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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서 옥시회사의 의뢰를 받아 살균제 유해성을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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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와 폐 손상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연

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댓가성 금품을 받아 법원으로부터

교육행정구현과정에서 교육주체들의 자기소외 현상*

징역 2년 판결을 받았다.

법원 판결문에는 “피고인은 일간지에 소개될 만큼 독성학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로서

·

영향력에 상응하는 사회적 도덕적 책임이 있지만, 옥시로부터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2016년

1)2)

송 경
요

오(조선대학교)**

적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 다른 사건은
추진과정에서 일어난 대학과 학생간의

9월 29일 판시)”라고 명시하여 연구자의 윤리
2016년 하반기 C대학의 ‘평생교육단과대학사업’
갈등이다. 이 사건은 대학의 일방적인 사업통보,

학생들의 본관점거, 학교측의 경찰투입, 학내시위로 이어지다 사건은 전혀 예측하지 못

약

이 연구는 자기소외(identity-alienation)가 결코 개인적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주체성

했던 대통령 비선실세 자녀 입시 및 학사관리 부정, 국정농단, 그리고 대통령 탄핵으로

을 상실한 심각한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인식하에 교육행정맥락에서 자기소외의 개념을 개발

까지 번지게 되었다.

는 대학교수, 교직원, 그리고 교사들이 업무과정에서 어떻게 자기소외를 경험하는지, 그리고

는 어떤 생각으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을까? 자신의 실험결과가 이렇게 많은 희생자를

실증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교육주체들은 지나친 성과중심 시스템 하에서 자신의

경우, 왜 학내 구성원들과 협의절차 없이 무리하게 교육부 사업을 추진하였을까? 그리고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주체들의 자기소외현상을 설명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
자기소외 경험의 결과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면담을 통해
노동이 창조적이고 즐거운 행위가 아닌 생계수단으로 전락하는 자기소외를 경험하였다. 또한

권위주의 조직문화의 고립된 근무환경 하에서 동료와 경쟁적으로 대립하고, 인간다운 사회적
교류가 어려운 자기소외를 경험하였다. 업무과정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교육주체들은 사
적인 삶에 머무르게 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정치적 활동이 거의 배

제된다. 자기소외를 경험한 교육주체들은 자신의 사유와 판단을 유보하고 표현을 꺼려하는
무소신의 양상, 완전한 몰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심오한 놀이꾼(deep

player)의

소멸,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전문가로서 자유의지는 사라지고 조직의 규율과 법이
윤리적 판단 기준이라고 여기며 이에 복종하는 양상을 보인다.

：자기소외

[주제어 ]

,

연구자는 이 두 사건을 접하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다. 독성학의 권위자인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과연 동일하게 행동했을 것인가?

A교수

C대학의

갈등과정에서 왜 학생들과 반목할 수밖에 없었을까? 교육부 감사에서 고발된 입시관련
교수와 교직원들은 왜 비리사건에 연루될 수 밖에 없었을까?

Max Weber(1914)는

사회과

학이란 행위자의 행위동기와 과정, 결과를 사회규범과 연결시켜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개인과 규범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이때 기대하는 어떤 의미체계가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의미체계가

곧 개인의 행위동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연구자가 주목했던 두 사건 또한 현상의 이
론화 과정을 통해 행위자의 동기를 사회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성과중심시스템, 권위주의 조직문화 , 주제성 상실

이 연구에서 주목한 핵심개념은 ‘자기소외’이다. 소외현상은 현대인과 현대사회의 특

징과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많은 철학자와 사회학자들에 의해 이러한 관련성이
통찰된 바 있는데, 대표적으로

I.
이 연구의 시작은

2016년에

서 론

그의 저서

‘The Sane Society(1951)'에서 “자본
78)”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소외를 개인이 느끼는 고립감 정도로 해석하여 자각한 인간의 본래 모습이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하나는 일명 ‘옥시

살균제’사건으로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로

Fromm은

주의가 인격에 미치는 영향의 핵심문제는 소외 현상이다(p.

200여명의

사망자와

1,500여명

* 이 논문은 2016년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또한 이 논문은 조선대학교 2016년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 교신저자(k5song@chosun.ac.kr)
▣ 접수일(2017.04.30), 심사일(2017.05.25), 게재확정일(2017.06.09)

주장하면서, 개인적 차원에서 소외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하지만,
Rousseau(1770)와 Hegel(1897)이후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역사적인 소외 논쟁을 살펴보
면, 결코 소외의 문제가 개인적, 심리적인 수준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소외는 현
대 사회와 조직 속에서 자기 동일성을 상실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이다(신오현, 1992).
라고

자기 동일성을 상실한 개인은 독일 나치의 관료였던 아이히만처럼 사형판결이 내려지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함으로써 인류사회의 비극을 지속시킬 수 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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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회에서 대다수의 개인들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자아를 상실하고 거역하기
어려운 조직체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상은 찾아보기 어렵지 않다. 비록 생활수준은
향상되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상실감에 빠져 있다는 사실은 소외문제가 현
대사회의 심각한 병리현상임을 의미한다. 학계와 학교교육 현장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

니다. 창조성과 개성이 핵심을 이루는 지적활동을 주된 노동으로 삼고 있는 교수나 교
사들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만들어내라는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면서 개성은 말살되고 창
의성은 고갈되어 간다. 시장에서 상품교환가치가 학문 세계를 지배하고, 학자들의 의식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교육전문가들은 업무과정에서 맛볼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을
빼앗긴채 자기소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과잉생산의 요구는 조작된 욕망을 만들고, 급
기야 행위자의 행위마저 변질시킨다. 이러한 견지에서
회에 만연되어 있는 자기소외의 결과 양상으로 볼 수

A교수와 C대학의
있다.

