 수 있었다 신분제 변화를 설명할 때에도 역사적 배경 요인으로 작. 

용하였던 시대적인 특성에 주목하였으며 맥락을 고려한 인과적 설명, 

을 시도하면서 보다 큰 변화와의 연결성을 모색하였다 신분제 변화에 . 

대한 내러티브를 구성할 때에도 분명한 주제의식을 바탕으로 일관된 

내러티브를 생성하였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역사적 이. 

해를 보여준 학생들은 일상적 생활에서 흔하게 접하는 원칙과 원리를 

신분제 개념에 투영하여 단순하게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학생들의 역사상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었다 일상적인 감각에. 

서 신분제 개념을 파악하고 신분제 변화를 설명하려는 경우 대체로 , 

과거는 현재와 단절되어 있으며 왕조의 순환적 흐름으로 전근대 역사, 

가 진행되었다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와 현. 

재는 단절적이며 불연속적인 관계에 있었다 반면에 시공간의 맥락과 . 

시대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신분제 개념 및 신분제 변화를 , 

바라보려고 했던 경우 현재와 연계되면서도 유용한 형태의 역사상을 , 

형성할 수 있었다. 

이처럼 신분제 개념을 둘러싸고 진전된 형태의 역사적 이해를 이끄

는 데 역사 차 개념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다 역사 차 개념은 다양한 2 . 2

사실적 지식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형태로 엮었으며 신분제 개념을 , 

역사적 대상으로 파악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변화 ‘ ’ . 

개념에 대한 이해는 신분제 변화에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신분제 변화, 

에 대한 내러티브를 형성할 때에도 필수적이었다 즉 신분제 개념에 . , 

대한 이해의 전반에 걸쳐 변화 개념이 다양한 상황에서 개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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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역사 실질 개념의 이해를 해당 개념의 여러 , 

속성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탈피하여 역사의 학문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 

토대로 과거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만들어가는 복잡한 과정으로 파악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역사 차 개념을 교육과정 논의나 교수학습 . 2

논의에서 더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동시에 역사교육 현장에서 역사 . 

실질 개념을 다룰 때 무의식적으로 활용되는 편의적인 설명 방식이나 

습성화된 구도가 없는지 반성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 

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미래 역사 학습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역사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신분제 역사 실질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 중 고등학생의 ·

역사적 이해를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다양한 역사 실질 . 

개념 중 극히 일부분만 살펴보았으며 비교적 적은 수의 학생이 연구, 

에 참여하였기에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 

렇지만 지식의 양적 측정에서 벗어나 중요한 역사 실질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양상의 다양한 면모를 밝히고 역사의 학문적 특성을 , 

고려하여 실질 개념과 역사 차 개념과의 구체적인 상호 작용을 살펴2

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역사 실질 개념에 대한 시각을 전환할 필. 

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둘러싼 학생들의 역사적 이해의 양상과 진, 

전을 강조하면서 역사 실질 개념의 역할을 환기하였다 본 논문은 여. 

러 역사 실질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바라보고 분석하는 데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분석 틀의 초석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추후 

역사교육 논의에 기여하리라 전망한다. 

주요어 학생들의 역사적 이해 역사 실질 개념 진전 신분제 역사 차 : , , , , 2

개념 변화 내러티브 역사상 , , , 

학  번 : 2017-3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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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역사교육을 구상하기 위해 학생들의 역사적 이해에 

대한 탐구가 필수적이다 구성주의 학습이론은 학생들을 학습의 객체로 둘 . 

것이 아니라 주체의 위치로 격상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역사교육 논의에서. 

도 학생을 역사 지식의 일방적 수용자가 아니라 과거를 스스로 재구성하는 

생산자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역사적 이해에 대한 탐구가 더욱 더 , 

중요해지고 있다.1) 특히 학생들의 이해를 파악하려는 노력은 역사과 교육과 

정을 개발하거나 교수학습의 계획 수립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 

기여할 수 있다.2) 이에 따라 학생들의 다양한 역사적 이해 양상과 진전에  

주목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 

요성이 커지고 있다.3) 

학생들의 역사적 이해 양상을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분, 

야에 대한 연구가 폭 넓게 이루어졌다고 바라보기 어렵다 지금까지 국내에. 

서 이루어진 학생들의 역사적 이해에 대한 연구는 정교한 역사적 사고에 익

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지적 특성, 

혹은 한국 학생들의 역사적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 문화적 요소·

를 조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더불어 특정 교수 학습의 조건에서 학생들. ·

1) 양호환 역사학습에서 인지발달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58, 1995, 歷史敎育「 ｣  
p.20-26.  

2) 강선주 역사 교육과정 개발 방법 역사교육 개선의 방향 설정과 역사교육 연구  , : 「

성과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146, 2018, pp.118-119. 歷史敎育」 『 』

3) 진전 이란 학생들이 역사를 학습하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이해를  (progression)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때 진전은 학생이 암기하게 된 역사 지식이 양적으로 축. 

적되는 집적 과 구분된다‘ (aggregation)’ . Peter Lee and Denis Shemilt, “A 

scaffold, not a cage: Progression and progression models in history”, 

Teaching History, Vol. 113(2003). pp.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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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다.4) 이러한 연구 

는 역사 학습자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지만, 

역사 교과에서 가르쳐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연관한 학생들의 역사적 이해

에 대한 관심은 다소 부족하였다 일각에서는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는 내용. , 

혹은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따라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 관심은 배워야 할 내용 선정의 주체. 

로 학생들을 호명하였으나 학생들의 흥미에만 기대면서 이들이 지닌 인지의 , 

한계를 깰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

다.5) 지금까지 학생들의 역사적 이해를 살펴볼 때 역사를 역사답게 가르칠  ‘ ’ 
수 있는 궁리 속에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가르쳐야 하는 내용을 둘러싼 학생들의 이해에 대한 고민은 부재하였다 이. 

러한 상황에서 역사 교과를 통해 가르칠 구체적인 내용을 둘러싸고 학생들의 

역사적 이해가 어떻게 형성되고 진전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의 역사적 이해에 주목하는 것은 기존의 역사 교과에서 가르칠 내용

을 둘러싼 논의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역사교육계에서 가르칠 내. 

용에 대한 논의는 교육과정 상에서 매우 한정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역사학계로부터 나온 . . 

최신 연구 성과가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흐름이 있다. 

여기에는 교육과정을 역사 연구 성과의 축약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자리한다. 

이러한 입장은 내용 중심 교육과정 방식을 고수하는 것으로 학계에서 생산‘ ’ , 

된 지식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존재 의의라 생각

4) 년 전후로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을 향한 관심 속에서 늘어난 수업 연구 2010

를 예시로 제시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연구 흐름을 두고 특정 교수 학습법의 . , ·

효과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역사적 이해를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김민정 근래의 역사 수업 연구 경향과 연구 방법에 . ( , ｢
대한 검토 역사교육연구 22, 2015, p.184.)｣  

5) 강선주는 학생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다양한 내용과 역사 탐구 방식에 노출됨으로 

써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학습자의 흥미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강선주 학년 역사 내용 구성 방향, 5 歷史敎育｢ ｣  
117, 2011, pp.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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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6) 다음으로 가르칠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전 

체 과정에 관통하여 적용할 수 있는 일률적인 원칙을 탐색하려는 흐름을 제

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내용 선정의 기준 및 조직 원리를 둘러싸고 계열. 

성 논의와 중요성의 원리 등이 제안되었지만 교과 영역과 무관하게 적용할 ,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한 수준에서 그치고 있어 역사과 수업과 교육

과정 논의에 의미 있는 형태로 반영되기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되었다.7) 이러 

한 상황에서 역사과의 교육 내용 선정과 조직의 문제는 학생들의 인지적 상

황 및 교과의 체계와 무관하게 한국과 세계사의 통사 체제를 적절하게 분‘ ’ 
할하여 배치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학생들의 역사적 이해. , 

의 특징 및 진전 양상과 괴리된 상태에서 가르칠 내용에 접근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양호환은 가르치고자 하는 역사학습 내용의 개별성과 특수성“ ”
에 주목하여 학생들이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보았다.8) 교육과정 차원에서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방안을 논의 

하기 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학생의 이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 

살피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 

는 다양한 이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교육과정 논의뿐만 아니라 역사

교육 내 여러 분야로 확장되어 도움이 될 수 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 논의. 

뿐만 아니라 교사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데 더 나아가 교수학습과 , 

평가 측면에서도 학생들의 역사적 이해를 폭넓게 파악하는 것이 의미 있는 

역사교육을 생각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에서 역사 교과를 통해 가르쳐야 하는 내

6) 김한종은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방식을 목표 중심 교육과정 과 내용 중심 교육과 ‘ ’ ‘
정 으로 구분하였다 목표 중심 교육과정은 목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 . 

것으로 여기에서 내용은 목표 달성의 수단 이 된다 반면 내용 중심 교육과정, “ ” . 

은 내용이 곧 교육과정의 중심이라고 파악한다 김한종 역사 교육과정을 어떻. ( , ｢
게 볼 것인가 전국역사교사모임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현장 교사들, , , : ｣ 
이 쓴 역사교육론 휴머니스트, , 2008, pp.38-39.)  

7) 양호환 계열성 논의의 쟁점과 변질 , ‘ ’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 ｣ 
Research 28-1, 2019, pp.56-57. 

8) 양호환 위의 글 , ,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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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진전의 모습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는 역사 교과에서 가르쳐야 할 것 중에서도 특히 역사 실질 개념(historical 

에 초점을 두었다 역사 실질 개념은 국가 혁명substantive concept) . ‘ ’, ‘ ’, 
민주주의 봉건주의 와 같이 역사의 실질적인 내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역‘ ’, ‘ ’ , 

사 학문의 구조적인 기초 를 구성하는 역사 차 개념 혹은 역사 메타 개념“ ” 2 , 

과 구분된다.9) 역사 차 개념은 학문으로서 역사가 지니는 성격에 대한 이 2

해를 촉진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변화 인과 증거 와 같이 역사 학문, ‘ ’, ‘ ’, ‘ ’
의 구조와 뼈대를 이룬다 역사 실질 개념은 이 뼈대에 붙어있는 구체적인 . 

내용과 실체 즉 역사의 무엇 에 해당한다, “ ” .10) 역사 실질 개념은 역사의 무 ‘
엇 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지만 과거의 인물이나 날짜와 같은 사’ , 

실적 지식과는 구분된다 개념은 지식의 기초적인 단위 로 공통적인 특징. “ ” , 

을 공유하는 예시를 하나로 묶어 추상화한 것이다.11) 따라서 역사 실질 개념 

9) Peter J. Lee, “History Teaching and Philosophy of History”, History 

and Theory 역사 차 개념을 학자와 연구 전통에 따, Vol. 22(4)(1983), p.25. 2

라서 메타히스토리 절차적 지식 등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한국에(metahistory), . 

서는 이러한 역사 차 개념을 역사의 본질 및 방법과 관련된 개념 혹은 조직 2 “ ” “
개념 등으로 개념화하였다 이영효 역사교육의 내용 정선영 외 역사교육” . ( , , , ｢ ｣ 
의 이해 삼지원 김한종 송상헌 중 고등학교 국사교육, , 2001, pp.112-113; , , · ｢
목표의 설정 방안 김한종 중 고등학교 국사교육의 63, 1997, p.12; , ·歷史敎育｣   ｢
내용선정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연구 선인 김성자 역사 교, , , 2006, p.219; , ｣   ｢
육과정에서 절차적 지식 및 역사적 기능의 구현 양상 개정 중학교 역사: 2015 ‘ ’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전북사학 이때 조직개념은 시간 개48, 2016, p.172.) ｣  
념 변화에 관한 개념 역사의 본질과 구조 사회과학적 개념 등으로 구성된다, , , . 

10) Peter J. Lee, “Putting Principles into Practice: Understanding 
History”, Suzanne M. Donovan, John D. Bransford(eds.), How Students 

Learn: History, Mathematics and Science in the Classroom(National 

Academies, 2005), p.61; Lis Cercadillo, Arthur Chapman, and Peter 

Lee, “Organizing the Past: Historical Accounts, Significance and 
Unknown Ontologies”, Mario Carretero, Stefan Berger and Maria 

Grever(eds.), Palgrave Handbook of Research in Historical Culture and 

Education(Palgrave Macmillan, 2017), p.530; Peter Lee and Rosalyn 

Ashby, “Progression in Historical Understanding among Students Ages 
7-14”, Peter N. Stearns, Peter Seixas, and Sam Wineburg(eds.), 

Knowing, Teaching, and Learning History: 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0), p.199. 

11) María Rodríguez-Moneo and Ceasar Lopez, “Concept Acquisi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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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개념이 구성되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으

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역사 차 개념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2 .12)

그렇지만 역사 실질 개념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단순 암기 대상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의 역사과 교육과정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 

역사의 실질 내용 요소에 대한 언급이 중심이 되는 편이나 역사 학문의 구, 

조적 바탕이 되는 역사 차 개념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역사 실질 개념의 가2

치와 역할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13) 한국의 역사과 교육과정에서 역사 실 

질 개념은 무조건 외워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인, 

식은 역사 교사들에게서도 확인된다 역사과 교과 역량에 대한 교사 인식을 .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역사 교사들은 역사 실질 영역의 개념과 지식의 이해, 

를 사실상 역사 사실 이해 역량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이것이 역사 정보 ‘ ’ , ‘
활용 및 의사소통 역사적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 과 같은 고등한 역량 ’, ‘ ’ ‘ ’ 
수행을 위한 기반이 된다고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다.14) 즉 역사 실질 개념 , 

을 역사 탐구의 결과로 도출되어 다양한 역사 학문의 특성에 대한 이해의 

바탕으로 학습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대신 역사 탐구와 괴리된 채, , 

고등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암기해야 하는 배경 정보로 접근했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융 통합 교과나 간학문적 교육과정의 등장으로 교과 간의 ·

엄격한 구획이 흐려지면서 더 강화될 수 있다 역사가 교과로서 가지는 고유. 

Conceptual Change in History”, in Mario Carretero, Stefan Berger and 

Maria Grever (eds.), Palgrave Handbook of Research in Historical 

Culture and Education (Palgrave Macmillan, 2017), pp.470-471. 

12) Peter Lee (2005), op. cit., p.61-62; Carla van Boxtel and Jannet van 

Drie, “Historical Reasoning: Conceptualizations and Eduational 

Applications”, in Scott Alan Metzger and Lauren McArthur Harris(eds.), 

The Wiley International handbook of History Teaching and Learning 

(Wiley Blackwell, 2018), pp.155-156.  

13) 김성자는 개정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을 분석하면서 역사 차 개념 및  2015 ‘ ’ 2

절차적 지식 학습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에는 잘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교사의 수업 구성에 의미 , 

있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성자 앞의 글. ( , , 2016, p.193.)

14) 문영주 이해영 역사과 교과역량에 대한 중학교 교사의 인식 학습자중심교과 · , ｢ ｣ 
교육연구 19(5), 2019, pp.351-352, pp.36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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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탐구 방법 및 학문으로서 가지는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향하기보다

는 일반화할 수 있는 기능 위주의 학습 활동이 증가할 경우 역사 탐구의 결, 

과로 인지해야 할 역사 실질 개념을 일반적 기능 수행을 위한 배경 지식으

로 간주하게 될 위험이 있다 역사 실질 개념을 일반적 기능 수행의 배경으. 

로 설정하면서 역사 탐구의 과정을 퇴색시키지 않으려면 역사 실질 개념을 , 

배경 지식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가 아니라 역사적인 이해 대상으

로 바라보아야 한다. 

최근 들어 역사 실질 영역의 개념과 지식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시도

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역사 실질 개념이 기존의 인식과 달리 학생. 

들의 역사적 이해에서 여러 역할을 수행하며 역사의 학문적 개념 습득이라, 

는 목표를 위해서라도 실질 영역의 개념과 지식의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연구가 등장하였다.15) 이러한 연구는 역사 실질 개념과 역사 차 개 2

념 사이의 상호적 관계를 조명하였다 역사 문해력 증진 측면에서도 역사 실. 

질 개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분야의 연구는 역사적 텍스트 이. 

해에서 실질 개념이 수행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역사 문, 

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독해 능력과 더불어 역사 실질 영역의 개

념과 지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16) 영국의 역사교육  

연구자 카운셀 은 역사 실질 영역의 지식과 개념은 학(Christine Counsell)

생들이 과거에 대한 이해를 더 확장해 나가기 위한 역사적 탐구를 실행하는 

15)Dominik Palek, “‘What exactly is parliament?’ Finding the place of 
substantive knowledge in history”, Teaching History, Vol. 158 (2015), 

pp.18-25; Kate Hammond, “The knowledge that ‘flavors’ a claim: 
Towards building and assessing historical knowledge on three scales”, 

Teaching History, Vol. 157(2014), pp.18-24. 

16) 양호환 천세빈 역사 텍스트 독해에서 맥락화 교수학습의 문제 · , 歷史敎育｢ ｣  
146, 2018, pp.39-87; Carla Van Boxtel and Jannet Van Drie, “‘That’s 
in the time of the romans!’ Knowledge and Strategies Students use to 
Contextualize Historical Images and Documents”, Cognition and 

Instruction, Vol. 30(2)(2012), pp.113-145; Christine Counsell, “The 
Fertility of Substantive Knowledge: In Search of Its Hidden, Generative 

Power” in Ian Davies(ed.), Debates in Teaching History(2nd edition) 

(Routledge, 2017), pp.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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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해방적 일 수 있으며 생성“ ” , “
적인 힘 을 가진다고 평가하였다” .17) 이러한 연구는 역사 실질 개념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역사 실질 개념에 대한 중요성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한편 역사 실질 개념에 대한 논의가 지역적 국가적 맥락을 많이 따를 수, ·

밖에 없고 그 규모가 방대하며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현실적 어려움 , ,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더딘 상황이다 그렇지만 앞선 논의는 역사 실질 . 

개념을 역사적 사고에 간단하게 탈 부착할 수 있으며 별다른 역할을 하지 · , 

않는 정보로 파악하는 대신 역사적 사고를 견인하고 더 나아가 구체적인 역

사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역사 실질 개념을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역사적 개념으로서 . ‘ ’ 
궁극적으로 과거를 이해할 때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학문으로서 역사가 가지는 특성에 대한 이해 속에서 역사 실질 개념을 바라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학문적 통화 로서 가치가 높“ (disciplinary currency)”
은 한국 전근대 사회의 신분제 개념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역사의 ‘ ’ . 

학문적 바탕 속에서 신분제 개념을 파악하고 이를 확장하여 , 과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형태로 만들어나가는 모습을 분석하였다.18) 신분제는 해당  “
사회를 주도해 온 주체 세력들의 존재 형태 특질 사회적 발전 수준과 당시 , , 

사상 및 정치체제 를 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개념으로 전근대 사회를 이” , 

해하는 데 핵심적이다.19) 게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분제 운영이 변화하 

17) Christine Counsell, “Historical knowledge and historical skill: the dis-
tracting dichotomy”, James Arthur and Robert Philipes(eds.), Issues in 

History Teaching (Routledge, 2000), p.71; Christine Counsell(2017), op. 

cit., p.80. 

18) 여기에서 학문적 통화 란 학문적 커뮤니티 내에서 학문적 통용성을 갖추고 있 ‘ ’ , 

는 용어를 말한다 Michael Fordham, “Knowledge and Language: Being 
Historical with Substantive Concepts”, Christine Counsell, Katharine 

Burn and Arthur Chapman(eds.), Masterclass in History Education: 

Transforming Teaching and Learning (Bloomsbury, 2016), p.45. 

19) 이영호 전근대사회의 신분과 계층 한국사특강편찬위원회 개정신판 한국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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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습은 시대 구분과 깊숙한 관련이 있으며 신분제가 폐지되는 과정은 전, 

근대에서 근대 사회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그대로 압축하고 있어 한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은 신분 제도를 사. 2015 

회사 영역에서 핵심 개념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기도 하다.20) 이렇듯 신분제  

개념은 한국사의 이해에 핵심적이고 교육과정 상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기에 신분제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 

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과정에 다양한 역사 차 개념이 개입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본 논문에2 . 

서는 여러 역사 차 개념 중 변화 개념에 초점을 맞추었다2 ‘ ’ .21) 변화 개념은  

사건과 사건 간의 관계 그리고 사건과 전체적인 구조와의 관계 에 대한 것“ , ”
으로 학문으로서 역사의 이해에 핵심이다, .22) 게다가 변화 개념이 과거에 있 “

사특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08, p.256. 
20)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호 별책 부록 역사과 학교  ( 2018-162 [ 7], [ 2]  
급별 내용 체계표, <②초 중 고등학교 한국사 학교 급별 내용 체계표· · > p.293. 

21) 연구 전통에 따라 역사적 차 개념과 혹은 절차적 지식에 대한 명칭과 분류는  2

다양하게 나타난다 영국에서 실시된 . CHATA (Concepts of History and 

프로젝트는 역사에 대한 서술 증거 인과Teaching Approaches) (account), , , 

감정이입 등의 차 개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경험적으로 검2 , 

토하였다(Mark Bildon and Suhaimi Afandi, “History Education Research 

and Practice: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Scott Alan Metzger, 

Lauren McArthur Harris(eds.), The Wiley International Handbook of 

History Teaching and Learning 캐나 (Wiley Blackwell, 2018), pp.42-47). 

다의 역사교육 연구자 르베끄는 역사적 중요성 변화와 연속 진보와 퇴보 증거, , , , 

역사적 감정이입 등을 역사적 사고 개념으로 제시하였다(Stéphane Lévesque, 

Thinking Historically: Educating Student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이와 유사하게 세이셔스와 모튼 또한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8). 

역사적 중요성 증거 변화와 연속 원인과 결과 역사적 관점 윤리적 측면 등을 , , , , , 

역사적 사고 개념으로 제시하였다(Peter Seixas, Tom Morton, The Big Six: 

Historical Thinking Concepts 역 (Nelson Education Ltd., 2013), pp.3-4). 

사적 학문에 대한 차 개념은 역사학의 발전에 따라 계속해서 새롭게 등장하고 2

있다 최근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역사적 차 개념 중 하나로 역사적 행위성. 2

등이 있다(historical agency) . (Peter Seixas, “Historical agency as prob-

lem for researchers in history education”, Antiteses, Vol. 5(1)(2012)), 

pp.537-553.

22) 양호환 변화개념의 특징과 역사학습에서의 의의 , 156, 2020, 歷史敎育「 」 『 』

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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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변화의 실제 내용과 형태 를 다룰 경우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실질적 속” , 

성을 지니기도 한다.23) 개정 교육과정은 신분제 개념과 더불어 신분제 2015 ‘
의 변화 를 중요한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때 신분제의 변화는 사회 경’ , ·

제적 조건의 변동으로 인한 신분제도의 약화 및 폐지 과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24) 이러한 신분제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모습뿐만 아니라 역사의 학문적 특성을 반영한 개념으로서의 변화에 대한 이

해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변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속성 그리고 한. , 

국의 교육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신분제 개념과의 밀접한 모습을 고려할 

때 변화 개념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학문으로서 역사가 지니는 특성에 대한 , 

이해를 토대로 한 실질 개념의 이해 양상을 살펴보는 본 연구 취지를 잘 살

릴 수 있다고 보았다. 

로드리게즈 모네오와 로페즈 는 학생들이 - (Rodríguez-Moneo and Lopez)

역사 실질 개념을 이해하는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사 실질 개

념 그 자체에 대한 이해 역사 차 개념과의 관계 및 역사 실질 개념에 대, 2

한 내러티브의 구성을 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25) 역사 실 

질 개념에 대한 이해를 단순히 그 개념의 정의를 아는 것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역사 차 개념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적 의미가 형성되고 궁극적으, 2 , 

로 내러티브의 형태로 나타나 학생들의 실제 삶에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역사상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신분제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살필 때 역사 실질 

개념 이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였다 이 과정에서 . 

학생들이 얼마나 정확하고 많은 역사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기 보다

는 역사에 대한 학문적 토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과거에 대한 , 

23) 양호환 앞의 글 , , 2020, p.310. 

24)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호 별책 부록 사회과 학교  ( 2018-162 [ 7], [ 1]  
급별 내용체계표, p.285

25) María Rodríguez-Moneo and Cesar Lopez, “Concept Acquisition and 

Conceptual Change in History”, Mario Carretero, Stefan Berger and Maria 

Grever(eds.), Palgrave Handbook of Research in Historical Culture and 

Education(Palgrave Macmillan, 2017), pp.47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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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의미를 만들어가는지 파악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논문은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국의 전근대 사회를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역사 실질 

개념으로서 신분제 개념에 대한 역사적 이해 양상과 진전 과정을 심도 있게 

탐색하였다. 

연구의 이론적 배경 2. 

본 연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개념변화 를 둘러싼 ‘ (conceptual change)’
연구 흐름을 참고하였다 개념변화 연구는 학생들이 특정 사물이나 현상을 . 

학습하고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직관적이고 불완전한 개념 체계에서 

벗어나 전문적이고 학술적 방식의 개념적 이해로 넘어가는 과정을 탐색하는 

분야이다.26) 학생들은 여러 교과의 개념을 접할 때 다소 순진한 형 ‘ (naïve)’ 
태로 직관적인 생각과 일상적인 생활에서 얻은 지식을 토대로 한 개념적 이, 

해를 하다가 개념변화 를 경험하면서 점차 교과의 특성을 반영한 학문적이‘ ’
고 전문적인 형태로 전환한다. 

개념변화 영역에서의 논의는 본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전 학생들의 인

지적 상태를 마냥 빈 공간으로 상정하지 않는다 대신 다양한 선지식과 오개. 

념이 나름대로의 질서 하에 존재하고 있으며 새로운 지식과의 상호 작용과 , 

개념변화를 통해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이러. 

한 점에서 개념변화는 기능 이나 사실의 습득과 구분된다(skill) .27) 개념변화 

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새로운 사실이나 기능을 학생들의 인지 체계에 

26) 송종숙 개념변화 연구 동향 연구 현황 분석과 향후 연구 방향에  , (1984-2016): 「

대한 소고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박기락 박현주 지구17(3), 2017, pp.1-3; · , 」『 』 「

과학교육 분야의 개념변화 연구 동향 분석 한국지구과학회지 39-2, 2018, 」『 』

pp.193-207.

27) Andrea A. diSessa, “A History of Conceptual Change Research: 

Threads and Fault Lines”, R. Keith Sawyer(ed.), The Cambridge 

Handbook of the Learning Sciences (2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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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할 것이 아니라 해당 개념을 둘러싸고 커다란 인지적 변화가 이루어져, 

야 한다고 파악한다.28) 

개념변화 연구 분야에서는 학생들이 지니는 선지식이 조직되는 형태와 양

상 개념변화의 종류와 과정 개념변화를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법 등이 모색, , 

되고 있다.29) 한편 이러한 개념변화 연구는 주로 과학교육 분야에 한정하여  , 

활발하게 실시되었고 사회과 교육이나 역사교육 영역에서는 많이 이루어지, 

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과학교육에서 이루어진 개념변화 모델을 사회과와 역. 

사과 교육 영역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토르니 푸르타. -

는 학생들이 과거와 동시대적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Judith Torney-Purta)

개념변화를 살펴보면서 학생들이 지니는 인지 체계 속 여러 범주를 사회과 , 

교육 영역까지 확장하고자 하였다.30) 이와 함께 과학과 역사 영역에서의 개 

념 변화를 비교하고 역사 영역에서의 개념 변화의 특이성을 포착한 연구도 , 

이루어졌다.31) 그렇지만 학생들이 역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역 

사 실질 개념을 둘러싸고 개념변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후술할 국가 개‘ ’ 
념에 대한 탐구를 제외하고 그리 많이 이루어진 편은 아니었다. 

카라테로 를 비롯한 스페인 연구진들은 역사 영역에서의 국가(Carretero) ‘
개념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개념변화를 살펴보았다 국가 개념은 (nation)’ . 

학생들의 일상 생활의 맥락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개념인 동시에 역사학에

서도 역사 서술의 기본 단위가 되는 등 중요한 역사 개념이다 카라테로 등. 

28) Andrea A. diSessa(2014), op. cit.

29) Stella Vosniadou, “Conceptual Change Research: An Introduction”, 

Stella Vosniadou(ed.), International Handbook of Research on 

Conceptual Change (Routledge, 2008), pp.xv-xix. 

30) Judith Torney-Purta, “Dimensions of Adolescents’ Reasoning about 
Political and Historical Issues: Ontological Switches, Developmental 

Processes, and Situated Learning”, Mario Carretero and James F. 

Voss(eds.), Cognitive and Instructional Processes in History and the 

Social Sciences(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4), pp.103-122. 

31) Margarita Limón, “Conceptual Change in History”, Margarita Limón 

and Lucia Mason(eds.), Reconsidering Conceptual Change: Issues in 

Theory and Practice(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2), pp.25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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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진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스페인 학생들은 대체로 국가 개념에 일, 

상적인 맥락을 적용하여 접근하는 경향이 컸다 국가 개념을 인위적인 사회. 

적 구성으로 보는 대신에 자연적인 실체 를 가지고 있으며 변화하지 않고 “ ” , 

영원하며 그 기원은 오래되었다고 바라보는 것이다.32) 

스페인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로페즈 등이 실시했던 연구도 위의 (Lopez)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스페인 대학생들은 대학에서 역. , 

사학을 공부하면서 국가에 대한 학문적 접근에 이미 익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 개념에 대한 일상적이고 낭만적인 접근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 ” 

다.33) 로페즈 등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역사교 

육과 사회 문화적 영향을 지목하였다 역사 교과서의 주류적 서술이 국가에 · . 

대한 낭만적 접근을 지지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지닌 강력한 국가 정체성이 , 

일상적 의미의 국가 개념에 도전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34) 

이러한 연구는 일상적 의미의 국가 개념을 역사적인 이해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역사 분야에서 개념변화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 역사 실질 개

념이 다른 교과와 비교하여 가지는 특성에 주목할 수 있다 다른 교과와 구별. 

하여 역사 실질 개념이 가지는 독특한 특징을 고려할 때 과학 영역에서 이루, 

어진 기존의 개념변화 틀만으로 역사과 개념에 적용하는 것은 많은 한계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역사 실질 개념의 독특한 특징은 다른 . 

교과 영역의 개념과 구별되어 역사 실질 개념 습득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 -1>).Ⅰ 35) 

32) Mario Carretero, Jose A. Castorina, and Leonardo Levinas, 

“Conceptual change and historical narratives about the nation: a the-
oretical and empirical approach”, Stella Vosniadou(ed). International 

Handbook of Research on Conceptual Change(2nd edition)(Routledge, 

2013), pp.275-276, 279-282. 

33) Ceasar Lopez, Mario Carretero and María Rodríguez-Moneo, 

“Conquest or Reconquest? Students’ conceptions of Nation Embedded 
in a Historical Narrative”, Journal of the Learning Sciences, Vol. 

24(2)(2015), p.273. 

34) Ibid., pp.27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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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서 제시한 사항을 토대로 역사 실질 개념의 특성을 정리해 보< -1>Ⅰ

면 다음과 같다 역사 실질 개념은 맥락에 의존적이며 그 의미는 가변적이. , 

다 또한 역사 개념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경우가 많아 그 의미를 파악하기 . 

위해서는 개념을 둘러싼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역사 실질 . 

개념은 자연과학과 달리 정의를 통해 그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역사학. 

자마다 해당 개념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으며 개념이 활용, 

되고 있는 시 공간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진다 설사 개념에 대한 정의가 정· . 

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개념이 다른 상황에서 그대로 전이될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더군다나 역사 실질 개념은 일상적인 맥락에서 활용하는 용어와 중복될 . 

때가 많다 대체로 자연과학에서 활용되는 용어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개. 

념과 분리가 된다면 역사용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학생들 또한 일상적 , . 

개념의 의미를 역사 실질 개념에 그대로 투영하여 이해하기에 많은 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36) 

35) 표를 작성할 때 활용하였던 하였던 참고문헌은 아래와 같다 . Margarita 

Limón(2002), op. cit., pp.260-263; Jannet van Drie, Carla van Boxtel, 

“Developing conceptual understanding through talk and mapping”, 

Teaching History, Vol. 110(2003), p.27-28; Bruce VanSledright, 

Margarita Limon, “Learning and teaching social studies: a review of 

cognitive research in history and geography”, in Patricia A. Alexander 

and Philip H. Winne(eds.), Handbook of Educational Psychology(2nd 

edition) (Manhwah, N.J.; London: Erlbaum, 2006), pp.548-549; Peter J. 

Lee(2005), op. cit., pp.61-65; Mario Carretero and Peter Lee, 

“Learning Historical Concepts”, in Keith Sawyer(ed.), The Cambridge 

Handbook of The Learning Scienc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p.588-592; María Rodríguez-Moneo and Cesar Lopez(2017), 

op. cit., pp.480-481. 

36) Anna Emilia Berti,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the 
state”, in Mario Carretero and James F. Voss(eds.), Cognitive and 

Instructional Processes in History and the Social Science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4), pp.49-51; Jacques Haenen and Hubert 

Schrijnemakers, “Suffrage, feudal, democracy, treaty. History’s building 
blocks: Learning to teach historical concepts”, Teaching History, Vol. 

98(2000), pp.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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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역사 실질 개념의 특징 

Limón

(2002)

역사 개념 은 단독으로 제시되기 보다는 내러(Historical Concepts) , ① 

티브나 사실적인 서술을 통해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명시적. 

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암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시간에 걸쳐 그 의미가 변화하며 각기 다른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의미, ② 

가 달라진다. 

어떠한 역사 서술적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historiographical) ③ 

역사적 개념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역사 개념들은 추상적이다. ④ 

역사 개념들은 차 개념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한다2 . ⑤ 

van Drie 

and Van 

Boxtel 

(2003)

역사 실질 개념 은 추상적이며 이(Substantive Historical Concepts)① 

론적이다 과거의 구체적인 사물을 지칭하기보다는 종종 관련된 개념. 

의 맥락 속에서 의미가 부여된다. 

역사 실질 개념의 어떤 종류는 한 시대에 국한되어 있으며 매우 특정② 

적이라서 접근의 빈도 수가 낮을 수 있다. 

역사 실질 개념은 고정된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사용되는 시간대와 , ③ 

장소에 따라 의미가 변화할 수 있다 학생들 또한 자신에게 익숙한 맥. 

락을 바탕으로 해당 개념을 해석하고 이해한다. 

④ 역사가들은 다양한 입장 속에서 역사 실질 개념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

며 역사 실질 개념에 대한 논쟁 자체가 역사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 

VanSledr-

ight, 

Limón

(2006)

역사 실질 개념(Substantive Historical Concepts/First-order ① 

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이다Concepts and Ideas) . 

역사 실질 개념은 내러티브의 형태로 나타난다. ② 

③ 역사 실질 개념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변화하며 그 개념이 적, 

용되는 맥락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역사가의 입장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④ 

Carretero 

and Lee 

(2014)

역사 실질 개념 은 내재적으로 변(Substantive Historical Concepts)① 

화하는 속성을 가지며 이것이 역사적 탐구의 핵심적인 주제가 된다, . 

역사 실질 개념은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같은 역사적 순간에도 각기 . ② 

다른 그룹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역사 실질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은 일반적으로 개념적 사고의 발달과 ③ 

함께 진행된다. 

표 역사 실질 개념의 특징< -1>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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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역사 실질 개념의 구체적인 의미는 역사 차 개념과 내러티브를 2

통해서 드러난다 역사 실질 개념은 변화와 원인 결과 등 역사 차 개념과 . , 2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면서 구체적인 의미를 만들어낸다 그렇기에 해당 개념. 

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만으로 역사 실질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

다 아울러 역사 실질 개념은 단독으로 제시되기 보다는 내러티브 속에서 제. 

시되고 사회 문화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 .37) 이렇듯 역사 실질  , 

개념은 여타 교과 개념과 구별되는 여러 특징을 지니고 있기에 지금까지의 , 

개념변화 모델을 역사 교과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만으로 역사 실질 개념

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파악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논의를 . 

따르면 역사 실질 개념에 대한 이해를 살펴볼 때 해당 개념 그 자체에 대한 , 

이해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역사 차 개념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역사, 2

적 이해를 만들어내는 모습 그리고 해당 개념을 활용해 내러티브를 구성하, 

는 모습 또한 두루 살펴야 한다. 

37) María Rodríguez-Moneo and Cesar Lopez(2017), op. cit., pp.479-481.

Lee 

(2004)

역사 실질 개념 의 의미는 그 개념이 사용되(Substantive Concepts)① 

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화한다. 

역사 실질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례에 , ② 

쉽게 전이되지 않는다. 

Rodíguez-

Moneo 

and 

Lopez 

(2017) 

자연과학과 관련된 교과목에 비해 역사 교과에서 활용되는 언어는 일① 

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더 가까운 편이다.

역사 개념 에 단일한 정의가 존재하는 경우가 거(Historical Concept)② 

의 없다. 

역사 개념에 대한 이해는 개인의 정체성과 도덕적 문제와 깊숙하게 ③ 

관련이 있다. 

학교 밖 환경에서 역사 개념이 활용되는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 ④ 

서 학교 안팎에서 역사 개념이 어떻게 사회적 정치적으로 활용되는지 , 

고려해야 한다. 

참고한 문헌에 따라 역사 실질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로 Historical Concept, ※ 

등이 활용되고 있다 본 표Substantive Historical Concept, Substantive Concept . 

에서는 통일된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 참고한 문헌의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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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논문 또한 신분제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확장하여 의미 있는 형, 

태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먼저 신분제 . , 

개념 그 자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제 개념의 구조

화 방식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해당 개념을 역사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도. 

와주는 역사 차 개념과의 관련 속에서 신분제 변화에 의미를 부여하는 모2

습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신분제 변화에 대한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모습을 . 

검토하였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신분제 역사 실질 개념. 

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 3. 

연구 참여자 1)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정규 교육과정에서 역사를 배운 학생들의 특정 역사 

실질 개념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 

한국사 관련 과목을 배운 경험이 있는 중 고등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

다 한국에서는 대체로 중학교 학년 과정 고등학교 학년 과정에서 한국. 2, 3 , 1

사를 배운다 이에 따라 한국사를 배우고 있거나 배운 경험이 있는 중학교 . , 

학년 고등학교 학년 학생을 본 연구의 참여자로 한정하였다 고등학2, 3 , 1, 2 . 

교 학년 학생은 입시 등의 이유로 연구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여 제3

외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모집할 때 역사 교과 담당 교사와 교사가 속한 학교. 

의 협조를 얻었다 역사 담당 교사에게 학사 일정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연. 

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연구에 참여 의지를 보이는 학생들의 섭외, 

를 요청하였다 연구 참여 학생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한 이후 방과 후 . , 

시간이나 주말 등 학생이 희망하는 시간을 활용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서울 내 개의 학교 개의 인문계 고등학교 개의 중학교 에서 명의 학5 (3 , 2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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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학년 분포는 아래와 같다. .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교 학년2 중학교 학년3 고등학교 학년 1 고등학교 학년2

명7 명5 명6 명4

총 명 12 총 명 10

표 연구 참여 학생의 학년 분포 < -2> Ⅰ

단위 명( : )

심층 면담은 년 월에서 년 월 사이에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 2020 7 2021 1 . 

학생의 학업 부담을 덜기 위해 정기 고사가 끝난 이후와 방학 기간에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담은 차례 실시하였다 방과 후 연구 참여 학생. 1 . 

이 재학 중인 학교의 빈 교실에서 면담을 하거나 와 같은 감염병, Covid-19

의 확산으로 대면 면담이 어려울 경우 화상 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비대

면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 학생 사이의 대 면담을 원칙. 1 1 

으로 하되 연구 참여 학생이 희망할 경우 연구 참여자가 지정한 다른 연구 , 

참여자와 함께 그룹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 

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으며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연구 IRB , 

윤리에 따라 진행하였다.38) 본 논문에서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 

해 면담 내용을 인용할 때는 별도의 학생 를 활용하였다ID .39)

38) 본 연구는 년 월 일에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 2020 5 15

다 승인 번호는 이다. IRB IRB No. 2005/003-003 . 

39) 전사코드는 학교 정보 은 중학교 는 고등학교 학년 식별번호 로 구성 ( : M , H )+( )+( )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이란 코드는 중학교 학년 학생이라는 뜻이며. M301 3 , 

란 코드는 고등학교 학년 학생이라는 의미이다H20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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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이 이루어졌던 시기는 고등학교 한국사 중학교 역사 과목에 한정,    
하여 개정 교육과정에서 개정 교육과정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였2009 2015 

다 따라서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의 학년에 따라 저마다 접하고 경험한 교육. 

과정이 달랐다 예를 들어 년에 고등학교 학년에 재학했던 학생들은 . 2020 1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를 공부했었고 개정 교육2009 , 2015  
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국사 를 배우는 중이었다 반면 년에 고등학. 2020 
교 학년에 재학했던 학생들은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2 2009  
와 고등학교 한국사 를 모두 공부했었다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학년에 .  
따라 적용되는 교육과정이 달랐지만 교육과정 내 역사 실질 개념을 얼마나 , 

충실하게 숙지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 

과정 개정의 적용 시기를 고려하지 않았다. 

연구 참여 학생과 면담을 할 당시 고등학교 학년 중학교 학년 학생들, 2 , 3

학생 ID
학교급 학/

년

역사 과목에 

대한 관심도
학생 ID

학교급 학/

년

역사 과목에 

대한 관심도

H101 고/1 중 M202 중/2 중

H102 고/1 중 M203 중/2 중

H103 고/1 하 M204 중/2 좋아함( )

H104 고/1 중상 M205 중/2 중

H105 고/1 중 M206 중/2 중

H106 고/1 상 M207 중/2
세계사 중상 / 

국사 중

H201 고/2 중하 M301 중/3 중

H202 고/2 중하 M302 중/3 상

H203 고/2 중상 M303 중/3 중하

H204 고/2 중하 M304 중/3 상

M201 중/2 중상 M305 중/3 중

역사 과목에 대한 관심도 는 학생 스스로가 표현한 과목에 대한 관심도를 상 중 하로 ‘ ’ · ·※ 

표시한 것이다. 

표 연구 참여 학생의 정보 < -3>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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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각 한국사 와 역사 를 끝까지 배운 상황이었다 고등학교 학년 학생. 1   
들의 면담 시기는 년 월 초순 무렵으로 중간고사 이후의 상황이었2020 7 , 

다.40) 당시 학생들은 한국사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를 배우고 있었다 ‘ . ’ . Ⅰ 
중학교 학년 학생들을 면담했던 시기는 년 월 무렵으로 이 학생들은 2 2021 1 , 

역사 조선 사회의 변동 단원의 조선 후기까지 배운 상황이었다‘ . ’ . Ⅵ 
연구 참여자를 모집할 때 역사 교사의 추천에 따라 참여 의지가 있는 학생, 

들을 선정하였기에 역사 교과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생들이 중심이 되

었다 연구 참여자는 대체로 중 이상의 관심도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 ’ . 

그렇기에 본 연구의 결과가 역사 교과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

나는 일반적인 교실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아울. 

러 본 연구는 많은 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기에 일반화된 결론

을 제시하기에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모든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된 . 

분석을 시도하는 대신 학생들의 개별적인 이해 양상을 심층적으로 조사하면

서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 2) 

본 연구에서는 역사 실질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양상에 질적으로 접

근하였다 질적 탐구 방식은 인간의 경험은 단일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 “
며 객관적으로 인지 가능한 현실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아이디어를 거부하”
고 개인의 주관적 이해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41)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질 

적 접근 방식 중에서도 심층 면담을 선택하였다 심층 면담은 역사교육 분야 . 

40) 년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월 개학이 미루어지는 등 학사 일정 2020 Covid-19 3 , 

의 변동이 많았던 해였다 연구 참여자가 재학 중이었던 학교의 경우 월 중순. , 4

에 개학을 하였다. 

41) Todd Dinkelman and Alexander Cuenca, “Qualitative Inquiry in 
Social Studies Research”, in Meghan McGlinn Manfra and Cheryl 

Mason Bolick(eds.), The Wiley Handbook of Social Studies 

Research(Wiley Blackwell, 2017),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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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효과적이고 널리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 중 하나이다.42) 본 연구 

에서는 그림 자료를 활용한 반 구조화된 심층 면담을 활용하였다 반 구조화. 

된 심층 면담은 조직화된 질문을 활용하여 비예측성을 줄이면서도 개방형 질

문을 활용해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의 자율성을 확보, 

하는 동시에 지식 생성자 로서 연구자의 위치를 드러내는데 효과적이다“ ” .43) 

면담 전 미리 질문지를 만들어서 심층 면담의 초점을 일관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답변과 반응에 따라서 질문의 순서를 바꾸거나 통합하고, 

질문의 말을 바꾸어 재질문하는 등 면담 상황에 맞추어 질문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역사 실질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암시적인 생각을 최대

한 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연구 참여 학생들은 종종 실제 아는 것보다 덜 말하는 경향

이 있기에 연구자가 학생들의 이해를 과소평가할 여지가 있다, .44) 이러한 상 

황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이 최대한 편안한 환경에서 역사 실질 개념에 대

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심층 면담 과정에서 학생들의 답변 중 .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특별히 바로잡지 않았다 이 면담은 연구 참여 학생들. 

이 가지고 있는 실질 개념에 대한 이해의 정확성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틀린 내용을 정정하는 것은 면담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학생들의 답변을 , 

바로잡음으로써 학생을 위축시키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학생들. 

이 해당 실질 개념에 대해 잘못 답변하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학생들의 개

42) Terrie Epstein and Cinthia S. Salinas, “Research Methodologies in 

History Education”, Scott Alan Metzger and Lauren McArthur 

Harrios(eds.), The Wiley International Handbook of History Teaching 

and Learning(Wiley Blackwell, 2018), pp.65-67

43) Svend Brinkmann, “The interview”, in Norman K. Denzin and 

Yvonna S. Lincoln(eds.),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5th edition) 김영천 심층면 (SAGE Publications, Inc., 2018). pp.579-580; , ｢
담 질적연구방법론 문음사, , , 2006, p.263. Ⅰ｣  

44) Bruce VanSledright, Timothy Kelly, and Kevin Meuwissen, “Oh, the 

trouble we’ve seen: Researching historical thinking and under-
standing”, Keith C. Barton(ed.), Research Methods in Social Studies 

Education: Contemporary Issues and Perspectives(Information Age 

Publication, 2006), pp.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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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적 이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준다고 생각했기에 되도록 학생들의 답

변을 정정하지 않았다 특히 학생들이 다른 지역 다른 학교 다른 교실에서 . , , 

역사를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답변을 한다면 이를 심도 있게 살펴, 

보는 것이 학생들의 역사적 이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

라 판단하였다. 

연구에서 활용한 개념 및 자료와 질문지 3) 

연구 대상 개념의 선정 (1) 

역사 실질 개념으로서 신분제⓵
본 논문에서는 연구 대상 개념으로 한국사 맥락에서의 신분제 개념을 선‘ ’ 

정하였다 연구 대상 개념을 선정할 때 역사 실질 개념이 여타 교과와 구별. 

되어 가지는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였다 첫째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도 많. , 

이 활용되는 역사 개념을 선정하였다 역사 용어는 일상적 언어생활에서 활. 

용되는 언어와 많이 겹친다 이 상황에서 특정 개념의 일상적 의미와 역사적 . 

의미를 구분하는 것이 학생들의 개념적 진전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협의의 역사용어 를 사용하는 개념을 회피하. ‘ ’
고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활용되면서도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접할 수 있, 

는 광의의 역사용어 와 겹치는 개념 중 하나를 선정하였다‘ ’ .45) 갑오개혁 이 

후 신분제가 철폐되었지만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차이에 의해 계층이 분리, 

되고 그 차이가 공고해지는 사회적 현상을 두고 비유적으로 여전히 신분제‘ ’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신분제라는 말은 대중 매체에서도 폭넓게 . 

활용되어 학생들에게 친숙하다 이 연구는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넓은 범. 

45) 여기에서 협의의 역사용어 란 특정한 역사적 사실이나 구체적인 역사적 문제 ‘ ’ “ ”
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그리고 광의의 역사용어 란 역사 이외의 다른 학문에서 . ‘ ’ “
차용한 개념적 용어와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용되는 용어 이다 이러” . 

한 구분은 김성자 중학생의 역사 교과서 어휘 이해 실태 학생의 자기 평가를 , : ｢
중심으로 역사교육연구 에서 참고하였다32, 2018, pp.112-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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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나이대의 학생을 아우르기에 상대적으로 어린 학생들도 알 수 있는 신, 

분제 개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시공간의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다층적으로 나타나는 개념을 선택, 

하였다 역사 실질 개념은 이에 대한 단독적인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역사. , 

적 맥락과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자연스럽게 변화한다 해당 실질 개념에 . 

내재한 역사성을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며 수준 높은 역사적 이해로 , 

나아가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기에 이를 포착할 수 있는 개, 

념을 선정하였다 신분제는 지역을 막론하고 전근대 사회에 걸쳐서 나타나는 . 

보편적인 사회 제도이지만 구체적인 신분제 운영 방식과 구조는 시기와 지, 

역에 따라 각기 상이하였다.46) 

셋째 현대의 감각으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역사적 개념을 선택하였, 

다 과거의 사람들에게 결핍이 있었다는 식으로 과거를 바라보는 대신 시대. 

적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수준 높은 역사적 사고의 한 모습이며 정, 

교한 역사적 이해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사회적 감각 . 

속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신분제 개념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현. 

재의 관념에 따를 때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개념을 활용할 경우 학생들의 , 

활발한 반응을 끌어내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넷째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다른 개념과의 연결점이 많으며, , 

가르칠만한 가치가 있다고 널리 인정되는 개념을 선정하였다 신분제 개념은 . 

한 사회의 성격을 축약하여 핵심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신분제 개념은 시대를 . 

구분할 때 의미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한 예로 조선 시대의 신분제 구조. 

와 운영을 둘러싼 해석 차이에 따라 그 사회의 성격 규정이 달라지기도 한

다.47) 이렇듯 신분제는 전근대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기 때 

문에 학문적 통화로서 역할이 매우 큰 개념이라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신. 

46) 이영호 전근대사회의 신분과 계층 한국사특강편찬위원회 개정신판 한국 , , , ( ) ｢ ｣ 
사특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08, p.255. 

47) 이경식 조선 건국의 성격문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중세사회의 변화 , , , ｢ ｣ 
와 조선 건국 혜안 김성우 사회 신분 한국사연구회 편 새로운 한, , 2005; , , ,  ｢ ｣ 
국사 길잡이 제 판 한국사연구입문 지식산업사( 3 ) , , 2008, pp.453-467.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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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제는 보편적인 역사 개념이면서도 동시에 한국에서 매우 특수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개념이기도 하다 신분제는 지역을 막론하고 전근대 사회에 폭넓게 . 

존재했던 사회적 제도였으나 적용되는 시 공간적 맥락에 따라 구체적인 작동 , ·

양상은 달라진다 이렇듯 신분제에 대한 깊은 이해는 한국 사회의 특징과 역. 

사의 성격을 잘 알려주기도 한다 이렇듯 신분제 개념은 한국사 전반을 이해. 

하는 데 그 중요성과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여 연구 개념으로 선정하였다. 

역사 차 개념으로서 변화2 ‘ ’ ⓶
본 연구에서는 신분제 개념과 더불어 역사의 학문적 구조를 구성하는 여러 

개념 중 하나인 변화 개념을 검토하였다 변화 개념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 ’ .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다 변화 개념에 대해 높은 . 

수준의 이해를 보여주는 학생은 단순히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 시간이 흐르는 과정을 인지하고 그 흐름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 

있다 요컨대 변화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역사적 시간의 흐름을 물리적 시. 

간의 흐름과 구별하고 시간의 흐름을 나름대로 구획하여 역사적인 의미를 ,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변화 개념의 이해를 통해 궁극적으로 과거. 

로부터의 누적적인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현재에 다다르게 되었다는 것을 수

용하며 과거와 현재 사이의 연관성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 신분제 변화를 이. 

해하는 과정 또한 단순히 신분제 변화의 내용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학문의 , 

특성을 반영한 개념으로서 변화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변화 개념을 다룬 연구는 크게 세 가지 계열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과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역사적 사고 개념 중 하나로 연속성과 . , 

변화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는 연구가 있다 캐나다의 역사교육 연구자 르베. 

끄 는 연속성과 변화 개념을 여섯 가지 역사적 사고 개(Stéphane Lévesque)

념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르베끄는 연속성과 변화 개념을 다룰 때 총괄 개. 

념을 언급하면서 변화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다.48) 

48) Stéphane Lévesque, “What changed and what remained the same? 
Continuity and change”, Thinking Historically: Educating Student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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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셔스와 모튼 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연속성과 변화(Seixas and Morton)

의 방향에 평가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진보 혹은 퇴보 의 개념으로 확장할 ‘ ’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와 함께 역사적 변화를 구획 짓고 이름을 붙이는 . 

시대 구분 작업을 통해 역사의 해석적 성격을 보여준다고 보(periodization) 

기도 하였다.49) 이러한 계열의 연구는 변화 개념이 구체적인 역사 해석을 구 

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과거 특정 시기에 있었던 변화의 성격과 특성을 규명하고 역사 , 

교수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변화 개념의 다양한 분석적 요소들을 식별하도

록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계열의 연구가 있었다 주로 영국에서 이러한 . 

연구가 이루어졌다 영국에서 변화와 그에 짝하는 연속 개념은 종종 인과 개. 

념과 달리 식별하기 모호하며 획득하기 어려운 것 으로 묘사되었다“ ” .50) 영국 

의 여러 역사교육 연구자들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변화와 연속성의 내용 양, 

상 과정 속도 방향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 비교하고 이러한 탐구, , , · , 

를 장려할 수 있는 교수 방법을 제안하였다.51)

마지막으로 변화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살펴본 연구가 있다 리는 . 

역사적 사고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일수록 변화를 곧 사건으로 이해하는 경향

이 있다고 밝혔다 즉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아무런 변화가 . , , 

the Twenty-first Century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8), pp.65-74.

49) Peter Seixas, Tom Morton, “Thinking about continuity and change: 
How can we make sense of the complex flows of history?”, The Big 

Six: Historical Thinking Concepts (Nelson Education, 2013), pp.83-85.  

50) Christine Counsell, “What do we want students to do with historical 

change and continuity”, Ian Davies(ed.), Debates in History 

Teaching(1st edition) (Routledge, 2011), p.109. 

51) Rachel Foster, “Speed cameras, dead ends, drivers and diversions: Year 
9 use a ‘road map’ to problematise change and continuity”, Teaching 
History, Vol. 131(2008), pp.4-7; Rachel Foster, “Historical Change: In 
search of argument”, Christine Counsell, Katherine Burn and Arthur 
Chapman(eds.), Masterclass in history education: Transforming teaching 

and learning (Bloomsbury Publishing, 2016), pp.5-22; Christine Counsell, 

“Historical change and continuity: How history teachers are advancing 

the field”, Ian Davies (ed.), Debates in History Teaching (2nd edition) 

(Routledge, 2018), pp.11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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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후 변화에 대한 높은 수준. 

의 이해를 갖출수록 학생들은 더 긴 시간적 범위의 변화를 인지하거나 점차 , 

변화의 패턴을 식별하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52) 바튼은 미국 학 

생들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면서 대체로 변화는 직선적이고, “ , 

선형적이며 일반적으로 이익이 되는 진보 의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파악하, ”
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53) 동시에 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는 사회 ·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받기에 이러한 면에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을 강조하기, 

도 하였다.54) 이러한 연구는 일상적 감각에서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감각에서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구분하면서 변화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가 ,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변화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이. 

해 양상을 바탕으로 진전 모델이 구체화되기도 하였다.55) 다양한 방식으로  

52) Peter J. Lee, “Putting Principles into Practice: Understanding History”, 
Suzanne Donovan, John Bransford(eds.), How Students Learn: History, 

Mathematics, and Science in the Classroom (National Academies Press, 

2004), pp.43-46. 

53) Keith C. Barton, “A Sociocultural Perspective on Children’s 
Understanding of Historical Change: Comparative Findings From Northern 

Ireland and the United State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Vol. 38(40)(2001), p.893. 

54) Ibid., pp.896-899. 

55) 셰밀트와 리가 제안한 진전 모델에 따르면 단계별로 변화에 대한 이해는 아래 , 

와 같이 나타난다 단계 사건으로서의 변화 단계 과거와 현재의 차이로서의 . 1 : . 2 : 

변화 단계 의미 있는 차이로서 변화 단계 의미와 더불어 종류의 차이로서의 . 3 : . 4 : 

변화 단계 역사 속 변화는 다양한 줄기를 가짐 단계 과거를 이해하기 위한 . 5 : . 6 : 

도구로서의 변화. Shemilt and Lee(2005)(Stuart Foster and Jonathan 

Howson, “School History Students’ “Big Picture” of the Pas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istorical Learning, Teaching and Research, 

에서 재인용 블로우의 제안은 아래와 같다 레벨 변Vol. 9(2)(2010), p.130 ) . 0: ‘
화 와 연속성 은 일상적 의미 이외에는 ’ ‘ ’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레벨 . 1: 

과거의 사건으로서 변화 레벨 시점에 따른 . 2: 차이로서의 변화 레벨 시점에 . 3: 

따른 의미 있는 차이로서의 변화 레벨 시점에 따른  . 4: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차 

이로서의 변화 레벨 국면에 대한 개념 변화와 지속의 패턴 레벨 과 그 이. 5: . . 6

상 변화 연속성과 국면 등은 이론적 구성물이다: , . Frances Blow, “‘Everything 
flows and nothing stays’: How students make sense of the historical 

concepts of change, continuity and development”, Teaching History, 

Vol. 145(2011), 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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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된 변화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살펴본 연구가 제시되는 상황에

서 변화 개념에 대한 이해 양상은 여러 국가의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성취, 

해야 하는 목표 등의 방식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56) 본 논문에서는 학생들 

의 이해를 파악할 때 변화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진전을 다루었던 연구 성

과를 참고하였다. 

그림 자료의 선정 (2) 

면담을 실시할 때 교과서에서 삽화 자료로 활용되는 그림 자료를 매개적 

장치로 활용하여 추상적인 역사 개념에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

다.57) 매개물을 활용한 면담은 학생들의 대화를 자극하여 학생들이 흥미롭게  

심층 면담에 임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특히 그림 자료는 문자 텍스트 자료. 

와 달리 연령이나 역사에 대한 배경 지식 및 일반적 문해력과 무관하게 활

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58) 본 연구는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 지식을 가진 학생들이 참여했기에 그림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개념에 대한 접근성을 넓힌다는 점에서 더욱 적절하다고 파악하였다. 

복수의 인물이 등장하고 인물들 사이의 신분 차이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 

그림을 선정하였다 신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은 옷차림 혹은 인물의 크기. , 

인물이 취하는 행동 등으로 표현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역사 실질 , 

개념을 구체화하여 파악하기 더 수월하리라 판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노상알현도 무용총 접객도 형평사 제 회 정기 전국대회 년 포스< >, < >, < 6 (1928 ) 

터 아집도 대련 일부 타작 등 다섯 개의 그림을 선정하였다>, < >( ), < > . 

다섯 개의 그림 모두 교과서를 비롯한 다양한 학습 자료에 빈번하게 등장

56) 이미미 역사적 사고 그리고 역사역량 우리는 무엇을 왜 추구할 것인가 , : , ?｢ ｣ 
역사교육연구 40, 2021, pp.59-64. 

57) Keith C. Barton, “Elicitation techniques: Getting people to talk about 
ideas they don’t usually talk about”,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Vol. 43(3)(2015), pp.180-183.

58) Sunjoo Kang, “How do Korean nine year olds make historical in-

ferences?”, Education, Vol. 3(13)(2010), p.247. 



- 27 -

하는 그림이다 실제로 학생들 또한 몇몇 그림 자료를 익숙하게 느끼기도 했. 

다 그림이 그려진 시대적 배경은 각기 다르다 무용총 접객도 는 고구려 . . < >

시기의 벽화로 손님을 맞아 시중을 드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사람들의 , . 

신분에 따라 크기가 다르며 연회를 즐기는 사람은 크게 시중을 드는 사람, , 

은 작게 표현되어 있다 아집도 대련 일부 은 고려 말기에 그려진 것으로. < >( ) , 

고려시대 문인 관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생활상이 그려져 있다 당시 문. 

인관료와 그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묘사되어 있으며 문인 관료는 화려한 의, 

상을 입고 앉아 있는 반면 시중을 드는 사람은 소박한 옷을 입고 서있다, . 

노상알현도 와 타작 은 조선 후기 세기 무렵에 그려졌다 노상알현< > < > 18-19 . <

도 에서는 나귀를 탄 관리 일행에게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허리를 굽혀 인사>

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타작 에서는 농민들이 벼 타작을 하고 있. < >

고 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인물은 갓을 쓰고 비스듬히 누워 쉬는 모습을 하, ·

고 있다 마지막으로 형평사 제 회 정기 전국대회 년 포스터 는 . < 6 (1928 ) > 1920

년대 후반에 만들어졌다 이 그림은 형평 대회를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는. 

데 포스터를 가로질러 ㅎㅕㅇㅍㅕㅇ 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 ’ . 

위 다섯 개의 그림에는 여러 인물이 등장하고 있으며 의복이나 행동 인물, , 

의 크기 등을 통해 신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신분의 사람끼리 대비. 

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그림을 활용. 

해 신분제 개념에 대한 추상적인 논의를 구체화하여 다가갈 수 있게 하였다. 

심층 면담의 질문지 구성 (3) 

심층 면담에서 활용할 질문을 구성하기 전 역사과 교과서 및 교육과정에, 

서 신분제 개념과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였다 개정 . 2015 

역사과 교육과정 내 신분제 관련 내용은 시대에 따라 신분 별 생활양식의 

상이함 신분제의 변화 및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내용 구성은 조선 시대의 신분제로 정형. 

화된 사신분제도의 성립과 조선 후기 사회 경제적 조건의 변화로 인한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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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동요 및 철폐 과정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었다.59)

심층 면담에서 활용한 질문은 크게 네 개의 질문 군으로 구성하였다 첫 . 

번째 질문 군은 신분제의 정의와 속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신분의 정의 전근대 사회에서 신분제의 기능과 . , 

역할 신분제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 질문 , . 

군은 신분제 개념을 구조화하는 방식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

다 학생들이 식별하는 신분 및 신분제를 구조화하여 파악하는 방식을 확인. 

하였다 세 번째 질문 군은 사례로서 신분제 변화에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 

부여하는지 확인하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제시하는 신. 

분제 변화의 예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신분제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는, 

지 살펴보았다 네 번째 질문 군은 학생들이 한국사에서 신분제 변화에 대한 .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내러티브를 구성할 때 아무런 . 

도움닫기 없이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기에 보조, 

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국면의 목록을 

함께 제시하였다.60) 이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신분제 개념을 활용하여 내러 

티브를 구성하고 조직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59)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서 신분 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조선시2015 ‘ ’
대에만 한정된다. 

고등학교 

한국사 
한사 조선 시대 신분의 구성과 특성을 살펴보고 양난 이후 상품 화[10 01-06] , 

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신분제에 변동이 나타났음을 이해한다. 

중학교 

역사 
조선 사회의 변동의 학습 요소 (11) 

소주제 사회 변화와 농민의 봉기 학습 요소 신분제의 동요 농민 봉기 : : , ∥ 

출처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고시 제 호 별책 : ( 2018-162 [ 7]), 2018, p.145, p.114.  

표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서 신분제 개념이 언급되는 경우< -4> 2015 ‘ ’ Ⅰ

60) 이 질문을 구성하고 목록을 구성할 때 제 기 역사의식조사 면접문항 번 박주 2 1 (

현 역사학습과 역사에 대한 관점 형성 제 기 역사의식조사 면접 사례를 중심, : 2｢
으로 역사와 교육 과 김진아 학생들은 중요한 역사를 어떻9, 2014, p.140) , ｣   ｢
게 판단할까 내러티브 템플릿 사용이 역사 이해에 미치는 영향?: , 歷史敎育｣  

등의 연구를 일부 참고하였다139, 2016, pp.3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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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 4) 

심층 면담 이후 수집된 음성 녹음 자료를 전사하였다 심층 면담으로 총 . 

개의 음성 녹음 자료가 생성되었다 녹음 분량은 면담 상황에 따라 최소 21 . 

분에서 최대 분으로 상이하다 심층 면담의 전사본의 분량은 총 20 88 . 

자이다 이후 생성된 면담 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학생들의 241,375 . 

답변을 분석하였다. 

학생 답변 분석은 질문 군 별로 실시하였다 질문 군별 분석에서는 질문 . 

군별로 학생들의 답변을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들의 신분제 개념에 대, 

한 이해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신분제 개념의 구조화 신분제 변화 ( , 

사례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 신분제 변화에 대한 내러티브 구성 네 개의 , ). 

질문 군별 면담 질문 및 분석 내용과 초점은 표 에 제시하였다< -5> . Ⅰ

면담 주제 질문 내용 분석 초점

신분제의 

특징과 역할 

! 신분제는 어떤 제도인가? 

! 신분제는 과거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 신분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당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쳤는가?

! 학생들이 파악하

는 신분제의 속성 

! 신분제의 역할

과 기능 

신분제 개념의 

구조화 방식

! 각 그림은 어떠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가? 

! 그림에 등장한 인물의 신분은 무엇인가?

! 신분 별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 각 그림이 만들어진 시대는 저마다 다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신분제 운영의 모습 또

한 함께 변화했는가? 

! 변화했다면 왜 변화했는가 변화하지 않았, ? (

다면 왜 변화하지 않았는가?)

! 학생들이 식별

하는 신분 

! 학생들이 신분

제 구조를 설명

하는 방식

!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신분제 운

영의 변화 여부

에 대한 감각

표 심층 면담에서 활용한 질문 내용과 분석의 초점< -5>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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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질문 군에 따라 학생들의 답변을 분류한 후 질문 군별로 학생들의 , 

답변을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면서 자료에 대한 코딩을 실시하였다 코딩은 . 

자료를 덩어리로 묶음으로써 자료를 조직하여 범주를 만들고 범주에 이름“ , 

을 붙이는 과정 으로 자료를 체계적으로 범주화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 , 

이다.61) 학생들의 면담 자료를 코딩할 때는 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  

를 활용하였다MAXQDA 2022 . 

61) 정종진 외 옮김 연구방법 질적 양적 및 혼합적 연구의  John W. Creswell( ), : ·
설계 제 판 시그마프레스( 4 ), , 2014, pp.238-239. 

사례로서 

신분제 변화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

! 우리나라 역사에서 신분제 변화의 사례로 

무엇이 있는가? 

! 두 가지 이상 답할 경우 의 변화와 의 ( ) A B

변화의 차이는 무엇인가? 

!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가? 

! 이러한 신분제 변화의 사례는 어떻게 전개

되었는가? 

! 이러한 신분제 변화의 사례는 당시 사람들

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 한국 현대 사회에는 신분제가 존재하는가? 

신분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없어지게 

되었는가? 

! 학생들이 식별

하는 신분제 변

화의 사례 

! 신분제 변화의 

원인

! 신분제 변화 전

개의 특징

신분제 변화에 

대한 내러티브 

구성

! 여러분 나이 또래의 친구에게 우리나라 신

분제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아래의 사건 카드 . 

중 신분제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활용해도 좋다.

유교사회의 성립 임진왜란 병자호란 갑오개혁, / , , 

고려 무신 정권의 등장 신라의 삼국통일 상품화, , 

폐경제의 발달 청동기의 등장 조법의 등장, , 8 , 

전쟁 한글 창제와 보급 6.25 , 

! 신분제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 내러티브를 구성

할 때 학생들이 

설정하는 주요 국

면과 서사 구조 

! 학생들이 내러

티브를 구성하

기 위해 활용한 

국면 배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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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코딩할 때는 미리 범주를 설정한 후 그 범주에 맞게 자료를 분류, 

하는 방식인 에틱 코딩 과 자료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 낸 범주(etic coding)

를 활용하는 에믹 코딩 을 교차하여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emic coding) . 

을 통해 학생들의 역사적 이해를 둘러싼 기존의 연구 성과와의 연결성을 유

지하는 동시에 신분제 개념을 둘러싼 학생들의 이해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포

착하였다. 

! 첫 번째 질문 군 신분제의 특징과 역할: 

신분제의 특징과 역할에 대한 학생 답변을 분석하였다 먼저 신분제의 주. 

요 특징을 크게 두 가지 혈연을 통한 지정과 세습 차등적 대우 로 나눈 후( , ) , 

이러한 두 개의 핵심 속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후 학생 . 

답변을 분석하면서 차등적 대우 에 속하는 학생 답변을 내용과 주제에 따라 ‘ ’
경제적인 측면에의 영향 사회적 권한의 차이 일상생활 면면에 영향 등‘ ’, ‘ ’, ‘ ’ 

으로 세분화하였다 이후 전근대 사회 내 신분제의 역할에 대한 학생 답변을 . 

분석할 때는 전통적인 기능론 갈등론 접근법을 염두에 두고 분석하였다‘ ’, ‘ ’ . 

이 과정에서 기능론적 논의는 사회적 관계의 규정 역할 배분 등으로 갈‘ ’, ‘ ’ , 

등론적 논의는 통치의 용이성 현재 사회 체제의 유지 동기부여 등으로 ‘ ’, ‘ ’, ‘ ’ 
구체화하였다 위의 분석 과정을 통해 신분제 개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양. 

상을 파악하였다. 

! 두 번째 질문 군 신분제 개념의 구조화 방식: 

두 번째 질문 군의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신분제 개념을 어떻게 구조화하

는지 확인하였다 먼저 학생들이 심층 면담 때 활용한 그림에서 식별하는 신. 

분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그리는 신분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특정 시점의 신분제 운영을 구체화하는 설명 방식을 . 

분석하였다 크게 높은 신분 과 낮은 신분 등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답변. ‘ ’ ‘ ’ 
과 신분 사이에 개 이상의 층위를 두어 분류하는 답변으로 분류할 수 있었3

다 이후 후자의 설명 방식을 다른 신분과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위치를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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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 신분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제시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분을 ’, ‘ ’, ‘
식별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 

신분제 제도의 통시적 측면을 분석할 때 학생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

분제 운영 양상이 변화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지 주목하였다 먼저 변화. 

하지 않았다는 답변과 변화한다는 답변으로 일차 분류하였다 이후 변화한다. 

는 답변을 설명 양상에 따라 특정 시점까지 변화 유예 표면적 변화 시‘ ’, ‘ ’, ‘
간의 흐름 사회의 일반적 원리에 비유 역사적 변화 등으로 세분화하였’, ‘ ’, ‘ ’ 
다 이후 위에서 분류한 방식을 재조정하여 학생들의 개념적 이해를 공시적 . 

관점과 통시적 관점에서 각각 유형화하였다. 

! 세 번째 질문 군 사례로서 신분제 변화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 

한국사의 신분제 변화 사례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 

학생들이 식별하는 신분제 변화의 예시를 수집하고 이를 설명하는 양상을 , 

분석하였다 이후 이러한 신분제 변화를 설명하는 방식을 변화를 가져온 배. 

경적 요인과 그 전개 양상 두 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신분제 변화를 가져온 배경을 분석할 때 먼저 개인 과 사회구조 대비를 ‘ ’ ‘ ’ 
활용하였다 이때 역사적 사고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일수록 과거 특정 인물. 

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의도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거나 특정 개인이 , 

탁월한 역량으로 변화가 나타난다고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참

고하였다.62) 분석을 진행하면서 위의 두 대비만으로 포섭될 수 없는 부분은  

사회구조와 시대적 변화 범주를 새롭게 도출하여 학생들의 답변을 분류하‘ ’ 
였다 신분제 동요의 양상과 그 성격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 패턴을 분석할 . 

때에는 이 변화가 미친 영향 및 시간적 범주의 설정을 고려하였다 학생들의 . 

62) Peter Lee, Alaric Dickinson, and Rosalyn Ashby, “‘Just another em-

peror’: Understanding action in the past”,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27(3)(1997), pp.233-244; Keith C. Barton, 

“‘Bossed Around By the Queen’: Elementary Students’ Understanding of 
Individuals and Institutions in History”, Journal of Curriculum and 

Supervision, Vol. 12(4)(1997), pp.3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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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분류하면서 즉각적인 변화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 점진적인 변‘ ’, ‘ ’, ‘
화 등의 범주를 생성하였다’ . 

답변 분류 이후 학생들이 여러 신분제 변화 사례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 

는지 그 양상을 유형화하였다 이때 사건 류 과정 류. ‘ (event like)’, ‘
의 두 가지 존재론적 범주의 대비를 염두에 두었다(process like)’ .63) 학생 

들의 의미 부여 양상을 유형화할 때 이 대비를 참고하여 일회적인 사건‘ ’, 
반복적이고 순화적인 흐름 역사적 흐름에 의미 있는 과정 등의 유형으로 ‘ ’, ‘ ’ 

정리하였다. 

! 네 번째 질문 군 신분제 변화에 대한 내러티브 구성 : 

네 번째 질문 군의 질문은 학생들이 한국사의 전체 흐름 속에서 신분제 변

화의 내러티브를 조직하는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학생들이 내러티브를 . 

구성할 때 활용한 여러 역사적 국면을 살펴보고 그 선정 맥락을 확인하였, 

63)학생들의 변화 개념에 대한 이해와 과거에 대한 큰 그림 을 그리는 능력을 살펴‘ ’
보았던 활용 가능한 역사적 과거들 프로젝트 프로젝트‘ (USP : Usable Historical 

는 학생들이 역사적 변화를 이해하고 내러티브를 조직하는 양상Pasts Projects)’
을 탐색하면서 사건 류 와 과정 류 의 존재론적 범주‘ (event-like)’ ‘ (process-like)’
를 활용하였다 여기에서 사건 류 범주는 변화를 사건 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 ‘ ’
고 내러티브를 조직할 때도 사건을 나열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학생 유형을 말, 

한다 한편 과정 류 범주에 속하는 학생들은 역사적 변화를 사건으로 보는 대신 . , 

과정의 한 부분으로 바라보았으며 내러티브를 조직할 때 상대적으로 긴 시간대, 

에서 점진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과정을 펼쳐나갔다고 한다 프로젝트의 . USP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의 학생이 사건 류 범주에 의 학생이 과정 , 49% ‘ ’ , 35% ‘
류 로 분류되지만 실제로 의미 있는 역사 서술을 제시한 학생은 매우 소수였다’ , 

고 한다 해당 연구는 과정 류 범주를 학생들이 역사교육을 통해 도달해야 하는 . ‘ ’ 
일종의 지향으로 파악하였다. (Stuart Foster and Jonathan Howson, “School 
History Students’ ‘Big Picture’ of the Pas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istorical Learning, Teaching and Research, Vol. 9(2)(2010), 

pp.124-126). Lis Cercadillo, Arthur Chapman, and Peter Lee, 

“Organizing the past: Historical accounts, significance and unknown 
ontologies”, Mario Carretero, Stefan Berger and Maria Grever(eds.), 

Palgrave Handbook of Research in Historical Culture and Education 

또한 해당 범주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에(Palgrave Macmillan, 2017), p.542 . 

서도 양호환 변화개념의 특징과 역사학습에서의 의의, 156, 2020, 歷史敎育｢ ｣ 
논문을 통해 소개되었다p.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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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학생들이 내러티브를 구성하기 위해 선정한 역사적 국면을 연결하. 

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내러티브 조직을 검토하였던 .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였다.64) 이 연구들이 각각 제시하는 내러티브 구성에  

대한 진전 양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여러 사건의 병렬적 배열보다 일, 

관된 주제를 토대로 한 배열을 논리적 구성보다 인과적 구성을 더 진전된 , 

상태로 평가한다 동시에 진전된 내러티브 구성을 보여주는 학생일수록 단순 . 

선후 관계 혹은 사회과학적 혹은 물리적 법칙을 토대로 한 논리적인 연결보

다는 역사적 개연성과 인과 관계를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여 학생들의 내러티브 구성 양상을 내러티브를 구성하지 않음 병렬적 ‘ ’, ‘
배열 논리적 배열 방향성이 있는 내러티브 조직 등의 유형으로 정리하’, ‘ ’, ‘ ’ 
였다 이후 내러티브를 통해 그리는 역사상을 분석하였다. . 

64)셰밀트는 학생들의 내러티브 구성 양상을 네 개의 단계로 나누었다 레벨 역. 1. 

사적 내러티브나 서술에 내적 논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시간의 순서대로 나, 

열한 것이라 파악한다 레벨 사건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을 넘어 앞 사건과 뒷 . 2. 

사건 사이를 연결한다 사건들을 연결하는 논리로 과학적 물리적 법칙의 예시를 . , 

드는 경우가 있다 인과적인 설명이나 관계를 포착하지 못한다 레벨 내러티브 . . 3. 

구성은 누군가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이해하며 여러 요소 사이의 복잡성을 인지, 

하고 있으나 인과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다 레벨 연대기적 연속성을 넘, . 4. 

어서 시대적인 감각을 갖추고 있다 역사적 사건들을 그 복잡한 맥락에서 벗어나. 

지 않는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Denis Shemilt, “The Devil’s 
Locomotive”, History and Theory 블로우 외는 , Vol. 22(4)(1983), pp.5-13; 

내러티브 연결성을 크게 네 가지 수준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수준 연결이 끊어. . 

지거나 그룹화된 정보의 모음 두 번째 수준 짝을 이루는 정보 항목 간의 자동. . 

적 연결 세 번째 수준 정보 세트 내부에서의 타동적(intransitive) . . (transitive) 

연결 네 번째 수준 정보 세트 간의 타동적 연결. . (transitive) . Frances Blow, 

Rick Rogers, Denis Shemilt and Claire Smith, “Only Connect: How 

students form connections within and between historical narratives”, 

Arthur Chapman and Arie Wilschut(eds.), Joined-up History: New di-

rections in History Education Research (Information Age Publishing, 

Inc., 2015), pp.28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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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실질 개념 연구의 동향과 과제 . Ⅱ

  

장에서는 역사 실질 개념을Ⅱ 65) 둘러싼 국내외의 연구를 검토하였다 . 

년대 이후 역사 실질 개념이 역사교육계에서 새롭게 관심을 받게 된 계2010

기를 살피고 역사 실질 개념이 학생들의 역사적 이해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 

할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역사 실질 개념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고려. 

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절에서는 역사교육계에서 역사 실질 개념이 다. 1

시 주목받게 된 배경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역사 실질 개념을 향한 새로운 . 

관심이 과거에 강조되었던 역사적 사실 암기 중심의 역사교육과 구별되기 위

해서는 어떠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 확인하였다 절에서는 역사 실. 2

질 개념을 둘러싼 경험적 연구를 검토하면서 학생들의 역사적 이해에서 역사 

실질 개념이 수행하는 역할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 

역사 실질 개념을 활용하여 의미 있는 역사적 이해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검

토하였다 절에서는 한국에서 역사 실질 개념에 어떻게 접근하였는지 분석. 3

하고 추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 

1. 지식으로의 전환 과 역사 실질 개념의 재조명 ‘ ’

영국의 역사교육 연구자 팔렉 은 지금까지 영국에서 이루(Dominik Palek)

어진 역사교육 관련 논쟁을 두고 역사 실질 내용 영역에 초점을 두는 접근

과 역사 차 개념을 강조하는 접근 사이의 진자의 진동 이라 표현하였2 “ ”
다.66) 년대 영국에서 신 역사 가 등장하기 전 과거에  1970 ‘ (New History)’ , 

65) 본 논문을 비롯하여 본 장에서는 역사 실질 개념에 주목한다 그렇지만 보다 풍 . 

부한 논의를 위하여 역사 실질 개념과 더불어 사실적 지식과 같이 역사 실질 영

역에 속한 여러 내용 요소들도 함께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포괄하여 역사 실. 

질 지식이라 지칭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역사 실질 지식은 구체적인 역사 내용 . 

전반을 지칭하는 용어로 역사 실질 개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 

66) Dominik Palek, “‘What exactly is parliament?’: Finding the Pla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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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다양한 사실을 많이 또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역사교육의 중요한 과

제로 여겨졌다 그렇지만 역사적 지식의 형식과 학문으로서 역사를 구성하는 . 

역사 차 개념이 강조되면서 이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역사적 사고를 강조2 , 

하는 흐름으로 변화하였다 영국 외 다른 지역에서도 역사 학문의 특성을 살. 

리는 역사교육을 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와인버그의 역사가처럼 읽기. ‘
(Reading Like a Historian 와 같이 북미에서는 역사가들의 탐구 방식이나 )’
텍스트 읽기 방식에 기반하여 역사학습 활동을 구성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

고 여러 국가의 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등 학문의 특성을 강조하, 

는 흐름이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67) 동시에 역사 실질 개념의 가치 , 

를 새롭게 조명하는 시도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시도는 과거. , 

에 대한 사실적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려고 했던 전통적 역사교육의 접근

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 절에서는 다시금 역사 실질 개념을 조명한 역사교. 

육의 흐름을 다루고 이에 따라 역사 실질 개념에 접근하는 방식이 어떻게 , 

변화하였는지 살폈다. 

년대를 전후하여 역사 실질 개념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한 시도는 크2010

게 두 가지 배경에서 나타났다 먼저 기존 역사 차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강. , 2

조하는 흐름을 오해한 나머지 역사 실질 개념이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에 대한 반성이 있었다 영국 역사교육계 내부에서 역사 차 개념에 대한 이. 2

해를 강조하는 흐름이 실제 역사 교실에서의 학습 활동으로 적용될 때 역사 ‘

Substantive Knowledge in History”, Teaching History, Vol. 158(2015), 

p.18. 

67) Stéphane Lévesque and Penney Clark, “Historical Thinking: 

Definitions and Educational Applications”, Scott Alan Metzger, Lauren 

McArthur Harris(eds.),The Wiley International Handbook of History 

Teaching and Learning(Wiley Blackwell, 2018). pp.130-133; Peter 

Seixas,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Historical Thinking”, in Mario 

Carretero, Stefan Berger and Maria Grever(eds.)(2017), Palgrave 

Handbook of Research in Historical Culture and Education (Palgrave 

Macmillan, 2017), pp.61-63; Sam Wineburg, Daisy Martin and 

Chauncey Monte-Sano, Reading Like a Historian: Teaching Literacy in 

Middle and High School History Classroom(Teachers College Pres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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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이해 가 아니라 기능 의 습득과 활동 중심의 역사 로 전환되곤 ’ ‘ (skill) ’
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68) 애쉬비와 에드워즈 (Rosalyn Ashby and 

는 역사의 학문적 특성을 간과한 채 역사 차 개념Christopher Edwards) 2

을 실질 개념과 분리하여 단독으로 가르칠 경우 일반적인 기능의 습득으로 , 

혼동될 수 있으며 역사적 지식이 가지는 의미가 평가 절하된다고 우려하였, 

다.69) 

이와 더불어 역사 차 개념을 일반적인 기능으로밖에 접근하지 못한다면2 , 

역사 실질 개념과 지식은 도구적인 의미밖에 가지지 못한다는 것도 지적되었

다.70) 역사 탐구를 지나치게 기능적으로 접근하도록 구조화할 경우 학생들 , 

은 역사를 매우 단절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역사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

고 궁극적으로 학생의 삶과 유리된다는 진단도 나타났다 이렇게 역사 실질 , . 

개념을 기능 발휘를 위한 배경 정보로밖에 다루지 못하면 학생들은 과거를 , 

단편적으로밖에 조명하지 못한다.

최근에 이루어진 역량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흐름을 가속할 수 있다 역량 . 

논의는 년대 후반부터 교육과정 이론에서 중요한 축으로 제시되었다2000 . 

한편 이를 둘러싸고 학문을 중요한 교과의 토대로 파악하였던 기존의 역사, 

교육 흐름과 역량 논의가 과연 조응할 수 있는지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맥파일과 라타 에 따르면 역량 중(Graham McPhail and Elizabeth Rata) , 

심 교육과정으로 수렴될 수 있는 소위 세기 학습 교육과정은 가르칠 내‘21 ’ , 

용을 선정하고 조직할 때 교과 대신 간학문적 주제 와 같이 학문 외적인 조‘ ’
직자를 활용하는 특성이 있으며 학생 삶의 직접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적인 기능 의 증진을 중시한다‘ ’ .71)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기획된 역량 

68) Rosalyn Ashby and Christopher Edwards, “Challenges facing the dis-
ciplinary tradition: reflections on the history curriculum in England”, 

Irene Nakou and Isabel Barca(eds.), Contemporary Public Debates over 

History Education (Information Age Publishing, 2010), p.39.

69) Ibid., p.34. 

70) Ibid., p.35.

71) Graham McPhail and Elizabeth Rata, “A theoretical model of curric-

ulum design: ‘Powerful Knowledge’ and ‘21st Century Learning’”, B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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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키우는 데 학문별 특성을 강조하는 분과주의적 태도는 적절하지 않으며, 

학생들의 실제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72) 

그렇지만 역량 개념과 이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되면서 역량 논의의 흐름 또한 함께 변화하고 있다 역량 교육은 지, . 

나치게 행동주의적이고 환원주의적 접근 을 취하며 지식의 범위를 매우 협“ ” , 

소하게 바라본다는 비판을 받았지만,73) 년부터 실시한  2015 ‘The Future 
프로젝트는 역량을 구of Education and Skills: OECD Education 2030’ 

성하는 요소로 지식을 기능 태도 가치와 함께 강조하고 지식을 학문적 지, , , ‘
식 간학문적 지식 인식론적 지식 절차적 지식 으로 분류하면서 역량 ’, ‘ ’, ‘ ’, ‘ ’
추구가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밝혔다.74) 역량의 증진 

이 학문을 기반으로 한 교과와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역량 논의는 범위를 확장하면서 그 외연이 넓어지고 있지만 기능에 , 

대한 강조가 역사교육 영역에 적용될 때 역사 실질 개념을 어떠한 위치에 , 

둘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Barrett, ursula Hoadley and John Morgan(eds.), Knowledge, Curriculum 

and Equity: Social Realist Perspectives(Routledge, 2018), pp.71-74.

72) 국제협력기구 가 년부터 년까지 실시했던  (OECD) 1997 2003 DeSeCo(Definition 

프로젝트는 역량을 기능과 태도를 포함한 and Selection of Competenceis) “
심리 사회적 자원을 이끌고 동원해 특정 맥락의 복잡한 요구를 성공적으로 해결·

하려는 능력 으로 정의하고 세기 사회 경제적 환경 속 삶에서 필수적인 자원” , 21 ·

으로 규정하였다.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소경희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본 역량 의 , 2005, p.4. , ‘ (competency)’｢
의미와 교육과정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이미미 호주와 미25-3, 2007, p.6. , 「｣  
국의 역사 교육과정에 나타난 핵심역량 분석 비교교육연구 24(1), 2014, 」 『 』

p.157.)

73) 박휴용 역량기반 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사상연구, 29-4, 2015, ｢ ｣  
pp.64-66. 

74)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Position Paper), 2018, 

이상은 소경희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역량교육의 틀 p.5; , , OECD ｢
변화 동향 분석 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Education 2030’ 37(1), 2019, ｣  

이상은 에 나타난 역량교육의 주요 특징 p.153-155; , OECD Education 2030｢
및 시사점 개정 교육과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2015 29(4), ｣  
2019,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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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실질 개념을 향한 관심이 커지게 된 두 번째 계기로 년대 후반 2010

이후 전개된 사회적 실재주의(social realism)75) 논의를 제시할 수 있다 사 . 

회적 실재주의 논의는 교과의 학문적 토대를 강조하고 교과에 기반한 학문, 

적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일반적이고 교과 융합적 기능을 강조하는 대신 다시금 학문과 교, 

과를 기반으로 한 지식을 교육과정 이론의 중심으로 삼는 지식으로의 전환“
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Knowledge Turn)” .76) 

영국의 교육사회학 연구자 영 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 (Michael F. D. Young)

및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적 실재주의 관점은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주류적인 입

장을 차지하였던 신보수주의적 전통주의‘ (neo-conservative traditionalism)’
와 기술적 도구주의 및 두 입장을 향한 포스트‘ (technical instrumentalism)’ –
모더니즘적 비평에 대한 대안적인 관점으로 등장했다 신. 보수주의적 전통주의 

입장이 전통과 경전을 고수하고 전수해야 한다는 믿음 속에서 가르칠 내용을 

정해야 한다고 본다면 기술적 도구주의 입장은 경제적 변화와 학생들의 미, “
래 고용 가능성 을 강조하면서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기능의 습득을 ”
강조한다.77) 영은 전자는 사회의 변화와 무관하게 지식이 고정되어 있다고  

파악한다는 점에서 지식을 둘러싼 인식론적 문제에 무감하며 후자는 지식이 , 

생산되는 사회적 조건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지식이 가지는 내재적인 가치

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78) 여기에 영은 년대 영미권  1970

75) 의 번역어를 두고 사회적 실재주의 조철기 영국 국가지리교육 Social Realism , ( , ｢
과정 개정과 지식 논쟁 대한지리학회지 혹은 사회적 사실주의, 49(3), 2014) ｣  
강선주 사회적 불평등과 모두 를 위한 역사교육 디지털 시대 역사 박물관 ( , ‘ ’ , , ·｢ ｣ 

교육 한울아카데미 등이 제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번역어 중 , , 2022) . 
사실적 실재주의 를 택하여 활용하였다‘ ‘ . 

76) Arthur Chapman, “Introduction: Historical knowing and the 

‘knowledge turn’”, Arthur Chapman(ed.), Knowing History Schools: 

Powerful knowledge and the powers of knowledge(UCL Press, 2021), 

pp.5-6.

77) Michael F. D. Young, “Knowledge and the curriculum in the sociol-

ogy of education”, Bringing Knowledge Back In: From social con-

structivism to social realism in the sociology of education(Routledge, 

2008), pp.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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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학을 지배하였던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에 기반한 교육과정에 대한 비

평은 학교 교육과정의 학문적이고 교과 기반에서 구체화된 불평등과 지식과 “
권력 사이의 관계 에 초점을 맞출 뿐 지식 그 자체 의 문제를 소외하였다” , “ ”
고 진단하였다.79) 즉 적절한 교육과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 , 

이다 영은 더 나아가 교육과정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 비평이 지식을 특정 . , 

경험으로 환원시키고 여기에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덜 혜택 받은 

그룹의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넘어선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 를 차단한다“ ”
고 바라보기도 했다.80) 이를 통해 사회 정의적 관점에서 볼 때 포스트모더 , 

니즘 비평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은 학생들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마이클 영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에서 지식과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적 실

재주의 관점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지식과 교육과정에 . 

대한 사회적 실재주의 관점은 지식의 사회적 기초 와 함께 지식의 객관, “ ” “
성 을 중시한다” .81) 지식은 그 생산자가 속한 학문적 커뮤니티 내에서 인정받 

은 개념 및 탐구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지니며 동시에 , 

지식이 생산되는 상황은 여러 역사적 사회적 조건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

다.82) 

궁극적으로 영은 지식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학문을 기반으로 한 

교과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는 모든 지식이 동등하. 

게 배울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가 있다 그는 보다 . “
나은 혹은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 더 정확하게 설명, 

78) Michael F. D. Young(2008), “Knowledge and the curriculum in the 

sociology of education”, pp.23-24. 

79) Michael Young, “From constructivism to realism in the sociology of 

the curriculum”, Review of Research in Education, Vol. 32(1)(2008), 

p.10.

80) Michael F. D. Young(2008), “Knowledge and the curriculum in the 

sociology of education”, p.22-23.

81) 조철기 영국 국가지리교육과정 개정과 지식 논쟁 대한지리학회지 , , 49(3), ｢ ｣  
2014, p.462. 

82) 조철기 앞의 글 , , p.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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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줄 수 있는 지식 이 존재하며 학문을 기반으로 한 교과야말로 이러한 지” , 

식을 생성하고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전문화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83) 영은 학문적 기반을 갖춘 교과 지식은 학생들의 일상적인 삶과  

경험에서 획득할 수 있는 지식과 구분되고 세상을 이해하고 탐구할 수 있는 , 

전문화된 지식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지식 이 된다고 ‘ (powerful knowledge)’
보았다.84) 이때 강력한 지식 은 강한 자의 지식 ‘ ’ ‘ (knowledge of the 

과 구분된다 강한 자의 지식은 기득권 세력에 의해 이미 중요하powerful)’ . 

다고 결정된 것으로 강한 자의 지식의 힘은 해당 지식을 습득한다고 해서 , 

전이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강력한 지식에는 힘이 내재되어 있으며 습득. , “
하는 사람 모두 그 힘을 가질 수 있다 고 보았다” .85) 

강력한 지식과 강한 자의 지식을 구분하면서 영은 강력한 지식을 바탕으, 

로 한 교육과정은 전통적인 지식 기반 교육과정의 지식과 다르다는 것을 분

명히 하였다 영과 뮬러 는 강력한 지식 교육을 바탕으. (Young and Muller)

로 한 학교 교육은 지식을 고정된 것으로 보는 전통적인 교과 기반 교육과

정과 달리 학문의 탐구 방법과 지식 및 학문의 구조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보았다.86) 궁극적으로 이들은 강력한 지식을 기반으로 한 학교 

83) Michael Young, “Overcoming the crisis in curriculum theory: a 

knowledge-based approach”,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Vol. 

45(2)(2013), p.107-108. 

84) Michael Young and Johan Muller, “On the power of powerful knowl-
edge”, Brian Barret, Elizabeth Rata(eds.), Knowledge and the Future of 

Curriculum: International Studies in Social Realism(Palgrave MacMilan, 

2014), pp.49-53; Michael Young, “School subjects’ powerful knowl-
edge: lessons form history”, Christine Counsell, Katherine Burn and 

Arthur Chapman(eds.), Masterclass in history education: transforming 

teaching and learning 소경희(Bloomsbury, 2016), pp.189-191; , 2015 「

개정 교육과정 총론 개정안이 남긴 과제 각론 개발의 쟁점 탐색 교육과정연: 」 『

구 한혜정 박은주 이론적 지식 의 성격과 위상에 대한 33(1), 2015, p.205; , , ‘ ’』 「

재고찰 과 의 논의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M. Young R. Pring 33-3, 2015, 」 『 』

p.35-36. 

85) Johan Muller and Michael Young. "Knowledge, Power and Powerful 

Knowledge Re-visited." The Curriculum Journal, Vol. 30(2)(2019), 

pp.197-198. 

86) Michael Young and Johan Muller, “Three Educational Scenarios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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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실시할 때 새로운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고 보면서 교과를 기반으, , 

로 강력한 지식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

역사교육 분야에서도 사회적 실재주의 논의를 수용하는 방식을 두고 다양

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영은 역사교육계의 노력 중에서도 리 의 . (Peter Lee)

역사 문해력 개념에 주목하였다(historical literacy) .87) 여기에서 역사 문해 

력 개념은 역사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구체적인 기능을 넘어 세상을 이해“
하는 방식 중 하나로서 역사를 파악 하고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역사를 바” , 

라보는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소양이다.88) 강선주 또한 이러한 논의의 연장에 

서 역사의 학문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식을 끊임없이 성

찰하고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는 관점을 다듬어갈 수 있도록 세상을 보는 , “
틀과 성찰적 역사의식으로서 역사교육 을 강조하였다” .89) 이러한 논의는 역사  

교과는 일상적 관점에서 과거를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학문화된 접근을 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얻는 관점을 , 

자신의 삶에 투영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역사교육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실재주의 논의를 둘러싸고 무엇이 , 

강력한 지식이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도 전개되고 있다 스미스와 잭슨. 

은 잉글랜드 역사교육계 내의 사회적 (Joseph Smith and Darius Jackson)

실재주의 논의를 전통적 사회적 실재주의 와 ‘ (Traditional Social Realism)’

Future: Lessons from the Sociology of Knowledge”,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영과 뮬러는 세 가지 미래 교육 시나리, Vol. 45(1)(2010), pp.19-22. 

오를 제시하였다 미래 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전통적 지식 . 1

중심 교육과정을 상정하고 있다 미래 시나리오는 교과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2 , 

기능과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미래 시나리오는 강력한 지식. 3 ‘ ’ 
중심 교육과정으로 교과의 학문적 특성에 기반한 교육을 강조한다, (Arthur 

의 표Chapman(2021), p.6 ; 강선주 앞의 글, , 2022, pp.302-305). 

87) Michael Young, “Powerful knowledge or the powers of knowledge: A 

dialogue with history educators”, Arthur Chapman(ed.)(2021), op. cit., 

pp.248-249. 

88) Peter Lee, “History Education and Historical Literacy”, in Ian 

Davies(eds.), Debates in History Teaching(1st edition)(Routledge, 2011), 

pp.64-65. 

89) 강선주 앞의 글 , , 2022, pp.32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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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적 사회적 실재주의 로 구분하고 양쪽이 추‘ (Radical Social Realism)’ , 

구하는 강력한 지식의 유형과 이러한 지식의 습득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사회적 변화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였다.90) 이들의 논의에 따르면 , 

급진적 사회적 실재주의자들은 역사가 작동하는 방식이 역사 교과에서의 강

력한 지식의 핵심이며 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틀을 지어야 한다고 본, 

다.91) 반면 전통적 사회적 실재주의자들은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면서도 동 , 

시에 특정 역사 실질 개념은 다른 실질 개념보다 내재적으로 더 중요 하며“ ” , 

이것이 교육과정의 틀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92) 전통적 사회적 실재주의자 

들은 대체로 이러한 역사 실질 개념을 잘 알 때 힘을 가진 자 들의 언어, “‘ ’ ”
를 활용할 수 있어 사회적 이동에 추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

기도 하였다.93) 

사회적 실재주의 논의를 역사교육으로 들여오려는 노력은 다시금 역사 실

질 영역의 개념과 지식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특히 전통적 사회적 실재주의. 

자들이 특정 역사 실질 개념이 다른 개념보다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언급하

면서 그 중요성을 부각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전통적 사회적 실재주의자들. 

의 주장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 

는 핵심 지식 에 내재한 정치성을 두고 많은 우려가 있었다 먼저 강력한 ‘ ’ . 

지식이라 여겨진 핵심 지식이 기존의 기득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이를 두고 몇몇 논평자는 영과 뮬러가 제시한 . 

강력한 지식의 교육 시나리오의 결과가 결국 전통적인 교과 기반 교육과정 

시나리오의 결과물과 동일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하였다.94) 스 

90) Joseph Smith, Darius Jackson, “A Cuckoo in the Nest? Powerful 

Knowledge in English History Education Discourse”, European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저자들은 사회적 실재, Vol. 4(2)(2017), pp.633-643. 

주의자들을 분류할 때 급진적 전통적 이란 말을 쓰기는 했지만 이것이 특정 ‘ ’, ‘ ’ , 

정치적 지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밝혔다 같은 글( , p.637). 

91) Joseph Smith, Darius Jackson(2017), op. cit., pp.636-637. 

92) Joseph Smith, Darius Jackson(2017), op. cit., p.634. 

93) Joseph Smith, Darius Jackson(2017), op. cit., p.641. 

94) John Morgan, Jim Horden, and Ursula Hoadley, “On the politics and 
ambition of the ‘turn’: Unpacking the relations between Future 1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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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와 잭슨 또한 전통적 사회적 실재주의자들의 주장에 회의를 표시하였다. 

특정 역사 실질 개념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틀을 

짜려는 노력은 결국 영의 강력한 지식 과 강한 자의 지식 사이의 구분을 ‘ ’ ‘ ’ 
흐리게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95) 

이처럼 역사교육 분야 내 사회적 실재주의 논의의 분석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며 계속해서 여러 방안이 나오고 있다 핵심은 과거를 바라보는 일상적, . 

인 시선에서 벗어나 학문으로서의 역사의 특성을 반영한 앎의 형식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 실질 개념에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 

어떠한 역사 실질 개념이 강력한 지식 범주에 들어가는지 미리 결정할 수‘ ’ 
는 없고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도 않지만 역사 실질 개념에 접근할 때 단, 

순한 정보가 아니라 역사 탐구의 해석과 결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지금까지 역사 실질 개념에 대한 새로운 관심의 배경으로 역사 실질 개념

에 대한 논의와 분리되어 기능 만을 강조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우‘ ’
려 사회적 실재주의 논의의 등장으로 촉발된 강력한 지식 이 무엇인가에 대, ‘ ’
한 논쟁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역사적 지식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 

하며 역사적 지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역사교육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 

을지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였다. 

영국의 중등 역사교육을 다루는 학술지 Teaching History를 발간하는 영

국 역사 협회 는 년 월에 발간된 호의 주제(History Association) 2018 6 171

를 지식 으로 삼았다 이 호에서 편집진들은 지난 시간 동안 ‘ (Knowledge)’ . 

교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역사 실질 개념과 관련된 연구의 가치를 새기면

서 역사 실질 개념과 역사 차 개념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양측 , 2 , 

모두 중요하다는 주장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역사 실질 개념을 둘러싼 연. 

구 전통 속에서 실질 개념을 고정된 정의에 깔끔하게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
학생들의 실제 사용에서 복잡하고 의문시되는 활용 양상 에 더 발전이 이루”

Future 3”, The Curriculum Journal, Vol. 30(2)(2019), pp.120-121. 

95) Joseph Smith, Darius Jackson(2017), op. cit., p.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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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야 한다고 추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96) 위의 편집진들은 사회적 실 ‘
재주의 나 역량 등의 논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역사 실질 개’ , 

념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분명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학생들은 다양한 역사 실질 개념을 암기해야 하는 정보의 몇 조각이 아. 

니라 역사 탐구를 통해 도출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 역사 과목이 강, , ‘
력한 지식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학생들의 역사적 이해에서 역사 실질 개념의 역할과 특징 2. 

역사 실질 개념의 역할 1) 

역사 실질 개념을 비롯하여 실질 영역에 속한 여러 내용 요소들에 대한 이

해는 학생들의 역사적 성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역사 실질. 

적 내용 요소에 대한 이해가 안정적일수록 높은 수준의 역사적 분석 혹은 , 

역사적 추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한 연구가 있다 해몬드. (Kate 

는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년에 히틀러가 권력을 잡는 데 Hammond) 10 1933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요인을 분석하는 역사적 논증 수업을 하였다 해. 

몬드는 학생들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

시한 후 다른 학생과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지 평가, 

할 수 있도록 하였다.97) 이 과정을 통해 해몬드는 학생들이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많이 알수록 더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으며 높은 수준, 

의 논증을 구성할 수 있었다고 결론지었다.98) 또한 단순히 사실적 지식을 주 

96) Christine Counsell, Tony McConnell, Katharine Burn, Rachel Foster, 

“editorial” Teaching History, Vol. 171(2018) (https://www.history.org. 

uk/publications/categories/455/news/3591/ teaching-history–
접근일 년 월 일171-out-now) ( : 21 10 4 ) 

97) Kate Hammond, “Getting Year 10 to understand the value of precise 

factual knowledge”, Teaching History, Vol. 109(2002), pp.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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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러한 사실적 지식을 실제로 활용

할 때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다고 바라보았다.99) 

킹 또한 학생들이 성공적인 인과적 추론을 활용한 글쓰기를 (Mark King) 

하기 위해서는 역사 실질 지식을 안정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100) 킹 

은 영국의 대헌장 을 두고 내용이 매우 풍부한 차시 수업을 (Magna Carta) 7

하였다 먼저 대헌장을 둘러싼 핵심적인 내러티브를 익히고 대헌장과 관련. , 

된 심화 주제를 두고 깊이 있는 지식 중심의 수업을 하였다 킹은 학생들이 . 

최종 결과물로 제출한 글을 검토하면서 학생들이 인과적 글쓰기 과제를 수, 

행할 때 글쓰기를 도와줄 수 있는 보조적인 도구 가 유용할지라(scaffolding)

도 역사 실질 영역의 지식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결, 

론지었다.101) 

역사 차 개념의 이해와 역사 실질 개념의 이해 사이의 관계를 주목한 연2

구도 있다 팔렉 은 학생들의 역사 실질 개념의 습득과 인. (Dominik Palek)

과 개념의 이해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 가 있다고 보았다“ ” .102) 팔렉은 학 8

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냉전은 왜 실제 전쟁으로 발전하지 않았는가 라는 ‘ ?’
탐구 질문을 제시한 역사 수업을 실시하였다 학습 주제가 되는 냉전 및 이. 

를 둘러싼 여러 지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추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인, 

과적 추론에 대한 글쓰기를 할 때 역사 지식을 인용하더라도 해당 개념에 

대한 정의를 반복하거나 수업에서 배웠던 이야기 구조를 그대로 활용하는 모

습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고 평가하였다.103) 반면 역사 실질 개념이 확고 , 

하게 자리 잡힌 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과 달리 인과적 추론을 만, 

들기 위해 반사실적 논증 의 방법을 활용하는 등 “ (counterfactual arguing)”

98) Kate Hammond(2002), op. cit., pp.12-14. 

99) Kate Hammond(2002), op. cit., p.15. 

100) Mark King, “The role of secure knowledge in enabling Year 7 to 

write essays on Magna Carta”, Teaching History, Vol. 159(2015), 

pp.18-23. 

101) Mark King(2015), op. cit., p.20. 

102) Dominik Palek(2015), op. cit., p.23. 