사건은 우리사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이 연구는 자기소외의 개념이 현대를 살고 있는 교육
주체들과 조직사회를 분석하는데 유용하고, 자기소외현상이 한국 교육행정의 하나의 특
징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현상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교육행정 구현과정
에서 교육주체들이 어떻게 자기소외를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자기소외 경험

의 결과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론적 논의와 함께 몇 가지 사례를 살
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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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견한 바 있다.
교육행정학 분야에서는 소외현상을 부족한 경험과 결손으로 인해 학교교육활동 내에
서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 간주하고 보상교육 차원에서 논의한다. 대표적으로, 김인희

(2006)는

교육소외를

“정상적인

교육의 기회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경험을 갖지

못함으로써 자신이 지닌 잠재력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성장의 길을 걷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지 못하는 현상(p.

290)"

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소

외현상을 줄이기 위해 교육행정의 역할은 취약계층의 학생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기회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반면, 변수정(2013)은 교육소외의 문제를 취약
계층이 겪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에서 비롯된 문제로만 파악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지적
한다. 그는 취약계층 학생들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겪고 있긴 하지만, 한국 학생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동안 공부를 하면서 자신이 불행하다고 자각하고 있다는 점에
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주체로서 살아가지 못
하고 친구나 교사와 유대감을 느끼지 못한 채 소외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교
육소외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교육행정학에서 소외의 개념을 학생에서 교사로까지 확장시켜 논의하는 경
향을 보인다. 취약한 위치에 놓인 교사를 대상으로 이들이 속해 있는 사회와 통합되지
못한 현상을 소외개념으로 설명한다. 교직사회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인 교사로 수습교
사나 순회교사의 소외 현상에 관한 연구(이경태, 문상진, 전병운,

2016), 초임교사의 학
2015), 초등학교 교과전담 교사
의 학교생활에서 나타나는 소외현상에 관한 연구(이정선, 최영순, 2009; 김선혜, 2004)
등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경태 외(2016)는 순회교사가 특수교사나
교생활 적응 과정에서의 소외 경험에 관한 연구(조영재,

II.

1.

자기소외현상에 대한 이론적 논의

교육학에서 소외개념이 활용된 맥락

교육학에서 소외개념은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논의되어 왔다. 특히, 학교에서 학생이

학습과 분리되는 현상에 주목한다. 조용환(1998)은 학생이 ‘살고 싶은 삶’과 ‘살 수 밖에

없는 삶’의 분리가 바로 교육의 소외현상이라고 규정한다. 그는 이러한 소외현상의 원인

을 ‘교육과 평가의 전도’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학교의 일차적인 임무는 인간의

일반교사와 다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학교공동체로부터 소외를 경험한다고 보
고한 바 있다. 이렇게 본다면, 교육학 분야에서 최근 논의하고 있는 소외의 개념은 주로
취약한 교사가 자신이 속해 있는 학교조직으로부터 분리되어 통합되지 못하는 현상을
중심으로 고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자기소외에 관한 이론적 논의

능력과 품성을 기르는데 있지만 지금 한국의 학교는 점수와 등수로 매기는 일에 치중하
며 수업 역시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 소외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주
장한다. 옥일남(2003)도 교육소외란 외적이고 내적 원인에 의해서 학생이 자신의 삶에

주체적이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현상이라고 규정한다. 그는
사회과 수업 상호작용에 나타나는 학생 소외 현상을 살펴보면서 학생들의 ‘삶’과 수업
내에서의 ‘앎’의 분리로 성적 하위집단이 수업을 이해하지 못해 무력감을 느낀다는 사실

가. 자기소외(identity-alienation)의 개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학에서 소외의 개념을 ‘결여, 결핍’의 측면에서 보았던 것

과 달리 철학의 일부 영역에서는 소외를 자기소외(identity-alienation)로 파악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자기 정체성(identity)이란 인간 이념 그 자체, 인간임을 드러내는 본질이므
로 정체성을 부정하는 소외는 인간의 부분적 기능의 결여가 아닌 인간 본질 자체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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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신오현,

1982)는 것이다. 결국, 철학에서 소외의 개념은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질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
닌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중차대한 주제이다.

76

교육행정학연구

인 것이다.