103) Dominik Palek(2015), op. cit., pp.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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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시도를 통해 논증을 구성하고자 했다.104) 팔렉은 역사 실질 개념의  

이해가 안정적일 때 인과적 논증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인지적 수용량 이 “ ”
더 확보되기 때문에 복잡한 인지적 시도가 가능하다고 보았다.105) 

역사 실질 개념의 안정적인 이해가 다양한 역사적 차 개념의 이해에 핵2

심적이라는 전제 하에 브리지스 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 (Alexander Bridges)

는 역사 실질 개념의 안정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규명하고자 했다. 

브리지스는 제임스 세는 왜 헌법을 옹호하지 않았는가 라는 탐구 질문에 ‘ 1 ?’
대한 차시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제출한 작문을 바탕으로 헌법 이나 5 , ‘ ’
왕권 과 같은 역사 실질 개념을 얼마나 능숙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 ’ , 

해당 개념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확고한지 확인하였다.106) 브리지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역사 실질 개념을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학생일수록 역사 실, ‘
질 개념의 일반적인 의미 와 특정 시기에만 통용되었던 독특한 의미 를 구별’ ‘ ’
해서 활용할 수 있었다.107) 이를테면 헌법 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자 할 때 ‘ ’ , 

특정 시기에 국한된 헌법의 개념과 일상적인 흐름 속에서 활용되는 헌법의 

개념을 분리하여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역사 실질 개념을 잘 . 

활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작문에서 해당 개념을 둘러싸고 시대착오적으로 

이해하는 등 여러 오류를 나타냈으며 기본적인 내러티브 지식에서도 혼선을 , 

보였다고 관찰하였다.108) 

요컨대 역사 실질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는 그 개념뿐만 아니라 역사적 이

해의 여러 부분을 아우르는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위의 연구는 공통. 

으로 역사 실질 개념에 대한 이해가 확고할수록 역사적 탐구 과정과 그에 

대한 해석 논증을 가능하게 해주며 역사적 차 개념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 2

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104) Dominik Palek(2015), op. cit., p.22.

105) Dominik Palek(2015), op. cit., p.23. 

106) Alexander Bridges, “The particular and the general: defining security in 
Year 8’s use of substantive concepts”, Teaching History, Vol. 171(2018), 

p.58. 

107) Alexander Bridges(2018), op. cit., pp.61-63. 

108) Alexander Bridges(2018), op. cit., pp.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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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역사적 문서를 읽을 때 역사 실질 지식이 수행하는 역할을 둘러

싼 연구도 있다 피클즈 는 학생들이 찰스 세의 처형과 . (Elsiabeth Pickles) 1

크롬웰과 관련된 역사적 문서를 읽고 평가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역사 실질 

지식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했다 피클즈는 학년에서 학년까지의 학생들. 8 13

에게 왜 올리버 크롬웰은 찰스 세의 처형을 지지했는가 라는 연구 질문을 ‘ 1 ?’
제시한 후 크롬웰이 찰스 세를 처형하라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살펴, ‘ 1① 

볼 때 크롬웰은 매우 종교적인 인물이었다 크롬웰이 찰스 세를 처형, ’, ‘ 1② 

하라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살펴볼 때 크롬웰은 자신의 야망을 뒷받침하, 

기 위해 종교를 사용할 수 있는 교활한 정치인이었다 라는 두 개의 역사적 ’
주장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선택하고 그 이유를 밝히도록 했다.109) 피클 

즈는 학생들의 작문을 검토하면서 사료를 활용하여 결론에 도달하는 복잡한 , 

사고는 간단한 기능 을 적용하거나 알고리즘적 과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 ‘ ’
는 과정 이 아니며 과거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한다고 결론을 내렸” , 

다.110) 이 과정에서 피클즈는 역사 실질 영역의 지식과 개념에 대한 깊은 이 

해는 역사적 문서와 그 문서를 작성한 역사적 인물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

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111) 문서가 작성된 시 

대에 대한 충분한 역사적 지식을 갖춤으로써 그 의미를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역사 차 개념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문서 읽기와 같은 2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역사 실질 개념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다시 말해 학생들이 역사적인 과제를 잘 해결. 

하기 위해서는 역사 학문의 차 개념뿐만 아니라 역사 실질 지식에 대한 이2

해도 중요하며 때로는 차 개념 그 자체에 대한 이해보다 더 결정적인 역할, 2

109) Elisabeth Pickles, “How can students’ use of historical evidence be 
enhanced?: a research study of the role of knowledge in Year 8 to 

Year 13 students’ interpretations of historical sources, Teaching History, 
Vol. 139(2010), pp.41-46. 

110) Elisabeth Pickles(2010), op. cit., p.47. 

111) Elisabeth Pickles(2010), op. cit.,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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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 실질 개념과 전반적인 언어적인 영역에도 관련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

었다 도널드슨 은 실질 지식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역. (Danielle Donaldson)

사적 변화 를 보다 폭 넓게 조명할 수 있는 동사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줄 ‘ ’
수 있다고 확인하였다.112) 그의 연구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약한 분석을 보 , 

여주는 학생들은 인과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동사 로 이어졌다 로 (‘~ ’, ‘~
시작되었다 등 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건의 연쇄적 흐름에 주목하는 ’ ) , 

말 먼저 그 다음에 등 도 빈번하게 활용하였다 이러한 학생은 연구 질문(‘ ’, ‘ ’ ) . 

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실적 지식만을 언급했고 변화를 사건의 연속된 시퀀, 

스로 바라보면서 나열하였다.113) 반면 복합적인 분석적 글을 쓰는 학생은  , 

단순히 여러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넘어 이 강요되었다 와 같이 ‘~ ’
한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특정 정치적 사회적 구조와 인간 행위성에 대한 “ , 

해석 을 암시적으로 조명하는 동사를 사용하여 추론을 하였다” .114) 이러한 과 

정을 통해 도널드슨은 풍부한 실질 지식에 대한 이해는 구체적인 언어 활용

에도 영향을 주며 세련되고 분석적인 글쓰기를 뒷받침한다고 평가하였다, . 

이러한 연구는 학생들이 활용하는 어휘나 언어적 수준에 학생들의 역사 개

념에 대한 이해가 암시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역사 실질 개념. , 

에 대한 이해의 심화가 차 개념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언어적2

인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단순히 학생들이 글쓰기를 .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어휘의 종류를 늘린다고 해서 높은 수준의 글쓰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역사 실질 개념에 대한 학문적인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 

한다고 보았다 요컨대 실질 개념과 학문으로서 역사를 구성하는 다양한 개. 

념과 어휘는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서 성장하기에 역사 실질 개념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112) Danielle Donaldson, “‘Through the looking glass’: exploring how pu-

pils’ substantive knowledge informs the language and analysis of 
change and continuity”, Teaching History, Vol. 171(2018), pp.20-29.

113) Danielle Donaldson(2018), op. cit., p.26. 

114) Danielle Donaldson(2018), op. cit.,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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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역사 실질 개념은 학문으로서 역사의 개념을 

깊숙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차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으2

며 영역 특정적 문해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게다가 역사 실질 개념은 어휘 선택에도 영향을 주는 등 역사 영역 . , 

외의 다른 부분에도 전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역사 실질 개. , 

념은 구체적인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역사 실질 개념의 활용과 확장 2) 

앞에서 역사 실질 개념이 학생들의 역사적 이해를 증진하는 데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많은 양의 실질 개념과 사실적 지식. , 

을 제공하는 것이 학생들의 역사적 성장을 돕는데 효과적일지 몰라도 한정, 

된 시간과 자원 속에서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해몬드는 학생들의 역사. 

적 분석의 성공은 학생들이 지닌 지식의 양보다는 질에 기댄다고 바라보면

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실질 개념과 사실적 지식의 다양한 형태 및 종류, , 

층위에 분석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115) 

해몬드는 학년을 대상으로 히틀러는 년 독일에서 어떻게 권력을 11 ‘ 1933

잡게 되었는가 란 주제에 대한 글쓰기로 차시 수업을 계획하였다 이 과정?’ 5 . 

을 통해 히틀러가 정권을 잡을 수 있게 된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개인적 , , 

원인을 분석하고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탐구하게 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요소를 선정하여 히틀러가 정권을 잡는 데 얼마만큼 영향을 

주었는지 그 상대적인 중요성을 가늠하게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해몬드는 . 

학생들이 에세이를 작성하면서 동원하는 다양한 실질 개념과 역사 지식의 범

115) Kate Hammond, “The knowledge that ‘flavours’ a claim: towards building 
and assessing historical knowledge on three scales”, Teaching History, Vol. 
157(2014),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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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및 형태를 분석하면서 높은 수준의 분석을 보여준 학생과 상대적으로 약

한 분석을 한 학생이 어떠한 지식을 활용하는지 비교하였다.116) 

해몬드는 학생들이 지닌 지식을 크기가 다른 세 개의 동심원으로 구조화했

다 가장 안쪽에 있는 원은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지식 히틀러가 정권을 . (

잡게 된 과정 과 관련되어 있으며 바깥에 있는 원으로 갈수록 보다 광범위) , 

한 역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담고 있다 그리고 세 개의 동심원을 세 분. 

야로 쪼개어 각각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 사람들의 사상과 사고방식 사‘ , ’, ‘ ’, ‘
회적 문화적 시스템 으로 분류하였다, ’ .117) 해몬드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심 , 

도 있는 인과적 분석을 시도한 학생일수록 다양한 내용 속에서 여러 층위의 

지식을 골고루 활용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년 월 히. ‘1933 1

틀러가 수상이 되는 데 나치의 선전 정책은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가 라는 ?’
질문에 대해 수준 높은 에세이를 작성했던 학생의 경우 년대 독일의 , 1930

정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현재 학생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정치 운영 양

상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글을 작성할 수 있었다.118) 그리 

고 이러한 포괄적 지식에 대한 이해는 어휘의 사용을 통해 간접적이고 내재, 

적이며 복잡한 방식으로 나타났다.119) 반면 상대적으로 약한 인과적 분석을  

보여주었던 학생의 경우 동심원 상 가장 안쪽으로 위치되어 있는 지식 즉 , ,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식을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리고 해당 주제와 관련한 자세한 지식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나열하는 형식

116) Kate Hammond(2014). op. cit., p.21.

117) Kate Hammond,(2014), op. cit., pp.20-21. 

118) Kate Hammond(2014), op. cit., pp.21-22. 

119) 카운셀은 해몬드의 연구에서 같은 에세이  Kate Hammond(2014), op. cit., 

질문에 대한 다른 종류의 우수한 답변을 작성했던 의 답변을 분석하면서Alice , 

대중 이라는 용어를 적확하게 사용하여 자신의 논증을 더 강화하였‘ (the public)’
다고 평가하였다 는 대중은 일반적인 인민 과는 다른 용어이며 별도의 . Alice ‘ ’ , “
행위성을 가지고 상호작용적이며 반응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주체 라는 것을 인”
지한 후 해당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예시는 개념에 대한 풍부한 사용이 구. 

체적인 용어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Christine Counsell, “The 
fertility of substantive knowledge: In search of its hidden, generative 

power”, Ian Davies(ed.), Debates in History Teaching (2nd edition) 

(Routledge, 2018),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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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논증을 구성하는 사례가 많았다.120) 요컨대 유능한 학생일수록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의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활용하는 범위 또한 넓었다. 

강력한 역사적 분석을 시도하는 학생일수록 활용하는 지식의 범위가 넓으

며 그 활용 또한 다채롭다는 지적은 다른 연구에서도 발견된다 도널드슨의 , . 

연구에 따르면 역사적 분석을 능숙하게 해내는 학생일수록 다양한 층위와 , 

내용 형태의 지식을 능숙하게 오가면서 다양한 범주에 있는 지식을 동원할 , 

수 있었다.121) 예를 들어 우수한 작문을 보여준 한 학생의 경우 미국 노예  , ‘
해방 이후 노예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
성하면서 노예 해방 이전 농장에서의 경제적 처우에 대한 지식 과 년 ‘ ’ ‘1863
해방령에 대한 특정 사실 및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에 대한 일반적인 역’ ‘
사적 지식 등 여러 내용의 지식을 동시에 언급하였다 동시에 이 학생은 ’ . 

특정 날짜 일반화된 내러티브 시대적 감각 등 다양한 형태의 지식을 ‘ ’, ‘ ’, ‘ ’ 
함께 활용하기도 했다.122) 반면 상대적으로 약한 역사적 분석을 제시한 학 , 

생들의 경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 

지식을 보다 협소하고 한정적인 범위에서 제시하였다.123) 강력한 분석을 보 

여준 학생일수록 다양한 층위 형태 내용의 지식을 넘나들었고 이를 분석, , , , 

적 작문에 활용할 수 있었다. 

두 연구는 공통으로 다양한 층위와 형태의 실질 개념과 사실적 지식을 골

고루 동원할 수 있을 때 더 수준 높은 역사적 분석을 이끌 수 있다고 지적

한다 더 나아가 도널드슨은 다양한 규모의 내러티브와 그 속에서의 여러 층. 

위의 지식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두고 스테. 

이시 챕프먼 은 이중적 시선 - (Andrew Stacey-Chapman) “ (double vision)”
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중적 시선이란 작은 단위의 내용 사건 개인 주. “ ( , , 

제 역사적 과정 등 을 다양한 내러티브의 한 일부 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여, ) ” , 

러 단위의 역사적 사실 지식을 큰 단위의 내러티브 속에서 새롭게 위치 지

120) Kate Hammond(2014), op. cit., p.21. 

121) Danielle Donaldson(2018), op. cit., p.24. 

122) Danielle Donaldson(2018), op. cit., p.23. 

123) Danielle Donaldson(2018), op. cit.,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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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서 이해하는 관점을 의미한다.124) 다시 말해 개별 사실적 지식과 내러 , 

티브를 엄밀하게 구분하고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조응 , 

관계를 주목하면서 둘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특정 역사적 . 

과제물을 해결하려고 할 때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식만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역사의 여러 단위의 내러티브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

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역사 실질 개념의 안정성을 검토하려고 했던 브리지스의 연구는 위의 

연구를 확증하였다 브리지스는 확고한 실질 개념을 갖추고 있는 학생과 상. 

대적으로 표면적인 이해를 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인과 개념을 활용한 탐구 

질문에 답변하는지 비교하였다 브리지스는 실질 개념에 대한 확고한 이해. 

는 특정 시점 내 해당 개념의 의미 와 다른 시기의 해당 개념에 대, 1) ‘ ’ 2) ‘
한 이해 와 같이 서로 다른 시간대의 실질 개념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다고 ’
분석하였다 다시 말해 제임스 세는 왜 헌법을 옹호하지 않았는가 라는 . , ‘ 1 ?’
탐구 질문에 답할 때 스튜어트 왕조 시기 헌법 개념에 대한 이해 와 더불, ‘ ’
어 전체 영국 역사에 걸친 일반적인 헌법 개념 혹은 다른 시기에 특정적인 , , 

헌법 개념 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 .125) 이렇게 뛰어난 답변을  

제시했던 학생은 일반적인 전체 역사 시간대 속 개념의 이해와 함께 특정 

시간대의 개념적 이해를 동시에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시간대를 오. 

가면서 실질 개념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수준 높은 역사적 분석을 시도할 수 

있으려면 다양한 실질 개념과 여러 층위의 역사적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자유롭게 오가면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주제 이외에 다른 인접 분야 혹은 직. , 

접적으로 관련이 되지 않은 분야의 지식도 동원할 수 있고 해당 시대뿐만 , 

아니라 다른 시대의 맥락적 지식을 용이하게 활용할 때 수준 높은 역사적 

124) Andrew Stacey-Chapman, “From compartmentalised to a compli-

cated past: developing transferable knowledge at A-level”, Teaching 

History, Vol. 158(2015), p.10. 

125) Alexander Bridges(2018), op. cit., pp.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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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이 가능하였다. 

역사적 과제를 수행할 때 다양한 층위의 지식을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해, 

서는 이러한 지식을 잔여 지식 의 형태로 가지고 있어‘ (residue knowledge)’
야 한다 잔여 지식은 카운셀이 제시했던 개념적인 용어로 손끝 지식. , ‘

과 구분된다 손끝 지식은 한 주제를 두고서 깊고 (fingertip knowledge)’ . 

자세히 탐구할 때 쌓일 수 있는 임시의 혹은 작업 중인 지식 으로 자료“ , ‘ ’ ” , 

를 읽거나 역사적 논증 등의 과제를 수행할 때 잠깐 학생들의 머리에 머무

르는 자세한 지식이다.126) 반면 잔여 지식은 폭넓은 연대기적 인식 해당  “ , 

시대의 문화적 가치나 제도적 구조에 대한 감각과 같이 넓고 장기적인 이해

를 가능하게 하는 지식 이다” .127) 잔여 지식은 손끝 지식을 활용하면서 학생 

들의 머릿속에 장기적으로 남게 되는 것으로 추후 다른 역사적 주제를 학습, 

할 때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128) 즉 학생이 학습의 과정 , 

에서 탐구를 해결하면서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지식이 손끝 지식 이고 이 지‘ ’ , 

식을 학습 이후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전환한 것이 잔여 지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손끝 지식은 잔여 지식을 획득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 

수 있으며 학습을 통해 습득한 잔여 지식은 미래 수업의 손끝 지식이 되면, 

서 학생들이 새로운 지식을 잔여 지식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 

잔여 지식은 특정 주제나 시대를 공부한 이후에도 학생들의 인지 구조에 깊

게 남아서 시대착오적인 판단을 방지 하는 데 영향을 주는 등 학생들의 역“ ”
사적 이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129) 이렇듯 역사 실질 영역의 개념과 지 

식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 가면서 학생들의 머리에 남아있을 수 있다 학생. 

126) Christine Counsell, “Historical knowledge and historical skill: a dis-
tracting dichotomy”, James Arthur and Robert Phillips(eds.), Issues in 

History Teaching (London: Routledge, 2000), p.66.

127) Christine Counsell(2000), op. cit., p.66.

128) Christine Counsell, “History teacher publication and the curriculum 

‘what’: Mobilizing subject-specific professional knowledge in a culture 
of genericism”, in Christine Counsell, Katharine Burn and Arthur 

Chapman(eds.), Masterclass in History Education: Transforming 

Teaching and Learning (Bloomsbury Academic, 2016). p.248. 

129) Christine Counsell(2000), op. cit.,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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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역사적 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지식을 제공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식을 제공하고 이를 암기할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 

형태의 잔여 지식으로 변환시켜서 학생들의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장

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카운셀은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학생들이 여러 층, 

위의 손끝 지식을 추후 학습에서 잔여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 역설하였다.130) 포드와 케넷 (Alex Ford and 

또한 가르치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서 그에 맞는 잔여 지Richard Kennett) 

식을 학생들의 머릿속에 많이 남겨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 

리고 이러한 전이할 수 있는 지식 의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조직적인 탐“ ”
구 과제를 만들기 위한 교사의 전문성이 중요해진다고 보았다.131)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학생들에게 어떠한 잔여 지식을 남겨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이, 

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을 구조화하는 것이 교사의 중요한 

책무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궁극적인 잔여 지식의 한 형태로서 큰 , ‘
그림 혹은 내러티브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였다 여기에서 큰 그’ . ‘
림 은 과거의 긴 시간에 대한 개요가 내러티브 구조로 발전한 것 으로 넓’ “ ” , 

은 시간대에서 벌어진 일을 일관된 시각 속에서 이야기 형식으로 간결하게 

풀어낸 것이다.132) 영국 역사교육 연구 공동체에서 큰 그림 이 주목받게 된  ‘ ’
것은 년대 후반 영국에서의 역사교육이 가지는 한계점이 제시되면서였, 2000

다 일찍이 영국에서는 학문적 개념과 주제 혹은 소재 중심 역사교육을 하면. 

서 학생들의 역사적 이해가 분절적이고 단절적이라 전체 역사를 조망하는 힘

130) Christine Counsell(2000), op. cit., p.67.

131) Alex Ford and Richard Kennet, “Conducting the orchestra to allow 

our students to hear the symphony: getting richness of knowledge 

without resorting to fact overload”, Teaching History, Vol. 171(2018), 

pp.11-14. 

132) Stuart Foster and Jonathan Howson, “School History Students’ “Big 
Picture” of the Pas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istorical Learning, 

Teaching and Research, Vol. 9(2)(2010),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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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분절된 이해 속에서 과거와 현. 

재는 단절이 되고 과거로부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역사적 지식을 가져오, 

기도 힘들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133)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에서 년에 2008

는 영국 학생들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할 수 있는 과거에 대한 , 

활용 가능한 큰 그림 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활용 가능한 역‘ ’ ‘
사적 과거들 프로젝트가 실시되기도 했다(UHP: Usable Historical Pasts)’ . 

이 프로젝트는 영국의 학생들이 중등교육 단계에서 역사교육을 종료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과거에 대한 큰 그림 을 갖추지 못하‘ ’
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역사에서 배운 내. 

용을 정리하고 과거 현재 미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도, , , 

구로서 큰 그림 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 ’ ·

다.134) 이때 셰밀트 가 제안하였던 프레임워크 가 넓은 시간 (Denis Shemilt) ‘ ’
적 범위의 역사를 바라볼 때 필요한 개요적 관점을 갖추는 데 유용하다고 

받아들여지기도 했다.135) 특히 리는 충분히 활용 가능한 역사상을 갖추는  “ ” 

것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러한 역사에 대한 학문적 이해와 학생들의 실, 

제 삶을 연결할 수 있는 역사의식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133) Jonathan Howson, “Is it the Tuarts and then the Studors or the oth-

er way round?: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a usable big picture of 

the past”, Teaching History, Vol. 127(2007), pp.40-42; Peter Lee and 

Jonathan Howson, “‘Two out of five did not know that Henry had Ⅷ 

six wives’: History education, historical literacy, and historical con-
sciousness”, Arie Wilshut, Linda Symcox(eds.), National History 

Standards: The problem of the canon and the future of teaching his-

tory(Information Age Publishing, 2009), pp.212-218. 

134) Arthur Chapman, “Research and practice in history education in 

England: A perspective from London”, The Journal of Social Studies 

Education, Vol. 6(2017), pp.31-32. 

135) Denis Shemilt, “Drinking an ocean and pissing a cupful: How ado-

lescents make sense of history”, Arie Wilshut, Linda Symcox(eds.), 

National History Standards: The problem of the canon and the future 

of teaching history 프레(Information Age Publishing, 2009), pp.160-169. 

임워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양호환 변화개념의 특징과 역사학습에서의 , ｢
의의 을 참고할 수 있다156, 2020, pp.331-337 . 歷史敎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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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136) 즉 큰 그림 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들의 삶 속에서 의미  , ‘ ’
있게 하는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지금까지 살펴본 역사 실질 영역에서의 실질 개념과 사실적 지식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역사적 , 

소양이 증진되며 학문으로서 역사가 가지는 다양한 차 개념들에 대한 이해2

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우수한 분석을 보여주는 학생일수. 

록 역사적 지식의 층위와 형태를 넘나드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큰 그림 이라는 과거의 넓은 시간대를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 ’
역사상을 구축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 

을 갖출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이야말로 다른 영역으로의 전이를 가능하게 하. 

는 부분이며 역사 실질 개념이 가치를 가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의 역사 실질 개념 접근 방식의 한계와 과제 3. 

한국에서 역사 과목을 통해 가르쳐야 하는 내용에 대한 논의는 주로 역사 

실질 개념과 사실적 지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를 둘러싸. 

고 어떠한 내용 요소를 선정하고 적절하게 배치할지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는 계열성 논의 및 ‘ ’ 
내용 선정의 원리로서 중요성의 원리 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 . 

계열성은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내용을 내적으로 연관된 질서에 따라 심“
화시키는 원리 로 계열화는 이러한 계열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들의 수준” , 

이나 지적인 발달에 맞추어 학교급 혹은 학년별로 나누어 조직하는 것을 의

미한다.137) 계열화 논의는 오랫동안 교육과정 개발 시 지켜야 하는 원칙으로  

136) Peter Lee, “Historical Literacy and Transformative History”, Lukas 

Perikleous and Denis Shemilt(eds.), The Future of the Past: Why 

History Education Matters (Cyprus: Association for Historical Dialogue 

and Research, 2011), p.140; Peter Lee and Jonathan Howson(2009).

137) 방지원 역사교육 계열화의 개념과 원리 역사교육연구 , 3, 2006, p.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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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였으며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어지고 , 2015 

있다.138) 내용 선정의 원리로서 중요성의 원리는 역사가가 역사적 중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활용하는 준거를 토대로 가르칠 내용을 선정하려는 시도 속에

서 논의되었다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최근 들어 가르칠 내용을 축소하려는 . 

움직임 속에서 핵심 적인 내용을 더 담아야 한다는 노력 속에서 더 강조되‘ ’
고 있다.139) 

계열성 논의는 과거의 역사과 교육과정이 별도의 급별 간극을 두지 않은 

채 통사 체제를 반복하고 있어 효율적인 학습을 하기 어렵다는 비판에서 등

장하였다 계열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급별로 주제와 분야를 달리하여 교. 

과서 편제 방식을 꾸리는 방식이나 한국사를 세계사와 연관하여 서술하는 방

식 시대 순으로 배열하여 가르치는 방법 주제의 폭과 깊이를 더해가는 , “ ”, “
방법 내용과 서술 방법을 달리하는 방법 동일 주제 내 내용 요소에 수”, “ ”, 

준 차이를 두어 계열화하는 방법 등이 제안되었다.140) 이 중 몇몇 방식은 실 

제 교육과정으로 구현되었지만,141) 여전히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 

더불어 내용 요소들 사이의 일관된 원리 나 구조 를 찾기 어려워 계열성의 ‘ ’ ‘ ’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고 여러 역사적 사건들은 서로 긴밀하게 , 

연결되어 있어 중복되지 않게 서술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

138) 박주현 역사과 교육과정 개발의 쟁점과 과제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 : 2015 ｢
따른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 개발을 중심으로 역사교육연· ｣ 
구 32, 2018, pp.24-29. 

139) 이미미 중요한 역사 내용이란 내용 선정 기준 연구 분석 및 시사점 , ? 歷史｢ ｣ 
135, 2015, pp.144-145. 敎育

140) 이병희 중 고등학교 국사교육 내용의 계열화 , · 76, 2000, 歷史敎育｢ ｣  
방지원 국사 교육과정에서 생활사 정치사 문화사 계열화 기준pp.126-131; , ‘ - - ’ ｢

의 형성과 적용 사회과교육연구 양정현 역사과 13(3), 2006; , 2007, 2011 ｣   ｢
교육과정 개정 논리와 계열성 120, 2011, pp.27-30. 歷史敎育｣  

141) 차 교육과정의 경우 중학교 과정에서는 통사를 배우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7 , 

분야사 접근방식을 시도했으며 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중학교 역사 는 한, 2009  
국사와 세계사를 연계하여 서술하는 계열화 방식을 택하였다 개정 교육과. 2015 

정 시기의 경우 중학교 역사 는 전근대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고등학교 한, ,   
국사 에서는 근 현대사의 비중을 높이는 등 학교 급 별 내용 구성의 차별화를 · , 
통해 계열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한편 이러한 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 ,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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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42) 

중요한 내용을 선정하기 위한 원리를 모색하려는 시도 또한 유사하게 전개

되었다 역사교육계에서는 학문의 논리를 반영하여 내용 선정 기준을 마련하. 

려는 노력이 다각적으로 전개되었다 현재까지도 많이 언급되고 자주 활용되. 

는 기준으로 파팅톤이 제안한 중요성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파팅톤. 

은 역사가의 작업을 토대로 중요성의 기준을 중대성(Geoffrey Partington)

객관성 이는 깊이 수량 지속성 등 세 가지로 (importance), (objectivity: , , 

구성된다 관련성 을 제시하였다), (relevance) .143) 파팅톤은 내용 선정을 둘러 

싸고 더 많은 합의를 이끌기 위해 객관성 이라는 범주를 두었지만 그 자체‘ ’ , 

로 절대적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후 이러한 기준을 보완하. 

려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뚜렷한 성과를 남겼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요컨대 지금까지 역사 실질 개념과 사실적 지식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는 

교과 전체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일률적인 원리와 원칙을 모색하는 데 공

을 들여왔다 그렇지만 추상적이고 일반화된 형태로 개념적 진전을 하지 . “ ” 

않고 여러 개념의 다양화를 통해 의미를 찾는 역사 교과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마냥 학문의 논리적 구조에 기대어 가르칠 내용의 선정과 조직 원리, 

를 모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144) 이와 더불어 가르칠 내용에 대 

한 한정적인 접근이 간과한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가르쳐야 하는 역사 실질 내용의 선정과 조직에만 관심을 기울인 나

머지 역사적 사고 기능 및 역사의 학문적 특성에 대한 논의와 유리되어 받, 

아들여지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역사 실질 영역의 지식은 역사 . 2

차 개념과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그렇지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역사 실질 개념과 사실적 지식은 특별한 인, 

142) 신유아 역사 교과에서 계열성 구현의 난점, 120, 2011, 歷史敎育｢ ｣  
pp.104-105. 

143) Geoffrey Partington, “What History Should We Teach?”, The Idea of 

an Historical Education(NFER Pub. Co., 1980), pp.112-116. 

144) Michael Young, “Powerful knowledge or the powers of knowledge: 
A dialogue with history educators”, Arthur Chapman(ed.)(2021), op. 

cit., pp.24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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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수행을 위한 배경으로 다루어질 여지가 있다. 여기에는 역사 실질 지식

에 대한 이해와 습득이 고등한 사고기능에 선행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 

와인버그와 슈나이더 는 위의 전제가 벤자민 (Wineburg and Schneider)

블룸 의 교육목표분류학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Benjamin Bloom)

설명하였다 대신에 이들은 지식의 습득이 다른 인지 작용보다 하위 단계에 . 

머무를 것이 아니라 가장 상위 단계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45) 역사  

지식이 탐구 과정의 선행 조건이기는 하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 

기 평가하기 등의 역사적 사고와 관련된 기능을 활용해서 궁극적으로 새로, 

운 역사 지식을 마주하는 것이 중심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46) 결국  

역사적 탐구에서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탐구의 기능이나 학생들이 탐구하

면서 밟는 절차가 아니라 역사 지식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와 유사하게 블룸의 교육목표분류학을 역사과 이해에 적용하는 것에 비

판적이었던 케이스 또한 하위 단계의 평가 결과가 딱히 하위 단계의 학습 

과업으로 인해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위 단계의 결과는 하위 단, “
계의 과업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고 하위 단계의 과업은 상위 단계의 과업, 

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147) 예를 들어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해 는 사건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 과 비교 를 통해서 가능할 수 ‘ ’ ‘ ’ ‘ ’
있다는 것이다.148) 즉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특별한 사고 능력이나 위 , 

계화된 역량이 아니라 역사 지식의 이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145) Sam Wineburg and Jack Schneider, “Was Bloom’s Taxonomy point-
ed in the wrong directions?”, Phi Delta Kappan, Vol. 91(4)(2010), 

pp.56-57.

146) Sam Wineburg and Jack Schneider(2010), op. cit., p.61.

147) Roland Case, “The Unfortunate Consequences of Bloom’s 
Taxonomy”, Social Education, Vol. 77(4)(2013), p.199.

148) Roland Case, “Beyond inert facts: teaching for understanding in ele-
mentary social studies”, Roland Case and Penny Clark(eds.), The an-

thology of social studies: issues and strategies for elementary teachers 

(Pacific Educational Press, 2012), pp.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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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는 역사 지식을 역사적 사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배경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전경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 

어 역사 지식의 이해를 더 복잡한 과정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영국. 

의 역사교육 연구자 맥크로리 는 학생들이 역사 실질 지(Catherin McCrory)

식과 개념을 지칭적으로 아는 것과 추론을 바탕으로 아는 것으로 구분하였

다.149) 여기에서 지칭적으로 안다는 것은 해당 단어가 지칭하는 사물을 식별 

하는 수준에서 아는 것으로 사물과 언어가 바로 대응한다는 이해를 바탕으, 

로 한다.150) 맥크로리는 학생들의 추론은 대체로 지칭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거나 교사의 말이나 교과서와 같이 권위적인 발언에 기대는 식으로 이루, 

어진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학생이 특정 실질 역사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 

는 라면 이다 식의 추론을 반복적으로 이행하면서 개념에 “‘~ ~ ’(If...then...)” 

대한 추론적 연계의 네트워크 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
다.151) 이러한 논의는 지금까지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고차원적인 사고를 구 

분하는 식의 논의 대신 개념 이해의 모습을 더 심층적으로 탐구해야 할 필

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이루어진 실질 개념 및 지식에 대한 접근은 개별적인 역사 

실질 개념이 사회 속에서 중립적으로 통용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

다 그렇지만 역사 실질 개념은 중립적인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 , 도덕적 문

제와 정체성 문제와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다.152) 예를 들어 국가 와 같은  ‘ ’
역사 실질 개념은 학생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윤리적인 측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며 해당 개념을 다루는 맥락의 영향을 강하게 받, 

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특정 개념에 의미를 부여해 이해하는 . 

149) Catherin McCrory, “The Knowledge Illusion: Who Is Doing What 

Thinking?”, Teaching History, Vol. 161(2015).

150) Catherin McCrory(2015), op. cit., pp.39-40. 

151) Catherin McCrory(2015), op. cit., pp.40-41.

152) Ceaser Lopez and Mario Carretero, “Identity construction and the 

goals of history education”, in Mario Carretero, M. Asensio and M. 

Rodríguez-Moneo(eds.), History Educ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Identities (Information Age Publishing,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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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둘러싸인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필연적이다.153) 실질 지식을 폭 

넓게 이해하고 질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학생 사이에서 어떠한 접

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에 대한 실질 지식과 일제강점기 위안부‘ ’
에 대한 실질 지식을 둘러싼 학생들의 경험은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단순히 현재와의 시간적 거리의 차이를 넘어 해당 실질 지식을 배울 때 학

생들이 경험하는 감정적 동요나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에 대한 지식과 일제. 

강점기 위안부 에 대한 지식을 동질적인 실질 지식으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 ’
가 있다 같은 역사 실질 개념으로 분류가 되더라도 개별 역사적 사건마다 .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은 다종다양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해당 역사적 . 

사건과 지식이 사회 속에서 가지는 의미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렇기에 역. 

사 실질 개념에 대한 탐구는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

는지 탐구해야 한다. 

최근 들어 여러 역사적 내용 중에서도 아프거나 상처가 되는 과거의 사실

을 부담스러운 과거 혹은 어려운 지식 등으로 분류‘ ’ ‘ (difficult knowledge)’ 
하여 해당 지식이 교실과 사회 속에서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 

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154) 이러한 연구는 특정 역사 

적 사실이 교수내용지식으로 변모할 때 어떠한 질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주목한다 부담스러운 과거 혹은 어려운 과거 와 같은 분류는 해당 내용을 . ‘ ’ ‘ ’
가르칠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분류는 . 

가르쳐야 하는 내용을 의미 있게 분류할 수 있는 하나의 체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의미 있는 구분을 도모해보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역사 실질 영역의 

153) Ceaser Lopez and Mario Carretero, M. Rodríguez-Moneo, “Telling a 
national narrative that is not your own. Does it enable critical histor-

ical consumption?”, Culture and Psychology, Vol. 20(2014), pp.457-571. 

154) Sara A. Levy and Maia Sheppard, “’Difficult Knowledge’ and the 
Holocaust in history education”, Scott Alan Metzger and Lauren 

McArthur Harris(eds.), The Wiley International  Handbook of History 

Teaching and Learning (Wiley Blackwell, 2018), pp.36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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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개념을 마냥 동질적인 구도 속에서 바라보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이

해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의 논의는 역사 실질 영역의 지식과 개념을 접할 때 어떠한 점에 유의해

야하는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실질 개념과 여러 사실적 지식은 그 . 

구체적인 의미와 사회적 함의에 대한 고민 없이 동질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다 아울러 학생들의 실질 개념과 사실적 지식의 이해에 대해서도 매우 . 

단편적으로 접근해왔다 역사 실질 영역에 대한 이해는 매우 복잡하게 살펴. 

보아야 하지만 고등한 역사 기능의 적용 배경으로서밖에 제시되지 않았다, ‘ ’ . 

역사 학습이 보다 의미 있고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실질 개념과 사실적 지, 

식이 더 학생들에게 유용하고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역

사 실질 개념에 대한 접근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역사 실질 개념과 여러 . 

역사적 사실을 선정하고 배열하는 일률적인 기준을 모색하는 데 노력을 기울

이는 대신 학생들이 특정 역사 실질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진전하며 이, , , 

를 토대로 의미 있는 역사상을 형성하는지 확인하는 경험적인 연구를 축적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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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신분제 개념 구조화 양상 . Ⅲ

  

장에서는 학생들이 신분제 개념을 구조화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역사 . Ⅲ

실질 개념으로서 신분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개념의 사전적인 정

의와 핵심적인 속성을 숙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학생들이 과거를 .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신분제를 역사적 인 개념으로 파악하고 ‘ ’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신분제 개념을 

구조화하는 모습에 주목하였다. 

절에서는 신분제 개념의 사전적 정의와 핵심적인 속성의 파악 여부를 검토1

하였다 다음으로 절에서는 학생들이 식별하는 신분을 살펴보고 그 특성을 . 2 , 

분석하였다 절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신분제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 3

공시적 통시적 관점에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학생들이 · . 

신분제 개념을 역사적인 대상으로 파악하는지 분석하였다. 

학생들이 파악하는 신분제의 속성과 특징1. 

신분제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검토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신분제의 

핵심 속성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신분제의 정. 

의 사회적 제도로서 가지는 신분제의 특징 과거 사회에서 신분제가 맡았던 , , 

역할과 수행했던 기능 신분제가 과거 사람들의 삶에 미친 영향 등을 어떻게 , 

파악하는지 분석하였다 신분제 개념은 특정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고 . ① 

그 집단에 법제적인 차등 을 둔다 그 법제적 차등이 혈통에 따라 세“ ” , “② 

습 된다 등 두 가지 핵심적인 속성을 지닌다” .155) 본 절에서는 학생들이 이러 

한 핵심적인 속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속성을 어떻게 설명, 

155) 유승원 신분제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편 역사용어사전 서울대학교출판 , , , , ｢ ｣  
문화원, 2015, 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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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학생들은 신분제 개념의 핵심적인 속성을 대체로 잘 파악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에 참여했던 모든 학생은 신분제는 사람 사이에 . 

차등을 두며 이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차등적으로 배분한다고 설명, ·

하였다 명의 학생이 신분제를 두고 혈연과 출생을 통해 신분이 세습되고 . 14

지정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명의 학생은 혈연과 출생과 같이 선천적인 이. 2

유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더라도 개인의 노력으, 

로 신분을 쉽사리 바꿀 수 없다고 설명하는 등 후천적으로 신분을 바꿀 수 , 

없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이렇듯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체로 신분제 개. 

념에 대한 핵심적인 속성을 잘 인지하였다 표 에 개별 학생의 설명. < 1>Ⅲ–
에 신분제의 두 개의 핵심 속성이 나타나는지 각각 표시하였다. 

학생 ID 차등적 대우
혈연을 통한 

지정과 세습
학생 ID 차등적 대우

혈연을 통한 

지정과 세습

M201 ○ ○ M305 ○

M202 ○ H101 ○

M203 ○ ○ H102 ○

M204 ○ ○ H103 ○

M205 ○ ○ H104 ○ ○

M206 ○ ○ H105 ○ ○

M207 ○ H106 ○ ○

M301 ○ △ H201 ○ △

M302 ○ ○ H202 ○ ○

M303 ○ ○ H203 ○ ○

M304 ○ ○ H204 ○ ○

표시한 학생은 혈연에 대한 세습을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의 ※ △ 
신분이 한번 정해지면 변화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해당 속성에 대한 명확한 .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빈칸으로 남겨두었다. 

표 < -Ⅲ 1 연구 참여 학생들의 답변에 나타난 신분제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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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참여했던 모든 학생들이 신분제가 사람을 위계화하여 구분하고 이

를 토대로 경제 사회 문화적 자원을 차등적으로 분배한다고 설명했지만 학생· · , 

마다 주목하였던 차별의 양상은 다양하였다. 

먼저 경제적인 면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있었다 과 은 . H106 H201, M303

세금의 예시를 들면서 신분 별로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책임에서 차이가 났

다고 설명했다 의 경우 양반들은 세금이 면제 되었을지라도 특권적 . H201 , “ ” , 

신분이 아닌 사람들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부담이 컸다고 

보았다 은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세금의 강도 가 달라지며 낮은 . M303 “ ” , 

신분일수록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몇몇 학생. 

들은 가문의 재산을 근거로 신분의 차이를 설명하기도 했다 는 귀족과 . M302

양반 등의 신분은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재산 으로 부를 누릴 수 있었던 반“ , ”
면 그 아래의 신분은 죽어라고 일을 했을 것이라 설명하며 신분 간 처우를 , “ ”
대비하였다 또한 양반은 대대로 풍족 하여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 M203 “ ”
었던 반면 다른 신분은 노동에 시달려 바빴다고 보았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 

서 양반이나 귀족과 같은 특권적 신분은 낮은 신분의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수탈해 경제적 이득을 쉽게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은 각각 양반 계층이 힘든 백성들을 수탈 하. H104, M302, M203 “ ”
고 평민들을 착취 하는 등 신분제로 인 한 고위 계층의 횡포 를 통해 경, “ ” , “ [ ] ”
제적인 부를 유지했다고 파악하였다. 

사회적 차별에 초점을 두는 학생도 있었다 학생들이 가장 빈번하게 제시. 

하였던 차별은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기회 가 특정 신분에게만 한정되었다는 “ ”
점이었다 은 신분제를 두고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도 관직에 (H201). H101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불공평한 평등하지 않은 제도로 묘사하였다“ ”, “ ” . 

는 양반을 비롯한 특권적 신분의 사람들이 음서 제도를 통해 능력과 H104

무관하게 과거 제 보다는 조금 더 쉽게 관직에 오를 수 있 었다고 설명하면“ [ ] ”
서 관직 진출에 차별이 있음을 밝혔다 은 신분제가 유리 천장 과 같. M201 “ ”
은 역할을 해서 사람들의 꿈을 제한했 다고 설명하였다 등“ ” . M303, M304 

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받는 처벌의 수위 가 신분에 따라 달랐다고 보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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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에 따른 법률적 지위의 차등을 언급하였다 정치적 참여의 기회가 제한. 

된다고 보는 경우도 있었다 은 특권적 신분이 아닌 사람들에게 나라 . H106 “
일 의 결정권 이 없는 등 사회적 참여에 많은 한계가 있다고 바라보았다[ ] ” , . 

이렇게 학생들은 신분에 대한 차별로 인하여 관직 진출이나 정치적 참여와 

같이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낼 기회가 제한되었다고 보았다. 

학생들은 이러한 차별이 과거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파

악하였다 신분제는 먹고 입고 자는 거 와 같은 일상적인 의식주에서 결. “ ” “
혼 까지 영향을 끼치는 핵심적인 사회적 구성 요소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
이다 신분제는 사람들의 생활 뿌리 에서 시작하여 모든 것에 영향(M203). “ ”
을 주는 거대한 존재감을 가지는 대상이었다(H203).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신분제를 불공평한 사, 

회적 제도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시각을 토대로 양반과 귀족을 비롯한 특권. 

적 신분과 나머지 신분 사이에 대립적 구도를 설정하기도 했다 가장 특징적. 

으로 확인되는 구도는 노동 대 유희 와 수탈 대 착취 구도였다‘ ’ ‘ ’ . 

먼저 양반과 귀족을 비롯한 특권적 신분과 나머지 신분들에 각각 유희 대 , 

노동 구도를 대입함으로써 신분 사이를 대립적 구도를 상정하는 경우가 있었

다.156) 여러 학생의 답변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는 양반에 대한 서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는 김홍도의 타작 속 한 인물을 두고 누워서 놀. M205 < > “
고 있는 양반 이라 칭하였다 는 고려 시대의 문인화 아집도 대련 을 ” . M302 < >

보면서 당시 특권적 신분의 사람들은 으리으리한 집에 서 그림 감상“ [ ] ( ) [ ] …
을 하고 옆에 동물들도 많고 예쁜 나무들도 많 은 삶을 누리고 있다고 설, , ”
명하였다 이렇듯 학생들에게 양반은 노동하지 않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 

156) 한국 학생들의 역사적 이해를 탐색한 다른 연구에서도 유사한 모습이 나타났

다 학생의 역사적 텍스트의 독해 양상과 역사 담론의 생성 과정을 탐색하였던 강. 

선주의 연구에 따르면 연구 학생들은 무위도식자 소비와 향락의 주체 군림자, “ , , ”
로서의 양반 남성에 대한 담론과 양반의 도구로서 양반이 시키는 모든 일을 수“
행하는 억압받는 노비에 대한 담론 속에서 양반과 노비 사이의 관계를 대립적이” 

라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구도는 학업성취도와 학년과 무관하게 .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강선주 초 중 고등학생이 구성하는 역사담론과 추구하는 . ( , · ·｢
역사의식 역사 텍스트의 선택적 읽기 역사교육연구: 19, 2014, 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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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였다 학생들은 양반들이 누리는 풍요로운 생활은 노비 노동에서 근거하. 

였다고 보았다 는 양반들이 노비들한테 일을 시키면서 평화로운 생. H104 “ ” 

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보았으며 은 양반이 휴식을 취할 때 노비들, M203

이 양반을 대신해서 일을 하 기 마련이라고 보았다 학생들이 제시하는 노“ ” . 

동하는 낮은 신분과 문화를 향유하며 유희하는 특권적 신분 사이의 대비되, 

는 모습은 명확하였다 의 설명에는 이런 구도가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M204 . 

M204 : 신분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 자체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은데, 

좀 신분이 낮거나 하면은 높은 사람들의 시중을 들거나 아니면 

어 계속 평생동안 농사만 하면서 살거나 그런데 높은 신분의 사. 

람들은 정치도 참여하고 좀 더 어 여가 생활도 즐기고 그랬던 . , 

것 같애요. 

(M204: 91)

수탈의 주체로서 양반과 착취 대상으로의 농민 사이의 대비 구도도 빈번하

게 나타났다 는 양반 신분의 관리들을 자신한테 더 이득이 되도록 . M304 “
하려고 막 비리 를 저지를 수 있는 주체로 바라보았으며 은 양반 신” , M207

분에 속하는 관리의 부정부패 로 인해 평민과 천민 신분의 사람들이 억울“ ” “
함 과 불만 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았다 는 양반이나 그런 ” “ ” . M302 “
귀족 과 같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갑질 을 ” “ ”
하면서 경제적으로 착취하였다고 보았다 이러한 대비 구도에서 낮은 신분의 . 

사람들은 일방적인 수탈의 대상으로 묘사되었다. 

하위층 하위계층 사람들은 정말 죽어라고 일을 했을 거고 또 M302 : , . 

양반이나 그런 귀족 이런 사람들은 되게 그 신분과 그 대대로 내

려오는 그런 재산 때문에 되게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갑질도 많이 

하고 그랬을 것 같애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는 우월하고 너네. 

는 너네는 음 열등하니까 되게 당연하게 평민들을 착취하고 그, , . 

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 

(M302: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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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신분제는 현재의 시점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

만 과거 사람들의 삶의 여러 부분을 제약했던 부당하고 차별적이며 지금까, , , 

지도 학생들의 마음 을 아프 게 하는 제도였다 학생들은 과거에 신“ [ ] ” (M302). 

분제가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것을 두고 당시 사람들이 현대 사회에 통용되, 

는 상식이 부족했거나 평등을 유지하게 하는 사회적 제도가 부재했기 때문, 

이라고 설명하는 경향이 있었다 과 는 각각 인권을 규제하는 . M207 M302 “
법 과 인권이라는 개념 이 부재했기 때문에 신분제 사회가 유지될 수 있었” “ ”
다고 보았다 또한 당시 사람들은 불평등한 사정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도 . “
느끼지 못하 였기에 이러한 삶을 지속해 나갔다고 바라보기도 하였다”
(M205). 

학생들은 전근대 사회의 신분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었다 일부 소수. 

의 학생은 신분제는 불합리한 제도였으나 동시에 과거 사람들에게 사회적 역, 

할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회적 관계를 규정하며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 , 

기능을 담당했다고 바라보기도 하였다 신분제는 사회의 일원에게 해야 하는 . “
일을 배분 하는 역할을 한다고 파악하는 것이나 신분제는 다양한 사” (M301), 

회적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유지 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 “ ”
것이 그 예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설명은 모두 신분제(H204). 

가 가지는 불합리함을 전제로 한 설명이었다 신분제로 인한 효율성이 국가의 . 

입장에서만 적용된다고 설명하는 학생도 있었다 의 경우 통신 기술이 . H201 , 

충분히 발달하지 않고 행정력의 수준이 낮은 전근대 사회에서 신분제는 윗“
사람이 아랫 사람들을 다스리기 좋았던 제도라 바라보았고 지배 계층( ) ” , …
의 입장에서 통치를 용이하게 한다고 설명하였다 은 신분제는 국가의 . M206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세금을 잘 거둘 수 있 게 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 ( ) ” . …
여러 학생은 신분제가 사회 통치의 용이성을 위해서 혹은 지배 신분 중심의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학생들은 양반과 귀족을 비롯한 특권적 신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풍족한 생활과 자리 를 대대로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 ”
울였다고 파악하였다 이는 특권적 신분의 사람들이 일반 평민들을 (H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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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지속적인 세뇌 를 하거나 의상을 다르게 입고 신분제에 대한 반“ ” , 

발을 일으키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련 사상을 주입하는 모습 등으로 구체화되

었다 게다가 이러한 노력 덕분에 특권적 신분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H104). 

은 신분제가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고 설사 신분제에 불만을 가지, 

더라도 하루 살아서 하루 벌기도 힘든 상황에서 신분제에 대한 문제를 제“ ” 

기할 여력 을 가질 수 없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바탕에서 신분제를 “ ” (M206). 

폐지하려는 소수의 노력은 쉽사리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요컨대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체로 신분제 개념의 핵심적인 속성을 파

악하고 이에 대해 나름대로 평가를 내릴 수 있었다 많은 학생은 신분제를 , . 

비판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었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뚜렷하게 드, 

러내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현재주의 시각이 반영되거나 동시에 탈시대적 . 

감각 속에서 신분제 개념을 바라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다만 신분제 . , 

개념의 핵심적인 속성을 충분히 잘 알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해서 전근대 사, 

회의 신분제 개념을 역사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연구 참여 학생들이 과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큼 역사 실질 

개념으로서 신분제를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려면 더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

하였다. 

학생들이 식별하는 신분 2. 

학생들은 심층 면담 과정에서 다양한 신분을 식별하였다 그림 속 인물의 . 

신분을 식별할 때 저마다 인물이 착용한 의복의 종류 묘사된 인물의 크기, , 

그림 속 인물의 행동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의복의 종류를 살펴볼 때에도 . 

학생들은 옷의 남루함 혹은 화려함의 정도 관복 착용 여부 쓰고 있는 갓의 , , 

크기 등 다양한 시각적 정보를 활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림 속 인물의 행. 

동에 주목하기도 했다 인물이 노동을 하는지 복수의 인물이 있다면 인사의 . , 

방향 허리를 숙이는 정도가 어떤지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여러 인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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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들여다보기도 했다 동시에 몇몇 학생들은 그림에 나타난 시각적인 정. 

보만으로 신분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는 김홍도의 타작 에 나오는 인물 중 벼 타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M302 < >

복장이 유사하며 노비의 신분인지 일반 농민인지 이 그림만으로는 알 수 없, 

다고 언급하였다 이렇듯 학생들은 그림에 나타난 다양한 시각적 정보를 분. 