Marx의

Rousseau(1770)의 인성학적 관점에서 상당
1985), Rousseau(1770)는 상업사회에서 인간이
타자로부터 자신을 인정받으려 하는 욕망이 생기고, 경

이러한 자기소외 개념은

히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Muller,
원초적 자연으로부터 소외되어

소외는 그 어원이나 용례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래된 개념으로 학자들간에 개념정의

쟁에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을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현상을

에 있어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소외가 보다 일반적이고 만연된 현상으로 나타난 것

통찰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 내에서 인간은 더 이상 본연의 자신으로 존재하지 않고, 자

적 현상을 비판하는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자신 본연의 자유를 부정당하고, 지배당하는 것이 인간의 자기소외인 것이다.

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 등장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소외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부정

Hegel(1897)의

인간 소외

에 대한 관심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초기 자본주의가 수립될 무렵 기존 사회 질서
로부터 소외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사회화를 통한 개인의 본성을 포함한 분리경험을
인간소외라는 개념으로 예리하게 통찰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소외를 절대 정신의 자
기실현 혹은 자기인식의 한 과정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념론적 소외이론에 머무르고 있다
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소외의 개념을 자기소외로 해석하는 경향은 현대 후기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더 분명
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였는데, 대표적인 학자가

Erich Fromm과 Hanna Arendt이다.

두

학자는 자기소외 개념을 통하여 현대 사회를 비판하였는데,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
면서 지지를 받아왔다.

Fromm(1976)은

소외를 자기 자신으로 부터의 소외로 보면서 인

간이 자신을 낯선 사람으로 경험하는 양식으로 정의하고, 소외된 인간은 스스로를 자기

관념적 세계에 머물러 있던 소외 개념을 처음으로 사회적 문제로 이끌어 낸 학자가

Marx(1932)이다.

신의 존재를 타인 판단에 의거하면서 살아간다. 즉, 여론에 의해, 도덕적 비교에 의해

Hegel과

같이 존재론적 차원에서 인간의 소외를 바라보지 않고,

특정한 역사적 관계에 근거한 사회적 실제로서 소외를 간주하면서 그의 저서 ‘경제학철
학초고(1932)’에서 본격적으로 소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Marx는

인간의 소

외를 사유재산제도와 더불어 노동 분화의 결과물로 본다. 인간은 자본주의라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를 구성하는 개별 부품들로 쪼개지고, 그 과정에서 인간 개개인은 틀에 박

힌 일상에 귀속되어 그의 창의적 본성으로부터 이탈(estrangement)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자기소외이다.

Marx는

인간의 실천적 활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된 노

동으로 전략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관점에서 설명한다.

“첫째, 인간은 노동의 산물과 소외된 객체로서의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관계는 감각적인
외부세계, 자연계의 사물들과 소외되고 적대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둘째, 인간은 노
동의 과정에서 생산 활동과 소외된 관계를 형성한다. 이때 인간은 그의 활동이 그 자신으로
부터 이탈하고 있음을 경험한다. 셋째, 인간은 인류의 종족본성으로부터 소외되면서...(중략)...
그의 노동을 단순히 개인적인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만든다. 넷째, 인간은 다른 인간들로부터
소외된다...(중략)... 동료 인간들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은 내가 타인들로부터 소외되고 다시 타
인들이 인간의 삶으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p. 267, 1932).”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의 과정이란 인간이 타인의 지배와 속박 하에 놓이게 되고, 자

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즉, 소외란 생산수단을 잃은 노동의 과정에서 인간이 한

편으로 자신의 고유한 자아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類(유)생
활을 개인적 생활의 중심이 됨으로써 동료로 부터 멀어지고 인간들 속에서 대상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외는 인간적 본질과 인간적 세계로부터의 ‘자기소외’

행동의 주체로 느끼지 못하고 타인으로부터의 접촉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단절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소외란 인간이 자신의 경험 중에서 자기 자신을 낯선 사람인양 경험하는 경험양식이다.
이를테면 소외된 인간은 그 자신으로부터 소원해진 나머지 스스로를 자기세계의 중심, 자기
행동의 창출자로 느끼지 않고 그의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가 그의 주인이 되어 그는 이 주인
을 순종하고 심지어는 숭배하기까지 하기에 이른다. 소외된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접촉이 끊
어져 있듯이 자기 자신과도 접촉이 단절되어 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마치 사물을 대하듯이
대하게 된다(1976, p.115). ”
이처럼 프롬은 소외를 자기소외로 규정하여 자아를 완전히 상실한 절대적으로 소외된
인격으로 해석한다.
독일 출신의 망명한 미국 정치철학자인

Arendt

또한 그녀의 저서‘인간의 조건(1958)’

에서 인간이란 자기 고유의 세계를 갖는 유일한 존재이지만, 현대 사회의 고도한 작업
활동이 인간을 비인격화하고 인간을 인간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자기소외를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오늘날 우리는 작업을 통해 인공세계를 건설하고 거기서 영원성을 꿈꾼다. 그
러나 그런 세계는 인간이 서로 진정으로 소통하지 못하는 정치의 부재, 인간성의 상실

만이 있을 뿐이다. 여유를 갖는 노동이 일 중심의 작업으로 대체됨으로써 무엇인가 끊

임없이 얻으려고 스스로를 착취하는 인간의 과잉활동이 지배하는 성과사회(한병철,

2010)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Rousseau나 Marx와 달리 인간이

특히,

Arendt의

자기소외 개념에서 흥미로운 점은

고유한 인격적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현상, 말과

행위를 통해 소통하지 못하는 일상에서의 정치 부재 현상에 착목하였다는 점이다.