석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신분을 구별하는 데 능숙하였다 아래의 표 , . <

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식별한 신분을 정리한 것이다-2> . Ⅲ

접객도< > 아집도 대련< > 타작< > 반상도< >
형평운동 

포스터
그림 외 

M201
신분이 “

높은 사람” 

신분이 “
높은 사람”

양반 양민, , 

평민 상민, 

양반 부하, “ ”, 
계급이 낮은 “
사람들”, 

양민 상민, 

신분이 “
높지는 

않 은 사람”
노비

M202
왕 신하, , 

궁녀 

되게 높은 사람“ ”
신하 관리 노비 , , 

시중 들어주는 “
사람들” 

일반 농민, 

양반 

약간 “
신분이 높은 

사람”
일반 농민, 

양반 

왕 신하, , 

평민 중인, , 

노비 

M203

높은 “
사람 양반”, , 

노비 

양반 평민 , 
높은 신분“ ”
낮은 신분“ ”

M204
신분이 “

높은 사람”
백성 양반 , 

신분이 “
높은 사람”

일반 백성
양반 천민, , 

양인 왕족, 

M205

신분이 “
높아보이고”

신분이 “
낮아보이고”

신분이 “
높아보이고” 

양반 노비 , 

양반 평민, , 

농민
양반 평민, 노동자 왕족 노비, 

M206 왕 신하 , 

왕, 그림을  “
그리는 

사람”
평민 양반 , 양반 노비, 농민

왕 평민, , 

상민 노비 , 

표 < Ⅲ-2 연구 참여 학생들이 식별한 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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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07

왕 높은 , “
신분 

사람들”
양반 농민

조선( ) : 천민, 

중인 양반, , 

상민 

고대( ) : 

귀족 노비 , 

M301
귀족 평민, , 

노예

귀족, 

모시는 “
사람”

양반, 

일하는 “
사람들”

양반 평민, , 

노비

평민

시대 특성 상 (

신분제 

존재하지 않음) 

M302
평민 노비, , 

귀족 왕족, 

노비, 

귀족이나 

양반 시중, “ , 

수발드는 

그런 사람들”

노비 평민, , 

지주 양반, 

양반, 

소작농

상민 양민, , 

물건 팔고 “
의학하고 

그런 사람들” 

M303
고위 손님, 

사신들 

높은 신분의 “
사람”

낮은 신분“ ”

소작농 지주, , 

양반 조선 , “
시대 하층민”

양반, 

하층인“ ”

낮은 “
신분의 

사람들”

M304
다 같은 “
사람” 

높은 “
신분은 

아니고 그 , 

기술 이렇게 

하는 사람” 

높은 직책“ ” 

양반 노비 , 양반 평민, 학생
평민 양인, , 

왕

M305 왕 내시, 노비 선비 노예 , 노동자 평민

H101

귀족 노비, , 

높은 “
사람”, 

낮은 사람“ ”

양반
서민“ ”

평민 중인 , 

양반

높은 “
사람”, 

낮은 사람“ ” 

평민

높은 “
계급은 아닌 

것 같아요” 

H102

높은 “
관직에 있는 

사람”

높은 “
관직에 있는 

사람”
양반 평민

천민 일반 , “
천민 같은 

농민 양반”, , 

평민

H103 노예 신하 높은 사람 왕 양반 낮은 사람 관리,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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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04

왕 양반, , 

천민 평민, , 

노비

왕 양반, , 

천민이나 “
낮은 사람”

양반 평민, 

왕, 

직속으로 “
있는 신하”, 

평민 양반, 

H105

신분이 “
낮은 사람”

신분이 “
높은 사람”
노비천민양반 , , 

노비 양반 , 양반 노비, 양반 천민, 천민

H106 왕 신하, 

왕 신하, ,

그림을 “
그리는 

화가”

양반 노비, , 

평민 
양반 평민, 귀족

H201

고구려 

귀족,

하인

높은 신분“ ”, 
낮은 신분“ ”, 
수발드는 “

사람 서민”, 

양반 서민, , 

평민

양반 서민, , 

평민
백정

조선( ) : 

중인 천민, 

H202
귀족

높은 신분“ ”
농민 상민, , 

양반 

평민 좀 “
하층민” 

제일 높은 “
신분”
신하들“ ”

조선 왕( ) : , 

양반 상민, , 

농민 천민 , 

고려 왕( ) : , 

양반 상민, , 

농민 천민 , 

고대 왕( ) : , 

제사장 귀족, 

H203

높은 사람“ ”
조금 낮은 “

사람”

양반 왕, , 

시중드는 “
사람”

서민 농부, , 

약간 조금 “
더 높은 

사람”

높은 “
사람”, 

시중드는 “
사람”

노비

고대 양반( ) : 

고려 무신( ) : , 

문신 양민노비, , 

조선 양반( ) : , 

중인 양인노비, , 

H204

높은 신분“ ”
낮은 “

신분의 

사람들”

고위 “
관직의 

사람들”
하위 관직 “
사람들”
높은 신분“ ”

양반, 

노비나 이런 

사람들

양반 기생, ,

하인들“ ”
학생

신라 시대 

육두품, 

진골과 성골

평민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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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그림 자료로부터 다양한 신분을 식별하였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답. 

변에는 신분으로 분류될 수 없는 것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설명에서 . 

학생들이 파악하는 신분제 개념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학생들은 계급 계층 신분 개념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학생, , , . 

들이 언급한 사항 중 신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는 직역을 제시할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직속으로 있는 신하 수발 시중 드는 사. ‘ ’, ‘ ( )

람 고위 관직의 사람들 부하 노동자 농민 사신들 궁녀 학생’, ‘ ’, ‘ ’, ‘ ’, ‘ ’, ‘ ’, ‘ ’, ‘ ’ 
등의 용어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용어는 인물의 신분이 아니라 하는 일을 가. 

리키는 말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위로서 신분이 아닌 경제적 지위를 지칭. 

하는 표현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서민 소작농 지주 하층민 등이 . ‘ ’, ‘ ’, ‘ ’, ‘ ’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렇게 학생이 엄밀한 신분 개념을 제시하는 대신에 사. 

회적 지위를 표현하는 계층이나 계급 개념을 활용하는 모습은 전근대 사회의 

특성상 사회적 지위가 곧 경제적인 지위로 이어진다는 것을 학생들이 이해했

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는 양반 신분의 . M302

인물을 두고 지주 라 표현했는데 이러한 경우가 위의 해석에 부합한다고 볼 ‘ ’ ,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례는 지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대체로 학생들은 . , 

그림 속 인물의 낮은 사회적인 지위를 강조하기 위해 근대적인 계급 개념을 

혼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일부 학생은 계급 개념과 신분 개념이 다르다. 

는 점을 인지했지만 두 개념에 대한 설명에는 오류가 많았다 예를 들어 , . 

는 신분과 계급 개념을 구분했지만 단순히 개념 사이의 포함관계 정도H104 , 

의 문제로 파악하였다. 

연구자 계급이랑 신분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 ? ?

다른 거요H104 : . 

연구자 아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보충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 ? 

신분이 그 계급보다 범위가 큰 것 같아요 신분 안에서 계급이 H104 : . 

나누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H104: 17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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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소수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은 신분 계급 계층 등의 개, , 

념을 세심하게 구분하여 사용하는 대신 상호 교환이 가능하며 같은 의미를 , 

지닌다고 파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용어 활용은 면담 과정 내. 

내 그대로 드러났다 학생들은 명확한 의미 구분 없이 신분 계급 계층 개. , , 

념을 활용하였다 연구에 참여했던 학생에게 신분 계급 계층 등은 모두 사. , , 

람들을 위계화하여 접근하는 개념이었고 이 용어 사이의 엄밀한 구분 없이 ,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실제로 학생들은 신분제를 설명할 때 인물 사이의 상하관계에 착목하는 경

우가 많았다 학생들은 그림에서 소위 높고 낮은 신분을 포착하는 경우가 . ‘ ’, ‘ ’ 
많았는데 이때 위계화하는 범주에 대한 고려 없이 인물의 상하 관계에만 초, 

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다시 말해 경제적 지위 사이의 위계화인지 사. , 

회적 지위 사이의 위계화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인물 사이의 높고 낮음에만 

주의를 기울인 것이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 중 명의 학생이 그림 속 인물. 17

의 신분을 식별하면서 직접적으로 신분의 높고 낮음 을 표현하였다 이렇게 ‘ ’ . 

학생들이 신분제 구조를 구체화할 때 신분의 상하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는 

빈번했고 인물 사이의 상하를 밝히는 것은 신분제 개념을 설명하는 데 핵심, 

적인 사항이었다 한편 학생들이 신분제를 구조화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 , 

신분의 상하관계를 주요 골자로 하되 구체화하는 방식은 저마다 달랐다, . 

둘째 학생들이 그림 속 인물의 신분을 묘사하면서 활용한 용어는 각 시대, 

상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났다 대체로 . . 

시대상을 짐작할 수 있는 역사 용어 대신 보편적이고 시대와 무관하게 활용

될 수 있는 용어를 택하였다 높은 신분 낮은 신분 처럼 신분의 높낮이를 . ‘ ’, ‘ ’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신하 와 같이 역할을 언급하는 것이 그 예시이다, ‘ ’ . 

혹은 조선시대의 신분을 지칭하는 역사적 용어를 시대에 막론하고 두루 사용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예외적인 사례도 일부 존재한다 는 신라시대의 . . H204

육두품 진골 성골 등을 언급하면서 고대 사회의 신분제를 언급하였다, , . 

등은 고구려와 고려 시대의 지배층을 M301, M302, H101, H201, H202 

지칭하기 위해 귀족 이라는 별도의 용어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 ’ . 



- 76 -

러한 소수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학생은 조선시대의 사신분제를 토, 

대로 한 신분제 용어를 시대와 무관하게 활용하였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조. 

선시대의 신분제는 전근대 사회를 관통해서 존재했던 신분제 운영 양상을 이

해하는 하나의 전형이었다. 

학생들의 신분제 개념 구조화 유형3. 

학생들이 신분제 개념을 구조화하여 파악하는 모습을 각각 공시적 관점과 

통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각각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역사 실질 개념을 . 

어떻게 구체화하여 파악하는지 시간의 흐름과 맥락에 따라 역사 실질 개념, 

이 변화하며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인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이 특정 시점의 신분제를 어떻게 구체화하여 파악하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분제가 운영되는 방식의 변화를 바라보는 방식이 어떠

한지 주목하였다. 

공시적 관점1) 

학생들이 공시적 관점에서 신분제 개념을 구조화하는 방식은 크게 이분화

된 구도에서 신분제를 이해하는 유형 신분 간의 상하관계에 주목하는 유형, ,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분을 식별하는 유형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신분 간의 상하관계에 주목하는 유형에는 다른 신분과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위치를 가늠하거나 신분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제시하는 방식이 , 

포함된다 아래의 표 은 학생들이 공시적 관점에서 신분제 개념을 구. < -3>Ⅲ

조화하는 방식의 예시와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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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제 개념 구조화 

방식 공시적 관점( )
예시 특징 

이분화된 구도에서 

신분제를 이해

아집도 대련 의 인물을 보고(< > ) 

여기는 높은 사람 H103: 

연구자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 

높은 사람H103: . 

연구자 높은 사람 네: , . 

여기는 낮은 사람 H103: 

(H103: 86-92) 

신분제 구조를 구체• 
화할 때 높은 신‘
분 과 낮은 신분’ ‘ ’ 
등으로 이분화

신분 

간의 

상하관

계에 

주목

다른 

신분과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위치를 

가늠

연구자 평민은 뭐예요: ? 

M305: 그냥 노예는 아닌데 양반도 아닌 

사람들. 

연구자: 아 네 맞아요 그러면 노예와 평. 

민이랑은 뭐가 달라요? 

M305: 노예는 양반이나 높은 사람들에게 

지배당하는데 평민들은 그래도 지

배를 받기는 하는데 노예들보다는 

덜 받는 것 같아요.

(M305: 146-149) 

개별 신분의 처우나 • 
특성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대신 다른 

신분과의 비교를 통

해 상대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방식

• 지배 간섭의 정도, , 

혹은 수탈의 정도 등

을 비교의 근거로 제

시 

신분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제시

M206: 선비였나 이런 사람들이 합쳐? ( )

져서 양반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양반들은 좀 돈이 많고 그 ( ) …
상위권이었고 글을 배울 수 있었

던 것 같애요 중략 평민들은 . ( ) 

뭐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양하게 분포했던 것 같아요. 

중략 노비는 뭔가 그 농사를 ( ) [ ] 

양반의 집이나 이런 곳에 농사를 

도와주거나 뭐 양반을 도와서 했

던 것 같아요. 

(M206: 116-126)

역사적인 근거를 제• 
시하는 대신 일상적

이고 통상적인 이해

를 바탕으로 답변

신분 사이의 상하 • 
관계를 확장하여 

세분화한다는 점

에서 높은 신분‘ ’
과 낮은 신분 등‘ ’ 
으로 양분하여 분

류하는 설명 방식

의 연장

표 < -Ⅲ 3 공시적 관점에서 신분제 개념을 구조화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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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공시적 관점에서 신분제 개념을 구조화하는 유형의 분포는 아래

의 표 와 같다< -4> . Ⅲ

이분화‘ ’ 상하관계‘ ’ 근거‘ ’

중학교 학년 명2 (7 ) 2 4 1

중학교 학년 명3 (5 ) 4 1

고등학교 학년 명1 (6 ) 3 1 2

고등학교 학년 명2 (4 ) 2 2

명5 명11 명6

표 신분제 개념의 이해 공시적 관점 유형별 학생 분포< -4> ( ) Ⅲ

단위 명( : )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분을 

식별

H106: 일단 노비는 군대에 못 갈 정도

로 나라에서 차별을 받았고 음, ( , 

네 평민들은 그래도 자신들 힘). , 

들지만 자신들의 삶을 살 수 있

었지만 노비들은 인제 그런 삶, 

조차도 보장받지 못했던 것 같아

요. (H106: 82)

H201: 양반은 그 문과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고 귀족 아니 집안 대, , 

대로 그런 인재들을 배출한 그런 

가문이라고 생각하고 하략( )

                    (H201: 141)

한국 전근대 사회의 • 
신분제 운영원리를 

언급하며 설명

대체로 양천제의 이• 
해를 토대로 한 기

준과 근거를 바탕으

로 신분을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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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화된 구도에서 신분제를 이해하는 유형 (1) 

이 유형에 속한 학생은 사람들의 신분을 크게 높은 신분 과 낮은 신분 으‘ ’ ‘ ’
로 이분화하여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학생들은 신분제를 매우 단순하. 

게 파악하였으며 신분제를 둘러싼 역사적 현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일차원, 

적으로 바라보았다 표 에 인용된 과의 면담 내용에서 확인할 . < -3> H103Ⅲ

수 있듯이 아집도 대련 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을 높은 사람 혹은 낮은 , < > “ ”, “
사람 으로 단순하게 지칭한 것이 그 예이다” . 

그렇지만 이 유형의 학생이 이와 같이 높고 낮음만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

었다 이 유형에 속한 학생 중 몇몇은 다양한 신분을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 

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신분제의 변천 신분제의 구성 및 운영을 설명할 때 . , 

오직 높은 신분 과 낮은 신분 의 이분화된 구도에서 신분제를 바라보았다‘ ’ ‘ ’ . 

다양한 신분을 지칭하는 용어를 인지하고 있지만 단순한 역사 구상을 바탕, 

으로 신분제를 바라보는 것이다 는 신분제가 과거 사람들에게 끼친 영. H105

향을 설명하면서 양반 천민 노비 와 더불어 일반 백성 등의 용어를 “ ”, “ ”, “ ” “ ” 

활용했지만 신분제 사회를 설명할 때 여전히 이분화된 구도를 활용하였다, . 

이 학생은 풍족한 생활을 하는 양반과 대립하는 존재로 천민이나 노비나 그“
냥 일반 백성들 을 한데 묶었는데 이러한 분류법에서 신분제를 이분화된 구” , 

도로 바라보는 모습이 여전히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 신분제는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쳤을까요: ? 

양반들은 그 되게 뭔가 풍족하고 그 상황을 유지하려고 했을 것H105 : , 

이고 이런 천민이나 노비나 그냥 일반 백성들은 이 상황을 최대, 

한 없애려고 하고 힘들게 살았을 거 같아요, . 

(H105: 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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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례와 같이 이분화된 구도에서 신분제를 이해하는 유형에 속한 H105 , 

학생들은 대체로 특권적 신분 여부에 따라 소위 높은 신분 과 낮은 신분 을 ‘ ’ ‘ ’
구분하였다 신분제를 설명할 때 양반 혹은 귀족과 같은 특권적 신분과 그 . 

외의 신분들로 이분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양. 

반 혹은 귀족 신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을 낮은 신분 이라는 단일‘ ’
한 범주로 뭉뚱그렸다 그렇지만 낮은 신분 으로 분류된 신분을 더 세세하게 . ‘ ’
나누려는 시도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의 전통적인 신분제 체제 속에서 천(賤 과 양) (良 의 개념적 구분은 상)

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이분화된 이해에서 양천 개념에 대한 언급은 거, 

의 나타나지 않았다 방지원 또한 신분제에 대한 학생들의 성긴 접근을 두고 . 

유사한 분석을 제시하였다 그는 조선 시대 후기 신분 이동에 대한 학생들의 . 

서술형 답안을 분석하면서 연구에 참여했던 학생 중 약 정도가 신분, 30% “
제 사회인 조선에서 평민 농민과 노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 하는 것으로 보”
인다고 평가하였다.157) 본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 또한 소위 낮은 신분 에  , ‘ ’
속하는 다양한 신분 개념 사이의 차이를 섬세하기 구별하지 못하였다 이 학. 

생들은 신분 사이의 높고 낮음을 구분할 수 있을지라도 개별 신분에 대한 , , 

엄밀한 개념적 구분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면담 중 학생이 언급한 신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을 때 본 유, 

형에 속한 대부분의 학생은 노비 를 설명하면서 이 개념을 역사적으로 정확‘ ’
히 설명하는 대신 일상적 의미에서의 노예 혹은 서양사에서의 노예 개념을 

빌려와서 답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학생이 파악하기에 노비는 인신의 자. 

유가 주인에게 온전히 속박되어 있어 언제든지 생명권이 박탈될 수 있으며,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었던 존재였다 노비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한국사의 . 

흐름에서 발전해 온 노 와 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일상적인 감( ) ( ) 奴 賤

각과 이미지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전근대 사회 한국의 근간이 되. 

는 천 개념에 대한 이해는 부재하였다‘ ’ . 

157) 방지원 국사 서술형 평가 답안에 나타난 고등학생의 역사 이해 양상 조 , < > : ｢
선 후기 신분상승에 대한 서술형 답안 분석 102, 2007, p.50. 歷史敎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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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중략 그럼 노비 말씀하셨는데 노비는 어떤 신분이에요: ( ) ? 

그냥 어 자유 그런 것도 없고 돈도 없어서 사람들한테 지배를 M203 : . 

받거나 일을 시켜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M203: 131-132)

연구자 : 노비라는 신분도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 

노비는 양반을 뭐 시중 들고 또 자기 주인이 팔고 싶으면 마음M205 : , 

대로 팔고 누가 죽여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아주 비참하. 

고 어떻게 보면 노비로 태어났으면 정말 운이 없다고 말할 수 있

는 그런 신분입니다. 

(M205: 122-123)

천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이해의 공백을 ‘ ’ , 

메우는 것은 수탈과 착취의 대비 구도였다 은 노비는 농사를 짓고 . M203 “
세금을 내느라 바쁘 며 양반은 대대로 풍족하니깐 글이나 취미생활에 ( ) ” , “…

중점 을 두는 삶을 살았다고 설명하였다 실제 노비를 비롯한 천민은 세금과 ” . 

같은 역 을 지지 않았지만 세금을 내는 삶을 살았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 ) . . 役

세금을 일종의 경제적 수탈로 인지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노비는 . 

노동을 담당해야 했고 수탈의 대상이니 노비가 세금을 내는 것 그것도 다, , , 

른 신분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노비는 농사 짓고 계속 아 세금 내느라 바쁘고 양반은 대대M203 : , , 

로 풍족하니깐 글이나 취미생활에 중점을 뒀을 것 같아요 

(M203: 136)

이처럼 이분화된 구도에서 신분제를 이해하는 유형의 학생은 높고 낮음이

란 이차원적 구도에서 신분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이해에서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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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둘러싼 전반적인 역사상은 매우 단순하게 나타났다. 

신분 간의 상하관계에 주목하는 유형(2) 

신분 사이의 상하관계에 주목하는 유형의 학생들은 앞의 이분화된 구도에

서 신분제를 이해하는 유형의 학생과 달리 신분제를 다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역사적인 근거나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기준을 토대로 . 

신분제를 설명하는 대신 신분의 상대적인 위치나 통상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 

신분제를 구체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여러 신분 사이의 상하관계에. 

만 주목하였다 이때 학생들이 제시한 높고 낮음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 

단일하였고 이 기준에 의한 구분은 사회의 다른 영역에도 그대로 옮겨진다, 

고 판단하였다 이를테면 신분에 근거한 사회적 위치가 경제적 정치적 영역. , 

에도 그대로 이식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몇몇 학생들은 . 

복잡한 사회적 갈등이나 사회적 모순을 신분의 상하관계로 인한 단순한 대립

으로 치환하여 신분제 변화에 대한 설명을 만들기도 하였다 본 유형은 연구. 

에 참여한 학생 중 가장 많은 수가 속하는 유형이기도 한데 이는 상하관계, 

에 주목하여 신분제를 이해하는 방식이 학생들에게 가장 친숙하다는 것을 보

여준다. 

이 유형에 속하는 는 특권적 신분으로부터 지배 를 받는 정도로M305 “ ”
표 참고 는 나라로부터 간섭 을 받는 정도로 신분을 구별할 (< -3> ), H104 “ ”Ⅲ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신분 간의 상대적 지위에서 비롯한 차등적 대. 

우는 사회의 다른 영역에도 그대로 옮겨진다고 판단하였다.

고려도 똑같이 그냥 왕의 권력이 가장 셌고 그리고 그 밑에도 H104 : . , 

똑같이 양반들이 있었고 그 밑에 이제 평민 중에서도 천민이나 , 

낮은 사람이 있었고. 

연구자 평민 중에서도 천민: . 

제일 천한 사람들도 있었고 평민 중에서도 별로 그렇게 간섭을 H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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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연구자 평민 중에서도 어떤 것을 받지 않는: ? 

나라에게 나라한테 좀 덜 간섭 받으면서 이제 그 세금 같은 것H104 : , 

을 조금 더 수탈을 덜 받았던 그런 신분도 있었던 것 같애요.

(H104: 69-73) 

이 유형에 속한 학생들은 신분 간의 상대적인 위치에 초점을 두어 신분제 

개념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그 지위의 높낮이에 따라 어떻게 개별 신분의 처, 

우가 결정되는지 관심이 많았다 이러한 이해의 연장에서 전근대 사회의 신. , 

분제가 개인과 개인 사이에 형성되고 작동된다고 파악하기도 했다 는 . M304

신분의 높고 낮음이 곧 일상적인 삶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에도 영향

을 준다고 바라보았다. 

어 이제 신분제는 이제 그 어 이제 그 한 나라의 사람들을 다 M304 : . . . 

계급을 이제 신분 그러니깐 신분으로 계급을 딱 나눠서 어 윗 , 

신분은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나라나 법이나 뭐 그런 것에서 더 , 

좋은 대우를 받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제 자기한테 낮은 , 

계급한테는 이렇게 자기보다 낮은 계급한테는 더 이제 자기보다 

낮은 계급이니까 뭘 시키거나 뭘 더 할 수 있고, 약간 그런 이런  

사회 제도인 것 같아요. 

밑줄은 인용자(M304: 74. )

이 유형에 속하는 학생 중에서도 신분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는 경

우에는 신분제 개념을 권력 개념과 혼동하여 권력의 소유 여부와 신분의 상

하관계를 연동하여 이해하기도 하였다 는 천민 신분을 두고 노예는 . M305 , “
권력이 없어서 신분이 낮은 사람들 이라 설명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권력 소” . 

유 여부를 두고서 상하관계를 상정하고 거기에 신분을 일방적으로 대입시켜 , 

파악하는 것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추측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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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에 속한 학생들은 개별 신분의 특성을 설명할 때 비교의 표현을 빈

번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를테면 천민 신분을 설명할 때 신분제의 . 

가장 낮은 단계에 자리한 신분이라 표현하는 것이다 이 유형의 학생들은 ‘ ’ . 

천민 신분을 설명할 때 여러 신분 중 가장 하대 받거나 핍박받는다고 보는 

등 최상급 표현을 활용하면서 다른 신분과 비교했을 때 대우가 좋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은 노비는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제한이 많은 신. M201 “ ” 

분이라고 설명했고 는 노비와 천민은 제일 밑에 있는 신분으로 묘사, H104 “ ” 

했다 이처럼 상대적인 처우의 차이로 신분제를 이해하는 학생들은 노비와 . 

천민 등의 신분을 묘사할 때 가장 아래 등급에 자리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연구자 네 네네 맞습니다 네 잘 설명해주셨어요 그러면 노비랑 평민: . . . , 

상민은 어떻게 다른 신분이에요? 

음 평민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상민 노비로 되어 있어요M201 : . . , . 

연구자 아 평민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상민과 노비다 혹시 그러면 : , , . 

여기 셋이 어떻게 높고 낮음 말고는 다른 차이점이 있을까요? 

노비는 가장 제한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 취급 못 받았M201 : . ( ) 

던 걸로 알고 있어요. 

(M201: 163-166)

연구자 아 그러면 노비랑 천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 신분은 어떤: , 

건지 설명해줄 수 있나요 혹시 이들은 어떤 애들일까요? ? 

H104 : 신분제에 있는 애들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애들로 평민보다 더 , 

천한 대접을 받았고 그리고 어떤 짓을 해도 잘한 짓이든 못한 짓, , 

이든 간에 항상 그 깎아내리는 평가를 받아왔던 신분인 거 같애요. 

(H104: 78-79)

이 범주에 속하는 학생들은 각 시대의 특권적인 신분을 설명할 때도 유사

한 설명 방식을 활용하였다 는 양반을 두고 일반인보다 조금 높은. M304 “ ” 

신분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역시 사회 속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신분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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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언급하거나 법제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분과의 상대적

인 처우를 비교함으로써 설명하는 방식의 연장이라 볼 수 있다. 

M304 : 양반은 이제 어 사회적 지위로 봤을 때는 일반인보다 조금 높은. , 

약간 높은 계급이었는데 조금 높은 계급이었는데 나라에서도 뭐 , , 

혜택이나 이런 걸 많이 주고 약간 양반들만 공부할 수 있었고 , 

약간 그런 약간 많은 좋은 혜택들을 받는 그런 신분이고 후략, ( ) 

(M304: 112)

중간 신분층을 설명하는 방식 또한 유사하였다 이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 

은 중간 신분층을 설명할 때 신분 사이의 상하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설명 

양식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는 그림 아집도 대련 안에서 그림을 그. M304 < > 

리는 도공을 두고 그렇게 높은 신분은 아니고 그 기술을 하는 사람 이라고 “ , ”
묘사했고 또한 중인들의 삶은 양반에 비해서 나쁘지 않았을 것 이라, H203 “ ”
고 설명하였다 이때에도 중간 신분층은 말 그대로 양반과 같은 특권적 신분. 

과 아닌 신분 사이에 속한 중간 단계의 신분이라는 상대적인 위치에 주목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은 신분 사이의 상대적인 위치보다 개. 

별 신분의 특징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역사적인 근거를 제시했던 유형의 

학생과 구분되는 설명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신분 간 차이를 비교하는 설명 방식을 택하지 않더라도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에 일상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개별 신분의 특성을 설명

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 또한 신분 간의 상하관계에서 파생되어 나. 

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은 신분을 설명할 때 신분 사이의 상하관계에 . M206

기초한 상식 선에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표 의 예시 참고(< -3> ). Ⅲ

이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앞서 살펴본 이분화된 구도를 기반으로 하는 

학생보다 신분제를 다층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더 진전된 이해를 보

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분화된 구도로 바라보는 경우보다 조금 더 . 

구체화 된 신분제 상을 지닌 것이다 그렇지만 두 유형에 속한 학생 모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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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제를 이해할 때 사람들 사이의 위계라는 단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는 점에

서 유사하다 두 범주에 속한 학생 모두 사람들 사이의 높고 낮음이라는 단 . 

하나의 기준만을 바탕으로 사회가 작동한다고 파악했고 그 결과 분야를 막, 

론하고 사회의 전 영역에 신분의 상하관계가 그대로 전이 가능하다고 이해하

는 모습이 일부 나타났다.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분을 식별하는 유형 (3) 

이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신분을 식별할 때 법제적인 근거 혹은 과거 , 

사회 속에서 통용되었던 다양한 기준을 활용하였다 앞의 두 유형에 속한 학. 

생들과 비교하여 양천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거나 조선시대의 , 

사신분제에 근거하여 신분제를 설명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범주에 . 

속한 학생들의 경우 일부 신분 간의 상대적 처우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거, 

나 비교적 단순한 구도 속에서 신분 사이를 비교하는 설명을 시도하기도 했, 

다 그렇지만 이러한 서술은 전체 면담 과정에서 부분적이었고 대부분 나름. , 

의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신분을 식별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

되었다. 

이 유형의 학생들은 천민 신분을 설명할 때 관직 등용 가능 여부 군역의 , , 

여부와 같은 기준을 활용하였다 과 는 노비를 비롯한 천. H101 M301, M204

민 신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며 관직 진출에 제한이 

있다고 은 천민은 군역을 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는 여기에서 , H106 . M204

더 나아가 이러한 제한이 사회적 참여를 실질적으로 막았다고 평가하였다. 

연구자 아 그런데 일로 오면은 조선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 [ ] 

H101 : 일로 오면서 뭐 노비만 아니면 과거를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후략. ( )

 (H101: 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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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M301 : . 

연구자 : 그 한계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예를 들어 자기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노비라는 이유로 M301 : .. 

관직에 못 올라가거나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 

(M301: 102-104)

연구자 : 그리고 아까 천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천민은 어떤 신분이에요? 

천민은 음 제일 그 신분제도에서 낮은 신분인데 그래서 어 그 M204 : . , . 

조선시대에서 과거제도 그렇고 다른 그런 관직에 진출할 때 천, 

민은 제외라는 말은 들어본 것 같아요. 

연구자 정확해요 천민은 제외되었어요: . .

M204 : 그래서 그런 사회적 참여 그런 일에 많이 참여를 못 했던 것 같아요, . 

(M204: 125-128)

이와 더불어 양반 신분을 설명할 때 단순히 높은 신분 혹은 가장 많은 ‘ ’ 
특혜를 누리던 신분으로 파악하는 대신 당시 통용되던 사회적 기준과 법제적

인 근거를 언급하였다 아래의 예시에 나오는 학생은 양반에 대한 사전적인 . 

의미와 당시 사회 속에서 폭넓게 통용되었던 기준을 다양하게 언급하였다. 

은 조선 시대의 양반을 비롯한 특권적 신분을 두고 문과 시험에 합격H201 , 

했던 사람 그리고 세금과 같은 여러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는 신분이라고 , 

설명하였다 단순히 상대적인 지위의 차이로 신분을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신분을 파악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음 그 세금을 낼 때도 양반들은 뭐 면제를 당하거나 그런 일이 H201 : .. 

있지만 평민들은 내야 되거나 이런 것이 있고 양반들만 누릴 , , . 

수 있는 특권이 있다던가. 

(H201: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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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에 속한 학생들은 중간 신분층을 언급하고 설명하는 방식도 다른 

유형의 학생과 달랐다 은 중간 신분층을 설명할 때 잡과 등을 언급. H201 “ ” 

하기도 했다 혹은 중간 신분층이 종사했던 직역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 . 

설명 방식은 앞서 중간 신분층이 위치한 상대적인 위치에 주목했던 앞의 유

형의 학생과 차별화되는 설명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분을 식별하는 유형의 학생들은 사회적 제도로

서 신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었다 이들은 신분제가 사회 속에서 수행. 

하는 기능적인 면과 이러한 제도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염두에 두었다. 

아울러 신분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성과 특성을 다면적으로 파악하는 경

향이 나타났다 몇몇 학생들이 신분제를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로 설명하. 

였으나 이것은 노비와 그 주인의 관계에서 설명하는 경우로 한정되었을 뿐, , 

일상 삶에서의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로 막연하게 연장된다고 파악하지는 않

았다 즉 이 학생들은 다른 범주의 학생들에 비해 신분제도의 다층적인 면. , 

모를 비교적 잘 포착할 수 있었다 단순히 높은 신분과 낮은 신분을 구분하. 

는 단계에서 탈피하여 중간 신분층에 주목하기도 했다 그 결과 이 학생들이 . 

구상하는 과거에 대한 상 또한 비교적 풍부하고 구체적인 편이었다. 

요컨대 신분제 개념에 대한 공시적 관점에서의 이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

누어 볼 수 있었다 이분화된 구도에서 신분제를 이해하는 경우 신분 간의 . , 

상하관계에 주목하는 경우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분을 식별하는 경우이, 

다 신분제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는 넓은 스펙트럼 속에서 있었고 대체. , 

로 전자의 유형에서 후자의 유형으로 갈수록 전근대 사회 속 신분제를 복잡

하게 바라보고 과거 사회 속에서의 다양한 면모들을 포착할 수 있었다 학생, . 

들은 단일한 기준을 활용하는 상태에서 다양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이해

하는 방향으로 진전하였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다양한 과거에 대한 상을 ,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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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시적 관점 2) 

학생들이 통시적 관점에서 신분제 개념을 구조화하는 방식은 의미 있는 변화

가 없었다고 보는 유형 보편적 변화 유형 역사적 변화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 , 

다 그리고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다고 보는 유형은 아예 변화가 존재하지 않았. 

다고 본 경우 특정 시점까지는 변화가 없었다고 본 경우 표면적 변화만 존재, , 

했다고 본 경우를 포함한다 보편적 변화 유형은 시간의 물리적 흐름을 언급하. 

며 신분제 운영 양상의 변화를 설명하는 경우 사회 변화의 일반적인 원리에 비, 

유하여 변화를 설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래의 표 에서 학생들이 통. < -5>Ⅲ

시적 관점에서 신분제를 구체화하는 방식에 대한 예시와 특징을 정리하였다

신분제 개념 구조화 

방식 통시적 관점( )
예시 특징

의미 

있는 

변화가 

존재하

지 않음 

변화 없음 

연구자: 그러면 이 시대부터 여기까지 

주루룩 신분제가 있는데 혹시 , 

시대 별로 신분제가 달라졌나요, 

그대로H105:   
(H105: 100-101) 

•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신분제 운영의 모

습에 변화가 없다, 

혹은 그대로 유지

되었다 등의 답변

특정 

시점까지 

변화 유예 

연구자: 이 그림 보시면은 고구려 시대 

때도 있었던 것 같구요 고려 , 

시대 때에도 존재했던 것 같구

요 조선시대 때에도 존재를 했, 

어요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 

신분제는 같이 변화 했나요 아? 

니면 변화하지 않았나요?

조선까지는 뭐 별로 변한 것 M205: 

같지는 않고 조선이 멸망하고 , 

이제 점점 더 많이 변하기 시

작한 것 같습니다.

(M205: 128-129)

특정 시점 이전에• 
는 신분제 운영에 

변화 없음. 

• 임진왜란 이후 조, 

선 후기 등 기점이 

되는 시기는 다양

신분제가 급격하게 • 
동요되던 때 이전

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파악

표 < -Ⅲ 5 통시적 관점에서 신분제 개념을 구조화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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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 

변화

연구자: 요때도 신분제가 있었고 고려, 

시대에도 신분제도가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나름의 신분제도

가 있었는데 이 각 시대별 신, 

분제도는 어땠던 것 같애요? 

비슷해요 아니면 달랐어요, ? 

비슷비슷한 것 같애요H203: .   
연구자 어떤 점에서 비슷해요: ? 

일단 여러 계층으로 나뉜다는 H203: 

것도 그렇고 어 상대적으로 , . 

양반들이 되게 높은 사람이고, 

항상 노비가 있었던 것 그게 . 

연구자: 그러면은 좀 다른 점은 있었을

까요 시대별로 좀 다른 점? ? .   
다른 점H203F: .   

연구자 아니면 변화했거나 그런게 있: . 

나요? 

호칭H203F: ? 

(H203: 210-218) 

변화는 지극히 외• 
면적이고 표면적 

현재 대한민국 사• 
회에 대한 비판적 

관점 속에서 신분

제 운영에 변화가 

있다고 답한 것은 

아님. 

보편적 

변화 

시간의 

흐름 

신분제는 변화했을 것 같아요H204: . 

연구자 아 변화를 헀어요 어떤 식으: ? 

로 변화했을까요? 

음 계속 그 시간이 지나면서 H204: . 

왕이 바뀌면서 네네 신분제도( ) 

도 바꾸고 네 그랬을 것 같, ( ) 

애요.    (H204: 156-158)

시간이 흐름 속에• 
서 모든 것이 변

화의 대상이 되며, 

신분제가 그 예외

가 아님. 

변화를 구체적으로 • 
설명하지는 않음. 

사회 

변화의 

일반적인 

원리에 

비유

M304: 그러니깐 이제 이제 백성이 많. 

아지고 그러니깐 기술도 발전, 

하고 아 네네 그리고 어 전, ( ) . 

다른 나라랑 전쟁도 여러 번 했

고 어 네네 그니깐 농사하는 , ( ) 

기술이나 뭘 만드는 기술이 발

• 신분제 운영 양상의 

변화를 설명할 때 

세상사를 설명할 

때 활용하는 일반

적인 원칙을 제시

하면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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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시적 관점에서 신분제 개념 이해의 유형별 학생 분포는 표 와 같다< -6> . Ⅲ

의미 있는 변화가‘  

존재하지 않음’
보편적 변화‘ ’ 역사적 변화‘ ’

중학교 학년 명2 (7 ) 4 1 2

중학교 학년 명3 (5 ) 1 4

고등학교 학년 명1 (6 ) 3 1 2

고등학교 학년 명2 (4 ) 1 1 2

9 7 6

표 신분제 개념의 이해 통시적 관점 유형별 학생 분포< -6> ( ) Ⅲ

단위 명( : )

전하고 어 네네 과거 시험 이, ( ) 

런 것도 생겨나는 것도 있었고, 

어 네 그러니깐 이런게 엄청 ( ) 

많잖아요 음 그렇죠 그런거 . ( ) 

하나하나가 모여서 좀 흐름도 

바꾸고 그랬던 것 같애요.

                   (M304: 136)

일반적인 사회의 • 
변화 경로 군신 , 

사이의 역학 관계

의 비유

역사적 변화 

어 그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M204: . 

조금씩 변했던 것 같은데 어, . 

아무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중략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 ) 

그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신분의 범위가 넓어지고 네 , (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일제, ) 

강점기 때 그리고 조선 후기도 

그렇고 신분의 그런 제한선 같

은게 점점 더 모호해지는? 

(M204: 135)  

신분제 운영 양상• 
의 변화의 모습을 

설명할 때 시대적 

특징에 주목 

보편적 설명을 추• 
구하는 논리적인 

설명 대신 인과적

인 면을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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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는 변화가 존재하지 않음 (1) 

이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신분제가 폐지되기 이전까지 신분제의 구성과 

운영에 변화가 없다고 파악하거나 설사 변화가 있더라도 포착할 만한 것이 , 

존재하지 않았다고 바라보았다 이 유형에는 시간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에도 . 

불구하고 신분제 운영 양상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학생 특, 

정 시점까지 변화가 없었다는 학생 표면적인 변화만 존재했다고 답변한 학, 

생을 모두 포함한다. 

이 유형의 학생들은 비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미 있는 신분제 운영 양상

의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특정 시점 이후에는 신분제가 변화하였으며, , 

최종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었음을 인지하였다 그렇지만 학생마다 신분제 . 

운영 양상에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지목했던 시점은 각기 달랐다. 

학생들은 임진왜란 이후의 조선 후기 무렵 혹은 조선 멸망 이후 일제강점, , 

기 등의 시점이 신분제 운영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라고 보았다. 

대체로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로 인한 사회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

던 시기를 신분제 운영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는 하나의 기점으로 파악

하는 경향이 있었다 는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신분제는 그대로. H105 “ ” 

유지되었고 일본한테 침략을 당하면서 신분제가 사라지게 되었다고 , “ ( ) ” …
설명하였다 는 전근대 사회 이전에 신분제는 별로 변한 것 같지는 . M205 “
않고 조선이 멸망하고 서야 비로소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 

연구자 전략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신분제는 같이 변화했나요 아니: ( ) ? 

면 변화하지 않았나요? 

조선까지는 뭐 별로 변한 것 같지는 않고 조선이 멸망하고 이제 M205: , 

점점 더 많이 변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연구자 아 조선이 끝나고 변화를 했다 어 네 어 변화하지 않았다고 했: . . 

는데 변화하지 않았다는 게 계속 신분제가 유지가 되었다 이런 [ ]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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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뭐 삼국시대 때에도 노비는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도 노비M205 : . 

가 있었고 노비의 목숨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 분위기도 ,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조선시대 까지는 뭐 별로 변화가 없다 , 

그렇게 생각합니다. 

(M205: 128-131) 

이 유형에 속한 학생들이 특정 시점까지 의미 있는 변화가 존재하지 않았

다고 보았던 것은 신분제 운영 양상의 변화가 매우 급격하고 외부적인 원인, 

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은 임진왜란 때 일본의 침략. M201

으로 노비 문서가 불타게 되면서 신분제에 혼란이 생겼고 이러한 혼란이 구, 

체적인 신분제 운영 양상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보았다 앞서 조선이 . 

멸망한 이후에야 신분제 운영 양상에 변화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던 또M205 

한 과 유사하게 외부의 급작스러운 자극으로 인해 변화가 나타났다고 M201

설명했다 는 조선이 멸망한 이후에야 변화가 생길 수 있었던 이유로. M205 ,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권 의식 이 들어온 것을 제시하였다 의 “ ” . M205

설명에 따르면 신분제 운영 양상의 변화는 조선이 멸망한 이후 외부의 영향, 

으로 인해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다. 

그 시대에 아마 배웠던 거를 생각해 보면 노비 그 아 문서M201 : , .. ? 

노비가 기록된 그게 일본에 의해서 불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구자 오 네네네 : , 

그때도 한번 혼란이 있지 않았을까M201 : ? 

(M201: 184-186) 

연구자 조선시대가 끝나고 나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변화: , 

가 있었을까요? 

네 보면은 뭐 상투를 자르게 하고 양반들한테 네네네 양반들M205 : . . ( ) 

만 말고 모든 사람들한테 그걸 제가 봤거든요 책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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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어 맞아요 맞아요 중략: . ( ) 

M205 : 네 그것도 하고 또 노비도 없애고 맞아요 네 그리고 뭔가 서양 . . ( , .)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권 의식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생각하게 되고, 

또 조선 후기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에, . 

(M205; 132-135) 

이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신분제 운영 양상에 변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더라도, 개별 신분을 지칭하는 명칭과 같이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변화

만 있을 뿐 질적인 변화 혹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변화는 일어, , 

나지 않았다고 바라보았다 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신분제가 변화하기. H203

는 했지만 신분을 부르는 호칭 정도만 달라졌다고 보았을 뿐 그 외의 차, “ ” 

이점을 구체화하지 못하였다 이 보기에 사람들이 여러 계층으로 나뉜. H203 “
다는 것 양반들이 되게 높은 사람이고 항상 노비가 있었던 사실은 시간”, “ , ” 

의 흐름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었다 표 참고 신분 (< -5> ). Ⅲ

또한 개별 신분을 지칭하는 명칭 정도만 변화하였을 뿐 이 학생이 M301 , 

생각하는 신분제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신분 간의 격차 는 그대로 이어졌“ ”
다고 파악하였다. 

크게 달라진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M301 : . 

연구자 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혹시 그러면 왜 달라지지 않았다고 : . 

생각하세요? 

음 신분제 신분의 이름 정도는 바뀌어도 신분제 간의 격차는 M301 : . . 

줄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M301: 117-119)

한편 이 학생들은 비판적인 시각 속에서 현재 사회와 과거의 유사점에 착, 

목했던 학생들의 이해와는 구별된다 연구에 참여했던 일부 학생 중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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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사회에는 신분제가 더 이상 법제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다, 

른 형태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과거 사회와 유사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었다 역사적 변화 유형에 속한 학생 중 신분이 능력으로 대체되. ‘ ’ 
었을 뿐 여전히 능력에 근거한 차별을 존재한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그 예시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언급을 하는 학생들과 본 유형과 같이 의미 (H101). 

있는 변화가 없었다고 파악하는 학생 모두 전근대 사회의 신분제가 과거와 

다른 형태로 현대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유사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본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이 표면. 

적인 차이에 주목했다면 현재와의 연관성을 강조했던 학생들은 각 신분을 , 

부르는 명칭과 같은 신분제의 외피보다 질적인 차이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차

별화되었다. 

요컨대 이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특정 시점 이후에야 변화가 나타

났고 그 이전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학생들이 , . , 

언급한 특정 시점 이전의 시간대에는 신분제 운영 양상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 빈 공간만이 남아있었다. 

보편적 변화 유형 (2) 

보편적 변화 유형에 속한 학생들은 전근대 사회에 외부 자극이나 특별한 ‘ ’ 
계기가 없더라도 신분제 운영 양상의 변화가 존재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앞

의 의미 있는 변화가 존재하지 않음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진전된 이해를 ‘ ’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전근대 사회에서 일어났던 신분제 운영의 변화는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다 신분제 . 

운영의 변화를 설명할 때 신분제 또한 물리적인 시간의 변화를 거스를 수 , 

없다고 설명하거나 시대적 맥락과 무관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회 변화의 일, 

반적인 원리나 세상사의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시간의 . 

흐름에 따른 변화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신분제 또한 그런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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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이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전근대 사회 전반에 걸쳐 신분제 운영의 변화

가 존재했음을 인지하더라도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구체적인 모습을 설

명하기 어려워하였다 보편적 변화를 말하는 일부 학생들의 답변에서는 시대. 

의 변화에 따른 사회의 모습 이나 각 신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에서 “ ” , “ ” 

변화가 나타난다고 암시하는 부분이 일부 나타나기는 했지만 변화의 모습을 

구체화하지 못했다 이렇듯 보편적 변화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전(M304). ‘ ’ 
근대 사회에서 신분제 운영이 변화해왔음을 분명히 인지하였으나 이를 자신, 

의 언어로 풀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표 의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5> , Ⅲ 는 역사의 발전에 따라 다H204

양한 기술 및 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졌던 것과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왕“
이 바뀌면서 신분제도도 바 뀌 게 된다고 보았다 는 앞의 특정 시점[ ]” . H204 ‘ ’ 
범주에 속한 학생과 달리 변화라는 것이 단시간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난다고 설명했으나 신분제 운영의 변화에 ,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못했다.

다른 학생의 답변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다 는 시간이 지나고 . M302

한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력이 발달하면서 전체적인 산업 구조도 변화하고, 

외부로부터 새로운 사상이 들어오면서 사회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처럼 신분, 

제 운영 양상 또한 마찬가지로 변화하기 마련이라고 파악하였다 이 학생이 . 

보기에 신분제라고 해서 변화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에 따라 . 

는 고려 때는 불교 중심이었고 조선 때는 유교 중심이었 듯이 시대M202 “ , ” , “
가 바뀌고 지배 계층도 변하면서 신분제가 변화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연구자 중략 시대가 이렇게 변화를 했는데 각 시대마다의 신분제도 : ( ) , 

그대로 이어졌나요 아니면은 조금씩 변화를 했나요 어떻게 생, ? 

각하세요? 

변화를 했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 산업이 발달을 하잖아M302 : ? ( ) …
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산업 혁명 같은 큰 혁명이 일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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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았지만 점차 점차 발전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 . 

상민 뭐 상민들에 포함되어 있는 직업 있잖아요 그런게 계속 , . 

바뀌었을 것 같고 중략 자연스럽게 외국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 ) 

바뀌었을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자면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 

넘어올 때 중국 때문에 바뀌었잖아요 유교사회로 중략 그런 , . ( ) 

식으로 되게 자주 바뀌었을 것 같애요. 

(M302: 100-103) 

연구자 어 네 변화했다 혹시 어떤 점에서 변화한 것 같아요 변화가 : , . ?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어 고려 때는 불교 중심이었고 조선 때는 유교 중심이었잖M202 : .. , 

아요 그래서 약간 고려 때는 승려가 좀 그래도 좋은 취급을 받. 

았을 것 같은데 고려 때 와서는 그게 변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 

조금 달라진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중략 음 그냥 시대가 변하. ( ) . 

면서 막 지배 계층들도 바뀌면서 변한 것 같아요. 

(M202: 120-126)

이렇듯 보편적 변화 유형의 학생들은 신분제는 자연스러운 변화의 대상‘ ’ 
이라고 파악하였다 동시에 이 유형 학생 중 일부는 사회의 일반적인 원리를 . 

토대로 신분제 운영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는 군신 사이 권력의 역학 . H104

관계에서 신분제 운영 양상이 변화한다고 설명했다 이 학생은 세도 정치기. 

와 같이 왕권보다 유력 소수 가문의 힘이 더 쎈 현상이 나타날 때는 신“ [ ]” 

분제 질서가 강화되다가 왕권이 강할 때에는 신분제 질서가 상대적으로 약, 

해진다고 파악한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힘을 누리지 못했던 (H104). M305 

계층에 힘이 조금 더 생 길 때 신분제 운영 양상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 ”
았다 위 두 학생은 권력의 역학 구도에 따라 신분제 운영 양상이 변화하게 . 

된다는 일종의 법칙 을 대입하고 있었다 이들은 신분 개념을 유사한 개념과 ‘ ’ . 

구분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여러 신분 사이의 상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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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권력의 역학 속에 그대로 이입하여 설명한다는 점에서 여러 오류를 보여

주고 있다 이 학생들의 신분제 운영 양상의 변화에 대한 설명은 시대의 맥. 

락과 상황을 고려한 인과성을 가지기 보다는 논리적인 설명에 가까웠다고 평

가할 수 있다. 

은 신분제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진화 해 나가는지 설명하였M303 ‘ ’
다 은 역사의 초기 단계 에는 신분제가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다가. M303 “ ” ,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발전하면서 신분제가 뚜렷하게 제도적으로 나타나 다“ ”
가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점점 신분제가 세분화 되는 등의 발전을 거쳐 추“ ” , 

후에 사라지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과 관계를 통해 사건과 사건을 연. 

결하고 그 속에서 신분제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밝히는 대신 사회적 , 

제도가 탄생하였다가 발전하고 특정 시점에 정점을 찍었다가 사라지듯이 신

분제 또한 비슷한 순서에 따라서 변화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해에서 여러 . 

사회적 제도들이 생성되었다가 시간이 지나 소멸되는 수순을 밟는 것과 같이 

신분제의 폐지 또한 필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졌다. 

어 약간 고구려 시대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사회 내 법M303: . 　

이라던가 질서가 그렇게 체계적으로 잡혀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아직 초기라고 해야 하나 아직 역사의 , 

초기 단계니까 그때는 어 조선 시대처럼 막 이렇게 신분제가 . .. 

뚜렷하게 막 제도적으로 나타난다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

데 점점 시간이 전개되고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라던가 이런게 

높아지면서 어 그저 왕이랑 백성만 존재하던 그런 측면에서 인. 

제 점점 신분제가 세분화가 되고 그래서 뭐 양반이고 양반이나 , 

뭐 노예나 백정 이런 용어들이 생겨나고 또 그런 신분제도가 

체계화가 되고 그렇게 고려 시대랑 조선 시대 때는 전개가 되, 

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는 신분제도 , 

막 없어 제도적으로 없었던 것 같다는 기억이 나는데 후략, . ( )

(M303: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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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보편적 변화 유형에 속하는 학생 중 사회 변화의 일반적인 원리를 

적용하면서 신분제 운영 양상의 변화를 설명하는 경우 대체로 역사적 인과, 

성을 고려하는 대신 논리적인 법칙을 제시하는 설명으로 귀결되었다 신분제 . 

개념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 맥락에 의해서 변동하는 역사적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의 일반적 원리를 적용해서 해설할 수 있는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 학생들은 사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제. 

도로서 신분제를 파악하였지만 여기에 특별히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 

아니었다. 

역사적 변화 유형 (3) 

신분제 개념에 대한 통시적 관점에서의 이해 유형 중 가장 진전된 것은 

역사적 변화 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신분제 운영의 변화를 ‘ ’ . 

파악하고자 할 때 사회 변화의 일반적인 원리에 바탕을 둔 논리적인 설명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시대적인 특징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가 많았다 역. 

사적 변화를 말하는 학생들은 분명하게 시대적인 특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

더라도 시간의 흐름에 방향을 설정하는 등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결과를 상, , 

상하는 대신 인과적 가능성을 인지하였다, . 

역사적 변화 유형에 속하는 학생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시간의 흐름‘ ’ , 

에 따른 신분제 운영 양상의 변화에 나름의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학생들은 신분제 운영이 어떠한 방향성 아래에서 이루어졌. 

는지 설명하였다 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관직에 오를 수 있는 . M204 “ ( ) …
신분의 범위가 넓어지고 신분의 제한선 같은게 점점 더 모호해지는 방향 ”, “ ” 

속에서 신분제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았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 

긴 시간의 흐름에서 높은 신분과 낮은 신분의 차이가 줄어드는 신분에 따른 , 

차별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역사가 전개되었다고 바라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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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그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변했던 것 같은데 어 아무M204 : . , . 