Arendt에

따르면 인간은 육체적 노동과 작업의 실존적 조건 속에서도 이를 넘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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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행위를 통해 보다 의미있는 것을 추구하는 ‘정치적 존재’이다. 이때 인간이 정
치적 존재라는 것은 결코 권력 추구라는 통속적 의미가 아니라 폐쇄된 사적 영역에서
벗어나 고유한 인격들이 서로 함께 공존하는 공적영역의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말을 하고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자기 자신을 전달하고,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
의 고유한 인격적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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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소외 원천에 대한 연구들(예:

Blauner, 1964; Marcuse, 1964; Seeman, 1959)

은 소외가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객관적이고 사회적 현상인지에 대한

탐색한다. 일부 조직심리학자들과 경험주의 사회학자들 중에는 소외를 전적으로 심리적
현상으로 보고 개인의 내면적 정신 상태에 관심을 갖는다. 대표적으로

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정치적 존재가 아닌 타인과 인격적 관계가 단절된 개별화되고 폐

수준과

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만든다.

Blauner(1964)도

을 같이 한다. 그는 우선 인간은 인간이외 다른 존재와 달리 인간이라는 종류의 동일성

도와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객관적인 사회현상임을 강조한다.

국내 학자들 중에는 신오현(1978)의 자기소외에 대한 개념이 위의 논의들과 그 맥락

과는 별개로 한 인격 또는 자아의 동일을 문제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격이란 인간

Seeman(1959)은

소외를 오로지 행위자 개인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기대한 보상의
실제

받게

되는

보상간의

괴리에서

오는

심리적

현상으로

설명한다.

소외를 특정사회의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노동자의 소외

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반면,

Marx(1932)는

소외라는 것을 인간이 인식하는 정

Marcuse(1964)도

소외란

소외된 주체와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객관적인 차원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의 ‘자각적 존재의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외된 인간은 자기 자신, 자기 본질로부터 벗

있다.

다. 인간이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즉, 소외된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인

가에 대한 탐색으로 이루어졌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소외현상을 경험과학적으

관계는 타자와의 관계로 분리되고, 인격과 자아는 파괴될 수 밖에 없다.

닌 비판적 사회이론과는 구별되게 주로 경험 실증주의를 지향하는 사회학자들에 의해

어난 존재인 반면, 소외되지 않은 인간은 인격이나 자아가 통합된 상태로 파악해야 한
식의 관계를 영원히 맺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기인식의 관계를 잃게 되었을 때, 자기
자기소외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소외가 참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를 인간이

Hegel에서 Marx를 거쳐 Arendt는
자아로서의 정체성(identity)를 상실했다는 위

기에서 찾는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통합시키지 못함으
로써 인격이 분리된 현상을 자기소외라 규정한다. 모든 분리가 소외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관계 분리가 자기 소외를 구성한다.
나. 소외에 대한 제 접근

1960년대

이후 소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여러 학자들은 주로‘누가

소외를 받고 있는가’라는 소외 주체의 문제, ‘소외는 과연 어디서 오는가’라는 소외 원천

의 문제, 그리고 ‘소외의 결과는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가’라는 소외 양상의 문제들을 탐

색하였다. 여기에서 각 이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다음과 같이 간략히
언급해볼 수 있다. 소외 주체에 관한 논의는 주로 개인적 측면과 집단적 측면으로 구분

하여 살펴보았다. 전자는 개인을 소외의 주체로 보고, 객관적 소원 또는 분리 상태, 소

원한 인성의 감정상태, 소원감을 가져오는 동기적 상황을 소외의 상태로 간주하다. 특히
자기(the

self)와

객관적 세계가 분리되어 정 반대의 입장에 놓인 자기분리 상태를 의미

한다. 반면에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자가 노동자의 소외를 언급할 때는 개인이 아니라 노

동자계급이 소외의 주체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소외의 주체는 개인이 되기도 하지만,
특정 사회집단(사회계급, 소수집단 등)이 될 수 있다.

셋째, 소외 양상에 대한 논의는 소외의 결과로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

로 분석하고자 하는 사회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이들은 철학적 지향성을 지

소외를 주로 사회심리적 현상으로 보면서 현대사회의 구조적 특징과 조건들이 어떻게
개인이나 사회집단의 가치관 혹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를 분석한다. 대표적으로

Seeman(1959)은 현대사회에서 보여주는 개인 소외의 양상을 무력감, 무의미감, 무규범
감, 고립감, 자기소원감, 사회적 고립감 등으로 분류한 바 있다. 우리나라 행정학분야에
서는 한승주(2013)가 지방자치단체 중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생활의 소외 유형
을 분석한다. 그는 공무원의 소외를 자기방어, 무기력, 책임회피, 속물화 등 공직자로서
의 정체성 및 주체성 결여로 개념화한다. 이후 Q 분석을 통해서 중하위직 공무원의 소
외 양태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1) 자신의 업무에 자부
심은 있으나 그 성취와 인정이 부족하여 무력감을 느끼는 유형, 2) 안정적인 자리보존을
위한 자기방어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조직 내외의 관계에는 무심한 유형, 3) 업무에 대한
의욕은 낮으면서 경제적 보상은 높이려는 유형, 4) 공공봉사자로서 사회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함에 감정적 고통을 느끼는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소외 양상에 관한
이러한 실증적 접근은 조직관리 분야에서 구성원의 소외 실태와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는 점에서 호응을 받아왔지만, 소외 측정의 기준이 주관성에 빠기지 쉽다는 한계, 그리
고 소외가 기술적 분석으로 다루어지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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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경험의 범주와 양상을 개념적으로 유형화하여 설명한다.
이 연구는 교육주체들의 자기소외현상을 관련 문헌에 기반하여 이론적으로 탐색하는

이 연구는 교육주체들의 자기소외 현상을 탐구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질문을 던진
다. 하나는 교육주체들이 어떠한 자기소외를 경험하는지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
육주체들의 자기소외 경험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질문들을 탐

색하기 위해 분석의 범주를 몇 가지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 연구에서 교육행정
구현 과정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교육행정에 관한 제 접근1)에 기반하여 이

연구는 교육행정이 구현되는 과정을 국가교육정책을 따르는 과정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교육주체들의 협동행위, 그리고 교육주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조장하는 전(全) 과정으로 간주한다.

다음으로 연구자는 교육행정 구현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주체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
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앞서 국가 정책을 따르는 과정을 교육행정 구현과정으로 포함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후 이론적 논의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
례를 수집하여 예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교육주체의 자기소외 현상을 실제
로 분석해볼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면담대상은 초등학교 교사 1인, 대학
교수

1인,

두루 갖춘

1인으로

대학교직원

25년

하였다. 교사의 경우,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근무경험을

경력의 교사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오랫동안 교육행정을 경험한 경력과

더불어 혁신학교의 개혁 과정을 직접 체험하면서 교사로서 자기소외 경험을 풍부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교수와 교직원의 경우에는 특정 대학(D
대학)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최근

D대학이

정부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학내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중에 교육주체인 교수와 교직원이 어떠한 자기소외를 경험
했는지를 다른 대학사례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시키고 나면 이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1차 분석대상이 될 수 있다. 이들은 주로 행

정주체인 관료와 행정대상인 교사, 교수, 교직원이라고 볼 수 있다2). 하지만 이 연구는
정부관료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관료는 관료제 속에서 소외될 수 있는 위치에 있

IV.

교육행정구현과정에서 교육주체의 자기소외 현상 분석

기도 하지만, 때로는 소외 발생의 주체로서 행정대상 주체들을 소외시키기도 한다. 관료
들도 몰인격적 질서에 자신을 일방적으로 맞춰가며 공직자로서의 정체성과 주체성이 결
여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소외를 시키는 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별도의 맥락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육행정 구현에 참여
하는 교육주체의 범위를 교사, 교수, 교직원으로 제한한다. 특히, 교수는 권위주의적 행

정문화로부터 상당히 벗어난 직업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도구화, 세속화되는 조직문화

1.

교육주체들은 어떻게 자기소외를 경험하는가?

가. 지나친 성과경쟁 시스템 통제 하에서 주체성 상실 경험
교육주체들은 업무 과정을 주도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단지 계획과 명령에 따라 주

속에서 주체성 상실을 보여주는 최근 일련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관심을 갖

어진 일을 수동적이고 기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자기소외를 경험한다. 교육장면에서 자

고자 하였다.

신의 업무 활동은 자유롭고 창조적인 생산활동이라기 보다는 생계수단으로 전락함으로

주체들의 자기소외 경험으로 볼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앞서 살펴보

고 싶은 일이다. 교육주체들은 자신의 업무활동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끝으로 자기소외 경험의 범주 문제가 남아 있다. 다시 말해, 이 연구에서 무엇을 교육

았던 자기소외에 대해 논하였던 학자들의 자기소외에 대한 특징들을 추출함으로써 자기

1) 협동행위설에 기반해 본다면, 교육행정은 공동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협동적 집단행위로
볼 수 있다. 이 입장에서는 교육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기관 주체들간의 협동적 행위 일
체가 교육행정 구현과정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의사결정과정이 주요한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조건정비설에 따르면, 교육행정은 교육의 핵심기능인 교수학습활동이 효율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조건을 정비하는 봉사적, 지원적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2) 이 연구를 발표한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2016. 12, 고려대)에서 종합논의를 주도한
허병기교수는 ‘학교장’이 자기소외현상의 분석대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학교장은 교육부나 교육청, 그리고 교사사이에 중간관료로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독특한
자기소외현상을 보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매우 적절한 지적이며, 추후연구에서 기대해
볼 만하다.