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중략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직. ( ) 

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신분의 범위가 넓어지고 네 맞아요 맞, ( , 

아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조선 후기도 그렇고 신분의 ) 

그런 제한선 같은게 점점 더 모호해지는? 

(M204: 135) 

모든 학생이 신분제 운영 양상의 변화를 같은 방향성 속에서 해석하지는 

않았다 은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신분에 대한 차별은 점점 더 심해졌. H106

다고 보았다 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 H106

더 많은 차별을 받았던 것 같다고 바라보았다 이렇게 학생들이 신분제 운“ ” . 

영 양상의 변화에 방향성을 부여하는 방식은 역사에 대한 학생의 생각이나 

역사관이 투영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고구려는 일단 왕과 신하 그 두 개의 차이점만이 제일 컸던 것 H106 : , 

같고 고려는 인제 뒤로 갈수록 더 신하들이 왕과 신하가 좋. . … 

지 못했던 정치를 해서 백성들이 더 힘들게 더 갈수록 힘들게 , 

살았던 것 같고 그리고 조선은 인제 세종과 정조 외에는 고려와 . 

마찬가지로 더 힘든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과 신하. , 

백성들이 신분제가 더 많이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다른 다른 . , 

시대보다 더 많은 차별을 받았던 것 같아요 신분제에 따라서, . . 

(H106: 89)

역사적 변화 유형에 속하는 학생 중에서도 높은 수준에 있는 학생들은 신

분제의 변화가 본격화되던 시점의 시대적인 특성을 자신만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었다 시대 특정적인 상황에 대한 고민과 문제가 신분제의 변화에도 반. 

영되어 있다고 이해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 그 예시이다 은 조선 후. H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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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농사 기술 및 상업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이 조금만 일을 해도 돈을 “
더 많이 벌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에 나타나기 어려웠던  ” , 

사회 경제적인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에는 신분제의 · .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가 과거의 다른 시점과 어떻게 다른지 잘 보

여준다 신분제 운영 양상의 변화를 설명할 때 역사적 변화 유형에 속한 학. , 

생 중 몇몇은 사회 변화의 일반적인 원리에 기반한 논리적 설명이 아니라, 

시대의 특성과 그 시대에 나타났던 변화의 특성을 고려한 설명을 시도하였

다. 

연구자 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럼 왜 그런 사람들: . 

이 등장 왜 이 시기에 등장했을까요 그 이전 시기에는 없었을, ? 

까요 고려시대 땐 고구려 때는 없었을까요? , ?

H201 : 없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때는 그 전 때보다는 많아지니깐 그, 

런 것 같고 그리고 이때 이후부터는 좀 농사 짓는 기술 같은 것, 

도 훨씬 발전을 하니깐 가성비 가성비가 훨씬 높아져가지고 사람? 

들이 조금만 일을 해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

어가지고 고려 때 보다는 조선 후기에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H201: 123-125)

위의 사례처럼 역사적 변화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변화에 방향, 

성을 부여하고 여기에 역사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반영하였다 또한 시대적, . 

인 특성에 주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앞의 보편적 변화 유형의 학생들이 맥. 

락 초월적인 변화를 주로 언급하였다면 역사적 변화 유형의 학생들은 시대, 

적인 특성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더 진전된 모습이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 있

다 이 유형에 속한 학생들은 신분제를 시간의 흐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끊. , 

임없이 변화하는 대상이라고 파악하였고 변화하는 모습에 방향성을 부여함, 

으로써 이것을 이해하는 일관적인 틀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역. 

사적인 대상으로 파악하였다고 바라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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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통시적 관점에서의 신분제 개념에 대한 이해 유형은 크게 신, 

분제가 폐지되기 전까지 의미 있는 변화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유형 신, 

분제 운영 양상의 변화를 보편적인 물리 법칙으로 설명하는 유형 역사적인 , 

변화로 설명하는 유형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신분제 개념에 대한 . 

학생들의 이해 양상의 스펙트럼은 넓었고 대체로 전자에서 후자로 갈수록 , 

다층적이고 더 복잡하게 이해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학생들은 신분제 운영의 . 

양상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이해에서 점차 변화를 인지하는 방향으로 진전하

였다 변화를 인지하는 모습 또한 물리적인 법칙을 적용하는 모습에서 역사. 

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으로 진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분제 개념 구조화 유형의 진전 3) 

지금까지 학생들이 신분제 개념을 구체화하는 모습을 공시적 관점과 통시

적 관점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두 관점에서 학생 이해 양상을 교차. 

하여 그 분포를 살펴보면 표 과 같다< -7> . Ⅲ

학생들의 신분제 개념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논리와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이해를 대입하는 것에서 역사적인 이해를 토대로 신분제 개념을 구체화하는 

모습으로 진전하였다고 바라볼 수 있다 공시적 관점에서 신분제 개념에 대. 

한 이해는 단순하게 높고 낮음의 이분화된 구도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다가 역사적인 근거를 토대로 신분제 개념을 이해하는 유형으로 진전하는 , 

모습이 나타났다 통시적 관점에서 신분제 개념에 대한 이해는 의미 있는 변. 

화를 포착하지 못하는 유형에서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과 논리적인 연결에 , 

초점을 두는 유형으로 그리고 신분제 운영의 변화에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 

하는 유형으로 진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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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공시적 관점에서의 이해가 근거 유형에 가까울수록 통시적 관점‘ ’ 
에서의 이해가 역사적 변화 유형에 속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대로 공시적 ‘ ’ . 

관점에서의 이해가 이분화 유형에 가까울수록 통시적 관점에서의 이해가 ‘ ’ 
의미 있는 변화 없음 유형에 가까운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신분‘ ’ . 

제라는 역사 실질 개념에 대한 공시적 관점의 이해가 진전할수록 신분제 개, 

념에 대한 통시적 관점에서의 이해도 복잡해지고 정교해진다는 것을 보여준

다 공시적 관점에서는 단일한 기준만을 적용하는 모습에서 다양한 기준을 . 

적용하고 이어 역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확대해 가는 모습이 나, 

타난다면 통시적 관점에서는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변화를 포착하고 그 , 

변화에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전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비교적 진전된 이해를 가진 학생과 아닌 학생을 나누는 기준으로 여러 가

지를 제시해 볼 수 있다 먼저 학생들이 역사 실질 개념으로서 신분제 개념. 

을 구조화할 때 동원한 여러 사실적 지식의 양에 따라 학생들의 신분제 개

념 구조화 유형이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다양한 방면에. 

    공시적 관점

통시적 관점
이분화 상하관계 근거 합계

의미 있는 

변화 없음

중2: 2 중2: 2 중3: 1

9

고1: 3  고2: 1 

보편적 변화
중 중2: 1. 3: 4

7
고 고1: 1. 2: 1

역사적 변화 
중2: 1 중2: 1

6
고 고1: 2. 2: 2

합계 5 11 6 22

표 연구 참여 학생들의 신분제 개념의 구조화 유형 분포 < -7> Ⅲ

단위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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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신분제 개념을 둘러싼 더 많은 사실적 지식을 아는 학생이 이 개념에 대

해 더 자세하고 풍부하게 설명하고 진전된 형태의 이해를 갖출 개연성이 있

다 그렇지만 사실적 지식이 더 진전된 역사 실질 개념으로서 신분제를 이해. 

하는 데 유일하고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었다. 

실제로 학생들의 신분제 개념에 대한 이해의 진전 여부에 역사 차 개념2

으로서 변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대체로 조선시대의 신분. 

제에 대한 이해를 전근대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여 파악했던 여타 학생들과 

달리 은 고려시대의 지배층을 귀족 으로 조선시대의 지배층을 양반, M301 ‘ ’ , ‘ ’
으로 지칭하면서 시대마다 지배층의 명칭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그렇지만 , . 

이 학생은 이러한 다름을 표면적으로밖에 바라보지 못하였고 여기에 역사적, 

인 의미를 부여하지는 못하였다 즉 시대 별 다름을 인지하더라도 변화를 . , 

포착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이 부분은 신분제 개념에 대한 진전된 이해에 도. 

달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사실적 지식도 필요하지만 이를 , 

의미 있는 형태로 엮을 수 있는 역사 차 개념인 변화에 대한 이해가 전제2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예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역사 차 개념으로서 변화 개념은 2

여러 사실적 지식을 의미 있는 형태로 연결할 수 있다 변화 개념에 대한 높. 

은 수준의 이해는 이러한 과정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변화 개념의 진전 . 

양상에 주목하였던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낮은 수준의 변화 개념을 지니고 , 

있는 학생일수록 시간에 대한 이분법적 가정을 바탕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변화가 있으며 그 외의 시간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 

경향이 있다고 한다.158) 본 논문에서 특정 시점까지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 

어나지 않는다고 파악하는 학생 유형과 유사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 

158) Denis Shemilt, “The Caliph’s Coin: The Currency of Narrative 
Frameworks in History Teaching”, Peter N. Sterns, Peter Seixas, and 

Sam Wineburg(eds.), Knowing, Teaching and Learning History: 

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0), p.90; Frances Blow, “‘Everything flows and nothing stays’: How 

students make sense of the historical concepts of change, continuity 

and development”, Teaching History, Vol. 145(2011),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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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경우 신분제 개념은 한국의 전근대 사회 전반을 관통하면서 시대, 

의 변화에 따라 의미 있게 사회 구조를 조직하였다고 파악하는 데 어느 정

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변화 개념에 대해 조금 더 진전된 이해의 모습으로는 변화를 인지하되 인, 

과적 가능성과 논리적 가능성을 분리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제시할 수 있

다 셰밀트는 이를 두고 과거를 설명할 때 인과적 가능성을 탐색하고 과거 . 

사건에 대한 해석 및 내러티브 구성이 다면적일 수 있음을 인지하는 대신, 

물리적 법칙에 의거해 하나의 결과만이 존재하는 단일한 설명 구조만을 조직

하는 모습이라 설명하였다.159) 보편적 변화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사회  ‘ ’ 
변화의 일반적인 원리를 토대로 신분제 양상의 변화를 설명하려고 했으며, 

이 학생들이 만드는 설명 구조 또한 단일한 가능성만을 염두에 두는 경향이 

있었다 신분제 운영 양상의 변화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과적으로 설명하. 

는 것이 아니라 논리로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다 여기에는 신분제가 사회를 . 

이루고 있는 하나의 제도로서 변화를 하기는 하지만 그 변화에 특별히 역사, 

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상황이 자리하고 있었다. 

역사적 변화 유형에 있는 학생들은 맥락 초월적 서술 대신 시대의 특성을 

조명하려고 하였다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모습은 사례로서 신분제 변화에 . , 

의미 부여하는 모습이나 신분제 변화에 대한 내러티브를 만드는 모습에도 , 

투영되었다 이러한 수준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분제 개념을 바. 

라보는 학생들은 신분제 개념을 역사적인 대상으로 파악하고 이를 과거에 , 

대한 의미 있는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단순히 역사 학습의 양이 많거나 역사 사실적 지식에 더 많이, , 

긴 시간동안 노출되었다고 해서 개념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신분제 개념의 구조화 유형의 학년별 분포를 참고해 볼 때 개념 구. , 

조화 유형의 진전과 학년 사이에서 명확한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도 어려웠

다 학년이 높다고 해서 더 진전된 이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고 학년이 . , 

159) Denis Shemilt(2000), op. cit.,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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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이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연구 . 

참여 학생 수가 많지 않아 일반화된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연구 참여 학생, 

의 학년이 역사적 이해의 진전 양상을 담보하지 않았다 즉 단순히 여러 회. , 

를 거듭하여 한국사를 공부하였거나 혹은 더 오랜 시간을 학습했다고 해서 , 

한 개념을 더 진전된 형태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연구에 참여하. 

였던 학생들의 정확한 학업 성취도나 역사 수업에 대한 평소의 학업 태도 

등을 검토하지 않았기에 명확한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은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렇지만 단순히 학생들에게 노출되고 전달되는 사실적 지식의 양. 

과 빈도가 높다고 해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은 아니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분석은 역사 교과에서 신분제 개념에 접근할 때 신분제 개념, 

에 대한 핵심적인 속성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역부족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신분제 개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이해에

서 벗어나 특수한 지역 여기에서는 한국이라는 특수한 공간 과 시간대에서 ( )

작용하는 맥락을 알고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이것 또한 가변적이라는 사실, 

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바탕 없이 일반적인 상식이나 논리적인 법칙을 토. 

대로 신분제 개념을 이해할 경우 잘못된 이해를 낳기도 하였다 앞서 살펴, . 

보았듯이 신분제의 핵심 속성이라 할 수 있는 위계화 속성을 토대로 신분 , , 

간의 상하관계에 주목하여 신분제를 이해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는데 이 경, 

우 권력관계 혹은 지배 계층 내의 권력 등을 신분제와 잘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추후 다른 이해로 확장되기. 

도 하였다 즉 신분제 개념이 역사 개념으로서 가지는 특성에 주목하지 못. , 

할 경우 전반적인 역사에 대한 이해를 협소하게 함으로써 과거 사회의 복잡, 

한 이해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학생들이 신분제 개념을 둘러싸고 진전된 이해에 도달하는지 결정하

는 것은 해당 개념을 역사적인 대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의 여부였다 본 연. 

구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양천제와 같이 한국 전근대 사회의 신분제 구성 원, 

리에 대한 지식이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 시대적인 감각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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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지가 신분제 개념의 진전 여부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분제 . 

개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당 개념에 대, 

한 사회과학적 법칙과 논리를 적용하는 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를 둘, 

러싸고 있는 시 공간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학생들이 역사 실질 · . 

개념을 다루고 의미 있는 역사상을 그려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념적 , 

이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정 개념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 

하는 요소가 무엇이며 이러한 것을 결정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관심을 기울일 , 

수 있어야 한다. 

본 장의 신분제 개념에 대한 분석 결과는 역사과 개념에 대한 여러 속성 

및 그 하위 개념과의 관계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다른 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분제 개념이 과거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 

원으로 활용하려면 여기에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역사 차 개념을 함께 , 2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초점을 맞추었던 변화 개념에 대한 이해는 . 

신분제 개념을 일반적인 사회과학적 개념이 아니라 역사 개념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특정 개념을 이해하고자 할 때 개념 그 자. , 

체뿐만 아니라 역사 차 개념에 대한 이해가 개입할 때 비로소 과거를 이해2

하는 데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는 역사 실질 개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역. 

사 실질 개념에 대한 학습을 할 때 이 개념의 진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역사 차 개념에 대한 탐구와 이것이 개입하는 모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2

것이다. 

영국의 역사교육 연구자 포드햄은 혁명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살‘ ’ 
피면서 역사 실질 개념에 대한 이해에 다양한 역사 차 개념이 개입한다는 2

것을 밝혔다 포드햄은 대체로 학생들이 이상적이고 절대적인 의미의 혁명을 . 

상정하고 그 틀에 맞추어 여러 혁명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판단하는 경향이 , 

있다고 보았다.160) 그리고 이때 학생들이 활용하는 기준은 역사 차 개념을  2

160) Michael Fordham, “Knowledge and Language: Being Historal with 

Substantive Concepts”, Christine Counsell, Katharine Burn and Arthur 

Chapman(eds.), Masterclass in History Education: Transforming 

Teaching and Learning (Bloomsbury, 2016),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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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다고 정리하였다 이를테면 어떠한 사건이 더 혁명적이었는지 논의하. 

기 위해 그 사건이 끼친 결과의 영향을 논의하면서 인과의 개념을 그 사건, 

이 당시의 기준으로 얼마나 새로운 현상이었는지 논의하면서 역사적 중요성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다.161) 즉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속성을 논의하는 단 , 

계에서 혁명 개념에 대한 추상적인 이해로 넘어갈 때에 여러 역사 차 개념2

이 개입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실질 개념에 대한 이해가 결코 역사 차 개념의 이해와 분2

리되어 이루어지지 않으며 실질 개념이 역사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 

서는 여러 역사 차 개념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준2

다 신분제 개념은 종종 사회과학 개념으로 분류되기도 하며 사회과 영역에. , 

서 많이 검토되는 개념이기도 하다.162) 그렇지만 신분제 개념을 역사적 개념 

으로 과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신분, 

제 개념의 속성이나 보편적 법칙으로 집약될 수 있는 요소를 찾는 것과 더불

어 다양한 장소와 시대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가지는지 확인하는 것, 

이 핵심적인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역사 차 개념의 요소를 . 2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인 역사과 개념 학습을 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 

161) Michael Fordham(2016), op. cit., pp.55-56. 

162) 정선영 역사교육의 내용 정선영 외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 , , , , 2001, 「 」 『 』

정선영은 신분 등의 개념이 각 시대와 사회의 구조 및 성격 사회변동p.112. ‘ ’ “ , 

의 요인 등을 설명하는데 활용되는 사회과학적 개념이라 분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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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제 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의미 부여 양상. Ⅳ

 

장에서는 학생들이 신분제 변화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국사의 흐Ⅳ

름에 위치시키는지 확인하였다 역사 실질 개념으로서 신분제 개념은 차 개념. 2

과의 결합을 통해 구체적인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학생들이 신분제 개념을 이. 

해하는 모습은 역사 실질 개념 그 자체에 대한 이해보다 변화와 같은 역사 2

차 개념과의 결합에서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역사 . 2

차 개념과 역사 실질 개념 사이의 상호적 관계에 주목하여 변화 개념을 역사 , 

실질 개념과 분리된 대상으로 살펴보는 대신 실질 개념과 결합된 형태로 바라

보았다.163) 

한국사에서 신분제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례로서 신분

제 변화를 둘러싸고 이러한 변화를 야기한 사회 경제 문화적 조건의 배경과 · ·

이 변화가 사회의 여러 측면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절에서는 학생들이 제시한 신분제 변화의 구체적인 사례와 그 특1

징을 살펴보았다. 이어 절에서는 이러한 신분제 변화를 설명하는 방식을 신2

분제 변화의 원인과 전개양상 두 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절에서는 이. 3

러한 분석을 토대로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신분제 변화에 대한 이해를 유

형화하고 그 진전 양상을 확인하였다, . 

1. 학생들이 선정한 신분제 변화의 사례와 특징 

학생들은 다양한 신분제 변화 사례를 제시하였다 학생들이 이 과정에서 어. 

려움을 느낄 경우 기존의 신분 질서가 어지러워지거나 혼란스러웠던 사례로 , 

163) 이 과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라본다는 점에서 장의 Ⅲ
통시적 관점에 대한 이해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 장에서는 시대의 흐름. Ⅲ
에 따라 신분제 운영 양상이 변화하였는지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장, 
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로서 신분제 변화의 내용에 대한 의미부여 방식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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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제시하였던 신분 질서. 

의 동요나 혼란 또한 학생들이 제시하는 신분제 변화의 사례로 포함하였다. 

이러한 사례가 신분제 변화의 한 갈래로서 신분제 변화 양상을 더 가시적으

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164) 학생들이 제시한 신분제 변 

화의 사례는 표 과 같다< -1> . Ⅳ

164) 김한종은 국사 교과서 서술이 변화를 혼란으로 안정을 발전 으로 바라보는  “ , ”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경향은 역사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 “
하게 만드는 가능성이 있다 며 우려를 표시하였다 김한종 변화 역사개념의 이” . ( , -｢
해와 학습방법 역사교육연구 본 연구에서 신분제 변화12, 2010, p.130-131) ｣  
의 사례로 신분 질서의 와해의 과정이나 혼란스러움에 집중한 것은 위의 김한종

의 지적과 우려에 해당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신분제의 변화가 더 . 

가시적이고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여 신분 질서의 동요와 혼란

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중2 중3 고1 고2 합계

무신 정권기 3 3

망이망소이의 난 1 1 2

만적의 난 1 1 2

조선후기 농민봉기 1 1 1 1 4

임술 농민 봉기 2 1 3

동학농민운동 2 2 1 1 6

홍경래의 난 2 1 2 5

조선 후기 신분매매‘ ’ 5 4 1 2 12

세도정치기 1 1 2

갑오개혁 2 2

형평운동 2 2

※ 위의 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회씩 언급된 신분제 변화의 사례로는 원종과 애1

노의 난 임진왜란 묘청의 난 김흠돌의 난 등이 있다(H101), (M201), (M205), (H104) . 

표 연구 참여 학생들이 제시한 신분제 변화의 사례 < -1>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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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 학생들이 가장 빈번하게 언급하였던 신분제 변화의 사례는 조‘
선 후기 신분매매 로 조선 후기 무렵 경제 수준이 높은 개인이 납속책이나 ’ , 

공명첩을 비롯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분을 상승하려는 모습을 지칭한다. 

연구 참여 학생의 절반 이상인 명이 이러한 모습을 신분제 변화의 사례로 12

언급하였다 그 중에서도 중학교 학년과 학년 학생들의 비중이 컸다 특히 . 2 3 . 

중학교 학년 학생 명 중 명은 국어 시간에 배웠던 박지원의 양반전 을 2 7 4 < >

언급하면서 조선 후기 상업으로 성장한 신흥 계층이 자신의 부를 통해 양반 

신분을 획득하려는 노력을 설명하였다 이 사례는 학생들이 보유한 역사적 . 

지식의 원천이 역사 과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 신분제도가 흔들리는 건 그 최근에 국어에서 배웠는데 국M204: . , , 

어 시험 범위에서 어떤 소설이 나왔는데 거기서 그게 아마 박지

원의 양반전이라는 소설이었는데 거기서 그 신분을 사고 파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M204: 144) 

연구자 양반전이 어떤 내용이에요: ?

M207; 그 몰락한 양반이 약간의 환곡으로 인해서 약간의 빚을 지고 있

는 상황인데 그 부자인 평민이 양반 대접을 받고 싶어서 빚을 

다 내주고 양반 신분을 사려는 데 중략 증서를 쓰자고 했는데( ) , 

그 증서를 쓰는 데 약간 양반이 무능함과 허례허식같이 양반을 

비판한 내용과 함께 있는 내용이에요. 

(M207: 159)

이와 더불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빈번하게 언급하였던 사례는 대체로 

난 혹은 봉기 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학생들이 언급하였던 난은 ‘ ’ ‘ ’ . 

고려 후기나 조선 후기에 집중되었다 학생들은 개별적 역사적 사건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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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고려 무신 정권 시기에 있었던 개인의 신분 상승 

운동이나 조선 후기 전국에서 있었던 여러 농민 봉기를 포괄적으로 언급하기

도 하였다 학생들은 이러한 난을 설명할 때 농민들을 난과 봉기의 주축으로 . 

내세우면서 설명을 이어 나갔다 학생들은 과도한 수탈이나 신분제의 모순으. 

로 인한 차별에 저항하여 농민들 주도의 난이 일어났으나 지배층의 진압으, 

로 인해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는 나름의 서사를 구축하고 있었다 아래 . 

의 설명이 농민이 주도하였던 난을 설명하는 전형적인 서사 구조를 갖H104

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략 양반이 평민들에게 세금도 걷고 했는데 인제 거기에서 H104: ( ) ( ) , …
발생하는 문란이랑 그런거 때문에 농민들이 뭉쳐서 뭐 홍경래의 

난이나 그런 난을 일으킬 때에도 그래도 나라가 개입을 해서 제

압을 어느 정도 해줬기 때문에 그 틀을 기준으로 해서 좀 이제 

난이 일어났음에도 정리해야 할 부분이 생기니깐 그런 걸 나라에

서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간섭을 하면서 정비를 해서 다시 그 

신분 구조를 갖추면서 후략[ ] ( )

(H104: 92) 

한편 학생들은 이러한 난의 성격을 세심하게 잘 확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 

보인다 학생들이 언급하였던 신분제 변화의 사례로서 난 중에서는 실제로 . ‘ ’ 
신분 질서의 동요 혹은 신분제에 대한 저항과 관련이 없는 사례가 다수 등장

하기도 하였다 홍경래의 난이나 김흠돌의 난 등이 그 예시이다 특히 연구 . . 

참여 학생 중 명이 홍경래의 난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여러 수단을 통해 재5 , 

산으로 양반 신분을 획득하려는 시도와 동학농민운동을 제외하고 가장 언급 

빈도가 높은 사건 중 하나였다 근래에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 중 홍경래의 난. 

을 가장 인상 깊게 봤다는 만이 지역적 차별과 소외에서 홍경래의 난이 M205

비롯되었던 것이라 설명하였다 그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은 신분제에 대한 . 

저항의 맥락에서 홍경래의 난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165) 학생들은 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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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난을 두고 대체로 농민들이 뭉쳐서 혹은 천민이나 평민들이 뭉쳐서“ ”, “ ” 

발발하게 된 농민 봉기 라고 설명하였다 역사학계 내부에서“ ” (H104; M302). 

는 홍경래의 난 초반 과정에는 평안도의 몰락 양반 대상인 향임층이 주축이 , , 

되어 난을 주도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고 농민층의 자발적인 참여가 증가하, 

게 되면서 그 성격이 변화하게 되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166) 그렇지만 학생 

들이 홍경래의 난을 설명하면서 농민층의 참여와 신분제에 대한 저항적 성격

을 강조하였던 점을 토대로 할 때 홍경래의 난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과 해석, 

을 의식해서 설명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전. 

형적인 농민 봉기에 대한 서사를 홍경래의 난에 투사하여 이해하고 있다고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다양한 사회적 모순으로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 , 

갈등의 양상을 신분제에 대한 저항으로 단순화하여 이해하는 것이다. 

김흠돌의 난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는 신분제 . H104

변화의 예시로 김흠돌의 난을 제시하였다 반란을 일으켰던 김흠돌은 신라 . 

신문왕의 장인이며 그가 일으킨 난은 신분제의 모순에 대한 저항이라기보다, 

는 지배 계층 내부에서 왕권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그렇지만 이 학생은 신분. 

제 변화 사례로 홍경래의 난 망이 망소이의 난과 김흠돌의 난을 함께 제시, ·

하면서 위의 세 가지 난을 같은 성격의 역사적 사건이라 보았다 이 경우. , 

권력관계의 변화 혹은 지배층의 교체를 신분제의 변화로 혼동하는 모습이 반

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분의 높낮이와 여기에서 비롯된 차별을 권력관계. 

165) 는 다음과 같이 홍경래의 난을 설명하였다 M205 . 
M205: 그 평안도에서 홍경래라는 사람이 자기가 봤던 그 평안도에 대한 차별이, 

랑 또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고 봉기를 일으킨거죠 네, . 
(M205: 147)

166) 권내현은 홍경래의 난의 성격을 둘러싸고 계급투쟁론에 기반하여 농민 전쟁 
으로 규정하는 시각 이론에 국한하지 않고 실증의 차원에서 농민들의 적극적인 , 
역할을 부각하려는 시각 등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아래의 글에서 홍경래의 난에. 
서의 농민들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확인할 수 있다 권내현 홍경래의 난 연구. ( , ｢
의 쟁점 한국인물사연구 오수창 또한 엄밀한 분석 11, 2009, pp.415-421.) ｣  
없이 홍경래 난을 계급 투쟁으로 분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지도부의 , 
다양한 계급적 구성을 함께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수창 홍. ( , ｢
경래의 난 폭넓은 시각과 수많은 논쟁거리 역사비평, , 2008.5. pp.42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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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이해한 것이다. 

이처럼 연구에 참여한 학생 중 몇몇은 다양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난 을 ‘ ’
신분제 변화의 한 갈래로 파악하였다 여기에는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 

으며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지 않아 불만을 가졌던 계층의 다양한 성격을 포, 

착하는 대신에 낮은 신분으로 단순하게 치환하여 이해하는 모습이 반영된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상대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한 계층의 집단적인 행동을 모. 

두 신분제에 대한 저항으로 포괄하는 것은 아닌지 추측되는 모습이 있다. 

즉 신분의 상하관계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삼아 사회의 전 영역에 대입하여 , 

이해하는 것이다 실제로 홍경래의 난과 김흠돌의 난을 언급한 학생 명 중 . 5

명을 제외하고 모두 공시적 측면에서 신분제 개념을 구조화할 때 이분화된 1 ‘
구도 속에서 신분제를 이해하는 유형 이나 신분 간의 상하관계에 주목하는 ’ ‘
유형 에 속하였다 이 학생들은 역사적인 근거를 토대로 신분제를 구조화하’ . 

는 대신 신분이란 단일한 기준으로 사람들의 높고 낮음의 지위를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갈래의 사회적 갈등을 신분 사이의 갈등, 

으로 평면화하여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신분제 변화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다양한 난 에 ‘ ’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신분 개념 그리고 난의 성격을 섬세. , 

하게 고려하지 않았고 사회적 차별과 그 차별에 대한 저항에 맞춘 나머지 신분 , 

간의 상하관계를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학생들이 설명하는 신분제 변화 원인과 전개 양상 2. : 

신분제 변화의 원인 1) 

학생들이 제시한 신분제 변화의 원인을 개인 사회구조 사회구조와 시‘ ’, ‘ ’, ‘
대적 변화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었다 아래의 표 는 연구 참여 ’ . < -2>Ⅳ



- 115 -

학생이 제시한 신분제 변화의 원인을 분류한 것이다. 

범주 설명 방식
언급한 

학생 수

개인
! 영향력 있는 개인 3

! 개인적이고 보편적인 욕망 5

사회구조
! 사회경제적 요인의 표면적인 언급 12

! 작용 반작용의 원리로 설명하는 집단적 불만 - 6

사회구조와 

시대적 변화

! 변화한 사회경제적 환경으로 촉발된 불만 5

! 새로운 계층의 형성 2

표 연구 학생들이 제시한 신분제 변화의 원인 분류< -2> Ⅳ

단위 명( : )

개인 (1) 

이 범주의 설명 방식은 특출난 개인의 역량에 주목하는 경우와 인간이라면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욕망에 주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러한 설명 방식. 

은 종종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조명하는 수준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 참여 학생 중 세 명이 신분제의 변화를 이끈 위대한 인물을 제시하였

다 이들은 주목할 만한 인물로 여러 난 과 농민 봉기의 우두머리를 제시하. ‘ ’
였다 이 학생들은 전봉준 홍경래 만적 과 같은 인물. (H101), (M205), (H203)

을 제시하면서 이들의 특출난 능력과 용기 덕분에 공고히 존재하는 신분제“ ” 

를 향한 집단적인 행동이 가능했다고 보았다 전근대 사회에서 신분(H101). 

제 질서가 굳건하게 존재해 봉기가 쉽게 성공할 줄 못할 것을 알고 있었“ [ ]” 

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 저항을 표출했다는 것이다(H203). 

이러한 이해에서 농민 봉기는 의견 제시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황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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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한 용감한 행동으로 여겨졌다” (H101). 

학생들은 신분제의 변화를 가져온 배경으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보편적인 욕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은 조선 후기에 소위 . M203

돈으로 신분을 사는 현상이 나타났던 이유로 양반하고 대우가 달랐으니까 ‘ ’ , “
그런 대우를 받고 싶은 사람들 의 욕망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 . M304 

돈으로 성을 사고 팔고 하는 행위 또한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 부러워“ ” “ ( ) …
서 생겨나게 된 현상이라 보았다 위 학생들은 더 나은 대우 높은 신분으” . , 

로의 상승에 대한 욕망과 같이 시대 초월적이고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을 토

대로 신분제 변화가 나타났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이 학생들은 다른 시기가 . , 

아니라 왜 하필 조선 후기에 부를 통해 높은 신분을 획득하려는 여러 시도

가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혹은 왜 그 시기에 난 이 나타나게 되었는, ‘ ’
지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 범주의 설명 방식을 활용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배. 

경 요인을 가능하게 하였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설명 방식 예시

영향력 있는 

개인 

H101: 전봉준은 어 자기 신분이 낮아도 자신의 주장을 . ( ) , …
펼치기 위해서 용기를 무릅쓰고 한 그런 일 같아요.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한 운동 같( ) …
아요. 

(H101: 141) 

개인적이고 

보편적인 욕망

M304: 신분제를 흔들려고 하는 아 이제 마을에서 이제 농? 

민 봉기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이게 다 자신에 대한. , 

자신의 신분에 대해 마음에 안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

잖아요. 

연구자 어 네네네:   
돈으로 성을 사고 팔고 있었던 그런 것도 네 신분M304: , ( ) 

제가 어쨌든 마음에 들어서 한 건 아니니깐. 

(M304: 141-143)

표 신분제 변화의 원인 설명 방식과 예시 개인 범주< -3> (‘ ’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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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들에 대한 설명도 유사하게 전개되었다 는 조선 후기 상업으로 . M305

부를 축적한 신흥 집단이 축적된 부를 토대로 신분을 상승하려는 현상을 두

고서 양반들이 돈이 필요해져서 일어났던 일이라 설명하였다 경제적인 특“ ” . 

권을 누리던 양반이 곤궁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 또한 변화한 사회구조적인 

측면을 조명하는 대신 양반 신분의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일로 바라보았

다 는 양반을 비롯한 특권적 신분의 사람들의 위세가 편 먹고 노니까 . M305 “
좀 약해 지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 , 

이어지게 되었다고 보았다 는 국어 시간에 배웠던 박지원의 양반전. M205 < >

을 언급하면서 본래 학문도 많이 연구하고 또 백성들한테 모범이 되던 양, “ ” 

반이 인간이라면 가질 수 있는 욕심 때문에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게 되면“ ” 

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뭐 사람들이 자기는 아니라고 해도 다 욕심이 있잖아요 사람들M205: , 

이 그래서 뭔가 자기가 권력을 좀 더 가질라고 양반의 원래 그 . 

모범을 보여야 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걸 깨뜨리고 뭔, 

가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그러는 움직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M205: 121)

학생들은 양반 계층의 개인적인 일탈 및 이익 추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신

분의 신분 상승 욕구 및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맞물리게 되면서 경제적인 부

를 토대로 신분을 상승하려는 새로운 사회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설명하

였다 그렇지만 보편적인 욕망에서 비롯되었던 사회적인 현상이 왜 하필 특정 . 

시기에만 나타났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학생들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가능. 

하게 했던 사회 경제적 바탕과 구조적인 조건에 주목하는 대신 개인의 욕망에·

만 초점을 맞췄다. 

연구자: 조선 후기에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 

사회적으로 아 그 돈이 많이 생겼는데 대우가 달랐으니깐 양M203: . , 

반하고 대우가 달랐으니깐 그런 대우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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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 같아요. 

연구자: 중략 왜 그런 변화가 고구려 시대나 고려 시대에는 없었던 걸까요( ) ? 

그건 잘 모르겠어요M203: . 

(M203: 147-151) 

요컨대 이 범주에 속하는 학생들은 개인 수준에서의 시대 초월적인 보편적

인 욕망과 이해관계 그리고 특정 개인의 특출난 역량을 토대로 신분제 변화, 

가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하였다 학생들은 신분에 따른 처지에서 기인하는 . 

보편적인 욕망이 신분제 변화의 원인이라고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대 . 

특정적인 요인을 함께 분석하거나 시대적인 맥락을 고려하는 경우는 찾아보

기 힘들었다. 

사회구조(2) 

이 범주의 설명 방식을 제시한 학생들은 앞의 범주와 달리 신분제 변화를 

사회 수준으로 확장하여 설명하였다 신분제 변화의 원인으로 사회 경제적 . ·

바탕이나 구조적인 조건 혹은 집단적 움직임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범주에 , . 

속하는 설명 방식은 연구 참여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설명 방식 예시

사회 경제 구조적 · ·

요인의 표면적 

언급

연구자: 그 시대의 변화를 만들었던 건 무엇이었던 것 같아요? 

M304: 그러니깐 이제 이제 백성이 많아지고 그러니깐 기술. , 

도 발전하고 그리고 어 전 다른 나라랑 전쟁도 여러 , . 

번 했고 그니깐 농사하는 기술이나 뭘 만드는 기술이 , 

발전하고 과거 시험 이런 것도 생겨나는 것도 있었, 

고 그러니깐 이런게 엄청 많잖아요 그런거 하나하나, . 

가 모여서 좀 흐름도 바꾸고 그랬던 것 같애요. 

(M304: 135-136)

표 신분제 변화의 원인 설명 방식과 예시 사회구조 범주< -4> (‘ ’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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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범주에 속한 설명 방식은 사회 구조적인 특징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았·

다 학생들은 산업 구조의 변화 문화의 변화 혹은 전쟁과 같이 사회 구조적 . , ·

변동 등을 신분제가 변화하게 된 원인이라 지목하였다 표 의 인용문. < -4>Ⅳ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는 인구의 증가 농사 및 제조 기술의 발전 전M304 , , 

쟁 새로운 제도의 발전 등을 언급하였다 또한 외부로부터 새로운 사, . M302 

상의 유입 혹은 전쟁을 변화의 배경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학생들은 앞서 . 

제시되었던 것과 같이 특출난 개인의 특성 혹은 의지와 욕망으로 환원될 수 

없는 사회 구조적인 면을 조명하였다 한편 이 범주에 속한 학생들의 설명에· . , 

서 시대 특정적인 요인을 분석하거나 시대적인 맥락을 고려하는 경우는 찾, 

아보기 힘들었다. 

조선 후기 무렵에 나타난 새로운 사상 또한 신분제 변화를 이끈 사회 구조·

적 원인으로 빈번하게 지목되었다 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사상의 출현은 신. 

분제 폐지의 갑작스러움에 대한 인지적인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설명 방식

이었다 이 학생들은 새로운 사상 덕분에 신분제 폐지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고 보았다 신분제가 전근대 사회에서 오랫동안 대물림되며 지속되었지만. ,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 는 신분제는 자유 와 평등을 중시하는 요“ ” “ [ ] 

즘 사람들의 가치관에는 맞지 않 았다고 보았기에 제도적으로 철폐되었다고 ”
답변하는 식이다 아울러 새로운 사상의 유입이 외부로부터 급작스럽(M303). 

게 이루어졌다고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다 은 조선 후기를 전례 없이 . H203

서양의 문물이 한 번에 확 들어왔던 시기 로 바라보았다 또한 조“ ” . M205 “

작용 반작용의 -

원리로 설명하는 

집단적 불만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는 말이 있잖아요M205: . .  
연구자 네네: 

M205: 그 홍경래 같은 평안도 사람들 많이 차별하고 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깔아 뭉게고 그런게 계속 하

다보면 분명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불만이 많을거

에요 그래서 뭐 터진 거겠죠 불만이 . . 

(M205: 15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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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후기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들어 오게 되면서 인권 의식 이 들어오게 되” “ ”
었고 사람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비로소 신분제가 폐지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그렇지만 이러한 설명 방식을 택한 학생들은 새로운 사상이 정작 당시 사람

들의 삶이나 사고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기에 신분제 폐지까지 이어지게 

되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사회 구조적 원인에 대한 표면적인 언급 외에도 학생들은 신분제를 향한 · , 

사람들의 불만 누적을 신분제 변화의 배경 요인으로 빈번하게 지목하였다. 

은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높은 신분의 사람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M303

받는 것을 점차 부당 하다고 느끼면서 신분제 개혁을 통해 모두가 평등하“ ” , “
게 존중받을 수 있 는 사회를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 . H204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보기에 신분제가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 ] ” 

서 신분제가 없어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신분제에 대한 불만이 농민 봉기와 같은 집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보

는 학생도 있었다 는 농민들에 대한 수탈이 심해져 견디기 힘들 정도. H104 “
로 생활이 힘들어지니깐 나라에 불만이 폭주 하는 바람에 여러 저항이 나타”
나게 되었다고 보았다 도 이와 유사하게 난을 양민 상민 평민 노. M201 “ , , , 

비 등 비특권적 신분들의 불만이 많아서 생겨났던 일로 설명하였다 표 ” “ ” . <

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 경우 지렁이도 밟으면 꿈-4> , M205 , ‘Ⅳ

틀댄다 라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신분들의 불만이 누적되다’ , 

가 폭발하면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묘사하기도 하였다. 

연구자 대표적으로 조선 후기 때 신분제에 살짝 혼란이 있었는데 이런 : , 

혼란은 왜 생겼을까요?   
중략 불만이 많아서 생겨났을 것 같애요M201: ( ) .  

연구자 불만이 많아서 누구의 불만이 많았을까요: . ?   
음 양민 상민 평민 노비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 불만이 M201: . ? ? ? ? 

많았을 것 같아요. 

(M201: 19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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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질서에 대항했던 사람들의 집단적 행동에 대한 언급은 신분제 변화를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관련된 행동으로 파악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 범주의 답변과 차별화된다‘ ’ . 

한편 이 학생들 또한 왜 하필 특정 시기에 집단행동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 설명하지 않았다 이들은 특정 시기에 집단행동이 나타날 수 있었던 시대. 

적 배경에 주목하는 대신 마치 증기가 가득한 냄비에 열과 압력을 가하면 , 

펑 하고 터지듯 사회 경제적 수탈이 심해지고 신분제를 둘러싼 불만이 누적, ·

되자 집단행동이 나타났다고 보았다 이렇게 학생들은 농민 봉기나 여러 난. 

이 나타났던 시대적인 면모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작용 반작용의 원리를 통, -

해 사회적 현상으로서 나타난 신분제 변화를 설명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은 신분제 변화를 설명할 때 과거의 사람들은 현

재의 사람들보다 현저히 부족하다고 바라보기도 하였다 은 사람들이 . M301

과거보다 더 똑똑해 지면서 신분제 사회의 불합리함을 깨닫고 여러 사람“ ” , “
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 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다양한 난 이 발” ‘ ’
생하였다고 보았다 이와 유사하게 또한 조선 시대에는 인권과 관련. M205 

한 법이나 규제가 없어서 낙후된 상태에 있다가 조선 후기 이후 서양 사람, “
들이 생각하는 인권 의식 이 들어오게 되면서 신분제가 없어지는 계기가 마”
련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설명에는 과거의 사람들은 현대 사회를 사는 . 

사람들에 비해 지적으로 결핍되었다는 판단이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는 시대. 

적 상황이나 과거의 상황의 맥락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은 서학과 동. M206

학이 추구하는 평등 사상 때문에 사람들이 신분제의 문제점을 알 게 되는 “ [ ] ”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설명에서 새로운 사상. 

의 유입은 사람들이 신분제도의 모순을 깨닫는 직접적인 계기였다. 

연구자 중략 왜 이런 신분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 ) ? 

그 서학이랑 동학에서 평등사상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분제 의 M206: [ ]

문제점을 알고 그랬던 것 같애요. 

(M206: 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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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옛날에는 그 목소리를 냈는데 안 먹혔고 그 어떤 시기에는 중: , (

략 먹히는 시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거는 왜 그렇게 다른 것 ) .. 

같아요? 

음 좀 똑똑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이제 깨달은거죠M301: ? . 

연구자 어떤 걸: ?

M301: 이게 불합리하다는 것 옛날에는 깨닫지 못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 

(M301: 160-168) 

연구자 중략 조선 시대가 끝나고 나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했는데: ( ) ,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보면은 뭐 상투를 자르게 하고 양반들한테 양반들만 말고 M205: . 

모든 사람들한테 그걸 제가 봤거든요 책에서. , . 

연구자 네 맞아요 맞아요 단발령이라고 하죠: . . . 

네 그것도 하고 또 노비도 없애고 그리고 뭔가 서양 사람들이 M205: . . 

생각하는 인권 의식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생각하게 되고 또 조, 

선 후기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에, . 

(M205M: 132-139)

요컨대 이 범주에 속한 설명 방식을 채택한 학생들의 답변에서 신분제 변

화를 가져온 사회 경제 구조적 원인을 언급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한편 이러· · . , 

한 언급은 지극히 표피적인 분석에서 멈추었다 이 학생들은 왜 하필 이 시. 

기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혹은 그 요인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 

나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하였다 학생들의 설명은 개인 범주의 설명보다 . ‘ ’ 
확장되었다는 면에서 진전된 면모가 확인되지만 신분제 변화의 원인에 대한 , 

설명은 사회구조적인 면의 표면적 언급에서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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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와 시대적 변화 (3) 

이 범주에 속한 설명 방식은 신분제의 변화를 이끈 시대적 특성을 조명하

였다는 점에서 앞의 두 범주의 설명 방식과 차별화된다 동시에 이 학생들은 . 

신분제 변화의 원인을 단일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여러 원인이 어떻게 복합적, 

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지 주목하였다 이러한 범주에 속한 설명 . 

방식을 활용하는 학생들은 연구 참여 학생 중 가장 진전된 수준의 이해를 보

여주었다. 

설명 방식 예시

변화한 

사회 경제적 ·

환경으로 촉발된 

불만

어 그 다음에는 음 권력이 높은 사람들한테 집M204: . . . 

중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막 횡포를 부릴 때 신, . 

분이 낮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피해를 받고 부당, 

함을 느끼면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높은 

사람들한테 대항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 

(M204: 196) 

새로운 계층의 

형성 

그리고 서민들이 이때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생H201: 

기니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겨서 예전에 비, 

해서는 훨씬 더 똑똑한 서민들이 많아지니깐 어. 

예전에는 먹고 살기에 급급했었는데 언젠가부터 

돈 양반보다 돈이 더 많은 서민도 생기고 하니, 

깐 어 그 틀 같은 걸 깰려고 하는 서민들이 많. . 

이 나왔던 것 같아요.

(H201: 125)

표 < -5> Ⅳ 신분제 변화의 원인 설명 방식과 예시 사회구조와 시대적 변화 범주(‘ ’ )

이 범주의 설명 방식을 활용한 학생들은 신분제 변화가 나타나게 된 원인

으로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불만을 제시하였다 이 학생들은 신분· . 

제를 향한 불만이 생기게 된 요인을 상당히 복합적으로 바라보았다 는 . H202

신분제에 대한 반발은 오래 전부터 있었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울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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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추후 조선 후기에 여러 집단적. 

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종교의 영향 아래에서의 사상적 

뒷받침 생산력과 경제력의 발전 교육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 

했기에 가능했다고 보았다 즉 조선 후기에 집단적인 움직임이 가능했었던 . , 

요소로 하나의 원인만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을 제시한 것이

다 더 나아가 사람들의 신분제에 대한 불만 누적의 양상을 조명할 때에도 . 

단순히 작용 반작용의 원리로 설명하는 대신 그러한 불만이 형성되고 신분제 -

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대적 배경을 묘사하는 편이었다. 

또한 조선 후기에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새로운 문화가 생M207 

겨났고 이것이 집단적 불만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 M207

은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로 사람들이 돈에 여유가 생겨서 서민문화가 “ [ ] …
생 긴다고 언급하는 등 문화적인 변화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상품화” . 

폐 경제 발달의 사전적인 의미와 함께 그 발전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잘 알고 있기에 나올 수 있는 답변이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난 후에 나라에 빈곤이 찾아오고 이M207: 

런 저런 사회의 혼란과 부정부패가 찾아오면서 매관매직과 신

분 매매와 같은 사건들이 많이 벌어진 것 같구요 상품 화폐 경, 

제가 발달이 되면서 이 상인들 같은 평민들이 부자가 될 수 있

거나 여유 그 여유가 생겨서 아 돈에 여유가 생겨서 사치적인 . .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서민문화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M207: 179)

조선 후기 새로운 사상의 등장 또한 신분제 변화의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방식의 설명은 새로운 사상이 어떻게 다양한 난 을 뒷받침하였는지 ‘ ’
밝혔다 이 범주의 설명 방식을 활용하는 학생들은 신분제에 혼란이 생기던 . , 

조선 후기 무렵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등장한 서학 동학 등의 사상과 이들이 , , 

강조하는 평등에 대한 지향이 신분제에 대한 불만을 가속화하였다고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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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은 인간 사이의 평등사상을 중시한 천주교가 조선시대 신분제에 . H201 “
엄청나게 위험한 사상 이었다고 설명하면서 평등에 대한 강조가 당시 사람” , 

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바라보았다. 

천주교도 인간이 평등하다고 그런 말은 되게 솔직히 말해서 조H201: 

선시대 신분제에서 엄청나게 위험한 사상이니깐 그래서 더 천. 

주교 같은 게 신분제에 혼란을 생기게 한 큰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H201: 166)

또한 농민들이 평등을 강조한 동학 교리의 영향 아래에서 자기 신M204 “
분을 바꾸려고 노력 하는 등 농민 봉기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했다고 보았다” , . 

그리고 이러한 의식의 고양은 농민 봉기와 같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바라보았다 더 나아가 이런 봉기의 경험 자체가 자신의 처지를 자. 

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 학생들은 신분제 변화의 원동력. 

과 행위 주체성을 농민들에게 찾으면서 새로운 사상이 당시 민중들의 의식 ,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았다 이 학생들은 신분에 대한 보편적인 불만이나 . 

더 나은 삶에 대한 욕망이 집단으로 표출되었다는 설명에서 더 나아가 집단

적인 의식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파악하였다 이 학생들은 앞의 범주의 설명 . 

방식과 같이 과거에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고 무지하였던 사람들이 새로운 

사상의 등장으로 각성하게 되었다는 서술 대신 새로운 사상의 흐름이 사람들, 

을 결집하여 새로운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데 뒷받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조선 후기에 나타난 새로운 계층을 조명하는 설명에 특히 시대 특정적인 

이해가 집약되어 나타났다 은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을 하면서 돈 . H201 “ ”, “
많은 서민들 부자들이 많이 나타 날 수 있었고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공, ” , “( ) 

부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겨서 똑똑한 서민 이나 양반보다 돈이 많은 서” “ ” “
민 들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 결과 신분제와 같은 틀 같은 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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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려고 하는 서민들이 많이 나 온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제력의 발전” (H201). 

과 사회적인 변화를 연결해서 설명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나타나게 된 원인, 

을 복합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은 상품화폐 경제의 . M207

발달로 서민문화가 성장하였다고 설명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서민들이 이때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생기니깐 공부할 H201: , 

수 있는 기회도 생겨서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똑똑한 서민

들이 많아지니깐 어 예전에는 먹고 살기에 급급했었는데 언젠. 

가부터 돈 양반보다 돈이 더 많은 서민도 생기고 하니깐 어, . . 

그 틀 같은 걸 깨려고 하는 서민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H201: 122)

중략 몰락한 양반이 생기면서 몰래 그 몰래 직업을 팔고 몰래 M207: ( ) 

신분을 팔고 돈을 얻었던 것이 점차 확대되어 이렇게 공개적으

로 공명첩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뭐 그런 물건들이랑 서류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애요. 

(M207: 163) 

과 은 조선 후기 사회 경제적 발달로 인해 나타난 새로운 계층H201 M207 ·

으로 서민과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을 조명하였다 이 학생들은 새로운 계. 

층을 단순히 신분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불만을 가진 집단으로 

묘사하는 것을 넘어 시대특정적인 이해 속에서 그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고, 

자 하였다 특히 은 조선 후기에 대한 시대적인 감각을 갖추고 있었기. H201

에 복합적인 요인의 작용으로 새로운 계층을 조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은 조선 후기에는 전반적인 생산력이 높았기 때문에 과거 시기와 . H201

비교하여 적은 노동력으로도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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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계층이 나타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해는 조선 후기를 두고 농사 짓는 기술 같은 것도 훨씬 . “
발전을 하니깐 가성비가 훨씬 높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조금만 일을 해도 돈

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사회 라 표현한 것에 압축되어 있다” (H201). 

은 이러한 설명을 통해 조선 후기를 다른 시기와 차별화하였다H201 . 

요컨대 신분제 변화의 원인에 대한 설명은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분. 

제 변화의 원인에 대한 진전된 분석을 제시하는 학생들은 신분제의 변화를 

시대 초월적인 배경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무언가로 파악하는 대신 비교적 

정확한 시대 특정적인 이해를 지닌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신분제 변화를 가. 

져온 다양한 원인을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단순히 새로운 사상이 등. 

장해서 신분제 변화가 나타났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뒷받, ·

침 새로운 사상의 등장으로 농민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새로운 목소리를 낼 ,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 방식은 . 

신분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적 시대적 요인과 이들 사이의 관, 

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 참여 학생들이 보여준 설

명 방식 중 가장 진전된 모습이었다. 

신분제 변화의 전개 양상 2) 

학생들이 설명한 신분제 변화의 전개 양상을 즉각적인 변화 물리적인 ‘ ’, ‘
시간의 흐름 점진적인 변화 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 과정’, ‘ ’ . 

에서 신분제 변화가 어떠한 시간적 범위 속에서 전개되었으며 신분제 변화, 

가 한국사의 큰 역사적 흐름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파악하는지 검토하였

다 아래의 표 에서 연구 참여 학생이 제시한 신분제 변화의 전개 양. < -6>Ⅳ

상을 범주별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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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인 변화 (1) 

이 범주의 설명 방식을 활용하는 학생들은 신분제 변화의 결과가 즉각적으

로 나타났고 그 영향의 범위는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로 한정되었다고 파악, 

하였다 표 에 연구 참여 학생의 답변 예시를 제시하였다. < -7> . Ⅳ

범주 설명 방식 빈도 

즉각적인 변화
! 즉각적인 결과 영향/ 7

! 개인적 차원의 영향 4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

! 기계적인 시간의 흐름 7

! 앞선 후속 사건과의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연관/ 6

점진적인 변화
! 사건의 장기적인 영향 4

! 점진적인 전개 3

표 연구 학생들이 제시한 신분제 변화의 전개 양상 분류< -6> Ⅳ

단위 명( : ) 

설명 방식 예시

즉각적인 

결과 영향/

연구자 신분제는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 아세요: ? 