써 유적(類的) 존재3)로서 가지는 고유한 특성에서 소외된다. 이제 노동은 지루하고 피하

·

또한 자유로운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개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진된다.

Marx(1932)

는 이러한 소외현상을 물화(reification)라고 명명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노동이
더 이상 자기실현의 수단이 되지 못하고 생계수단이 됨으로써 노동자들의 삶과 분리된
별개의 대상이 되어버린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수들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보고서가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관심을 가지기 어렵다. 과업지시서대

3) Marx(1932)에 따르면, 모든 류(類)는 고유한 특성을 지니는데 인간류의 고유한 특성은 바로
단순히 생존활동에 머물지 않고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인간이 이 세
계의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는 주체적인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따라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존재인 동시에 유적 존재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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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빨리 마쳐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교직원은 자신이 맡은 학생업무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주어진 규정 때문에 학생이 손해를 받더라도
자신이 책임지지 않을 수준에서 정해진 규정대로 업무를 마무리해야 한다. 교사들은 학

생폭력에 휘말린 학생상담은 정해진 매뉴얼대로 처리하면 될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Marx(1932)는 노동자는 노동하지 않을 때는 자재(自在) - 마음대로 함, 노동할 때에는
타재(他在)를 느낀다고 지적한다. 즉, 노동은 기피하고 싶은 것, 흥미 없는 것으로 받아
들여져 노동 바깥에 관심을 돌리고 다른 일을 할 때 안도감을 느끼고 편안하게 된다.
연구자가 만나본 교육주체들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소외현상을 토로하였다. 이들은 자
신의 업무(연구, 교육, 행정 등)활동이 자신의 주체적인 고민 없이 상부의 계획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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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정에서 자유롭고 창조적인 활동을 배제당한 채 행정시스템에 의해 통제받음으
로써 겪게 되는 자기소외 경험은 초등학교 교사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C

교사는 가르치

는 사람의 본질적인 업무인 수업보다 행정업무의 유능함을 요구하는 현재의 교육시스템
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일을 적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고백한다. 외부에서 만들어 놓은 유능한 교사라는 타율적 척도를 맞
추기 위해 수업이나 교육과정에 집중하기 보다는 빨리빨리 행정업무를 파악하고 눈치껏
처리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집중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교직이라는 업무는 자유롭
고 창조적인 활동이기 보다는 지루하고 고생스럽지만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는 활동으로 전락하고 만다.

에 따라 지나치게 성과를 강요당하면서 주어진 일을 수동적으로 처리해나가야 할 때 자
기소외를 경험한다. 예를 들어,

A

교수는 최근 대학이 수행하는 각종 평가사업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거나, 정부용역 연구보고서를 수행하면서 그 일로부터 자신의 활동이 분

리되는 경험을 하였다.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틈도 없이 학교에

서 요구하는 일들을 빨리 처리해야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타

“제일 답답한게 뭐냐면 애들을 얼마나 잘 가르치고 사랑하느냐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행정업무를 어떻게 처리했느냐로 능력을 평가받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사
들이 수업에 대한 고민 보다는 매해 바뀌는 행정업무를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어
떻게 하면 더 쉬운 업무를 찾아서 눈치보기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그러다 보면 학교
시스템에 환멸을 느끼고 내가 뭐하는 사람인가라는 자괴감이 밀려오죠(E초등학교 C 교사).”

인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망이 커지고 자신의 존재를 타인 판단에 의거해서 살아갈수
록

A교수는

자신의 연구에 대한 보람이 없어지고 교수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회의를 가

지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내가 생각했던 교육적 의도와는 다른 방향에 평가사업이라든가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이
런 행정적인 업무들도 해야 하고 연구들도 장기적인 방향에서 연구를 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빨리빨리 나올 수 있는 연구들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서 주어지는 연구
들 이런 연구들을 해야 해서 사실은 어떤 하고 싶었던 의도와는 다른 연구들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어떤 보람이 없다는 거, 살면서 내가 지금 연구는 왜 해야하는지...내가 계속
교수라는 직업을 왜 선택했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회의나 이런 부분이 들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뭔가 대체 할 수 있는 뭔가 보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여러 가지로 심적으로 몸
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이런 것 같아요(D 대학교 A교수)."

A교수는

지금 대학사회에서 유능한 교수의 척도는 연구비나 사업을 잘 유치하는 것

혁신학교 근무경험이 있는

C교사는

교육개혁이 추진되어도 시스템에 의한 자기소외

는 여전하다는 점을 언급한다. 일단 학교라는 교육체제에 들어가게 되면, 개별교사는 자
신의 목적을 실현하는 주체적 존재가 되기 어렵다. 교사는 자신의 삶을 대상화하게 된
다. 즉, 교사로서의 삶은 더 이상 자신에게 속하지 않고 대상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
러한 경험이 커질수록 교사는 더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혁신학교에서는 강제적인 이식, 주체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고민하고 선택해서 실천해보게
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이전에 일반학교 시스템에서 했던 상명하달식이 이루어져요. 똑같
은 시스템으로 혁신학교 주체들이 원하는 시스템을 강제한 경험을 했을 때 종류는 다르지만
똑같은 자기 소외를 이곳에서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일반학교에 다시 돌아
오게 됐을 때, 이제는 체념을 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한낱 개인 교사의 철학이나 고민은 학
교 시스템이 일반학교든 혁신학교든 중요하지 않고 말하자면 겉으로 보이는 안정된 시스템을
위해 필요한 것만 맞춰가는 거죠(E초등학교 C 교사).”

이기 때문에 교수로서 본연의 기준은 외면당하고 오직 대학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의거
해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서 자기소외를 경험한다. 교수의 본연의 일이 수업에 집중하
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학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이 기준을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심각한 자기소외를 느끼는 것이다.

특히, 교육주체들이 겪는 업무과정에서 소외경험은 지나친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하

에서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Arendt(1958)는

현대사회는 여유를 갖는 ‘노동’이 일 중심

의 ‘작업’으로 대체됨으로써 무엇인가 끊임없이 얻으려고 스스로 착취하는 인간의 과잉
활동이 지배하면서 인간이 자유롭게 자신에게 합당하고 타당한 삶의 척도를 발견하고

“대학에서는 ACE

사업을 따오고, 연구 수주액 많이 따오는 교수를 기대해요. 실제적으로
수업에 대한 가치는 전혀 두고 있지 않거든... 중략... 수업이 중요한데도, 그거에 신경을 쓰면
쓸수록 나한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D 대학교 A교수).”

선택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지나친 성과중심의 피로사회(한병철,

2010)는

노동

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에 앞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만들어내려는 과도한 작업을 요구
하고, 업무활동에서 맛볼 수 있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교육주체들에게서 빼앗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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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성과 개성이 핵심을 이루는 지적활동은 생산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면
서 지식 노동자로 전락하고, 과도한 성과를 위해 사유가 글로 전환되는 과정은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연구자가 만난 교육주체들도 지나친 성과중심의 시스템 하에서 업무로 부터의 자기소
외를 강하게 경험하였다. 최근 대학에서 실시하는 지나친 경쟁중심의 교수 성과시스템
속에서 연구 활동은 일 중심의 작업으로 대체됨으로써 자신의 일이 즐겁지 않은 일이
되어간다.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외부 요구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이 스스로를 착취하
는 형태로 내몰리고 있는 형편이다.

“당장 해마다 승진을 해야 하는 연구 실적이나 이런 것을 채워야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계약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짧아지면서 해마다 채워야 하는 점수들을 그냥 단기적
으로 쫓아가다 보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어 하는 연구를 한다기보다는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써야 한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오고...(D 대학교 A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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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를 가질 수 없게 되고, 자긍심도 없어지며, 학교 일은 기피하고 싶은 것이 되었다.
그는 더 많이 일할수록 내적 세계가 황폐해져갔다.

“(대학에) 남는 거는 그만 두는 거보다 나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리고 연금받
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는 연금도 안나오는 시점인데 그만둔 거거든요. 직원으로써 패배의식
때문에 그만 둔 부분이 있는 거에요...한 다섯 가지 일을 전문적으로 하다가, 어느 날 부서를
옮겼더니 30가지 일을 해야해요. 이걸 익히려면 최소한의 시간이 있는데 기다려 주지 않죠.
그러다보면 완전히 녹다운이 되는 거에요...중략... 우울해요. 밀려난 것 같아서 우울해요... 중
략... 내가 돈으로 보이는 구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아 나를 볼 때 윗사람들은 나를 돈으
로 보는 구나. 나 하나 나가면 천만원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그러면서 나도 위축되
는거에요 그렇게 위축되니까 나를 돈으로 보는 생각이 제가 나가면 계약직 2~3명을 쓸 수
있겠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아 내가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
을까요? (D 대학교 B 前 교직원).”
나. 고립되고 차별적인 교육조직 문화에서 동료로부터 자기소외 경험
교육주체들은 동료들로부터 고립된 작업 환경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소외를 경험

대학의 지나친 성과경쟁 시스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자기소외는 교직원에게도 일어
난다.

D학교의 B

교직원은 대학의 지나친 성과중심의 대학경영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

는 수준으로 업무가 늘어났고, 업무량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어 자
신의 소진되는 감정과 신체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저는 22년을 근무했는데요, 오랫동안 재미있었어요. 동창으로서 가지는 자부심도 있었구
요... 중략... 지금 총장이 되면서 목표한 게 있어요. ****년도에 대학평가에서 1위를 했대요. 그
영광을 다시한번 재현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대학평가에서 우수하게 되려면... 점수를
올려야 하니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직원들을 계속 줄이는 거에요...중략... 정규직은 정년
퇴직하면서 나가죠. 정규직이 나가면 그걸 정규직으로 안뽑고 계약직으로.. 3명 나갈 때 1~2
명을 뽑아줬어요. 그러다보니까 사람이 빠져나가면 또 다른 계약직 직원에게 넘어오고 그렇
게 되니까. 계속 업무가 빡빡하게 돌아가는 거에요. 제가 *** 그만 둘쯤에는 그렇게 좋아했던
15년 동안 했던 성가대도 나갈 수가 없었죠 (D 대학교 B 前 교직원).”