어 잘 모르겠지만 뭔가 운동 운동 같은 거M206: . , ? ? 

봉기 같은 걸로 인해서 없어진 것 같애요. 

(M206: 98-99) 

개인적 차원의 

영향

연구자 신분제의 변화는 사람들에게 당시 사람들에게 : [ ] 

어떤 영향을 준 것 같아요? 

혼란스러움M203: ? 
연구자 혼란스러움 네 어떤 식으로 혼란스러움이 있었: . 

을까요? 

표 신분제 변화 양상의 설명 방식과 예시 즉각적인 변화 범주< -7> (‘ ’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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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범주의 설명 방식을 활용하는 학생들에게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결과가 매우 즉각적으로 나타난다고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다 신분제 변화를 . 

설명할 때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대신 

짧은 시간에 그것도 단일한 사건만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파악하는 것이, 

다 학생들은 그 변화의 결과와 영향 또한 즉각적으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 

과 모두 조선 후기 개인의 경제력을 토대로 양반 신분을 획득M203 M302 , 

하는 현상이 만연하게 되면서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졌다고 설명하였다 그. 

런데 그 혼란의 양상을 설명할 때 신분제 변화로 나타난 영향은 서로를 부

르는 호칭이 변화하는 수준의 개인적이고 단일한 사건으로 축약되었다. 

연구자 그러면 이런 변화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당시 : ? 

사람들에게. 

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기뻤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되게 기분 M302: , 

나빴을 거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쳐냈던 사람들을 같은 밥상에. 

서 밥을 먹는 느낌이잖아요? 

연구자 네 : 

되게 기분이 나빴을 것 같고 어떤 계층의 사람들은 후략M302: , ( ) 

(M302: 121-124)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들은 신분에 대한 호칭이 바뀐다, 

던가 갑작스러운 신분의 변동으로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나빠질 것이라고 , 

보는 등 사회적 변화를 지극히 개인적인 수준에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 , . 

음 힘들어서 막 어제는 같은 신분 계급이었는데 M203: . 

내일 보니깐 사람들이 보니깐 친구가 막 양반이 

되었다든지 그래서 부르는 호칭도 바뀔 때 갑자

기 바뀔 수도 있으니깐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울 

것 같애요 

(M203: 15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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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결과는 며칠 내의 짧은 시간에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설명 방식을 활용하는 학생들은 신분제에 대한 변화가 단시간에 이어

진다고 바라보았다 이러한 이해에서 신분제 폐지는 매우 급작스러우며 단일. 

한 사건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다. 

한 역사적 사건의 영향력에 대한 와 의 설명을 비교해보면 그 H105 H106

특징이 더 확연하게 나타난다 는 즉각적인 변화 범주에 은 보. H105 ‘ ’ , H106

다 진전된 점진적인 변화 범주의 설명 방식을 활용하였다 는 사건의 ‘ ’ . H105

결과가 변화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 은 이와 달리 여러 , H106

사건의 누적적인 영향 아래에서 역사적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

었다 아래의 인용은 만일 농민 봉기가 성공했다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 , 

수 있을지 각각의 학생이 추측한 부분이다. 

연구자 농민 봉기 가 성공했으면 좀 달라졌을까요 역사가 달라졌을: [ ] ? 

까요 중략? ( ) 

계급 사회가 없어지고 그냥 일을 잘하면 높은 관직에 앉고 일H105: , 

을 못 하면 천한 노비나 아 노비는 말고 천민 정도로 다 그렇, 

게 되었을 것 같아요. 

(H105: 140-143) 

연구자 만약에 농민 반란이 이런게 성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 ? 

음 초기에는 그래도 나라를 바로 잡으려고 했겠지만 그래도 그 H106: . , 

나라의 시대만의 그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시대만의 안 좋은 , 

점들은 쉽게 고쳐 고치지 못했을 것 같아요, . 

(H106: 116-117) 

는 농민 봉기가 성공했다면 바로 계급 사회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H105

설명했다 즉 신분제 폐지라는 큰 변화의 흐름을 단일한 사건으로 나타날 수 . , 

있는 결과로 동일시하는 것이다 반면 은 나라를 바로 잡으려 는 시도. H106 “ ”
가 일부 있을지라도 다양한 시대적인 구속 요인 때문에 급작스럽게 신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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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보지는 않았다 여기에서 은 시대마다 특정. H106

적인 면모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신분제 폐지라는 커다란 변화의 흐름은 , 

하나의 역사적 사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이 범주의 설명 방식을 활용하는 학생들은 신분제 변화가 매우 짧은 

시간적 범위 내에 일어날 수 있으며 그 영향 또한 매우 즉각적이고 한정적으로 

나타난다는 면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설명에서 신분제 변화는 독립적인 사건으로 . 

이해되는 측면이 강했다.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 (2) 

이 범주의 설명 방식은 시간의 흐름 그 자체에 주목하는 경우와 신분제 변

화가 비교적 단기간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범주의 설. 

명 방식을 활용하는 학생은 앞의 즉각적인 변화 범주와 비교하여 신분제 ‘ ’ 
변화에 소요된 절대적인 시간이 늘어났다고 언급한다는 점에서 더 진전된 모

습이 나타난다 그렇지만 이 학생들은 신분제 변화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 

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설명 방식 예시

시간의 흐름 

그 자체에 주목 

어 조선 후기 일제강점기였는지는 잘 모르겠는M201: . , 

데 평등이 중시되면서 그리고 왕권이 약화되고 그

러면서 점차 사라졌었던 것 같애요. (M201: 219)

앞선 후속 /

사건과의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연관

이제 그런 사례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다 보니까 H203: 

사람들이 예전에 이런 사람도 있었다 하면서 이제 , 

이 시대까지 가서도 우리들의 신분의 차별을 없애

자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해줬던 게 아닐까요. ? 

(H203: 158)

표 신분제 변화 양상의 설명 방식과 예시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 범주< -8> (‘ ’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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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설명 방식을 활용하는 학생은 대체로 서서히 혹은 오랜 시간에 ‘ ’, ‘
걸쳐 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역사적 사건의 진행을 설명하는 경향이 있었다 앞’ . 

의 범주에 속한 학생과 달리 신분제의 폐지가 단번에 이루어졌다고 파악하거, 

나 농민 봉기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하는 

모습은 없었다 이는 변화의 순간이 아닐 때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다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난 것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 없을 때에도 변화, 

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부분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러. 

한 점에서 신분제 변화를 둘러싸고 앞의 설명 범주보다 더 진전된 이해에 도

달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한편 이 학생들은 시간의 물리적이고 기계적. , 

인 흐름을 언급할 뿐 의미 있는 국면을 포착하거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 

어려움을 느꼈다 변화를 설명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언급하는 예시는 아래와 . 

같다. 

노비들을 뭐 차별하고 또 좋은 대우도 안 해줬는데 그렇게 M205: 시간

이 흐르다 이제 조선이 망하고 노비도 없어지고 하면서 나름대 

로 뭐 신분제도도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밑줄은 인용자(M205: 211. ) 

조선 후기 때 양반들의 권위가 H204: 조금씩 무너지던  

밑줄은 인용자(H204: 164. ) 

음 H204: 조금씩 흔들렸을 것 같은데 네 조선 후기 때 양반이 몰락 , . 

하게 된 게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밑줄은 인용자(H204: 191. )

M201: 어 조선 후기 일제강점기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평등이 중시되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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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리고 왕권이 약화되고 그러면서 점차 사라졌었던 것 같애요 . 

밑줄은 인용자(M201: 219. ) 

이렇게 학생들은 시간이 흐르다 조금씩 점차 등의 어휘를 활용하면‘ ’, ‘ ’, ‘ ’ 
서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즉각적인 변화 범주의 . ‘ ’ 
설명 방식을 활용하는 학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진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복수의 역사적 사건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는 모습에서도 앞의 범주

의 설명 방식과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 즉각적인 변화 범주의 설명 방식을 . ‘ ’ 
활용했던 학생들은 특정 사건의 영향력은 그 사건 내에서만 그리고 사건 당, 

사자의 개인적인 관계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지. 

만 물리적 시간의 흐름 범주의 설명 방식을 활용하는 학생들은 특정 사건‘ ’ 
의 결과가 미래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한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런 모습은 특히 신분 질서에 균열을 내고자 했던 여러 난을 묘사하는 모

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은 무신 정권기에 나타났던 만적의 난은 . H203

비록 실패했지만 사람들에게 신분의 차별을 없애자 는 저항 의식을 심어주, “ ”
는 등 그 영향력은 추후 시기에도 미쳤다고 보았다 또한 여러 농민 . M201 

봉기가 실패했어도 불만을 표출할 수 있 는 힘을 자각하는 계기가 마련되, “ ”
었다고 보았다.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만적의 난과 같은 사례 하나씩 하나씩 쌓H203: [ ] 

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전에 이런 사람도 있었다 하면서 이제 , 

이 시대까지 가서도 우리들의 신분의 차별을 없애자 그런 생각. 

을 가지게 해줬던 게 아닐까요? 

(H203: 158) 

조금 더 사람들의 그런 수준이 높아졌을 것 같구요 우리도 불M201: . 

만을 가지면 이렇게 표출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알게 된 계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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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M201: 212) 

이 과정에서 때때로 법칙적인 설명 방식을 활용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한 . 

사건의 영향력이나 결과가 어떠했는지 가늠할 때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

이나 그 시대적인 특징을 고려하는 대신 사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 변, 

화의 일반적인 원리를 적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러한 설명 방식을 활용하. 

는 학생들은 특정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는 필연적인 성격을 가

지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다 는 경제학에서의 수요와 공급. M305

의 법칙을 적용해서 조선 후기 무렵에 신분제의 혼란이 나타났는지 설명했다. 

그는 조선 후기 양반들이 돈이 필요해져서 신분을 팔게 되자 양반의 수가 늘, 

어 자연스럽게 계급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위의 양반들이 돈이 필요해져서 신분을 판 것 같애요M305: . 

연구자 아 돈이 필요해져서 중략 이러한 현상은 당시 사람들에게 : . ( ) [ ] 

어떻게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애요? 

아 옛날보다 위의 계급의 가치가 떨어졌을 것 같애요 위의 M305: . ( ) …
계급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상대적으로 밑의 계급이 어 그 위의 . 

계급이랑 차이가 안나서 나중에는 그게 없어질 것 같아요. 

(M305: 171-176) 

는 경제학의 법칙을 빌려 설명을 하고 있지만 다른 학생들의 설명M305 , 

에서는 권력관계 혹은 지배 관계의 역동으로 치환해서 설명하는 경우도 나타

났다 학생들은 이러한 설명 방식을 통해 시대적인 특성을 고려하는 대신에 . 

사회 변화를 해설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를 빌려 논리적으로 풀어내었다 . 

이처럼 물리적 시간의 흐름 범주에 속하는 학생들에게서 신분제 변화를 ‘ ’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건과 사건 사이의 연결성을 제한적으로나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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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한편 이 학생들은 앞의 범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 , 

진전된 설명 방식을 활용하였으나 다양한 변화의 국면에 역사적 의미를 부, 

여하지는 않았다. 

점진적인 변화 (3) 

이 범주의 설명 방식을 활용하는 학생들은 앞의 두 설명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보다 거시적인 시선에서 신분제 변화의 사례를 살펴보는 경향이 있었다. 

단순히 신분제 변화에 소요되는 시간적 범위를 길게 설정하는 수준을 넘어, 

신분제 과정에 여러 단계와 국면을 설정하였다 동시에 다양한 신분 상승 운. 

동을 포함한 신분제 변화의 결과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타나며 그 영향이 , 

다양한 방향으로 미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사례로 . 

제시한 신분제 변화와 신분제 폐지 과정을 연결시키기도 하였다 앞선 사건. 

과 후속 사건의 단기적인 연결성에만 주목하였던 앞의 물리적인 시간의 흐‘
름 범주의 설명 방식과 달리 한국사 전체의 큰 흐름에서 나름대로의 의미’ , 

와 위치를 부여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는 신분제 변화를 긴 시간의 범위에서 바라보았다 는 신분제 M204 . M204

변화의 예시로 동학농민운동을 제시하였다 이때 동학농민운동을 단독으로 .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으로 농민 봉기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차후에는 독립운동이 전개되면서 신분제로 인한 차별이 점진적으, 

로 사라지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는 이러한 설명을 통해 신분제 폐. M204

지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을 조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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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방식 예시

점진적인 전개

연구자 신분제가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잖아요: ( ) . 

어떻게 해서 없어지게 되었을까요?  
음 그 어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일본이 침략을 M204: . . 

했을 때 어 침략하기 전부터 농민 봉기가 일어나, . 

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일본 침략한 이후에 주, 

권이 넘어가고 나서 독립운동을 많이 하면서 그때

는 막 농민들도 독립운동을 하고 그래서 신분의 차

별이 없어진 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애요. 

(M204: 94-95) 

장기적인 영향 

어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도 많지만 그래도 그 세H201: . , 

뇌되었던 사람들이 아 이렇게 사는 것이 답은 아‘
닌가 보다 라고 그런걸 일깨워줘서 오히려 나중에’
는 어쨌든 역사책에는 성공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전부터 계속 그런 민족.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

각해요. 

(H201: 108)

표 신분제 변화 양상의 설명 방식과 예시 점진적인 변화 범주< -9> (‘ ’ )Ⅳ

또한 신분제 변화 과정을 매우 넓은 시기 속에서 살펴보았다H201 . 

은 신분제 폐지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기 한글 창제까지 거슬러 H201 15

올라가면서 신분제 폐지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국면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 

설명에서 신분제 폐지는 오랜 시간에 걸쳐 매우 점진적이고 지난 변화의 누

적적인 영향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였다 이에 따라 은 다양한 시점에서 . H201

일어났던 여러 신분 상승 운동이 단기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

을지라도 사람들의 의식을 고양하면서 장기적으로 신분제를 폐지하는 데 기, 

여한다고 평가하였다 단기적인 성공에 미치지 못하였더라도 한국사 흐름에. 

서 의미 있는 순간으로 파악하였던 것이다. 

동시에 이 범주에 속한 설명 방식을 활용하는 학생들은 신분제 변화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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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오랫동안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는 신분제를 변화하려는 다. H202

양한 움직임이 신분제 폐지라는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더라도 나름

대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 

러한 움직임은 사람들의 의식을 강화하고 동학농민운동과 같은 운동으로 나

타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신분제 변화의 전개를 설명하는 방식

은 크게 즉각적인 변화 시간의 물리적 흐름에 초점을 두었던 물리적인 시‘ ’, ‘
간의 흐름 점진적인 변화 범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대체로 전자의 범주’, ‘ ’ . 

에서 후자의 범주로 옮겨갈수록 신분제 변화의 전개에 대해 진전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진전된 분석을 제시하는 학생일수록 장기적인 시선에서 신분. 

제 변화를 바라보았으며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더 복잡하게 바라보고자 하, 

였다 그리고 단순히 신분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시간적 범위를 늘리는 것.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넓은 시간대에 여러 국면을 설정하는 등 시간의 , 

흐름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였다. 

신분제 변화 의미 부여 유형과 진전 3. 

신분제 변화 의미 부여 유형 1)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한국사 속 사례로서 신분제 변화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례로 제시한 신분. 

제 변화가 전체 한국사의 흐름에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특히 신분제 , 

폐지라는 커다란 역사적 국면에 어떻게 기여하였다고 바라보는지 초점을 맞

추어 살펴보았다.

신분제 변화에 대한 개념적 이해 유형은 일회적인 사건 반복적이고 순‘ ’, ‘
환적인 흐름 역사에 의미 있는 과정 등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신분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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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개념적 이해에 대한 유형의 빈도는 표 에 표시하였다< -10> . Ⅳ

일회적인 사건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흐름

역사에 의미 

있는 과정

중학교 학년 2

명(7 )
2 3 2

중학교 학년 3

명(5 )
2 3

고등학교 

학년 명1 (6 )
3 1 2

고등학교 

학년 명2 (4 ) 
2 2

명7 명 9 명 6

표 신분제 변화의 의미 부여 유형별 학생 분포< -10> Ⅳ

단위 명( : ) 

일회적인 사건 (1) 

이 유형의 학생들은 신분제 변화를 일회적이고 단발적인 사건으로 파악하

였다 명의 중학생과 명의 고등학생 총 명이 이 유형에 속한다 이 유형. 4 3 , 7 . 

에 속한 학생들의 경우 사례로 제시하였던 신분제 변화는 궁극적으로 신분, 

제가 폐지되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설명하였다 즉 학생들이 . , 

식별한 신분제 변화의 사례들은 실상 역사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일회적인 해프닝 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 유형에 속한 학생들(happening) . 

이 보기에 여러 역사적 사건과 신분제 변화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였다 여기에서 한 사건의 영향력은 그 사건 내부에 단독. 

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 미래의 사건에 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대체로 , . 

학생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의 영향력은 그 시간에 멈춰있다고 파

악하였다 이러한 이해에서 여러 역사적 사건 사이의 의미 있는 연관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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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으며 사례로 제시하였던 신분제 변화는 단독적인 사건으로서만 존, 

재하였다. 

신분제 변화 사례를 일회적인 사건 으로 파악하는 유형의 학생들은 대체‘ ’
로 변화의 원인을 설명할 때 영향력 있는 개인 혹은 보편적인 욕망의 원‘ ’ ‘
인 과 같이 개인 범주의 설명 방식을 그리고 변화의 전개 양상을 설명할 ’ ‘ ’ , 

때 즉각적인 변화 와 개인적 차원의 영향 범주를 빈번하게 활용하는 경향‘ ’ ‘ ’ 
이 있었다 이따금 사회경제적인 요인을 언급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 

다 등이 그 예시이다 이 학생들은 신분제 변화에 대. M206, M302, M304 . 

한 설명에서 일부 집단적인 속성을 설명하거나 신분제 변화를 가져(M206), 

온 요인으로 외부적인 사상 등과 같이 개인적 범주를 넘어선 사회적 (M302) 

요인을 언급하였다 그렇지만 해당 신분제 변화가 나타났던 시대적 특성을 . 

조명하는 설명 방식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여전히 해당 사, 

건을 한국사에서 단발적인 사건으로 취급하였다는 점에서 일회적인 사건‘ ’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이 유형에 속한 학생들은 자신이 제시하였던 신분제 변화의 사례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왕의 권력 약화 사회적 불안과 혼란 사람들 (M304), (M203), 

사이의 개인적 관계 변화 등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이 제시한 (M203, M302) . 

이러한 결과는 모두 시대 특정적 시선을 결여하고 있으며 그 영향 또한 매, 

우 단기적이고 즉각적이라 파악하였다 아울러 신분제 변화가 곧 급격한 사. 

회적 질서의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 혼란이라는 =

도식적 이해를 더 강력하게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167) 이렇듯 본 유형에 속 

하는 학생들은 신분제 변화에 특별한 의미나 다른 사건과의 연관성을 파악하

는 대신 사건으로 인한 단기적인 결과에만 초점을 둠으로써 다양한 신분제 

변화 사례 간의 의미를 포착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신분제 폐지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

이라고 받아들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분제 폐지 과정을 충분히 잘 설명하. 

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대체로 학생들은 신분제 변화와 신분. 

167) 김한종 변화 역사개념의 이해와 학습방법 역사교육연구 , - 12, 2010, p.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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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폐지 사이의 어떠한 연관성도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 

앞의 역사와의 단절 속에서 신분제가 폐지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과 . H103

의 설명이 그 예시라 할 수 있다H105 . 

연구자 어떻게 해서 없어지게 되었을까요: ?  
민주주의 국가 되면서 H103:   

연구자 음 다시 얘기해주세요:   
민주주의가 되면서 H103: 

(H103: 150-153) 

연구자 전략 신분제가 언제 없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 ) ? 

어 근대화 되고부터H105: . .

(H105: 116-117) 

위의 두 학생 모두 신분제가 폐지되는 시점으로 민주주의의 도입과 근대화

를 언급했을 뿐 그 이전 어떠한 영향력으로 신분제 폐지란 결과가 나타나게 ,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이러한 설명에서 학생들이 사례로 제시하였던 신. 

분제 변화와 신분제 폐지는 의미 있는 관련성이 없는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

었다. 

이렇듯 대체로 이 유형의 학생들은 신분제 변화의 사례를 매우 짧은 시간

에 이루어지는 일회적인 사건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신분제 . 

폐지는 급작스러웠고 그 파장 또한 즉각적으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학생들, . 

은 신분제 변화의 전후 흐름과 특별한 연관성에 주목하지 않은 채 신분제 , 

변화 자체를 독립적이고 단발적인 사건으로 바라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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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이고 순환적인 흐름 (2) 

이 유형의 학생들은 신분제 변화를 두고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흐름이라 

파악하였다 명의 중학교 학생과 명의 고등학교 학생 총 명이 이 유형에 . 6 3 , 9

속하였다 이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일회적인 사건 유형에 속하는 . ‘ ’ 
학생들에 비해 확장된 시선에서 신분제 변화를 바라보았다 사례로 제시한 . 

신분제 변화는 비교적 긴 시간적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영향력 또한 장, 

기적이었다고 파악하였다 또한 신분제 변화의 규모를 확장하여 살펴보기도 . 

하였다 지극히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변화를 집단으로 확. 

대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앞의 유형과 비교하여 신분제 변화에 대한 진전. 

된 이해가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이 제시한 신분제 변화. , 

의 사례에서 시대적인 요인에 대해서 고려하는 모습은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시선을 바탕으로 이 유형의 학생들은 신분제 변화를 반복적이고 순환

적인 사건이라 바라보았다 동시에 학생들은 신분제 폐지 과정을 설명할 때 . 

조선 후기 신분제의 혼란과 연결하여 다루는 모습이 드물었다 이 유형의 학. 

생들에게 신분제 변화 사례는 여러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지는 대상이었다. 

신분제 변화 사례를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흐름 으로 의미 부여하는 유형‘ ’
의 학생들은 다양한 범주의 설명 방식을 넘나들면서 신분제 변화의 원인과 

전개 양상을 설명하였다 대체로 신분제 변화의 원인을 설명할 때 사회 범. ‘ ’ 
주의 설명 방식을 그리고 변화의 전개 양상을 설명할 때는 물리적인 시간, ‘
의 흐름 범주의 설명 방식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지만 때때로 개’ . ‘
인 범주나 즉각적인 변화 범주의 설명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모습이 ’ ‘ ’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습은 일부분에 불과하였고 대체로 . , 

장기적인 시선에서 변화의 흐름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이 유형에 있는 학생들은 역사적 변화의 점진성 사건 사이의 연결성이나 , 

한 사건이 미치는 영향력을 부분적으로 이해하였지만 다양한 변화의 국면에 ,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생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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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였던 전근대 역사의 흐름에서 이루어졌던 다양한 형태의 난 에 대한 ‘ ’
설명에서 이런 부분이 두드러진다 먼저 학생들이 제시하였던 다양한 난 이 . , ‘ ’
성공하지 못하였던 이유를 제시할 때도 시대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는 모습

이 나타났다 는 신분제에 반발하는 일종의 난이 일어났을 때 나라가 . H104 “
개입을 해서 제압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는 농민들이 뭉쳐 난이 ” . H104

일어나면 국가가 나서서 난을 진압하였고 이후 신분제를 다시 재정비한다고 , 

설명하였다 은 난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충분히 많지 않아서 그리. M201 , 

고 봉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좋은 대우를 해주지 못하여 성공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난이 성공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 

다고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 모두 난이 발생하였던 시대적인 특성과 시. 

대적 요구를 들여다보기 보다는 난이 성립하고 성공하는 물리적인 조건에 초

점을 맞춘 해석이었다 이와 더불어 이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에게서 전근대 . 

역사의 흐름에서 이루어졌던 다양한 형태의 난 에 개별적인 역사적인 의의를 ‘ ’
부여하는 대신 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학생들은 여, . 

러 시기에 일어났던 난 과 그 난이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였지만 시대적인 ‘ ’ , 

특성과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였다. 

는 아래에서부터 신분 질서를 흔들려는 시도로 홍경래의 난 만적의 H104 , 

난 망이 망소이의 난 등을 예시로 들었다 는 사람들이 수탈이나 문, . H104 “
란이 심하니깐 더 이상 중략 견디기 힘들 게 되고 생활이 힘들어지니깐 [ ] ” , “
나라에 불만이 폭주 하여 나타난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이 학생은 다양한 ” . , 

시대에 걸쳐 나타난 난 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는 개별 ‘ ’ . H104

난 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의미를 찾는 대신 정도 만 다를 뿐 모두 비슷‘ ’ “ ”
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는 망이. M205 . ·

망소이의 난 임술농민봉기 홍경래의 난을 직접 언급했으며 만적의 난에 대, , , 

해서도 들어본 적이 있다고 했다 는 이러한 사건이 각기 다른 시기에 . M205

일어난 난이지만 신분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 가 반영되었다는 점에, “ ”
서 공통점이 있다고 파악할 뿐 별다른 차이점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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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다 비슷한 성격인 것 같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그 수탈이H104: , 

나 그런 횡포 같은 정도가 세고 그런 데에서 조금 차이가 있던 

거 같아요. 

(H104: 121) 

연구자 이런 난이랑 홍경래의 난 진주농민봉기 이런 거랑 망이 망소: , , ‧
이의 난 만적의 난 이런건 다 시대가 다른데 이들 사이의 비, , 

슷한 점이나 차이점 이런게 있을까요? 

비슷한 점은 뭔가 신분 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M205: , 

것 같고 또 차이점은 딱히 모르겠습니다, . 

(M205: 181-182) 

이렇듯 와 는 다양한 시대에 걸쳐 일어났던 복수의 난 을 구H104 M205 ‘ ’
분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대신 여러 난 의 역사적 의미는 동등하다고 파악하‘ ’
였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난 과 같이 전통적인 신분 질서에 혼란을 주었던 . ‘ ’
사건은 사람들의 불만이 고조되면 발생하였다가 이내 권력자들에게 진압되

고 다시금 시간이 흘러 사람들의 불만이 쌓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 

현상일 뿐이었다 즉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되는 불만의 한계치를 . , 

넘어서면 유사한 난 이 반복된다고 바라볼 뿐 이러한 사건들 사이의 차이점‘ ’ , 

이나 시대적인 특징을 살펴보면서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러한 . 

이해에서 난 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는 반복적인 현상이었다 이에 따‘ ’ . 

라 학생들은 전근대 사회의 신분제 변화는 안정과 혼란을 반복하고 순환하면

서 흐르는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이러한 학생들은 신분제 변화와 신분제 폐지 과정을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신분제 변화와 신분제 폐지 과정을 유기. 

적으로 연결하는 대신 별개의 사안으로 바라보았다 단 학생들은 신분제가 , . , 

급작스럽게 폐지되었다고 보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들은 앞의 유형에 속했던 . 

학생들과 달리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신분제 폐지 과정이 진행되었다고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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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많았다 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분 질서가 조금씩 둔해. H104 “ ” 

지게 되었으며 그 파장이 전쟁 시기까지도 이어졌다고 설명하였다, 6.25 . 

또한 다양한 원인의 작용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신분제가 폐H204 

지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에게 대체로 신분제 폐지에 . 

이르기까지의 시간의 흐름 혹은 변화의 점진성을 부분적으로 인지하는 부분

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제시하였던 신분제 변화의 사례와 신분제 . 

폐지 과정을 연결하여 바라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요컨대 이 유형에 속한 학생들에게서 신분제 변화를 하나의 시간적 흐름으

로 바라보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 학생들은 단일하고 독립적인 사건으로 바라. 

보는 유형과 비교하여 신분제 변화의 시간적 범위나 영향력을 더 확장하여 파

악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특별히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다만 여러 , . 

조건이 충족될 때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 있는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흐름이라 , 

바라보았다. 

역사에 의미 있는 과정 (3) 

이 유형의 학생들은 자신이 사례로 제시하였던 신분제 변화를 한국사에서 

의미 있는 과정 중 일부로 파악하였다 명의 중학생과 명의 고등학생 총 . 2 4 , 

명이 이 유형에 속하였다 이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사례로 제시한 신분6 . 

제 변화를 장기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변화가 신분제 , 

폐지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유형. 

의 학생들은 사례로 제시하였던 신분제 변화와 신분제 폐지와 같은 큰 변화 

사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었다. 

신분제 변화를 한국사에서 의미 있는 과정으로 파악하는 학생들은 변화의 

원인을 설명할 때 사회구조와 시대적 변화 범주의 설명 방식을 그리고 변‘ ’ , 

화의 전개 양상을 설명할 때는 점진적인 변화 범주의 설명 방식을 활용하는 ‘ ’ 
경향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신분제 변화의 사례가 나타난 시대적인 . 

특성과 변화의 점진성과 장기 지속에 주목하여 신분제 변화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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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사례로 제시하였던 신분제 변화를 조금 더 큰 

범위의 변화 즉 신분제 폐지와 연관하여 이해할 수 있었다 이 학생들에게 , . 

신분제 변화의 예시로 제시하였던 여러 농민 봉기 및 다양한 신분 상승 운

동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신분제 변화를 논의하는 데 그리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비록 신분제를 변화하려는 다양한 . 

시도가 설사 실패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유 무형의 형태로 계속 남아있었으·

며 신분제 폐지와 같이 더 큰 결과를 내는 데 기여하였다고 보았다, . 

표 에 인용된 의 언급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은 신분제 < -9> H201 . H201Ⅳ

변화의 사례로 형평운동을 비롯해 다양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민족 “
운동 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가 즉각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더” . 

라도 이렇게 사는 것이 답은 아닌가 보다 라고 일깨워 주는 계기를 마련하, “‘ ’ ”
였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종국에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았다 즉, . , 

신분제 철폐로 가기까지의 과정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는 . M204

동학농민운동 등의 다양한 농민 봉기의 경험은 추후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주

었다고 설명하였다 농민들의 참여가 추후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으로도 .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에서 학생들은 신분제 변화로서 한 사례의 . 

의미와 영향력을 확장하여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 H202 

사한 맥락에서 형평운동을 조명하였다 그는 소작쟁의나 형평운동 등의 경험. 

은 노동자 차별이나 신분차별 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 ( ) ”…
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경험의 누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점차 사회에 변화를 . 

요구하게 되었다고 바라보기도 하였다. 

그때 즈음 조선 후기 부터 이제 좀 차별에 대해 형평 운동도 그렇H202: [ ] , 

고 그 무슨 운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소작쟁의 이런 식으로 여자, , 

에 대한 차별이나 노동자 차별이나 형평운동이 반대했었던 신분[ ] 

차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 ] 

씩 서양이 들어오면서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요구를 하니깐, [ ] , 

사회에서도 이제 변화 한 것 같아요[ ] . 

(H202: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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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반응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분제 변화의 사례로 언급되었던 , 

다양한 농민 봉기와 난 그리고 여러 운동은 그 결과나 즉각적인 영향력과 ‘ ’, 
무관하게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지녔으며 현재의 모습을 형성하는 데 기여, 

하였던 과정 중 일부로 여겨졌다 이러한 설명 구조에서 과거는 현재와 아무. 

런 관련이 없는 단절적인 대상이 아니었으며 현재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 의, 

미 있는 과정의 일부였다 학생들은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사례로 제시하였. 

던 신분제 변화와 신분제 폐지를 연관 지을 수 있었다. 

한편 이 유형에 속한 모든 학생이 사례로 제시한 신분제 변화에 대해 조, 

직적인 설명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 

있듯이 는 장기적인 관점 속에서 신분제 형평운동의 영향력을 바라보H202

았고 이러한 변화의 사례를 신분제 폐지라는 더 큰 역사의 흐름의 일부로 , 

위치시키고자 하였지만 넓은 시간대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서, 

술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었다 역사적 변화에 대한 막연한 이해를 토대로 형. 

평 운동을 바라보았던 것은 아닌지 추측되는 부분이다 이렇듯 같은 유형 내. 

에 속한 학생이라고 해서 진전 양상이 균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렇지. 

만 본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분제 변화 사례

를 바라보려고 하였고 이를 한국사의 흐름에 유기적으로 위치시키려고 시도, 

했다는 점에서 일회적 사건 유형이나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흐름 유형의 ‘ ’ ‘ ’ 
학생과 차별화되었다 이 유형의 학생들은 더 큰 역사적 변화와의 관계 속에. 

서 신분제 변화 사례를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조금 더 진전된 모습이 나타났

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신분제 변화의 이해에 대한 진전 2) 

본 장의 분석에 따르면 학생들이 각자 사례로 제시하였던 신분제 변화에 , 

의미를 부여하는 양상은 크게 일회적인 사건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흐름‘ ’, ‘ ’, 
역사에 의미 있는 과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었다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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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유형에서 후자의 유형으로 갈수록 학생들은 사례로 제시한 신분제 변화

를 더 정교하고 복잡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 진전된 이해를 갖춘 학생일수록 . 

개별 사례로서 신분제 변화의 영향력은 더 장기적이고 다양한 방향으로 이, 

어진다고 파악하였다 개별 사건과 사건의 관계를 독립적으로 바라보다가 여. 

러 사건 사이의 연결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전체 한국사의 흐름을 조망하, 

는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사건을 위치시키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각 유형별로 신분제 변화의 원인과 전개 양상 신분제 폐지와 신분제 변화, 

를 연결시키는 모습 등을 표 에 정리하였다< -11> . Ⅳ

같은 유형에 속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신분제 변화의 원인과 전개 양상을 

설명하는 범주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와 같은 학생은 . M202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흐름 유형의 이해에 속하지만 신분제 변화의 전개 양‘ ’ , 

원인 전개 양상
신분제 

폐지 과정

일회적 

사건

특출난 개인의 역량• 
이나 인류 보편적인 

욕망에 주목

• 신분제 변화는 즉각

적이고 개인적 범위 

내에서 영향을 미치

는 결과를 가져옴

•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로 파악 

• 신분제 변화와 신분

제 폐지 연결하지 

못함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흐름

• 사회 경제 구조적 원인· ·

을 표면적으로 언급 

축적된 집단적 불만• 
에 대한 언급. 

시간의 물리적 흐름• 
에 주목 

변화로 인한 결과와 • 
영향을 단기적인 범

위에서 파악 

신분제 폐지까지의 • 
시간 소요를 인지 

신분제 변화와 신분• 
제 폐지 과정을 연

결하지 못함 

역사에 

의미 있는 

과정

• 변화를 가져오게 된 

시대적 특성을 조명 

새로운 계층의 등장 (

시대적 변화로 인한 

사회구조적 변화 등) 

장기적 시간의 범위• 
에서 신분제 변화 

조명 

점진적인 전개 과정• 
으로 설명

신분제 변화와 신분• 
제 폐지 사이를 유

기적으로 연결

표 < -Ⅳ 11 신분제 변화의 의미 부여 유형별 이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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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설명할 때 즉각적인 변화 범주의 설명 방식을 혼용하였다 이렇게 같‘ ’ . 

은 유형에 속하더라도 신분제 변화의 원인과 전개양상을 설명하는 방식은 여

러 모습으로 교차되어 나타난다 그렇지만 각각의 의미 부여 유형이 가지는 . 

대략의 경향성이 존재하였고 이를 표 와 같이 제시할 수 있었다 이 , < -11> . Ⅳ

표에 따르면 신분제 변화의 원인을 설명하는 방식은 개인의 범주에서 사회, 

로 그리고 사회와 시대적인 배경을 두루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전하였다 신, . 

분제 변화의 전개 양상을 설명하는 방식 또한 좁은 범위의 변화를 인지하는 

모습에서 더 넓은 시간대의 범위를 인식하고 신분제 폐지라는 보다 큰 변화, 

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학생들이 신분제 변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접근 방식 중 비교적 진전된 위

치에 있는 역사에 의미 있는 과정 유형은 학생들이 역사교육을 통해 도달‘ ’ 
해야 하는 여러 지향 중 하나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신분제 변화를 이러. 

한 방식으로 이해할 때 학생들은 역사적 변화를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의미 , 

있는 여정이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해는 학생들에게. 

서 그리 빈번하게 나타나는 유형의 이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포스터와 호. 

손 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본 연구의 역사(Foster and Howson) , ‘
에 의미 있는 과정 유형과 유사한 과정 류 의 존재론적 범주에 속하는 역’ ‘ ’
사적 이해를 갖춘 학생은 비교적 소수였다.168) 이러한 분석은 과정 류 범 ‘ ’ 
주에 도달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 유형에 . 

속하는 모든 학생들이 사례로 제시한 신분제 변화에 대한 조직적인 설명을 

만드는 것도 아니었다 다른 유형보다 비교적 진전된 역사적 이해를 보여주. 

었던 역사에 의미 있는 과정 유형에 속한 학생 중 일부는 사례로 제시한 ‘ ’ 
신분제 변화가 끼친 영향의 장기 지속성을 인지하더라도 그 변화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신분제 변화에 대한 진전된 이해를 바탕으로 조직적인 설명을 구성하는 데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먼저 사실적 지식의 역할을 . , 

제시할 수 있다 사례로서 신분제 변화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체. 

168) Stuart Foster and Jonathan Howson(2010), op. cit,. pp.1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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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건의 배경과 진행 과정 결과 등에 대한 사실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 

야 한다 특히 사례로 제시한 신분제 변화를 전체 한국사의 흐름에 효과적으. 

로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시대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진전된 유형의 이해를 갖추고 있는 학생일수록 사. , 

실적 지식의 보유 여부가 역사적 설명을 더 조직적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확인하였던 의 사례를 보더라도 긴 시간. H202 , 

의 공백을 조직적으로 엮기 위해서는 풍부한 사실적 지식을 필요로 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사실적 지식은 신분제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적 이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을지라도 유일한 요소는 아니었다 예를 들어 는 . M205

여러 학생들에게서 언급되었던 홍경래의 난을 두고 비교적 정확한 사실적 정

보를 제공하였던 유일한 학생이었지만 이 사건을 여타 농민봉기와 동일 선, 

상에 둘 뿐 여기에 특별한 역사적 의의를 부여하거나 역사적 흐름의 일부로 , 

바라보지 않았다 다만 상황적 조건이 만족되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사회. 

적 현상으로 받아들였다 개별 사건에 대한 사실적 지식이 높은 수준의 이해. 

의 모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가 신분제 개념을 공시적 차원에서 구조화하는 방식이 영M205

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는 공시적 차원에서 이분화된 구도에서 . M205

신분제를 이해하는 유형에 속하는 학생으로 신분제의 구성 및 운영을 사람 , 

사이의 높낮이라는 단일한 기준을 토대로 파악하였다 위 유형에 속한 학생. 

들에게서 전근대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을 사람들 사이

의 상하관계로 치환하고 단순화하여 이해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또, M205 

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홍경래의 난에 접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 

념적 이해 방식을 토대로 할 때 특정 사건이 가지고 있는 다층적인 면을 포

착하기는 어렵다 이때 공시적 관점에서 신분제 개념에 대한 단순화된 이해. 

는 신분제 변화를 높은 수준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례는 신분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신분제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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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다양한 규모의 시간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신분제 변화를 

포착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듯이 많은 학. 

생들이 특정 역사적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여러 , 

역사적 지식을 분절적으로 습득하여 그 역사적 사건이 위치하는 더 큰 맥락

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 진단이 있었다.169) 역사적 변화에  

대한 교수 접근이 넓은 시간에 걸친 발전적이고 인과적인 과정 에 대한 이“ , ”
해 없이 단편적인 해프닝 사이의 연쇄적인 나열에 집중할 때 과거에 대한 

단순하고 논리적 설명을 채택하기 쉽다는 것이다.170) 이에 따라 다양한 규모 

의 시간대에 대한 역사적 탐구를 교차하여 실시할 필요성이 제시하기도 하였

다.171) 

로저스는 시간적 범위를 달리 하여 과거를 탐구하는 행위를 사진의 해상도

에 비유하면서 넓은 시간적 범위를 탐구하는 것과 좁은 시간적 범위를 탐구,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인지적 행위라고 파악하였다 그는 시간적 범위가 넓은 . 

곳을 볼 때는 저해상도로 보고 짧은 단위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 

는 것을 고해상도로 본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고해상도에서 저해상도로 옮. 

겨가는 줌 아웃 을 통해 높은 수준의 추상적인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고‘ ’ , 

저해상도에서 고해상도로 옮겨가는 줌 인 을 통해 하나의 역사적 사건의 자‘ ’
세한 면모를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수 있다고 했다.172) 변화 개념의 효과적인  

169) Rick Rogers, “Frameworks for Big History: Teaching History at Its 
Lower Resolution”, Christine Counsell, Katharine Burn and Arthur 
Chapman(eds.), Masterclass in History Education: Transforming Teaching 
and Learning(Bloomsbury Academic, 2016), p.60; Denis Shemilt(2000), op. 
cit., p.86. 

170) Denis Shemilt(2000), op. cit., pp.89-90. 
171) 대표적인 학자로 셰밀트를 제시할 수 있다 셰밀트는 넓은 시간에 대한 개요 . 
적인 관점이 반영된 프레임워크 를 역사학습 과정 내내 재방문하면서 넓은 시‘ ’
간대에 대한 탐구와 좁은 시간대의 탐구를 교차해야 한다고 보았다(Denis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은 Shemilt(2000), op. cit., pp.92-93). Denis Shemilt 
and Jonathan Howson, “Frameworks of knowledge: Dilemmas and debates”, 
Ian Davies(ed.), Debates in History Teaching(2nd edition) 에(Routledge, 2018)
서 확인해 볼 수 있다.

172) Rick Rogers, “Frameworks for Big History: Teaching History at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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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했던 영국의 역사교육 연구자 포스

터 또한 파도와 해류의 비유를 활용하여 변화의 여러 층위를 구별하였다 바. 

다의 표면에서 출렁거리는 파도는 단시간에 즉각적이고 가시적으로 일어“ , ” 

나는 변화라면 조류나 해류처럼 직접 감지하기는 어렵지만 강력하고 장기, “ ” 

적인 흐름을 반영하는 변화라 본 것이다.173) 포스터 또한 다양한 규모의 변 

화를 식별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면서 변화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 

를 기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174) 

이러한 논의는 공통으로 변화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이를 바탕으, 

로 다양한 시간적 규모의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역사

적 이해에 도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 검토한 신. 

분제 변화를 예시로 제시하자면 신분제 변화의 사례로서 하나의 사건만을 ,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둘러싸고 다양한 시간적 범위 속에서 조망할 ,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논의는 역사에 의미 있는 과정 유형을 비롯한 과정 류‘ ’ ‘ ’ 
범주의 역사적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려울지라도 결코 도달할 , 

수 없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학생들이 신분제 변화를 .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체 역사의 흐름에 의미 있는 과정으로 파악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역사적 이해의 특성 및 여기에 영향을 주었던 , 

다양한 교수적 특성을 파악하고 여러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역사에 의미 있는 과정 유형의 이해가 신분, ‘ ’ 
제 변화에 대한 가장 진전되고 유일한 형태의 이해라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

Lower Resolution”, Christine Counsell, Katharine Burn and Arthur 
Chapman(eds.), Masterclass in History Education: Transforming Teaching 
and Learning(Bloomsbury Academic, 2016), pp.68-69.

173) Rachel Foster, “Historical Change: In search of argument”, Christine 

Counsell, Katherine Burn and Arthur Chapman(eds.), Masterclass in 

history education: Transforming teaching and learning (Bloomsbury 

Publishing, 2016), p.12. 

174) Rachel Foster(2016), op. cit.,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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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역사 차 개념으로서 연속성과 변화 개념에 대한 이해 수준을 학생들이 . 2 ‘ ’ 
역사교육을 통해 도달해야 하는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몇몇 국가의 

교육과정 사례를 토대로 할 때 본 논문에서 탐색하였던 것보다 변화 개념에 ,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이해의 모습을 상정해 볼 수 있었다 변화 개념에 대. 

한 높은 수준의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러 시대의 특성을 고려

하는 수준을 넘어 과거의 변화에 관여하였던 다양한 인물과 집단을 함께 조, 

명할 것이 요청된다.175) 예를 들어 과거 그 시대를 살아내었던 인물과 집단 

의 경험은 당시에 어떠한 의미를 지녔는지 그리고 과거의 변화는 당시 사람, 

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살펴봄으로써 변화의 일반적인 속성만으로 파

악할 수 없는 질적인 면을 탐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176) 그렇지만 본 논문에 

서는 변화 개념의 이러한 측면을 다루지는 않았다 대신 다양한 시간대의 범. 

위와 그 둘을 연결 짓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

었다 추후 변화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 

위해서는 변화 개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175) 이미미 역사적 사고 그리고 역사 역량 우리는 무엇을 왜 추구할 것인가 , ?: , ?「 」 

역사교육연구 40, 2021, p.63. 『 』

176) Christine Counsell, “What do we want students to do with historical 

change and continuity?”, Ian Davies(eds.), Debates in History Teaching 

(1st edition)(Rountlede, 2011), pp.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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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제 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내러티브 구성과 . Ⅴ

역사상의 형성 

  

장에서는 학생들이 신분제 변화에 대한 내러티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Ⅴ

살펴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신분제 개념을 둘러싸고 추후에 활용.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역사상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역사상의 모습, 

은 어떠한지 확인하였다 내러티브는 학생들이 역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 

는 대표적인 문화적 도구 중 하나이다.177) 학생들은 역사 실질 개념에 대한  

내러티브를 형성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하기에 학생들이 구성하, 

는 내러티브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과거에 대한 사실적 지식. 

을 많이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지식을 학생들의 실제 삶과 연결하, 

여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역사교육의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이다 이러한 과. 

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지식을 파편화된 상태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일관성 있는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178) 즉 과거에 대한 큰 그림 , ‘ ’ 
혹은 프레임워크 와 같이 과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시선으로 엮을 ‘ ’
수 있는 다양한 인지적 도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큰 그림 이나 프. ‘ ’ ‘
레임워크 나 그 구체적인 용례나 정의에 선명한 차이가 있지만 모두 과거에 ’ , 

일어났던 개별 사건을 산발적인 에피소드로 분절하여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패턴 속에서 과거와 현실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일관된 관점으로 , 

엮어낸 역사상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과연 역사 실질 개념을 둘러싸고 위의 큰 그림이나 

프레임워크와 같이 의미 있고 추후 학생들의 삶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177) 문화적 도구란 과거를 수용 가능한 형태로 텍스트화하는 형식 또는 수단 으 “ ”
로 내러티브는 한국 사회에서 널리 활용되는 문화적 도구 중 하나이다 양호환, . ( , 

내러티브와 역사인식 역사교육의 입론과 구상 책과함께, , , 2009, p.193.)｢ ｣  
178) Peter Lee, “Historical Literacy and Transformative History”, Lukas 

Perikleous and Denis Shemilt (eds.), The Future of the Past: Why 

History Education Matters(Cyprus: Association for Historical Dialogue 

and Research, 2011), pp.13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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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였다 대체로 큰 그림과 프레임워크는 하나의 분야. 

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영역과 시간대에 걸친 역사에 대한 시선을 , , 

통틀어서 칭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신분제라는 역사 실질 개념으로 한정하였다, . 

이를 위해 면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한국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

사적 국면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신분제 개념에 대한 내러티브를 구성, 

하게 하였다 절에서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구성한 내러티브의 특징을 살. 1

펴보았다 학생들이 내러티브를 구성하면서 선정한 역사적인 국면이 무엇이. 

며 이를 활용한 서사 구조는 어떠한지 초점에 맞추어 검토하였다, .179) 이어  

절에서는 학생들이 내러티브를 구성할 때 위의 국면들을 어떻게 연결하여 2

일관된 내러티브를 만들고자 하는지 그 배열 방식을 확인하였다 절에서는 . 3

학생들이 구성한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어떠한 역사상을 보유하고 있는지 의, 

미 있는 역사상이 있다면 그 형태는 어떠한지 확인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 

해 신분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의미 있는 형태로 이어지는지 검토하

였다. 

1. 학생들이 구성한 내러티브의 특징 

내러티브를 구성하면서 선택한 역사적 국면 1) 

연구 참여 학생들은 신분제 변화에 대한 내러티브를 형성하면서 연구자가 제

시한 개의 역사적 국면 중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골라 활용하였다 이어 10 . 

학생들은 자신이 선정한 국면이 어떠한 점에서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는

지 설명하였다 학생별로 선택한 국면은 표 에 수록하였다 학생들의 선. < -1> . Ⅴ

179) 실제 면담 과정에서는 국면 대신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 이라 ‘ ’
는 용어를 활용하였다 사건은 그 자체로 완결되었다는 의미를 지니지만 국면은 . , 

사건과 비교하여 행위의 연속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본 논문. 

에서는 이런 속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국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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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빈도가 높은 국면 순으로 배열하면 아래와 같다 청동기의 등장 명 유: ‘ ’(17 ), ‘
교사회의 성립 명 고려 무신 정권의 등장 명 조법의 등장 명’(16 ), ‘ ’(14 ), ‘8 ’(10 ), 

한글 창제와 보급 명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명 신라의 삼국통일 명‘ ’(9 ), ‘ ’(8 ), ‘ ’(7 ), 

전쟁 명 갑오개혁 명 임진왜란 병자호란 명 학생들의 답변을 ‘6.25 ’(7 ), ‘ ’(6 ), ‘ / ’(4 ). 

분석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연구 참여 학생들은 대체로 시작점이 분명한 내러티브를 생성하는 , 

편이었다 내러티브를 아예 구성하지 않았던 명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 신분. 3

제의 최초 성립을 내러티브의 시작점으로 삼았다 청동기의 등장 을 선택한 . ‘ ’
명 학생 모두 청동기 등장을 계기로 신분제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언급하17

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조법의 등장이 중요한 국면이 된다고 파악하기. 8

도 하였다 조법의 등장 을 언급하였던 학생들은 조법이 신분제 존재의 . ‘8 ’ 8

증거 혹은 기반이 된다고 파악하였으며 신분제가 법제화되어 정교하게 되, , 

는 모습이라고 바라보았다 이렇듯 학생들은 신분제와 관련된 내러티브를 구. 

성하면서 그 시작점을 분명하게 잡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지만 신분제가 변화하고 사라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각양각색으로 

나타났다 학생들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신분제가 폐지되어 어떻게 현재 상. 

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상술하였지만 폐지 과정에 대한 설명이 특정 역사적 , 

국면으로 수렴되지는 않았다 갑오개혁 은 법제적 신분제가 폐지되는 사건이. ‘ ’
었지만 이를 언급하는 학생은 비교적 소수였다 대신 학생들은 다양한 사건, . 

으로 인한 신분제의 혼란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설명을 대체하려고 하였다 이 . 

과정에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전쟁 등이 언‘ / ’, ‘ ’, ‘6·25 ’ 
급되었다 이처럼 학생들이 신분제의 혼란을 가져온 역사적 국면을 지칭하는 .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요컨대 학생들이 구성하는 내러티브는 시작점은 비교적 분명하였으나 그 , 

끝 지점에 대한 이야기는 다양하였다 추후 분석하겠지만 신분제가 폐지되는 . , 

과정에 대한 설명에 따른 학생들이 구성하는 내러티브의 서사 구조 또한 각

기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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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기의 

등장

조법의 8

등장

신라의 

삼국통일

고려 무신 

정권의 등장

유교사회의 

성립

한글 창제와 

보급

임진왜란/

병자호란

상품화폐경

제의 발달
갑오개혁 전쟁6.25 기타

M201 ○ ○ ○ ○ ○ ○

M202 ○ ○ ○ ○

M203 ○

M204 ○ ○ ○

M205 ○ ○
망이 망소이의 난

홍경래의 난

M206 ○ ○ ○ ○ ○

M207 ○ ○ ○ ○ ○ ○ ○

M301 ○ ○ ○ ○ ○ ○

M302 ○ ○ ○ ○ ○ ○

M303 ○ ○ ○ ○

M304 ○ ○ ○ ○

표 신분제 개념을 활용한 내러티브를 만들 때 선택한 역사적 국면< -1>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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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기의 

등장

조법의 8

등장

신라의 

삼국통일

고려 무신 

정권의 등장

유교사회의 

성립

한글 창제와 

보급

임진왜란/

병자호란

상품화폐경

제의 발달
갑오개혁 전쟁6.25 기타

M305 ○

H101 ○ ○ ○ ○

H102 ○ ○ ○

H103 ○ ○

H104 ○ ○ ○ ○ ○

H105 ○ ○ ○ ○ ○ 일제의 침략

H106 ○ ○ ○ ○ ○ ○

H201 ○ ○ ○ ○ ○ ○ ○ ○ ○ ○ 실학의 전파

H202 ○ ○ ○ ○ ○ ○ ○ 동학농민운동

H203 ○ ○ ○ ○ ○ 만적의 난

H204 ○ ○

합계 17 10 7 14 16 9 4 8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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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생들마다 내러티브를 구성하면서 선택한 역사적 국면은 각기 달랐으, 

나 국면마다 맥락을 부여하고 이를 설명하는 방식에서 학생들 간 유사한 모습, 

을 빈번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고려 무신 정권의 등장 유교사회의 성. ‘ ’, ‘
립 국면에서 유사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고려 무신 정권의 등장 과 유교’ . ‘ ’ ‘
사회의 성립 국면은 과반의 학생이 선택할 정도로 신분제 개념과 관련한 내러’ 
티브 구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아울러 위의 두 국면을 내러티브에. 

서 위치시킨 맥락 또한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고 이는 신분제 내러티브의 서, 

사 구조에도 비슷하게 반영되었다. 

먼저 고려 무신 정권의 등장 을 선정한 학생들은 이를 신분제에 큰 혼란이 ‘ ’
나타나는 계기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다 고려 무신 정권의 등장 을 선택한 . ‘ ’
명의 학생 모두 이를 기존의 신분제 사회를 동요하게 하는 국면으로 파악14

하였다 대다수의 학생은 고려의 지배 계층이 문신에서 무신으로 전환된 것 . 

그 자체가 중요한 신분제의 혼란 혹은 신분제의 변화라고 인식하였다.180) 

와 같이 고려 무신 정권의 등장 과정을 설명하면서 정권의 교체와 신분M205

제의 변화를 분명히 구분하였던 소수의 예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생은 정, 

권의 변동을 곧 신분제의 혼란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 

은 무신 정권의 등장으로 무과 를 친 사람 들도 신분 상승을 할 수 있H201 “ [ ]

었던 계기 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신 정권이 등장하면서 ” . M301 

신분 사회가 동요된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하였다 즉 권력층의 교체를 곧 . 

신분제의 변화로 파악한 것이다. 

M301: 어 무신 정권의 등장은 인제 원래는 문신들이 자리를 잡았었잖아요.. , 

그런데 무신 정권이 들어섰다는 건 그 권력을 한번 뒤집었다는 거잖

180) 애초에 연구 계획 단계에서 고려 무신 정권의 등장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 

는 여러 국면 중 하나로 제시했던 것은 이 무렵 이의민과 같이 천민 출신의 최, 

고 권력자가 등장하고 만적의 난이 일어나는 등 기존의 신분제 하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고려 무신 정권의 등장히 이러한 변화를 일

으킬 수 있는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작용하였음을 고려하길 바랐기 때문이다 그. 

렇지만 학생들은 정권의 변화 그 자체를 곧 신분제 변화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경

향이 있었다. 



- 159 -

아요 그럼 이것 자체로 신분 사회가 동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 

들어요.

 (M301: 198) 

고려 무신정권 때 무신 정권이 등장한 게 문벌귀족으로부터 무신M207: 

들이 약간 반발해서 일시적으로 약간 신분제도를 일시적으로 바, 

꿨던 그런 사건이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구요 

(M207: 174) 

유교사회의 성립 을 신분제 내러티브에서 중요한 국면으로 선택한 명의 ‘ ’ 16

학생 모두 유교 사상이 기존의 신분제를 심화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설·

명하였다 여기에서 신분제가 심화 발전한다는 것은 낮은 신분과 높은 신분 . · , 

간 처우의 격차가 확대되고 신분 질서가 공고해지는 경향을 말한다 학생들, . 

은 유교가 조선의 핵심적인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신분제의 틀을 “
딱 잡아주 고 신분제를 더 굳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등 낮은 사람” , “ ” , “
들은 위로 올려다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신분제가 강화되었 다고 보았다[ ] ”

학생들이 보기에 유교는 충이나 효와 같은 사상을 (H104; H203; M302). 

중시하면서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받들어야 하는 것을 가르치며“ ” 

신분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 사이의 수직관계 사이의 질서를 (M303), “ ” 

규정하면서 신분차별을 정당화 하였던 사상이었다 학생들에게 유교 “ ” (H201). 

사상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존대를 하고 조금 더 예의 바르고 “ ( ) …
공손한 그런 태도를 갖추는 선비문화로 집약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 학생” . 

들에게 유교 사회는 차별적 인 사회와 깊은 연관이 있었고 신분제를 더 “ ” , “
굳건하게 만드는 역할 을 하였다” (H203). 

H201: 음 이때가 약간 조선 초기니깐 유교사회의 성립이라고 하면서 양, 

반들의 그 지배하는 걸 뭔가 정당화하기 위해 유교 그러니깐 좀 , 



- 160 -

수평관계보다는 수직관계를 나타내는 게 많아서 유교사회가 성립

되면서 그 신분차별을 정당화시켰던 느낌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 

서민들이 공부할 기회도 없었으니깐 이때는 그런가보다 세뇌되고 , 

이래 가지고 더 유교 사회때 조선 초기 때 엄청 신분제가 강력했, 

다고 생각해요. 

(H201: 161) 

이처럼 유교사회의 성립 국면을 내러티브에 활용하고자 했던 학생들은 ‘ ’ 
조선시대의 중심 이념으로 삼았던 유교의 발전이 한국의 신분제를 더 강하고 

공고하게 유지시켰다고 보았다 이러한 구도에서 학생들은 고려 사회는 잠깐. 

이나마 신분제의 변화를 경험해보았던 사회인 반면 조선 사회는 신분제 사, 

회의 강직성이 강화하는 시기였다고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다 여기에 조선 . 

사회에서는 유교의 영향으로 여성의 지위가 많이 낮아졌지만 고려 사회에서, 

는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았었다는 통념이 더해지기도 하였다 연구에 . 

참여했던 학생 중 몇몇은 유교 사상이 조선시대의 주요 국가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여성의 지위가 하락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사람들 사이의 . 

수직적 관계 질서가 강화되면서 여성은 낮은 대상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

이다.181) 반면 고려 사회는 한국의 전근대 역사 속 다른 시대에 비해서 풍요 

롭고 사상적 자유가 있으며 여러 국가와 적극적으로 무역하는 등 폐쇄적, , “
이고 보수적인 나라는 아니었던 때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이러( ) ” (M302). …
한 이해의 연장에서 고려 시대는 전근대 사회 전체의 역사 흐름에서 예외적

인 시기로 인식되었다. 

181) 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중략 고려 시대까지는 딸한테도 아들 M302 . M302 : [ ] 

과 분의 로 다 다 재산을 나눠주고 그랬는데 조선 시대 들면서 중국에서 유교 n 1

사회가 넘어오면서 여자는 거의 천한 대상이 되었고 무조건 남자에게 순종해야 , 

되고 그리고 현모양처가 되라 아니면은 착한 딸이 되는 거 그거밖에 없는 그런 , . . 

거밖에 없는 것이 여자의 삶이라는 것. (M302: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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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사회에는 신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M301: . 

연구자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 

고려 사회는 좀 평등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중략 아M301: . . ( ) , 

조선시대 보다 평등하고 고구려시대 보다 평등하고 , 

연구자 음 어떤 점에서 평등했다고 생각하세요 중략: . ? ( )

고려 시대에는 여성들이 좀 대우받았다고 해야 하나M301: ? 

(M301: 128-138)

한편 학생들의 이러한 이해는 역사적으로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 . 

조선 시대의 신분제가 고려 시대보다 강화 되면서 낮은 신분의 사람들의 처‘ ’
우가 악화되었다고 바라보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있다 조선시대에 . 

들어 향 소 부곡과 같은 특수지역을 철폐함으로써 양인 사이의 균질성이 높· ·

아졌다.182) 아울러 조선시대 이후 천민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이 점차 강화되 

고 천민에 대한 사인의 지배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조선시대 노비를 비롯한 , 

천민의 지위가 고려시대보다 마냥 낮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183) 이와 함께  

성리학의 영향으로 조선 시대 여성이 고려 시대의 여성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낮았다는 통념 또한 재고해야 한다 대체로 세기 이후 재산 상속 양상이 . 17

균분 상속에서 장자 상속으로 변화한 것을 두고 조선 후기 여성의 권리와 

지위가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지만 이 시기 조선 사회가 , 

유교가부장제 사회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제시되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타‘ ’ , 

나고 있다.184) 학생들의 역사적 설명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는 것에는 여러  

역사 교과서가 조선시대로 접어들면서 성리학의 확산으로 인해 여성의 지위

가 하락하였다는 단순화된 서술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던 영향이 끼친 것

182) 이영호 전근대사회의 신분과 계층 한국사특강편찬위원회 개정신판 한국 , , , ( ) ｢ ｣ 
사특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08, p.266. 

183) 최원하 여말선초의 노비 천민 인식과 그 양면성 한국사연구 , ‘ - ( )’ 194, 天民「 」 『 』

2021, pp.164-165. 

184) 정해은 조선시대 여성사 연구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역사와현실 , , ? 91, ｢ ｣  
2014, pp.32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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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185) 이렇듯 학생들은 역사적 정확성과 무관하게 고려시대의 신 

분제도는 유연했으나 조선시대의 신분 구조는 더 경직되었다고 판단하였고, , 

여성의 지위 또한 고려시대와 비교하여 더 악화되었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

었다 그리고 이는 여러 학생들에게 동시에 확인되었다. . 

앞의 두 사례 외에도 학생들의 설명 사이에서 유사점을 확인할 수 있는 국

면이 있다 연구 참여 학생들은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갑오개혁 전. ‘ ’, ‘ ’, ‘6·25 

쟁 등의 국면을 모두 신분제에 변화를 가져오거나 전통적인 신분 질서에 혼’ 
란을 가져오는 계기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생마다 구체적인 설명 방. 

식은 달랐지만 대체로 위의 국면을 선택한 학생들은 이러한 국면들이 기존의 

신분제가 급격하게 흔들리고 커다란 변화를 마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 

바라보았다. 

일부 역사적 국면에서는 학생들의 답변이 갈리기도 하였다 임진왜란 병. ‘ /

자호란 한글 창제와 보급 신라의 삼국통일 등에서 학생들의 반응이 부’, ‘ ’, ‘ ’ 
분적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명의 학생이 임진왜란 병자호란 을 중요한 국. 4 ‘ / ’
면으로 선택하여 내러티브를 구성하였는데 이 중 세 명은 이 국면을 계기로 , 

신분제도가 크게 흔들렸다고 설명하였고 나머지 한 명인 는 전 국토, M302

에 혼란이 오면서 신분에 대한 불만이 줄었다고 다소 부정확한 설명을 제시

하기도 하였다 한글 창제와 보급 의 국면을 설명하는 양상 또한 두 갈래로 . ‘ ’
나타났다 명의 학생이 한글 창제와 보급 국면을 선택하였는데 그중 . 9 ‘ ’ , 

과 은 한글 보급이 늦어진 데에는 양반 기득권이 작동하였다고 H106 M201

설명하였다 이는 신분제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력했음을 설명하기 위한 선택.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대체로 한글 창제와 보급으. 

로 평민들의 편의를 돕고 의식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하는 경

향이 있었다. 

신라의 삼국통일 국면에 대한 학생들의 설명이 가장 다양하게 나타났다‘ ’ . 

는 진골 출신의 김춘추가 왕이 된 것을 두고 기존 고대 사회의 신분 M202

185) 신유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여성사에 대한 인식과 새로운 여성사 서 , ‘ ’ 「

술 방향 모색 전근대 시기를 중심으로 대구사학: 137, 2019, pp.27-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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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가 와해하는 모습이라 평가하였다 등은 삼국통일. H106, H202, M207 

로 사회가 발전하면서 고대 사회의 신분제 구조가 더 정교하게 발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와 은 신라의 삼국통일 국면으로 차별의 양. , M302 H201 ‘ ’ 
상이 태생적 신분이 아니라 지역적 차별로 일부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바라보기도 하였다 이렇듯 학생들이 제시한 설명의 정확성과 무관하게 신. , 

라의 삼국통일 국면에 대한 설명 양상은 다양한 편이었다. 

정리하자면 내러티브를 구성하면서 학생들이 선택하는 국면의 양상은 다, 

양했지만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선택한 국면마다 맥락을 부여하는 모습에, 

서 여러 유사점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라의 삼국통일 국면에서 . ‘ ’ 
학생들의 답변이 여러 갈래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소수의 예시를 제외한 대, 

부분의 국면에서 학생들의 답변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대체로 연구에 참여한 . 

학생들은 내러티브를 구성하기 위해 역사적 국면을 선택할 때 신분제 사회 , 

강화에 기여하거나 폐지에 기여하는 쪽을 양자택일하여 그 맥락을 구성하였

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학생들이 구성하는 내러티브의 서사 구조. 

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학생들이 구성하는 내러티브의 서사 구조 2) 

학생들의 내러티브에서 가장 빈번하게 확인되는 서사 구조는 신분제의 성‘
립 성숙과 심화 혼란 폐지 구조였다 청동기 사회의 성립으로 신분’ . – – – 

제가 등장하게 되었고 신라의 삼국통일 조법의 등장 혹은 유교사회의 성, , 8 , 

립 등의 국면으로 신분제가 성숙하고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다양한 국. , 

면의 혼란을 거치면서 신분제가 폐지되었다고 서술하는 것이 전형적이었다. 

이 구성한 내러티브가 전형적 서사 구조의 예시로 적절하다 이 학생M303 . 

은 청동기의 등장으로 신분제 사회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유교사회의 성립으, 

로 신분제를 지탱하는 사상적 기반이 강화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로 기존의 신분질서를 대체하여 사람들을 위계화 할 수 있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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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기준이 등장하는 등 신분제에 혼란이 나타났고 갑오개혁 이후로 신분, 

제가 폐지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위의 구도를 충실하게 따르는 모습이다. . 

그래서 일단M303 : , 청동기가 등장을 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도구를 사. 

용하게 되고 그 도구라는 것은 인제 사람들의 소유물이니깐 그 , . 

소유물이라는 말이 이제 지금 현재 재산을 대신할 수 있고 그래, 

서 그런 것들을 제조할 줄 알고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이 청동기 , 

시대에는 식량을 많이 얻는 사람이 생존을 하기에 더욱 더 유리

했으니깐 그래서 그 청동기를 다룰 줄 알거나 또는 제조할 줄 , 

알고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더욱 더 어 그 사회 내에서 . 

약간 지배력을 가질 수 있고 권위를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이걸 선택했구요 네네 그리고 . ( ) 유교사회가 그 유

교사회가 지금 약간 우리나라에서 예의라던가 이런 것들을 중시

하는 태도가 유교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배웠는데 그래서 유교사회

가 약간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받들어야 하고 더욱 

더 충이라든가 효라든가 그런걸 중시해야 한다고 가르쳤으니깐. 

그 유교사회 사상이 더욱 더 하층민인 사람들한테 그 상위에 있

는 사람들을 더 섬겨야 한다 이러한 사상을 더욱 더 강화시켰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유교사회의 성립을 골랐습니다 네네 그. . ( ) 

리고 상품화폐경제 발달은 지금도 약간 제도적으로는 신분제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사회 약간 전반에 존재했다 존재하는 것 같, 

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일단 지금 많은 나라들이 자본주

의 국가 들이고 자본주의에서는 사람들의 능력이나 실력에 따라

서 그 자본을 얻고 그 자본에 따라서 자기가 알아서 그 자본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야 되니깐 부의 크기는 이제 눈으로 확실히 .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를 더 많이 축적한 사람들이 부를 

많이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약간 지배력이 있고 사회 내, 

에서 권위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상품화폐경제가 처

음으로 나오게 되고 발달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부의 차이

가 생겨나고 그 부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층민과 상류층을 구별

하는 그런 기준이 생겨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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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 골랐구요 그리고 . 갑오개혁은 아까 일제 강점기 때 처음으로 

조선에서 신분제를 없애고 약간 급진파들이 주도해서 어 사회의 . 

변혁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했습

니다. 

진하게 처리는 연구자(M303: 144, )

학생들이 어떠한 국면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위의 서사 구도에서 성숙과 ‘
심화 요소가 강조되거나 생략되기도 혹은 혼란 의 요소가 강조되거나 생략’ , ‘ ’
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학생들이 생성한 내러티브에 위의 . 

서사구조가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되는 모습이 드러나기는 했지만 큰 틀에서 , 

위의 서사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구성한 내러티. 

브 구조의 유형과 예시는 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 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구성한 내러티브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학생들마, 

다 내러티브를 구성하기 위해 역사적 국면을 선택하는 모습은 다채롭게 나타

났다 다만 개별 국면에 맥락을 부여하는 방식이나 이를 활용하여 구성한 . , 

서사 구조에는 여러 유사점이 확인되었다 학생들이 내러티브를 구성할 때 . 

신분제의 성립 성숙과 심화 혼란 폐지 구조가 변주하는 모습은 일‘ ’ – – – 

종의 도식적 내러티브 템플릿이라 볼 수 있다.186) 이러한 내러티브 템플릿은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형태로 반복되고 재생산되면서 학생들에게 가장 친숙

한 역사 인식의 한 형태로 자리 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 

186) 도식적 내러티브 템플릿은 워츠 가 고안한 개념으로 개별  (James V. Wertsch) , 

내러티브가 가지고 있는 구조나 골격을 의미한다 도식적 내러티브 템플릿은 한 . 

커뮤니티 내에서 널리 물려받고 습성화된 과거에 대한 인식의 틀 의 일종으로“ ” , 

도식적 내러티브는 모든 문화권에서 두루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형을 가지

는 대신 특정 내러티브 전통에 속해 있다(양호환 집단기억 역사의식 역사교육, , , ｢ ｣
109, 2009, p.27; James V. Wertsch, “Specific Narratives and 歷史敎育 

Schematic Narrative Templates”, Peter Seixas(ed.), Theorizing Historical 

Consciousness(Toronto University Press, 2004),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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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예시

서사 구조 없음 내러티브를 생성하지 않음 

단 구조 3

성립 정점 폐지- -

예) H106 

! 신분제의 성립 청동기의 등장( )

! 신분제의 정점 유교사회의 성립( )

! 신분제 폐지 

성립 혼란 폐지- -

예) M201

! 신분제의 성립 청동기의 등장( )

! 신분제의 혼란(고려 무신정권의 등장임진왜란/ ) 

! 신분제 폐지 갑오개혁( ) 

기승전결 구조 

성립 성숙과 심화 혼란 폐지- - -

예) H203

! 신분제 성립 

! 신분제 변동 고려 무신정권의 등장( )

! 신분제 성숙과 심화 유교사회의 성립( )

! 신분제 폐지 갑오개혁( )

! 신분제 폐지 이후 

표�< -Ⅴ 2>� 연구�참여�학생들이�구성하는�내러티브�서사�구조의�유형과�예시

이렇듯 학생들이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모습은 일정 부분에서 큰 유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구체적으로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 

이 활용한 전략이나 역사적 국면을 배열하는 방식에 차이점이 드러났고 이, 

러한 점이 궁극적으로 의미 있는 역사상의 형성 여부를 나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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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러티브 구성을 위한 역사적 국면 배열 방식 2. 

이 절에서는 학생들이 복수의 역사적 국면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을 부여하

고 있으며 어떠한 논리를 활용하여 내러티브를 구성하는지 확인하였다 이, . 

와 더불어 학생들의 내러티브 구성 방식 사이의 진전 양상을 살펴보았다 학. 

생들이 보여준 내러티브 구성을 위한 역사적 국면 배열 방식을 내러티브를 ‘
구성하지 않음 병렬적 배열 논리적 배열 주제가 있는 내러티브 조직’, ‘ ’, ‘ ’, ‘ ’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하였다 대체로 전자의 유형에서 후자의 유형으. 

로 갈수록 보다 정교한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내러티브 구. 

성을 위한 사건 배열 방식의 분포는 표 에 수록하였다< -3> . Ⅴ

내러티브를 구성하지 않음 1) 

전체 연구 참여 학생 중 세 명의 학생이 내러티브를 구성하지 않았다 이 . 

학생들은 신분제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 때 중요하다고 판단한 역사적 국면을 

내러티브를 
구성하지 않음

병렬적 배열 논리적 배열
주제가 있는 
내러티브 조직 

중학교 학년 2
명(7 )

1 2 2 2

중학교 학년 3
명(5 )

1 3 1

고등학교 
학년 명1 (6 )

1 3 2

고등학교 
학년 명2 (4 ) 

2 2

합계 3 8 5 6

표� 내러티브�구성을�위한�국면�배열�방식�분포< -3>�Ⅴ

단위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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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기는 했지만 이를 활용하여 최종적인 내러티브를 구성하지는 않았다, . 

한 개의 역사적 국면을 택한 학생 의 경우 자신이 택한 국면(M305, M203) , 

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이유와 해당 국면이 신분제의 변화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설명할 뿐 이야기를 만들지는 않았다 은 상품화폐경제의 발, . M203 ‘
달 국면이 한국 사회의 신분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고 파악했지만 경제발달이 원인이 되어 신분제에 변화가 있었을 뿐이라고 , 

설명할 뿐 추가적인 이야기를 만들지는 않았다, . 

음 경제 발달로 신분을 사고 팔거나 사고 파는 일이 잦아지면서 M203: . , 

신분제가 동요가 되었다. 

(M203: 179) 

병렬적 배열2) 

이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여러 국면 사이의 관계를 매우 독립적으로 파

악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개별 역사적 사건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 , 

며 단독으로만 존재한다고 바라보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 사건의 영향력은 , . 

그 사건 내부에 단독으로만 한정되어 있을 뿐 미래의 사건에 영향을 주지 , 

않는다는 시선이 반영되어 있다 이 학생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 

의 영향력은 그 시점에서 멈춰있다고 파악하였다 이러한 이해에서 과거나 . 

현재와의 연관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이 내러티브를 만들 때 각 역사적 국면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내었다 이 국면 사이에는 . 

연결 고리가 없었으며 내러티브를 만들 때 학생들이 염두에 둔 신분제 변화, 

의 방향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은 청동기의 등장 고려 무신 정권의 . M201 ‘ ’, ‘
등장 유교사회의 성립 한글 창제와 보급 임진왜란 병자호란 갑오개’,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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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 등을 한국사의 신분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국면으로 설정하고’ , 

이를 병렬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학생이 구성한 내러티브에서 각각의 국면은 .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 독립적이었다. 

신분제의 등장부터 시작해서 아까 그 육체적인 힘 그런 걸로 사M201: . ? 

람들이 청동을 만들어내서 무기도 만들어내고 거울도 만들고 그렇 . 

게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생겼고 다음 . 고려 무신정권의 등

장으로 약간 이건 이것도 약간 애매하긴 한데 약간 살짝 변화가 , 

있었을 거고. 한글 창제와 보급에서 그 양반들이 자신들은 한자가 

좋고 한글은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부분 그리고 다시 양반들. [

이 좀 더 위대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한글 보급이 늦어졌던 게 그] 

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 임진왜란에는 노비 문서가 다 타서 

없어졌었고. 갑오개혁 때 완전히는 모르겠는데 신분이 많이 없어 , 

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하게 처리는 연구자(M201: 246-250. ) 

의 내러티브는 청동기의 등장으로 신분제도가 성립한 순간에서 갑오M201

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던 순간까지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

결된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렇지만 이 학생은 여러 국면이 신분제 변화와 어. 

떻게 연관되었는지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식으로 내러티브를 구성하였다. 

또한 신분제의 변화와 관련된 국면에 대한 설명을 병렬적으로 잇는 M302 

방식으로 내러티브를 구성하였다 이 학생은 청동기의 등장 신라의 삼국통. ‘ ’, ‘
일 고려 무신 정권의 등장 유교사회의 성립 임진왜란 병자호란’, ‘ ’, ‘ ’, ‘ / ’, ‘6·25 

전쟁 등을 신분제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중요한 국면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 , 

의 내러티브에서는 여러 국면에 대한 설명이 산발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M302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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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02: 유교사회가 성립되고 조선시대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여성의 인권, . 

이 처참히 짓밟히고 그리고 음 그런 보수적인 사회가 되어서 신, . 

분제도가 더 강력하게 정말 절대로 낮은 사람들은 위로 올려다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강화되었을 것 같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는 전 나라 자체가 엄청난 대 혼란이 온 거잖아요 이게 그냥 정, , 

말 혼비백산인 거잖아요 그래서 신분이고 뭐고 되게 먹고 살기가 . 

급급해서 사람들이 신분에 대한 그런 생각 나는 왜 이렇게 태어, ‘
났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했던 것 같고 이때는 되게 신분제’, . 

가 되게 잔잔했을 것 같애요 그리고 . 신라의 삼국 통일 신라가 삼. 

국통일을 해서 지역적인 감정 때문에 되게 이런 지역마다 천하게 

대하는 사람 우월하게 대하는 사람이 달랐을 것 같고? , 무신정권의 

등장 무신정권이 등장해서 뭐 공부 잘하는 사람만 왕실에 있을 수 , 

있었다면 무신 무를 하는 사람들도 대우받을 수 있고 무를 하는 , , , 

사람들도 양반이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것 같고, 청동기의 등장 전쟁해서 다른 부족이나 다른 나라에 그. 

런 패전국 사람들이 밑으로 들어오고 승전국의 사람들이 우월한. 

그런 기회가 되었을 것 같고 후략. ( )

진하게 처리는 연구자 (M302: 137. )

이렇듯 이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여러 국면을 병렬적으로 배열하는 방식

으로 내러티브를 구성하였다 학생들이 내러티브를 구성하면서 언급하였던 . 

여러 국면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에 있으며 별다른 연관 고리 없이 병렬적으, 

로 나열되어 있었다. 

논리적 배열 3) 

이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에게서 여러 국면 사이의 연결점을 인지하는 모습

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선후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하기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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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식으로 신분제 변화가 연쇄적으로 엮여있다고 설

명하였다. 

는 청동기 시대에 신분제도가 등장한 이후부터 신분제가 없어지기까M202

지의 시기를 내러티브로 만들어서 제시하였다 는 청동기의 등장. M202 ‘ ’, ‘8
조법의 등장 신라의 삼국통일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등을 중요한 국면으’, ‘ ’, ‘ ’ 
로 설정했지만 이를 내러티브 구성에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 대신에 , .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라는 나름의 시대 구분 점을 활용, , , 

하여 내러티브를 생성하였다 가 구성한 내러티브에 따르면 신분제는 . M202 , 

청동기 생성과 함께 기초적인 형태가 만들어졌다가 고려시대에 접어들면서 

점차 세분화되었고 이 형태가 조선시대에도 이어지다가 일제강점기에 들어, 

서 사라졌다. 

어 처음에 청동기가 생겨나면서 이제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M202: . 

이 나뉘어져서 지배층이랑 피지배층으로 나뉘어졌고 그 이후에도 , 

삼국시대에도 신분제가 있었다가 고려에도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그 밑에 평민이 있고 노비가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조선까지 이

어졌고 일제강점기 때 이르러서 약간 신분의 계층이 사라졌다, ? 

중략 어 그 일제 강점기 때 이제 그래도 신분은 다 있었던 걸로 ( ) . 

기억을 하는데 왕이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은 없었잖아, 

요 그래서 이 신분 제도 는 있었더라도 왕이나 뭐 양반이나 평민, [ ]

이나 다 똑같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 관계라고 해야 하나 그것이 , , 

사라진 것 같아요. 

(M202: 162-164)

의 내러티브는 신분제를 중심 소재로 삼아 내러티브를 구성하였다M202 . 

여기에서 신분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시에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지는 사회적 제도이다 앞의 병렬적 배열 유형에 속하였던 . ‘ ’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분제가 변화 했음을 언급했음에도 여러 사건M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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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분절적으로 연결했다면 의 내러티브에서는 신분제 개념이 계속해, M202

서 연속적인 흐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이 학생은 이러한 연속. , 

성의 이해를 바탕으로 내러티브를 구성하였다. 

일부 학생들은 몇몇 국면사이의 연쇄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는 전체 . H204

한국사의 흐름에서 신분제 변화에 대한 내러티브를 만들면서 여러 국면 사이

의 전후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하였으며 여러 국면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게 , 

된다고 이해했다 는 국면들 사이에 연결 고리를 맺음으로써 꼬리에 꼬. H204

리를 무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다. 

음 어 맨 처음에 아까 말했던 벼농사로 인해 사유재산이 생기H204: . . [ ] 

면서 재산이 많은 사람 순서대로 이렇게 계급이 나눠지고 그게 , ,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신분제도가 생기면서 원래는 마을 마을 이렇, 

게 있었으면은 그것이 합쳐지고 나라가 생기고 거기에서도 사유재

산이 생기고 계급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마다 거듭하면

서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렇게 위쪽에는 정권이 바뀌는 걸로 있었. 

던 것 같고 평민들은 죽 그렇게 대를 이어도 과거에 급제하지 않, 

는 아니 그건 아닌데 그냥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계속해서 평민, . 

이 신분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왔을 것 같아요. 

(H204: 223) 

이 예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논리적인 배열을 시도하는 학생들은 국, 

면 사이의 전후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여러 국면 사이의 연쇄적인 관계, 

를 인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가 구성한 내러티브에서도 신분제는 처. H204

음 만들어졌을 때 단순한 형태로 형성되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제도가 

정교해지고 시간이 더 흘러서 사라지게 되었다는 줄거리 선을 따라가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학생들이 구성한 내러티브에서는 신분제 변화. , 

의 양상을 둘러싸고 일관된 의미를 부여하거나 국면 사이의 연쇄를 더 큰 , 

시선에서 조망하면서 현재와 연결하는 시선은 부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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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이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에게는 역사적 변화를 설명할 때 여러 국

면이나 사건들 사이의 연결점에 대해 인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 

결 고리는 정교한 인과 관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전후 관계를 분명

하게 하거나 연쇄적인 관계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점에서 앞의 , . 

병렬적 배열 유형에 속한 학생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진전한 모습이라 ‘ ’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앞의 유형에 속한 학생들. 

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국면을 설명할 때 과학적 물리적 법칙을 사용하는 경·

향이 있었다 이는 역사적인 개연성 인과 관계 혹은 특정 사건을 둘러싼 . , , 

시대적인 맥락을 두루 고려하는 대신 자연과학적 법칙 혹은 사회적 변화를 , 

설명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적용하는 단순 논리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

문이라고 파악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의 경우 앞의 . , 

유형에 속한 학생들과 비교해 일부 진전된 모습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회적 제도와 관습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설명을 시도한다

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주제가 있는 내러티브 조직 4) 

이 유형에 속한 학생들은 개별 역사적 국면들이 넓은 시간적 범위에 걸쳐 

다양한 요인의 중첩적이고 누적적인 축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한말 외. , 

부 사상의 유입으로 갑작스럽게 신분제가 폐지되었다고 설명하였던 앞 유형

의 학생과 달리 는 상당히 복합적인 방법으로 신분제 폐지 과정에 접, M204

근하였다 이 학생은 여러 사회적 제도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일본의 침. , 

략이라는 사건이 중첩되면서 농민 봉기가 나타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이러. 

한 농민 봉기를 계기로 다수의 농민이 참여하고 점차 독립운동이 전개되면, 

서 신분제에 대한 차별이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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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네네네 신분제가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잖아요 어떻게 : . ( ) , 

해서 없어지게 되었을까요?

음 그 어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일본이 침략을 했을 때 어 침M204: . . , . 

략하기 전부터 농민 봉기가 일어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일본 , 

침략한 이후에 주권이 넘어가고 나서 독립운동을 많이 하면서 그

때는 막 농민들도 독립운동을 하고 그래서 신분의 차별이 없어진 , 

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애요. 

(M204: 94-95) 

은 내러티브를 조직하면서 신분제 폐지 과정을 매우 넓은 시간의 범H201

위에 걸쳐 설명하였다 이 학생은 신분제 폐지 과정을 둘러싸고 다양한 국면. 

을 설정하였다 은 신분제 폐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기 한글 창제 . H201 15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아울러 한글 창제 이외에도 임진왜란과 병자호. 

란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갑오개혁 전쟁 등 다양한 국면을 제시하였, , , 6·25 

다 개별 국면마다 단순히 신분제가 변화하였다고 언급하는 대신 신분제가 . , 

뚜렷한 방향성 속에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변화해 왔는지 설명하였다 이 학. 

생의 설명을 토대로 할 때 신분제 폐지는 외부의 영향 속에서 갑작스럽게 ,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과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거치면서 달라진 , 

사회적 변화의 결과였다. 

이제 그러다가 한글이 창제가 되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서민들이 H201: ,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그건 원래 귀족들만, , 

의 전유물 같았던 거라면 이때 이후로 서민들도 글을 쓸 수 있는 , 

엄청난 일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 , 

거의 국토의 모든 것이 황폐화되니깐 신분제도 약간 좀 나중의 후

기보다는 덜하지만 흔들리게 된 것 같고 상품화폐경제가 발달을 , 

하면서 어 상공업이 되게 발달이 돼서 돈 많은 서민들 부자들이 .. ,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리고 갑오개혁 때는 평등을 주장을 하니. 

깐 이때가 엄청 신분사회가 흔들렸던 시대가 되는 거에요 그리고 , . 

전쟁도 임진왜란 병자호란 겪고 나니깐 되게 땅이 황폐화되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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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데 그 와중에도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내면서 좀 그 전 신

분이랑은 상관없이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H201: 157) 

또한 넓은 시간대를 설정하여 신분제 폐지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였H202 

다 이 학생은 한글 창제와 보급 을 중요한 역사적 국면 중 하나로 선정하. ‘ ’
였다 그리고 이것이 신분제 폐지라는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더라도 . 

나름대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끄는 계기라고 파악하였다 이어 이러한 움직. 

임은 사람들의 의식을 강화하여 동학농민운동과 같은 집단적 움직임으로 이

어지고 이것이 신분제 폐지란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는 , . H202

신분제가 제도적으로 폐지된 이후에도 그 흔적이 관습으로 남아있었으며“ ” , 

그 영향이 비교적 최근까지도 미치고 있었고 전쟁이 지나서야 비로소 , 6·25

관습적 의미의 신분제도 폐지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신분제의 제도적 폐. 

지와 관습적 의미에서 신분제가 사회 문화적 흔적으로 남아있는 모습을 구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해에서 가 바라보는 신분제 폐. H202

지의 과정은 다층적이다. 

어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는 한자만 한자를 썼잖아요 한자는 보H202: . , . 

통 상층민들밖에 못 쓰니깐 이제 한글 창제하면서 그 하층민들도 

자신의 의견을 글로 표현할 수 있고 노래로 쓸 수 있고 하니깐 조

금 더 평민들의 의식이 강화되면서 신분제가 꿈틀꿈틀 그러다가 ? 

점점 아까 봤던 그런 운동이나 동학농민운동이나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위에 있다가 영향을 주다가 결국 바뀐 게 아닐까요? 

연구자 음 그렇게 했다: . 

이것 이외에도 좀 관습이 남아있었지만 계속 경제가 발달하고 좀 H202: , 

일인당 그것도 계속 상승 격차가 좀 줄어들고 좀 기술도 발전하면, 

서 평민들도 이제 교육을 기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쯤 완전히, 

완전히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관습으로 남아있던 게 사라지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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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까 전쟁 전후나, 6·25 . 

(H202: 228-230)

학생들은 신분제 개념을 활용한 내러티브를 구성하면서 신분제 변화에 대

한 전체적인 흐름을 나름대로의 언어로 요약하여 표현하기도 했다 이 과정. 

에서 특별한 시대적 지향성을 분명히 하고자 했고 이를 핵심적인 주제로 삼, 

아 일관되고 조직적인 형태로 제시할 수 있었다 는 시간이 흐르게 되. M204

면서 궁극적으로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신분의 범위가 넓어지고 신분으로 “ ”, 

인해 생기는 제한선 같은게 점점 더 모호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 

고 설명하였다 은 신분제의 변화를 통해서 점차 능력을 중시하는 사. H101 “
회 를 지향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이렇게 학생들은 신분제 변화에 대한 방향” . 

성과 주제 의식 아래에서 내러티브를 조직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러한 부분은 한국 역사에서 신분제 변천 과정에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형 내 일부 학생들은 시간의 흐름에서 패턴을 식별하는 것을 넘어 여

러 규모와 층위의 변화를 포착하는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는 . H202

신분제 변화에 대한 큰 흐름을 두 가지로 언급하였다 이 학생은 전체적인 . 

신분제 변화는 양반과 자신들 농민들 대우에 차등을 좀 줄이 는 방향으로 “ [ ] ”
나아갔지만 동시에 경제적 발전을 거치면서 특권적 세력이 교육과 문화 측, 

면의 무형적 가치를 독점하고 교육으로 이를 재생산하면서 그 갭이 더 커, “
지 게 되었다고 정리했다 이러한 언급은 과거를 바라보는 시각의 해상도를 ” . 

달리해서 바라보게 된 것의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를테면 신분제가 . , 

만들어졌던 시점에서 최근까지 넓은 시각에서 조망해 볼 때 점진적으로 신, 

분 간 차이가 줄어들고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는 방향으로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경제 발달 이후 현재의 시점까지 상대적으로 좁은 . 

시간대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 특정 세력에게 부가 집중되는 방향으로 역사, 

가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거대한 흐름과 그 속의 작은 흐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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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87) 즉 변화의 방향에 대한 다양성을 인지 , 

하는 동시에 변화의 다양한 규모 를 포착하고 있는 것으로 변화의 특(scale) , 

성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정책이 심해지면 누가 주도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 H202: 

주도해서 무조건 성공이 아니더라도 자신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 

래서 신분제를 바꾸지 않아도 신분 제도에서 양반과 자신들 대우

에 차등을 좀 줄이지는 않았을까. 

(H202: 179) 

전체적인 틀은 그대로인데 세부적으로 약간 조금 더 나라가 살만H202: 

하고 이제 좀 기술도 발전되면서 양반이랑 그 천민의 갭이 좀 커

지지 않았을까.

(H202: 154) 

요컨대 이 유형에 속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사적 

변화는 다양한 사건이 중첩되면서 일어나고 있으며 여러 영향력이 겹치게 , 

되면서 하나의 주제로 이어지게 된다는 면을 잘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를 토대로 학생들은 단순히 여러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주제 

의식과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내러티브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학생들이 신분제 개념을 활용한 내러티브를 , 

구성하기 위한 사건 배열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내러티브를 . 

구성하지 않거나 병렬적으로 배열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단순한 선후 , . 

관계나 사회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를 적용한 논리적 배열

187) Rachel Foster, “Historical Change: In search of argument”, Christine 

Counsell, Katherine Burn and Arthur Chapman(eds.), Masterclass in 

history education: Transforming teaching and learning(Bloomsbury 

Publishing, 2016), pp.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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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변화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내러티브를 조직적으로 구

성하는 경우가 있었다 전자의 방식에서 후자의 방식으로 갈수록 다음과 같은 . 

내용에서 진전된 모습이 나타났다 대체로 논리적인 설명을 하기 보다는 인과. 

적인 설명을 시도하려고 했고 과학적 법칙과 논리적 해설에 기대기보다는 역, 

사적 사건의 배경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시대적 특성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아. 

울러 여러 역사적 국면을 연결할 때에도 독립적인 사건을 병렬적으로 나열하

기보다는 특별한 시대적 지향성 속에서 일관되고 조직적인 내러티브를 만들 

수 있었다. 

학생들이 그리는 역사상3. 

내러티브를 만드는 능력은 학생들이 과거에 흘렀던 시간에 학생들의 삶과 

결부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과 깊숙한 연관이 있다 역사의식과 내러티브 .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하였던 입장에서는 내러티브를 구조적으로 조직하는 내

러티브 역량이 곧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현재의 삶의 시간적 방향성에 “
영향을 미치는 과거를 이해하는 능력 이기에 과거와 현재를 유리되지 않은 ”
것으로 이해하는 데 특히 핵심적이라 보았다.188) 즉 과거를 현재와 동떨어 , 

진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연결되어 있으며 여전히 의미 있

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데 내러티브 역량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 학생들은 신분제 개념을 활용한 내러티브를 생성하면서 넓은 시

간대에 걸쳐서 일어난 신분제의 변천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이 반영된 역사상

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요적 관점에는 학생들이 생성한 내러티브뿐만 아니. 

라 신분제 개념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반영되어 있다 이 절에서는 학생들. 

이 신분제 개념을 둘러싸고 어떠한 거시적인 역사상을 그리는지 살펴보았다. 

188) Peter Seixas, “Historical Consciousness: Narrative Structure, Moral 
Function, and Ontogenetic Development”, Peter Seixas(ed.), Theorizing 

Historical Conciousness(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4),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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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특히 과거와 현재와의 연관성을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

였다. 

연구 참여 학생들이 그리는 신분제 개념에 대한 역사상은 다양하게 나타났

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현재와 과거 사이를 . . 

단절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연속성을 짚어내며 전근대사회의 신분제 변천 과, 

정을 의미 있게 바라보는 경우이다 두 번째 유형은 현재와 과거를 단절적으. 

로 파악하는 유형으로 신분제가 존재했던 과거 사회는 현재의 입장에서 별, 

다른 연관성이 없다고 바라보았다 첫 번째 유형의 역사상은 소수의 학생들. 

에게서 확인되었던 반면 두 번째 유형의 역사상은 비교적 빈번하게 나타났, 

다 연구에 참여한 대다수의 학생들은 현재와 단절적인 역사상을 그리고 이. , 

를 토대로 과거 사회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 

일관된 형태로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여기에 현재에 대한 관점을 연계한 학

생은 비교적 소수였다 연구에 참여했던 전체 학생 중 명의 학생이 거시적. 5

인 시각에서 신분제 변화의 패턴을 인지하고 과거와 현재의 가치체계가 다르, 

다는 것을 이해하는 동시에 현재와의 연관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였다. 

은 비교적 명확하고 현재와 연결된 역사상을 가지고 있던 학생이었H201

다 은 한국사에서의 신분제 변화 과정을 두고 귀족들만을 위한 특권. H201 , “
들이 되게 많았는데 점차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해갔다고 전체적인 변화”, 

의 흐름을 간단하게 요약하였다 이 학생은 전체 한국사의 흐름 속에서 신분. 

제 변화에 대한 일관적이고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 학. 

생은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는 한 신분을 바꾸기 힘들었 던 과거와 달리“ [ ] ” , 

현대 사회는 이러한 신분에 의한 차별은 덜하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동시에 .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 이 존재한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이해에서 “ ” . H201

은 현재 사회와 과거 사회를 완전히 단절하여 이해하지 않았으며 어느 정도 , 

연속되는 관계에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은 전체 한국사의 흐름에서 신분제는 상당히 보수적인 변화를 겪었다M207

고 해석했다 그는 시대마다 구체적인 신분제 운영 양상은 달랐을지라도 큰 . , “
개혁 이 일어나는 대신에 계속해서 사람들 간에 차별을 두는 신분제가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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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보수적으로 역사가 진행되었다 고 평가했다 동시에 은 현대 “ ” . M207

사회에 신분제는 법제적으로 사라지기는 했지만 재산의 유무에 따라 차별을 , 

받기도 하는 등 차등적 대우가 지금도 약간 있기는 하다고 평가를 내리기“ ” 

도 하였다 이러한 해석에는 법제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었을지라도 여전히 . 

다른 형태의 차별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러한 영향이 현재의 삶에도 큰 영, 

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분이었다 이와 더불어 이 학생은 미래에 재. 

산으로 인한 차별이 완전하게 사라지면은 아주 세계적으로 큰 발전 이 있으“ ”
리라 전망하기도 했다 이러한 모습은 현재 사회 및 과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 

반영되어 나타난 미래에 대한 지향이 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 

대목은 과거에 대한 학생의 개인적인 역사관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었다. 

그러니깐 신라 고구려 백제 시대 때는 귀족 평민 노예 약간 이M207: . , 

런 식으로 계급이 나뉘었다면 조선 때는 거기에 귀족이 양반으로 , 

바뀌고 약간 그런 식으로 변경되어 항상 큰 개혁이 일어나지 않

고 계속 보수적으로 역사가 진행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M207: 197) 

는 전체 한국사의 흐름 속에서 신분제 변화를 두고 낮은 신분의 사M204 “
람들 이 사회적 참여를 위해 점진적으로 노력하고 높은 사람들한테 대항 하” “ ”
면서 신분제가 사라진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는 역사상을 그렸다 이 학생은 . 

국가가 처음 만들어지고 지도자가 생기는 등 정치 체제가 성립되는 과정에, 

서 신분제가 만들어졌고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 순응하고 죽을 때까지 그냥 , “
자기의 제한적 인 범위 내에서 수용하면서 살았다고 설명하였다 그렇지만 ” . 

시간이 지나면서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신분의 범위가 넓어지고 신분“ ”, 

에 따른 제한선 같은게 점점 더 모호해지 는 등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 ”
나게 되고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집단적인 움직, 

임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역사적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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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학생은 한말에서 일제강점기 무렵까지 독립운동을 통해 일제에 , 

대한 적극적인 항쟁을 펼치는 시기를 주목하였다 는 이 과정에서 새. M204

로운 공동체 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런 공동체 속에서 신분제가 서서히 “ ” , 

사라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모두가 뜻을 모아 함께 하다가 광복을 맞이하. 

게 되자 신분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 학생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을 . 

내러티브 내의 적극적인 행위자로 위치시켰으며 외부적 요인으로 갑작스럽, 

게 신분제가 폐지되었다고 바라보는 대신 새롭게 탄생한 공동체 의 주도적, ‘ ’
인 역할을 통해 신분제 폐지를 성취한 것으로 보았다 가 보기에 신분. M204

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현대 사회는 과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루어

낸 노력의 결과였다 이러한 이해에서 현재의 모습은 과거와 결코 무관한 것. 

이 아니었다. 

M204: 권력이 높은 사람들이 막 횡포를 부릴 때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 ] , 

많은 그런 피해를 받고 부당함을 느끼면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 

이제 높은 사람들한테 대항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중략 독립운동( ) 

을 하던 시기를 보면은 주로 백성들이 직접 나서서 뭔가 일본 사, 

람들에게 대항하고 네 그런게 생기면서 그렇게 공동체가 만들어지. . 

면서 얘는 천민이어서 안 돼 그런 식으로 구분 짓지 않고 그냥 ‘ ’, 
그거를 함께 하는 사람들끼리 공동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게 . 

광복을 맞이했을 때는 거의 그런 신분제 게 없어졌던 것 같아요[ ] . 

(M204: 196-197). 

위에서 제시된 학생들과 같이 효과적이고 유용한 역사상을 그렸던 학생들, 

은 거시적 시선에서 변화의 양상에 대해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나름

대로 역사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아울러 현재와 과거를 완전히 단절해서 이. 

해하지도 않았다 의미 있는 역사상을 구상했던 학생 중 한 명인 또. H101 

한 현재 우리 사회를 과거의 연장으로 파악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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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국 사회가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 를 지향하며 변화하였다고 H101 “ ”
보았다 은 이러한 방향성을 두고 신분 질서가 자유로워지는 방향으로 . H101 “
변화 하는 것이라 평가하기도 하였다 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회” . H101

가 바로 신분이 능력으로 대체된 사회라고 보았는데 동시에 능력이랑 관계 , “
없는 사람들이 좀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불공평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 

회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 학생은 전체 한국사의 흐름에서 신분제 변화의 . 

방향을 짚어내었으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과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 

었다. 

는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으로 신분제라는 개념이 점점 고도화되고 이H202 , 

러한 현상이 현대 사회에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사이의 

격차가 더 커지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해석하였다 이 학생은 상층민들밖에 . “
경제 발달의 혜택을 못 받으니깐 오히려 부의 대물림이 강화되었다고 평가”, 

하였다 여기에 교육의 측면에서도 상층민과 하층민의 격차가 벌어 지면서 . “ ”
이런 경향이 가속화된다고 바라보았다 는 이러한 설명을 통해 현재와 . H202

과거 사이의 관계에 연속성을 부여하였으며 큰 범위에서 역사의 흐름에 대한 , 

해석을 제시하였다. 

경제가 아까 말했는데 경제가 발달되면은 이제 이때는 아직 기술H202: , 

이나 그런게 그 경제 발달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경제 발달은 

상층민밖에 못한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 상층민들밖에 . 

경제 발달의 혜택을 못 받으니깐 거기서 조금 차이가 생겨서 자신

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또 뭐야 뺏기고 싶지도 않고 더 

갖고 싶고 뭐 욕심이 생기니깐 후략( ) 

(H202: 234) 

위의 사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은 현재와 과거와의 분명한 연, 

관 속에서 자기만의 역사상을 그려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학생. 

의 역사관이나 문제의식이 반영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현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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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이 학생들은 분명한 시대적인 . 

감각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었다, . 

한편 위의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신분제 개념을 둘러싸고 과, 

거와 현재가 유리된 역사상을 형성하였다 이들 학생들은 긴 시간에 걸친 신. 

분제의 변천 과정에 대한 간단한 패턴을 인지하는 것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

았다 이를테면 국가의 성립과 함께 신분제가 같이 형성되었다가 시간이 지. 

나 신분제가 사라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낮은 신분의 사람에 대한 대우가 , 

좋아졌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구상은 사회과학을 토대로 한 법칙적 . 

구상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시간과 장소적 맥락을 고려하는 대신 , 

맥락 초월적 서술을 지향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래 가 조직한 내러티. M304

브가 전형적이다. 

고려시대 신라시대 조선시대 삼국시대 아까 이런 시대들을 거치M304: , , , 

면서 이제 무슨 정권이 들어서거나 법이 바뀌거나 뭐 통일을 하

거나 어떤 사회가 성립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여, , 

러 사회의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약간 사회의 모습이나 뭐 

법 같은 게 약간 많이 바뀌면서 신분제가 뭐 오랫동안 똑같은 똑, 

같은 신분제라고는 할 순 없지만 조금씩 변하면서 오랫동안 유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략 여러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 ( ) . 

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어 그, , . 

러다가 이제 일본이 그 우리나라를 그거 하려는 계획을 하고 그

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 

그때 이렇게 하면서 신분제를 신경 쓸 그거 보다는 이제 독립 그, 

런거에 신경쓰면서 신분제는 점점 더 묻혔던 것 같애요.

(M304: 166-170) 

는 신분제가 존재하였다가 다양한 계기로 사라졌다고 설명한다 그M304 , . 

렇지만 이러한 과정은 모두 먼 과거의 일이며 현재와는 의미 있는 관계가 , 



- 184 -

없는 대상으로 묘사되었다. 

과거와 현재가 유리된 역사상 중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역사상으로 

순환적인 역사상을 제시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왕조의 초기에 강력한 왕. , 

혹은 선량한 왕의 영향 속에서 신분제의 구속력이 완화 되어 낮은 신분의 ‘ ’
사람들이 편하게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특권 신분들의 횡포 및 다, 

양한 원인으로 신분제의 구속력이 강화 되면서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힘들‘ ’
게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 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 

구도는 농민 봉기와 같이 특정 사건으로 인해 끊기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 

는 듯 했으나 신분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 

유지되며 오히려 더 견고해진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구도는 왕조, . 

가 새로 개창되었다가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새 왕조가 들어설 때마다 반복, 

된다고 보았다 즉 신분제의 구속력이 완화된 상태로 머물다 시간이 지나면. , 

서 강화 되었다가 농민 봉기와 같은 일회적이고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잠시 ‘ ’ , 

소강상태에 머무는 것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순환은 왕조의 . 

흐름에 따라간다고 보았다 한 왕조의 시작 무렵에 사회적 질서가 새로 만들. 

어지다가 왕조가 끝날 무렵에 사회 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처럼 신분제 또한 , , 

유사한 변화를 거친다고 바라보았다 이 학생들은 신분제가 제도적으로 존재. 

하지 않는 현재의 사회와 신분제의 구속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환하는 

전근대 사회 사이에서 의미 있는 연관성을 찾지 못했고 오히려 단절적으로 ,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이 일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 예시이다 이 학생은 신분제의 변H106 . 

화는 왕조의 흐름에 따라 간다고 보았다 개별 왕조의 초기 왕이 신분제를 . “
만들 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고 다른 왕조로 교체될 때 신분제 또한 유” , , 

사한 변화를 겪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연구자 중략 그러면 이 신분제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 ) ? 

신분제는 일단 크게 고구려 고려 조선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H106: , , . 

래서 조선에는 초기에 초기 왕들이 만든 신분제를 계속 이어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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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제 몇몇 왕들이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 왕들은 점점 그걸 

편찬해 나갔던 것 같아요 바꿔 나갔던 것 같아요, . 

연구자 음 아 그러면은 고구려 시대 때 있던 것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 . 

했다는 말씀이세요? 

아 그러니깐 고구려랑 고려랑 인제 변하고 고려에서 조선으로 변H106: , , 

했잖아요 그러니깐 고려 초기 왕이 신분제 등을 만들었고 조선 . , , 

초기 왕들이 만들었을 것 같아요. 

(H106: 97-100)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농민 반란과 같은 사건은 한, 

국사의 전체 흐름에서 그다지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다 왕조 말 왕권이 약. , 

화되면서 국가 기강이 문란해지고 이 틈을 탄 관리들의 잦은 수탈로 농민들, 

의 불만이 누적되면서 일어나게 된 난 은 높은 신분의 사람들과 신분제를 ‘ ’
유지하려는 국가에 의해 쉽사리 진압되었다 학생들이 볼 때 불만의 누적 . ‘
농민 반란 진압 의 구도가 왕조 별로 계속해서 반복되었고 이렇게 연’ , → → 

속된 과정에 특별한 진보 혹은 퇴보의 방향성을 부여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 

상황에서 학생들은 신분제에 혼란을 주었던 사건들의 예시로 여러 난 들을 ‘ ’
제시하였지만 개별적인 난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의나 이러한 난들이 , 

당시 사람들에게 주었던 영향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 못하였다.189) 결국 , 

학생들은 다양한 인물들이 신분제를 바꾸기 위해 기울인 여러 노력에 대해서

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신분제의 폐지는 상당히 . 

급작스럽고 단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일 뿐이었다, . 

의 사례가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학생은 시대M205 . 

별로 다양한 난 을 제시하였지만 다양한 난에 역사적 의미를 투영하거나 질‘ ’ , 

적인 차이를 포착하지 않았다 즉 여러 난들이 각각의 시대적인 요구에서 . , 

189) 학생들은 신분제에 대한 불만 으로 촉발된 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적  ‘ ’
질서를 흔들었거나 혹은 상위 신분들 사이 권력 다툼에 대한 난을 함께 언급하, 

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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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다고 바라보는 대신 일정 시간이 지나 사람들의 불만이 차면 터지다가 

이내 해소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즉 순환적이고 시간의 흐. , 

름에 따라 반복되고 있다고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자 네네 이런 난이랑 홍경래의 난 진주 농민 봉기 이런 거랑 망이 : . , 

망소이의 난 만적의 난 이런건 다 시대가 다 다른데 뭐 이것들, , 

의 비슷한 점이나 차이점 이런 게 있을까요? 

비슷한 점은 뭔가 신분 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 M205: 

같고 또 차이점은 딱히 모르겠습니다, .. . 

(M205: 181-182) 

요컨대 역사 실질 개념으로서 신분제 개념을 둘러싸고 학생들이 형성한 , 

역사상은 크게 현재와 유리된 역사상과 현재와 긴밀하게 연결된 역사상 크, 

게 두 종류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저마다 파악하고 있는 신. 

분제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역사상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 

상은 학생들이 전근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역사상을 비롯하여 학생들이 형성하는 큰 그림 이, ‘ ’
나 프레임워크 와 같이 과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시선으로 엮는 인‘ ’
지적 도구는 역사학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참조의 틀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프레임워크는 과거에 대한 개별적인 정보를 맥락화하고 조직하는데 . 

효과적이며 새로운 역사적 지식을 접할 때 사실적 비계, “ (factual scaffolds)”
의 역할을 할 수 있다.190) 의미 있는 큰 그림 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은 개별 ‘ ’
적인 사건에 패턴을 부여하면서 추후 과거를 학습할 때 과거와 현재 미래를 , 

연결하는 일관적 참조의 틀을 갖출 수 있다.191) 본 장에서 살펴본 역사상은  

190) Denis Shemilt and Jonathan Howson, “Frameworks of knowledge: 
Dilemmas and debates”, Ian Davies(eds.), Debates in History 

Teaching(2nd edition) (Routledge, 2017), pp.66-67. 

191)Stuart Foster and Jonathan Howson, “School History Students’ “Big 
Picture” of the Pas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istorical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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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한정된 범위에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요적 관점을 다루었지만 학생, 

들이 형성하는 의미 있는 역사상 또한 시대착오적인 이해를 하지 않도록 인

지적 지표를 마련하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고 짐, 

작해 볼 수 있다. 

아울러 학생들이 형성하는 역사상은 학생들이 과거와 역사 학습을 바라보

는 태도나 입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과거와 현재가 유리되고 의미 있는 . ,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과거에 대한 학습은 학생들에게 쓸모없

는 행위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192) 특히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듯이 왕조가  

순환하면서 역사가 진행된다는 역사상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 전근대 사회에, 

서 있었던 일은 현재 사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그마저도 반복되기 때문, 

에 학습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할 때 역사 학습을 통해 지향해야 하는 바는 비교적 

명확하다 학생들이 역사 학습을 마친 이후 순환적이고 과거와 현재가 단절. 

된 역사상 보다는 되도록 현재와 과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학생 스, 

스로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역사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어

야 한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프레임워크나 큰 그림 은 역사 학습을 통해 . , ‘ ’
충분히 더 정교화되고 개발될 수 있다 특히 개요적인 관점과 한 주제를 깊. 

이 있게 탐구하는 절차를 교차하며 반복하는 역사 학습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요적 관점을 더 정교하게 다듬는 데 기여할 수 있다.193) 학생들이 형 

성하는 역사상 또한 얼마든지 개발될 수 있으며 역사학습을 통해 더 의미 , 

있는 형태로 변화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 

Teaching and Research 강선주 역사 교육과정 개발 방법, Vol. 9(2)(2010) ; , : 「

역사교육 개선의 방향 설정과 역사교육 연구 성과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歷史」 『

146, 2018, pp.113-114. 敎育』

192) Keith C. Barton, "The Denial of Desire: How to Make History 

Education Meaningless", Linda Symcox and Arie Wilschut(eds.), National 

History Standards: The Problem of the Canon and the Future of 

Teaching History (Information Age Publishing, Inc., 2009), pp.265-282.

193) Peter Lee, “From National Canon to Historical Literacy”, in Maria 

Grever and Siep Stuurman(eds.), Beyond the Canon: History for the 

Twenty-first Century(Palgrave Macmillan, 2007), pp.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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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록 소수의 학생이지만 의미 있는 역사상, 

을 형성하였던 학생들에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비교적 분명한 역사상을 . 

보유하고 있는 학생들은 모두 통시적 측면에서 신분제 개념을 구조화할 때 

역사적 변화 유형에 속하였다 동시에 신분제 변화 사례를 한국사에서 의미 ‘ ’ . ‘
있는 과정 으로 의미 부여하였으며 내러티브를 구성할 때도 주제가 있는 내’ , ‘
러티브 조직 유형에 속하였다 이 학생들은 모두 비교적 진전된 역사적 이해’ . 

를 갖추고 있었고 이는 의미 있고 유용한 역사상을 갖추는 데에 기여하였던 ,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이러한 역사상을 그리는 데에는 내러티브 형성뿐만 . 

아니라 신분제 개념과 그와 관련된 여러 역사 차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이 2

다각적으로 투영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학생들로부터 또 다른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학생들은 특정 시대. 

의 특징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데 능숙한 편이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서 . 

긴 시간적 범위에 걸쳐 신분제의 변천을 설명할 때 스스로의 언어로 시대적인 

특성을 포착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아래의 예시가 그 모습이다. .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부당함을 느끼면서 M204: ( ) , …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높은 사람들한테 대항하는 그런 시대 

(M204: 196)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 H101: 

(H101: 162) 

H201: 농사 짓는 기술 같은 것도 훨씬 발전을 하니깐 가성비가 훨씬 높아

져가지고 사람들이 조금만 일을 해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사회 

(H201: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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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시대에 대한 감각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남게 된 것을 지

식의 한 형태 즉 잔여 지식 의 한 종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 .194) 이런 잔 

여 지식은 한 역사적 사건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

라 그 사건을 둘러싼 맥락을 매우 집약적으로 제시한다 잔여 지식은 시대 , . 

특정적인 감각을 키워주면서 역사적 사건에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

게 도와주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러한 형태의 잔여 지식은 과거의 일이 . 

단순히 반복된다는 식의 순환적인 역사상을 그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잔. 

여 지식은 역사적 사건 및 과거에 대한 이해를 학생의 삶에 의미 있는 형태

로 전환해주며 추후의 역사 학습을 가능하게 해주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 

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동시에 지금까지 역사교육 현장에서 활용되었던 다양한 역사 서술을 두고 

반성할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와 유리된 역사상 중에서도 특. 

히 한국 전근대 사회의 역사를 왕조의 순환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특별히 두

드러졌다 학생들에게 순환적인 역사상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 

유로 학교 역사교육에서 한국사를 다룰 때 왕조사와 지배층 위주의 도식적, 

인 접근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김한종은 년에 발. 2010

간한 논문을 통해 한국의 역사 교과서 및 역사 수업에는 변화를 혼란으로, “ , 

안정을 발전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서술이 만연하며 이러한 구도가 왕조별” , 

로 반복되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195) 이러한 지적은 가장 최근 

의 교육과정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방지원은 개정 . 2015 

교육과정의 한국사 에서도 여전히 왕조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사와 국가 서 
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한국사의 . 

흐름을 단지 정치적 사건들의 연쇄 로 바라볼 수 있으며 국왕이나 집권 “ ” , “
세력의 통치력이 약해지면 사람들도 살기 어려워지고 다른 왕조가 나타난, 

194) Christine Counsell, “Historical Knowledge and Historical Skill: A 

Distracting Dichotomy”, James Arthur and Robert Philips(eds.), Issues 

in History Teaching(London: Routledge, 2000), p.66. 

195) 김한종 변화 역사개념의 이해와 학습방법 역사교육연구 , - 12, 2010, p.130, ｢ ｣  
13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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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라는 서술로 집약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96)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다수에게서 이러한 구도의 순환적인 이해를 확

인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서술은 방지원이 제시했던 요약적인 이해에 신분. 

제의 변화를 덧입힌 것이었다 여기에 신분 간 대립에 초점을 둔 현재주의적 . 

해석을 바탕으로 신분제를 바라보려는 경향이나 신분제의 변화를 권력 관계, 

의 역동으로 혼동하고 있는 모습 또한 이러한 구도로 과거를 바라보는 데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역사 수업에서 어떠한 관습적. 

인 설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반성적인 태도가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역사상은 신분제 개념에 한정되어 있어 매우 단편적, 

이다 또한 학생들이 만든 역사상을 평가할 때 활용한 준거 또한 제한적이었. 

다 학생들이 형성하는 역사상의 모습은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유형화할 . 

수 있을 것이다. 리 는 학생들이 보유하고 있는 과거에 대한 큰 (Peter J. Lee)

그림을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준거로 이동성 해상도(mobility), 

영역 일관성 측면 수정가(resolution), (field), (coherence), (dimensionality), 

능성 유연성 등 일곱 가지를 제시하였다(revisability), (flexibility) .197) 본 논 

문에서는 현재와의 연결성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이 어떠한 역사상을 그리는

지 확인하였는데 이는 리가 제시하였던 이동성 준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 ‘ ’ 
다 리가 제시한 다른 준거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역사상을 유형화한다면 다른 . 

분석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학생들이 그리고 있는 역사상 또. 

한 다른 각도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신분제 개념을 이해하고 역사 차 개념으로서 변화 개념과의 상, 2

196) 방지원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사 힘을 가진 그들 의 역사를 반복하 , 2015 - ‘ ’｢
다 역사비평 113, 2015, p.302. ｣  

197) 리는 시공간의 범위를 옮겨가며 장기적  Peter Lee,(2007), op. cit., p.59. 

연결성을 만드는 능력인 이동성 시간적 범주를 오갈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 ’, 
해상도 와 더 많은 영역과 시간적 범위를 큰 그림에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인 영‘ ’ ‘

역 주제 내에서 내적 연결성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인 일관성 주제 간 연결성’, ‘ ’, 
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인 측면 새로운 소재를 마주했을 때 더 나은 그림을 그리‘ ’ 
기 위해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인 수정가능성 새로운 질문이나 기준에 대한 반응‘ ’, 
으로 대안적 서술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인 유연성 등 과거에 대한 큰 그림 을 ‘ ’ ‘ ’
평가할 수 있는 가지 준거를 제시하였다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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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 속에서 신분제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신분제 변화에 대한 , 

내러티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확인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높은 수준의 역사 

적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역사 실질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역사 차 개념에 대한 정교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2

있었다 특히 신분제는 사회적인 제도이며 사회의 여러 부분과 연결된 복잡. , 

한 사회적 특징의 반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했다 아울러 . 

변화 개념을 높은 수준에서 이해할수록 학생들은 신분제 변화를 더 장기적, 

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변화의 다양한 특성을 조명할 수 있었다 동시에 단, . 

순한 사건을 나열하거나 전후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일관된 주제를 바, 

탕으로 내러티브를 조직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추후 역사교육의 모습을 구상할 때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역사 실질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학생들의 일상적인 접근 속. 

에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전이 될 수 있도, 

록 역사 차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한국사를 접근, 2 , 

하는 양식화된 접근에 매몰될 수 있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추후 유용한 자원, 

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형태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러한 노력이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역사적 이해에 도달하고 의미 있는 역사

상을 형성하도록 진전하게 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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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Ⅵ

본 논문에서는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국의 전근대 사회를 파악하는 데 ·

핵심적인 역사 실질 개념인 신분제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확장하여 과거를 , 

파악하기 위해 의미 있는 형태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 

학생들이 신분제 개념에 접근하는 방식을 크게 신분제 개념 그 자체를 구조

화하여 파악하는 모습 역사 차 개념과의 연관 속에서 구체적인 신분제 변, 2

화 사례에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 신분제 변화에 대한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 

모습 등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신분제 개념을 중

심으로 한 학생들의 다양한 이해 양상과 진전의 모습을 확인하고 추후 역사,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 검토할 개념으로 신분제 개념을 선정하게 된 배경에는 네 가

지 고려 사항이 있었다 첫째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서 활용되는 역사 개념. , 

을 선정하였다 둘째 시공간의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 , 

개념을 선택하였다 셋째 현대의 감각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을 선. , 

정하였다 넷째 한국사의 흐름에서 의미 있으며 역사과 교육과정에서도 중. , 

요하다고 여겨지는 개념을 선정하였다 이렇듯 신분제 개념은 학교 안팎에서 . 

학문적 통화 의 기능이 강하며 학생들의 일상적 감각에서의 신분제 개념에 ‘ ’ , 

대한 이해와 역사적 이해의 차이를 가시화하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역사 실질 개념에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다양한 역사 2

차 개념 중에서도 변화 개념에 초점을 맞추었다 변화 개념은 시간의 흐름‘ ’ . 

을 구획하고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 필요한 개념이며 역사 학문의 구조, 

적 특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실질적인 속성을 지닌다 변. 

화 개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를 가진 학생들은 신분제 변화를 단회적인 

사건이나 해프닝으로 파악하는 대신 누적적인 시간과 다양한 요인 아래 점, 

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안다 본 논문에서는 학생들이 신분제 개념을 이. 

해하고 여기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데 변화 개념이 어떻게 결합하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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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이해를 구성하는지 확인하였다. 

신분제 개념을 중심으로 한 학생들의 다양한 이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들이 신분제 개념을 구조화하는 모. , 

습을 공시적 관점과 통시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공시적 관점에서의 이해 . 

유형으로 이분화된 구도에서 신분제를 이해하는 유형 신분 간의 상하관계‘ ’, ‘
에 주목하는 유형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분을 식별하는 유형 세 가지’, ‘ ’ 
를 제시하였다 전자의 유형으로 갈수록 신분 사이의 상하관계라는 단 하나. 

의 기준을 토대로 신분제 구조를 구체화하였으며 이따금씩 권력의 소유 여, 

부나 부와 같이 신분이 아닌 영역에도 신분의 상하 기준을 적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반면 후자의 유형으로 갈수록 다양하고 역사적인 근거에 . 

바탕을 둔 기준을 토대로 신분제 구조를 구체화하였다. 

통시적 관점에서의 학생 이해 유형은 의미 있는 변화가 존재하지 않음‘ ’, 
보편적 변화 역사적 변화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 번째 유형은 신분제가 ‘ ’, ‘ ’ . 

폐지되기 전까지는 신분제 운영에 의미 있는 변화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이고 보편적 변화 유형은 사회과학적 법칙 혹은 자연적 물리적 법칙, ‘ ’ , ·

을 적용하며 신분제의 변화를 설명하는 유형이다 마지막 역사적 변화 유형. ‘ ’ 
은 필연적 결과 보다는 시간의 흐름과 시대의 특성에 따른 인과적 관계에 

주목하여 신분제 변화를 설명하는 유형이었다 전자의 유형에서 후자의 유형. 

으로 갈수록 신분제 운영 양상은 변화하지 않았다는 이해에서 점차 변화를 

인지하는 방향으로 진전하였다 학생들이 변화를 인지하는 양상 또한 물리적. 

인 법칙을 적용하는 모습에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으로 진전하였다. 

연구 참여 학생들이 신분제 개념을 공시적 통시적 관점에서 구조화하는 방·

식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체로 일률적인 법칙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필연. 

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에서 복잡하고 역사적인 근거를 적용하여 다양한 

해석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진전하였다 결국 학생들이 신분제 개념을 둘러싸. 

고 진전된 이해에 도달하였는지의 여부는 해당 개념을 역사적 대상으로 파악

하는지에 따라 달라졌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할 때 학생들이 특정 시. , ·

공간의 특수한 맥락을 토대로 신분제 개념을 구조화할 수 있는지 시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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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해를 신분제 운영 양상의 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학생들의 진전 

정도를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사례로서 신분제 변화를 파악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을 살펴, 

보았다 연구 참여 학생들이 제시하였던 신분제 변화의 예시를 살펴보면 대. , 

체로 기존의 신분 질서가 급속하게 동요하거나 여러 난이나 봉기와 같이 혼, 

란스러운 때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다 동시에 일부 연구 참여 학생에게 권. 

력층 내에서의 지배 세력 변화나 여러 사회적 갈등이 혼합된 사례 또한 신

분제 변화로 파악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 부분은 정치적 변화나 . 

여러 사회적 갈등 양상을 신분제 변화로 단순화하여 파악하는 모습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어서 학생들이 사례로서 제시한 신분제 변화를 설명하는 모습을 신분제 

변화의 배경과 원인 신분제 변화의 전개 양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신분, . 

제 변화의 배경에 대한 학생들의 설명은 크게 능력이 특출난 인물이나 보편, 

적이고 개인적인 욕망을 언급하며 설명하는 모습 개인 사회 경제 및 구조(‘ ’), ·

적 원인이나 집단적 움직임을 표면적으로 언급하는 모습 사회구조 사회구(‘ ’), 
조적 변화를 가능하게 한 시대 특정적인 요인을 주목하는 모습 사회구조와 (‘
시대적 변화 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아울러 신분제 변화의 전개 양상에 대’) . 

한 학생 답변은 신분제 변화의 결과와 영향이 즉각적으로 미친다는 모습 즉, (‘
각적인 변화 신분제 변화의 결과와 영향이 나타나기까지 기계적인 시간의 ’), 
흐름을 염두에 두는 모습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 신분제 변화에 여러 단계(‘ ’), 
와 국면을 설정하여 그 과정을 점진적으로 설명하는 모습 점진적인 변화(‘ ’)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학생들이 사례로 제시한 신분제 변화에 의미를 부여

하는 모습을 일회적인 사건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흐름 역사에 의미 있‘ ’, ‘ ’, ‘
는 과정 등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일회적인 사건 유형은 사례로 제시한 ’ . ‘ ’ 
신분제 변화를 일회적이고 단발적인 사건으로 파악하는 경우로 특별한 역사, 

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일종의 해프닝으로 바라보았다 반복적이고 순. ‘
환적인 흐름 유형은 신분제 변화 사례의 장기적인 영향력을 인지하고 여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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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부여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앞의 일‘
회적인 사건 유형보다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역사에 의미 있는 ’ . ‘
과정 유형에 속한 학생은 예시로 제시하였던 신분제 변화의 사례를 전체 역’ 
사의 흐름에서 의미 있는 순간이라 파악하면서 신분제 폐지까지 이어지는 , 

과정 중 일부라고 바라보았다. 

학생들이 보여준 여러 가지 신분제 변화에 대한 의미 부여 유형 중에서도 

역사에 의미 있는 과정 유형은 다양한 사건 사이의 연결성을 찾고 전체 ‘ ’ , 

한국사의 흐름을 조망하는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신분제 변화 사례를 위치시

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진전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진전된 . 

모습에 도달하는데 변화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다양한 시간적 규모, 

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시각이 핵심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분제 변화. 

의 사례로서 개별적인 사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간적 범위 , 

속에서 사건을 조망할 수 있을 때 더 진전된 이해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규모의 시간대에 대한 역사적 탐구를 통해 과거의 변

화를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분제 변화에 대한 내러티브 구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

보았다 학생들은 심층 면담 과정에서 한국사 내 중요한 역사적 국면을 선택. 

하고 이를 도움닫기로 활용하여 신분제 변화에 대한 내러티브를 조직하였, 

다 학생들은 대체로 개별 국면을 두고서 신분제 사회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 

거나 혹은 신분제 사회를 변화시키는 계기 중 하나로 택하여 설명하였다, . 

이러한 선택에 따라 학생들이 구성하는 내러티브의 서사 구조 또한 신분제‘
의 성립 신분제의 성숙과 심화 신분제의 혼란 신분제의 폐지 구도를 ’ – – – 

적절하게 변주하는 방식으로 수렴되었다. 

학생들이 선정한 역사 국면을 연결하여 내러티브를 조직하는 방식은 다양

하게 나타났다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먼저 내러티브를 . . , 

형성하지 않는 학생 유형이 있다 이 유형의 학생은 중요한 국면을 선택할 . 

뿐 이야기를 만들지 않았다 다음으로 병렬적 배열 방식을 활용하는 유형으. ‘ ’ 
로 여러 역사적 국면이 서로 독립적인 위치에 두며 개별 국면의 영향력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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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건 내부에 단독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 유형의 학생들은 각 . 

국면 사이의 연결 고리 없이 그대로 병렬적으로 나열하였다 세 번째 유형은 . 

논리적인 배열 유형으로 여러 국면 사이의 연결점을 일부 인지하는 모습이 ‘ ’ 
나타났으며 개별 국면 사이의 선후 관계나 연쇄적인 면을 강조하는 모습이 , 

포착되었다 이 유형의 학생들은 과학적 물리적 법칙을 상정하며 국면 사이. , 

의 관계를 설명하고 한 사건의 영향력을 필연성 속에서 살피는 경향이 있었, 

다 이 경우 학생들은 시대적 사회적 맥락을 두루 살피는 대신 매우 한정적. , 

인 범위에서 한국사에서의 신분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형성하였다 마지막 . 

유형은 주제가 있는 내러티브 조직 유형으로 이 유형에 속한 학생들은 일‘ ’ , 

관된 방향성과 주제 의식이 있는 조직적인 내러티브를 생성할 수 있었다. 

전자의 유형에서 후자의 유형으로 갈수록 진전된 이해 모습이 나타났다. 

후자의 유형으로 갈수록 논리적인 설명을 하기 보다는 인과적인 설명을 시도

하려고 했고 역사적 사건의 배경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시대적 특성에 주목, 

하였다 아울러 여러 역사적 국면을 연결할 때에도 독립적인 사건을 병렬적. , 

혹은 논리적으로 나열하기 보다는 자신의 역사관에 근거한 주제를 토대로 일

관되고 유기적인 내러티브를 구성하였다. 

학생들이 구성한 내러티브와 함께 신분제의 변천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이 , 

반영된 역사상을 검토하였다 학생들이 그리는 역사상은 전근대 사회 내 신. 

분제의 변천과 현재 학생들의 삶 사이의 연관성을 엮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

라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었다 첫 번째 유형은 현재와 과거 사이를 단. 

절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현재 사회와의 연속성을 짚어내며 전근대사회의 신, 

분제 변천 과정을 의미 있게 바라보는 경우였다 두 번째 유형은 현재와 과. 

거를 단절적으로 파악하는 유형으로 신분제가 존재했던 과거는 현재와 아무, 

런 상관이 없다고 바라보았다. 

현재와의 단절적인 역사상을 가진 학생들은 단순히 신분제 변천의 패턴을 

인지할 뿐 그 이상의 의미를 찾지 않았다 이 유형 중에서도 특별히 주목해 , .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순환적인 역사상을 제시할 수 있다 순환적 역사상을 . 

그리는 학생들은 왕조의 초반에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사회적 제도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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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형태로 운영되지만 왕조의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여러 제도가 와해되는 , 

것처럼 신분제 또한 유사한 절차를 밟는다고 설명하는 경향이 있었다 학생. 

들은 왕조 초기에 신분제의 구속력이 강하였으나 사람들의 불만의 축적과 , 

사회 질서의 문란으로 난 이 발생하고 이내 국가에 의해 이러한 난이 진압‘ ’ ,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새로운 왕조가 개창되면 다시 반복한. 

다고 설명하였다. 

학생들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상 중에서도 전근대 왕조가 순환하는 식으로 

역사가 진행되며 과거와 현재를 단절된 형태로 바라보는 것보다 현재와 과, 

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역사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어

야 한다 긴 시간의 흐름을 개요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역사상은 추후 학생들. 

이 역사 학습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참조 틀 역할을 하거나 과, 

거와의 연관 속에서 현재와 미래의 삶을 조망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이 과거에 대한 학습을 의미 있는 활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 

게 하기 위해서 현재와의 연속성을 인지할 수 있는 역사상을 키울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신분제 개념을 둘러싼 역사적 이해가 어·

떻게 이루어지는지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밝혔다 이 과정을 통해 얻은 .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추후 의미 있는 역사교육을 모색하기 위, 

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신분제 개념을 둘러싼 학생들의 역사적 이해 양상을 검토하고 이, ‘ ’ , 

것이 일상적 의미에서 신분제 개념을 파악하는 모습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확

인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신분제 개념에 대한 이해는 다채로웠고. ,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중 상대적으로 진전된 수준의 역사적 이해를 . 

갖춘 학생들은 신분제 개념을 역사적인 대상으로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 

의미 있고 한국사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역사상을 제시할 , 

수 있었다 진전된 역사적 이해를 갖춘 학생들은 신분제를 파악할 때 이 개. 

념이 통용되었던 특정 시 공간의 맥락을 고려할 수 있었다 동시에 신분제 · . 

운영 양상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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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신분제 변화를 설명할 때에도 역사. 

적 배경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시대적인 특성에 주목하였으며 맥락을 고려한 , 

인과적 설명을 시도하면서 더 큰 변화와의 연결성을 모색하였다 신분제 변. 

화에 대한 내러티브를 구성할 때에도 분명한 주제의식을 바탕으로 일관된 내

러티브를 생성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신분제 개념을 역사적인 대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이해를 토대, 

로 과거에 대한 의미 있는 역사상을 구성하였던 학생은 비교적 소수에 불과

하였다 연구에 참여하였던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러한 모습과 비교하여 상대. 

적으로 단순한 이해를 보여주었다 많은 학생들에게서는 일상적 생활에서 흔. 

하게 접할 수 있는 원칙이나 원리를 신분제 개념에 투영하여 파악하는 모습

이 나타났다 이들은 신분제 개념을 바라볼 때 사람들 사이의 차등적 위계에. 

만 초점을 두는 일원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확대하여 전근대 사회를 이, 

해할 때 그대로 투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학생들은 신분제 변화를 설. 

명하거나 내러티브를 구성할 때에도 지나치게 단순하게 파악하거나 물리적, 

인 법칙이나 사회의 변화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기계적으로 대입할 

뿐 시대적 맥락과 특성은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다, . 

이러한 이해는 연구 참여 학생들이 형성하는 역사상에도 영향을 주었다. 

일상적인 감각에서 신분제 개념을 파악하고 신분제 변화를 설명하려는 경우, 

대체로 과거는 현재와 단절되어 있으며 왕조의 순환적 흐름으로 전근대 역, 

사가 진행되었다고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이해에서 과거와 현재는 . 

단절적이며 불연속적인 관계에 있었다 반면에 시공간의 맥락과 시대의 특성. 

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신분제 개념을 파악하고 신분제 변화를 바라보려, 

고 했던 경우 현재와 연계되면서도 유용한 형태의 역사상을 형성할 수 있었, 

다. 

역사교육의 최종 목표 중 하나는 학생들이 과거를 바라볼 수 있는 의미 있

는 도구로서 역사를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역사를 배움으로써 현재. , 

를 이해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유용한 관점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것이

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신분제 역사 실질 개념으로 적용하여 설명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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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제 개념에 대한 이해는 그 핵심 속성을 인지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사회, 

에서 구성된 제도이며 사회의 여러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시간, 

의 흐름 속에서 그 운영이 변화하며 그 변화가 결코 임의적이거나 법칙적 , 

논리에 따라 필연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이해. 

를 토대로 과거와 현재가 긴밀하게 연결된 역사상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학생들이 보여주는 역사적 이해의 모습은 역사교육을 통해 학‘ ’ 
생들이 도달해야 하는 현실적인 목표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논문에서 확인한 학생들의 이해 양상은 역사교육을 통해 도달할 ,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다른 국가에서 . 

이루어진 학생들의 역사적 이해 양상에 대한 연구를 참고할 때 역사적 변화, 

를 구상하면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경험을 복합적으로 설명하거나 다층적이, 

고 다차원적인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 

이처럼 과거에 대한 복합적으로 파악하는 모습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학생들. 

의 역사적 이해의 가능성을 폭넓게 고려하지 않았던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본 논문에서 확인하였던 학생들의 역사적 이해. 

의 모습은 구상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지향점을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지 

잘 알려준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미가 있다 다만 추후 연구에서 학생들의 . , 

역사적 이해의 폭넓은 모습을 다각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신분제 개념을 둘러싸고 진전된 형태의 역사적 이해를 이끄는 데 역, 

사 차 개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2 . 

따르면 역사 차 개념으로서 변화 개념은 과거에 대한 여러 사실적 지식을 , 2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형태로 엮고 신분제 개념을 역사적 대상으로 파악하, ‘ ’ 
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변화 개념에 대한 이해는 신분제 변. 

화에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신분제 변화에 대한 내러티브를 형성할 때에 필, 

수적이었다 즉 신분제 개념에 대한 이해의 전반에 걸쳐 변화 개념이 다양. , 

한 상황에서 개입하였다. 

역사 차 개념으로서 변화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는 역사적 진전과 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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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한 연관이 있었다 실제로 높은 수준의 진전된 역사적 이해는 변화 개념에 .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였다 진전된 역사적 이해를 보. 

여준 학생들이 신분제 개념을 통시적 측면에서 구조화할 때 시대의 변화에 ,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신분제 변화의 사례를 바라볼 때 다양한 . , 

규모의 시간대 속에서 그 사례의 역사적 위상에 대해 생각하였다 신분제의 . 

변화에 대한 내러티브를 조직할 때 거시적인 시각에서 신분제 변화를 살펴, 

보고 조직적이고 일관된 방향에서 자신만의 역사적 해석을 이끌어내었다 위 . 

학생들이 신분제를 둘러싸고 진전된 형태의 역사적 이해를 갖추는 데 다른 

요인의 영향도 지목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과거에 대한 사실적 지식. 

의 영향을 제시할 수 있다 사실적 지식을 풍부하게 갖춘 학생일수록 신분제 . 

및 신분제 변화에 대해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개연성이 있다 그렇. 

지만 과거에 대한 사실적 지식만으로 의미 있는 형태를 만들기에 역부족이었

고 결국 다양한 사실적 지식을 의미 있는 형태로 엮는 데 역사 차 개념으, 2

로서 변화 개념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변화 개념에 특별히 주목하였지만 중요성이나 인과와 같은 , 

역사 차 개념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사례로서 신분제 변화가 왜 일어나2 . 

게 되었는지 설명하면서 인과 개념이 내러티브를 구성하기 위해 중요한 국‘ ’ , 

면을 선정하면서 역사적 중요성 개념이 개입하였다 학생들이 역사적 설명‘ ’ . 

이나 역사적 내러티브를 구성할 때 역사 차 개념이 개입하는 것은 필연적2

이다 학생들의 역사적 이해를 탐색할 때 다양한 역사 차 개념과의 관련 속. 2

에서 구체적이고 다각적으로 탐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의미 있는 역사교육을 위, 

하여 몇 가지 제언을 시도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역사 실질 개념을 바라. , 

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역사 실질 개념은 단순히 역사적 사고 기능을 . 

적용하기 위한 배경이 아니라 역사 차 개념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구체적, 2

인 역사적 의미를 생성할 수 있는 자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변화에 대한 . 

정교한 이해와 조직적인 내러티브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과거와 현, 

재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폭넓은 시각을 갖추기 위해서는 역사 실질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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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역사적 대상으로 파악하고 여기에 역사에 대한 학문적 이해가 뒷받침된, 

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역사 실질 개념에 대한 진전된 이해에 도달하기 . 

위해서는 실질 개념에 대한 정의를 습득하거나 핵심적인 속성을 파악하는 것

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역사 실질 개념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역사의 학문적 . 

특성에 기반한 다양한 개념 및 시대적인 감각 시간의 흐름에 대한 복합적인 ,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역사 실질 개념의 학습 또한 여타 사회과학 영역의 개념 학습과 달라져야 , 

한다 학습할 개념의 정의를 파악하고 해당 개념의 다양한 속성과 여기에서 . , 

파생되는 여러 사례들을 비교 대조하였던 통상적인 개념 학습과 달리 역사 · , 

실질 개념의 학습은 다양한 역사 차 개념이 개입하며 구체적인 의미를 만2

드는 모습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교과 사이의 융 통합을 요구하는 최근의 . ·

교육과정 개혁 흐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표면적으로 가르치는 . 

내용을 공유한다고 할지라도 역사 실질 개념을 접근할 때에는 과거에 대한 , 

정보가 아니라 역사 학문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이해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다 역사의 학문적 특성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역사 실질 개념은 구체적인 의. 

미를 가지고 이러한 과정이 역사 개념 학습의 중심을 차지해야 한다, . 

둘째 학생들의 역사적 이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역사 차 개념의 역, 2

할에 주목하고 보다 직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역사과 교, . 

육과정에서는 역사 차 개념을 목표 수준에서 표면적으로 언급할 뿐 구체적2 , 

인 학습의 목표로 삼거나 가르쳐야 하는 내용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다 그렇지만 역사 차 개념은 학생들이 역사적 진전을 이루는 데 핵심적. 2

이고 역사 실질 개념에 대한 이해 또한 여러 역사 차 개념의 뒷받침 속에, 2

서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더 주목해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역사 차 개념을 역사과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논의된 바 2

있으나 여전히 현실적 적용과 거리가 있다 역사 차 개념을 더 드러내고, . 2 ,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 

다양한 역사 차 개념에 어떻게 접근하고 파악하는지 역사 차 개념을 어2 , 2

떻게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현장에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지 추후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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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역사교육 현장에서 신분제 개념이 언급되는 모습에 대한 반성,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신분제 개념에 대한 이해는 다양하. 

게 나타났지만 일부 학생들의 경우 사례로서 신분제 변화를 설명하거나 신, , 

분제 변화에 대한 내러티브를 구성할 때 특정 모습으로 수렴되기도 하였다. 

신분제 변화에 대한 내러티브를 형성하면서 고려 사회와 조선 사회에 대한 

잘못된 사실적 지식을 토대로 한 도식적인 이해를 적용하거나 한 왕조의 흥, 

망성쇠를 중심으로 순환적인 역사상을 그리는 모습 등이 그 예시이다 일부 . 

학생들은 이렇게 양식화된 이해를 바탕으로 신분제 개념을 구조화하거나 신

분제 변화에 대한 설명의 공백을 메우기도 하였다. 

본 연구만으로 어떻게 학생들이 이런 이해를 가지게 되었는지 그 인과관계

를 확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학교 안팎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습성화된 . 

이해나 도식적인 설명이 학생들의 이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왕. 

조에 대한 정치사와 지배층 중심의 서술이 반복되는 한국사 교과서 서술이

나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단순하게 축소하여 편의적으로 활용되는 설명 양, 

식 등이 그 예시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습성화되고 양식화된 이해를 무비. 

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지 않도록 지금까지 현장에서의 역사교육에서 무의식

적으로 활용하였던 모습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학생들. 

이 도식적인 설명 방식을 식별하고 스스로의 역사적 이해를 점검하는 과정, 

을 통해 이를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

야 한다. 

넷째 궁극적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이 역사를 학습하면서 어떠한 역, 

사상을 남길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역사상은 학생들의 역사적 이해를 토. 

대로 형성되지만 동시에 미래 역사 학습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일종의 

참조 틀 역할을 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역사학습이 무의미한 행위로 여겨지. 

지 않으려면 학생들에게 의미 있고 추후 학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전할 수 , 

있고 정교화 될 수 있는 역사상을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 

순환적이고 현재와 단절된 역사상보다는 현재와 긴밀하게 연결된 역사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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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제언은 특정 역사관을 주입. , 

하자는 주장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대신 학생들이 역사 학습 과정에서 스스. 

로 의미 있는 형태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역사 학습에 대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 지금까. 

지 학생들이 역사를 잘 안다 혹은 역사를 잘 배웠다 라고 평가할 때 과거‘ ’, ‘ ’
에 대한 사실적 지식을 얼마나 정확하게 많이 기억하는지 초점을 맞추는 경, 

향이 있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사실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이 아니라 역. 

사적으로 개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구체, 

적인 의미를 만들어낼 때 비로소 역사를 잘 알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역사 학습에 대한 관점 또한 변화해야 한다 역사과 교수 학습에 . . ·

대한 논의를 둘러싸고 많은 학습 내용을 습득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조직하

여 전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대신 학생들이 스스로 역사적 의미를 구성하, 

고 추후 학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신분제 역사 실질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 중 고등학생의 역사적 ·

이해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이 연구는 다양한 역사 실질 개념 중 극히 . 

일부분만 살펴보았으며 적은 수의 학생이 연구에 참여하였기에 일반화된 결, 

론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지식의 양적 측정이란 관점. 

에서 벗어나 중요한 역사 실질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양상을 다양한 

면모를 밝히고 역사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 개념과 역사 차 개념, 2

과의 구체적인 상호 작용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과정. 

에서 본 논문은 역사 실질 개념의 이해를 단순한 정보의 축적으로 바라보았

던 기존의 접근에서 탈피하여 역사의 학문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과, 

거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만들어가는 복잡한 인지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아울러 역사 실질 개념에 대한 시각을 전환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 

둘러싼 학생들의 역사적 이해의 양상과 진전을 강조하면서 역사 실질 개념의 

역할을 환기하였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역사적 이해를 탐색하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신분제 개념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역사적 이해를 검토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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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후 더 다양한 역사 실질 개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른 역사 실질 개념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며 신분제 ,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단순히 연구 대상이 되는 실질 개념의 가짓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역

사 실질 개념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분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구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별 역사 실질 개념이 가지. 

고 있는 특성과 그에 대한 학생들의 역사적 이해의 다양한 측면을 함께 조

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 논문은 여러 역사 실질 개념에 대한 학생들. 

의 이해를 바라보고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분석 틀의 초석

을 마련하였다 지금까지 학생들의 역사적 이해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추후 . , 

역사과 교육과정 혹은 교수학습과 관련된 논의에 기여하리라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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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심층 면담에서 활용한 질문지[ 1] 

- 연구 소개 

! 면담 참여 감사 및 연구 목적 소개 

! 연구 참여 동의서 설명 및 동의 확보 

! 면담 내용이 논문에 인용될 수 있으며 모든 연구 자료에는 가명을 사용할 것임을 확인 , 

! 면담 내용의 녹음 허가 요청

! 면담 내용은 교사에게 절대 전달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 

- 연구 참여자에 대한 정보 확인 

! 몇 학년인가요? 

! 학교에서 역사를 배운 적 있나요 언제 얼마나 배웠어요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나요? , ? ? 

! 평소 역사 과목에 흥미와 관심이 있나요?

! 어떠한 점에서 역사 과목이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어떤 점에서 역사 과목이 재? (

미가 없다고 생각하나요?) 

- 그림에 대한 정보 확인 

! 위 그림을 본 적이 있나요 본 적이 있다면 어디에서 본 적이 있나요? ? 

! 위의 그림을 시대 순으로 배열해 봅시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 각 그림들이 어떠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나요? 

! 각 그림 별로 어떠한 신분이 등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 다섯 개의 역사적 그림에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 신분제 개념

! 이 그림의 주제가 신분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분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 

니다 혹시 신분제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 

! 현대 사회에 신분제가 존재하나요? 

! 신분제는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요? 

! 신분제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 신분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당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쳤나요? 

! 신분제가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 신분제와 관련한 설명 중에서 혹시 더 덧붙이고 싶은 사항이 있을까요? 

! 시대별로 신분제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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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속의 인물들은 각각 어떠한 신분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 

! 이 인물의 신분은 어떠한 신분인 것 같아요? 

! 이러한 신분제 속에서 신분 별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 이 그림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과거에 존재했던 신분이 있을까요 혹시 알고 있는 것? 

이 있나요? 

! 과거 사람들은 신분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신분제도 함께 변화하였나요? 

! 이 시기의 신분제와 다른 시기의 신분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혹은 어떤 점이 같? 

았을까요? 

! 변화했다면 왜 변화했을까요 특히 어떠한 점이 달라졌을까요 변화하지 않았다, ? ? (

면 왜 변화하지 않았을까요 어떠한 점이 그대로 이어졌나요? ?) 

! 이러한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했을까요? 

- 신분제 변화 

! 변화의 사례로 무엇이 있었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신분 질서가 흔들리던 때가 있? 

었나요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 

!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시기에는 그러한 인물이 없? [

었을까요 다른 배경이 되는 요인이 없었을까요? ?] 

! 두 가지 이상 답할 경우 의 변화와 의 변화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 ) A B ? (

변화가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을 것 같나요? 

! 그러한 신분질서의 변화 시도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 이러한 신분 질서의 변동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요? 

! 신분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 내러티브 

! 여러분 나이 또래의 친구에게 우리나라 신분제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아래의 사건 카드 중 신분제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중요하. 

다고 생각하는 것을 활용해 봅시다. 

- 혹시 더 말하고 싶은 사항이 있나요? 

유교사회의 성립 임진왜란 병자호란 갑오개혁 고려 무신 정권의 등장 신라의 삼국통, / , , , 

일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청동기의 등장 조법의 등장 전쟁 한글 창제와 보급 , , , 8 , 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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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 지금까지 답변했던 것 중 추가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지? 

! 연구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지? 

! 면담 수행에 대한 감사 표시하기 

! 면담 내용 혹은 연구 관련 질문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 연구자에게 연락을 달라고 부탁 ,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더 해달라고 요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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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면담 전사본 예시 [ 2] 

전사코드 : H201

일시 년 월 일 기말고사 종료 이후: 2020 7 00 . . 

장소 고등학교 빈 교실 : 00

동의 절차( ) 

연구자 :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을거고 이거는 학생이 잘 가지고 있으면 될 ,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다른 문의사항있거나 하면 선생님 통

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셔, 

도 됩니다 뭘 좀 마시고 천천히 시작을 해 볼까요. , . 

연구자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볼거에: , 

요 딱히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구요 그러니깐 학생이 편안하게 그. , 

냥 이렇게 생각대로 편안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음 아 그냥 간단하게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 

고등학교 학년 맞죠2 ? 

네 H201 : 

연구자 학교에서 역사를 지금 현재 배우고 있죠: ? 

네H201 : 

연구자 한국사 배우고 있죠: ? 

한국사는 작년에 배웠고H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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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아 한국사는 고 때 했고 지금 배우는 것은 세계사 선생님이 : 1 . 000 

세계사 가르치는거에요? 

아니요 다른 선생님이H201 : . .

연구자 아 그렇구나 음 지금 세계사 어디 배우고 있어요: . . ? 

음 유럽 쪽 배우고 있어요H201 : . 

연구자 아 그래요 재미있어요: ? ? 

아니요 웃음H201 : . ( )

연구자 평소 역사과목에 좀 흥미와 관심이 있으세요: ? 

원래는 엄청 있었는데 제가 원래는 저도 역사교육과를 가고 싶었던 H201 : , 

사람인데 어느 순간 선생님들이 약간 너무 폭이 좁고 그렇게 얘기를 , 

계속 하셔가지구. 

연구자 아 네 : 

좀 안하게 된H201 : .. 

연구자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어떤 점에서 역사 과목이 재미있었어요: .. . ? 

초등학교 때 약간 방과후 학교 식으로 한 번 배운 적 있었는데 그H201 : , 

때 일단 선생님이 너무 좋았고 역사를 배우면서 뭔가 저는 공부 스, 

타일이 원래는 되게 암기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역사는 약간 하, 

면 하는대로 점수가 나오기도 하고 그냥 보다 보면은 되게 영화같은 . 

것도 역사에 기반한 영화들을 보면 너무 재밌게 느껴지고 이래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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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역사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연구자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살짝 아닌가요: . .. ? 

웃음( ) 

연구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역사 과목에 대한 흥미에 대해서 : . 

상 중 하로 표현을 하면은 어느정도 되는 것 같아요, , ? 

상중하 

음 중하H201 : ? … 

연구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요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해요: . . 

어디서 본 그림인가요 좀 익숙한가요? ? 

음 몇 개는 익숙하고 몇 개는 조금 처음 본 것같기도 하고 H201 : . , 

연구자 이거 두 개는 같은 그림입니다 혹시 처음 보는 그림이 있나요: . ? 

조금 낯이 안 익은거는 이거H201 : 

연구자 가: 

가 그림은 조금 낯이 익지 않고, 

나머지는 다 본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H201 : . 

연구자 아 네 그러면은 지금 어떤거를 해 볼거냐면은 혹시 이 그림에 좀 : . , 

그 순서 아 그러니깐 이 그림이 만들어진 때가 조금씩 조금씩 다, 

르거든요 그러면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순서에 따라서 한번 배열. , 

을 해 볼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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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나는 맨 마지막인거 같구요H201 : 

이게 다 조선시대 같은데, 

연구자 아 그래요 하나는 그럼 이렇게 할게요: , . 

나는 맨마지막인 것 같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예요, ? 

여기 형평 써있어가지고 형평운동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어요H201 : . . 

연구자 맞아요 맞아요: , 

그리고 순서를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설명해 줄래요? 

이거 그 무용총 고구려때 그 그림인 것 같아서 배열했고 갓을 쓰H201 : ? , 

고 이렇게 서민들이 몸을 굽히는 것을 보고 조선이라고 생각했고, 

아 네 여기도 갓을 쓴 양반이 서민들의 모습을 구경하는 것을 보고 ( ) 

조선시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가 그림은 그림 같은 것은 , ( ) ? 

조선시대 초기 뭔가 그런 느낌이 나는 거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 . 

래서 가 가 먼저인 것 같고 이거 두개가 헷갈리는 거 같아요( ) , . 

연구자 네 맞아요 이렇게 굉장히 정답이었어요 여기 조선시대 초기 느낌: . . . 

이라고 했는데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에요, ? 

음 이거는 뭔가 김홍도같은 채색도 그렇고 좀 간단히 되어 있는데H201 : . , 

이거는 엄청나게 공을 들인게 일단 보이고 자연 환경을 위주로 묘사, 

를 한 것 같아서 초기라고 느꼈어요. 

연구자 아 네: 

굉장히 정답이고 정말 훌륭한 추론이예요, . 

이렇게 말씀해 줬던 것 처럼 이건 형평운동 포스터이구요 이것 같, , 

은 경우는 말그대로 고구려 무덤 벽화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것. 

은 이 그림 두개는 조선 후기 때 나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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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경우는 고려시대 문인화라고 해서 고려시대 그림이라고 합니

다 지금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 이 그림들 사이에 혹시 어. , 

떤 공통점 어떤 주제 만약에 다섯 개 그림을 묶어서 제목을 만든, , 

다고 하면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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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ubstantive Concept and Its Progression: 

Focusing on the Concept of the Korean Status 

System

LEE, Soeun

History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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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d how Korean students understand 

the ‘status system’ concept, a crucial historical substantive 
concept in grasping Korean traditional society. In this 

process, students’ approaches to the concept of the status 

system we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how students 

structured the concept of the status system itself, how 

students gave meaning to specific cases of status chang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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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 to the concept of change as a second-order 

concept of history, and finally, how students constructed the 

narrative on status change. 

The detailed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this paper 

examined how students structured the concept of the status 

system from synchronic and diachronic perspectives. There 

were three types of understanding from a synchronic 

perspective: ‘the type that understood the class system in a 

dichotomized structure,’ ‘the type that paid attention to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between statuses,’ and ‘the type 

that identified status based on historical evidence.’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from a diachronic perspective 

emerged in three categories: ‘no meaningful change,’ 
‘universal change,’ and ‘historical change.’ The way students 

structured the concept of the status system has progressed 

from applying simple logic to applying complex and 

historically based evidence to draw meaningful 

interpretations.

Next, the ways students gave meaning to specific cases 

of status change we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one-time event,’ ‘repeated and cyclic flow,’ and ‘the 
meaningful process in overall Korean history.’ ‘One-time 

event’ typed students identified the specific case of status 
change as a simple ‘happening’ that is difficult to have any 
particular meaning or place in Korean history. The 

‘repetitive and cyclical flow’ typed students acknowled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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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ng-term influence of the status change and provided a 

link between various historical events. Finally, students who 

belonged to ‘the meaningful process in overall Korean 

history’ type were able to identify a specific case of status 

change as a significant moment in Korean history that led 

to the abolition of the status system. This type of student 

could place the significant meaning of the case of status 

change in the entire flow of Korean history. In reaching this 

advanced type, a profound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change as the second-order concept and the perspective 

that can consider changes in various temporal scales was 

the key. 

Lastly, this paper investigated how students constructed a 

narrative on status change in Korean history. The narrative 

structure that students composed converged in a way that 

variates the element of ‘establishment of the status system – 

maturity and strengthening of the status system confusion – 

of the status system abolition of the status system.’ – 

However, the way students organize the narrative could be 

distinguished into four types. First, there was a type of 

student who did not create a narrative even though they 

chose an important phase in the history of status change. 

Also, students in the ‘parallel arrangement’ type placed 
significant historical phases in an independent position, and 

the influence of each phase was considered to be limited to 

itself. Students of this type listed phases without a link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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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he third type is the ‘logical arrangement’ type. 
Students of this type recognized a partial part of the 

connection between chosen phases. Students were able to 

capture the successive or chained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phases. In this case, students of this type tended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phases by assuming 

scientific or universal laws and form a narrative in a logical 

way. The last type is the ‘thematic narrative organization’ 
type, and students in this type were able to construct a 

coherent narrative with a clear sense of period-specific 

knowledge.

Students’ historical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the 

Korean status system was distinguished from how they 

looked at the concept in a quotidian sense. Students with 

advanced historical understanding could consider the context 

of the specific space and time in which this concept was 

used. At the same time, students could recognize that the 

status system constantly changed within the flow of the time 

and gave significant meaning to these changes. When 

explaining the specific cases of status change, students paid 

atten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iod. They formed a 

causal explanation while attempting to find a connection 

with a more extensive historical change, such as the 

abolition of the status system. Also, they constructed a 

coherent narrative based on a clear theme. However, 

students with a relatively weak historical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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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ded to approach the concept simply by projecting 

principles commonly encountered in daily life into the 

concept of the status system. 

How students perceived the concept of history affected 

the images of the past that students produced. Students who 

tried to grasp the concept of the status system in a 

commonsensical way perceived the past as something 

isolated from the present. Also, they thought that premodern 

Korean history developed through the cyclical flow of the 

dynasties. In this situation, the past and the present were in 

a disconnected relationship. On the other hand, students 

who tried to consider the context of the specific time and 

space could form a useful form of history while being 

connected to the present. 

The second-order concepts of history were crucial in 

leading students to progression. These concepts wove 

various factual knowledge in a historically meaningful way 

and played an essential role in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the status system as a ‘historical’ object. At the same time,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second-order concept was 

closely related to students’ progression. An advanced 

historical understanding was possible only when students 

achieved a certain level of understanding of the 

second-order concep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perceive understanding 

substantive concepts as a complicated process to cre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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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 meanings of the past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academic characteristics of histor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flectively examine whether teachers and 

textbooks were unconsciously using schematic explanations 

of Korean history out of convenience. Through this proces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ys for students to form a 

meaningful image of the past that can be used effectively 

for future history learning.

This study examined only a small portion of the 

historical substantive concepts with a limited number of 

students. However, this study has revealed the important 

aspects of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substantive concept and the interplay between the 

substantive concept and the second-order concept. Through 

this process, the need to shift the perspective of the 

substantive concept was proposed, and the role of the 

substantive concept was highlighted in the progression of 

students’ historical understanding. This paper has established 
the framework for analyzing historical substantive concepts 

that might help examine students’ historical understanding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se discussions will 

contribute to the study of history educa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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