B교직원에게 D대학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오

랫동안 근무해왔고, 동창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학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서는 자신은 교체되어야 하는 낡은 부속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밀려나
오듯이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항상 자신의 노동력
을 누군가 구매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하며, 일자리를 획득했을 경우에도 자신이 해

고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결국 유적존재로서 인간의 노동은 신체

적 생존을 위한 수단일 뿐 자신의 노동이 즐겁고 자아실현의 일이 될 수 없다. 이처럼

B교직원도

대학이 경쟁적인 성과중심의 시스템을 강화할수록 오랫동안 해왔던 업무에

하게 된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으로서 교육주체들 또한 동료와 관계 맺음을 통해 작업
활동과 긴밀하게 결합되었을 때 자신의 일에 대해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통제와 지시를 바탕으로 한 수직적 위계질서와 분업화로 인한 고립된 작업환경 속에서
내부의 인간관계는 파편화되고 고립된다. 자본주의 생산시스템을 비판한
Marx(1932)에 따르면,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해 맞서 있는 상태에 놓이는 외화
(exteriorization)를 통해 다른 인간으로부터 소외되는 소원(estrangement)를 경험하게 된
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인간은 자연과 타인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가 제한되고 메마르
게 된다. 직장동료는 서로 돕기보다는 경쟁적으로 대립하게 되고, 인간답고 사회적인 교
류는 매우 힘들어진다.
집단

면담에서 만난 교육주체들은 여러 유형의 파편화되고 고립된 업무환경에서 동료들로
부터의 자기소외를 경험하였다고 이야기한다.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C교사는

평가기반

성과급 시스템이 동료교사간 경쟁을 부추켰고, 그 과정에서 동료와의 관계에서 자기소
외를 경험하였다. 교사의 희생과 협력활동이 평가절하되고 자신의 업적만 잘 챙기면 좋

은 평가를 받는 근무환경에서 동료교사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자신 또한 동료교사들을
소외시키기 시작하였다.

“제가 1년 내내 여러모로 희생을 했어요. 생활지도나 이런 거, 선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했었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동료는 연구대회 발표 보고서를 해
서 그 친구는 1등급을 받은 거 에요. 저의 일 년 동안 보이지 않은 무수한 희생 그런 게 의
미가 없게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 다시는 이런 멍청한 짓을 하지 않으리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교사들이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과 나눔을 한다든가 도와준다는 걸

교육행정구현과정에서 교육주체들의 자기소외 현상

85

접게 되는 거 에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어느 누구가 인정해 주지도 않고 성과가 남지도 않
고 아무런 그런 보상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런 것은 대신 하지만 나누는 대신 자기 거에 집
중을 하고, 성과를 내고 보고서를 쓰고 뭔가 상을 받게 되고 그러면 보상이 확실히 오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점점 개별화가 되는 거에요 (E초등학교 C 교사).”

이러한 자기소외 경험은 대학교수에게도 발견되었다. 승진 시스템이 눈에 보이지 않
는 대학 교수사회의 수직적 위계문화와 만나면서 교수 개인이 고립된 작업 속에서 노동
하는 여건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자기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A교수는

교수사회가 동등

한 문화라기보다는 승진을 매개로 하는 갑을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화가 동료들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있음을 고백한다.

“문화자체가 일단 권력을 가진 사람하고 갑을관계에 있어서 갑이 시키면 을이 해야 하는
이 구조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교수사회라고 해도 이게 동등한 문화가 아니잖아요... 중략
... 뭐 일단은 주니어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승진이 있고 그 다음 정교수 승진까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안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부분이 워낙 크다보니, 항상 압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동료들과의 관계가 자유롭지 않아요 (D 대학교 A교수)”
교육주체들은 분업화로 인한 고립된 근무환경에서도 자기소외를 경험한다.

C교사는

축제업무와 관련하여 역할분담 과정에서 동료교사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자
신의 노동이 다른 동료들과 분리된 것을 발견하였다고 고백한다.

Marks(1932)는

인간의

노동이 타인의 노동과 긴밀하게 결합되었을 때 가치를 가진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사는 자신의 노동이 타인과 분리됨으로써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었다.

C교

“제가

학교 축제 업무를 했는데 말 그대로 저에게 온전히 떨어진 저만의 업무인 거에요.
그러니까 외로워 죽겠는 거에요. 너무너무 외롭고 처절하고 막상 당일이 돼서 이제 무사히
끝나서 잘 됐는데, 끝나고 나서도 또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모든 업무처리
에 있어서 완벽한 건 없잖아요. 예산이 워낙 한정되어 있었고 한정된 예산에서 나름대로 최
선을 다해보려고 했던 건데...(E초등학교 C 교사).”

학교 내 고용형태의 변화는 동료의식보다는 배제의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교육주체들
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소외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B

교직원은 대학이 정규직

보다 비정규직 직원을 더 많이 채용하면서 직장동료간의 유대관계가 허물어지고, 서로

돕기보다 배타적이고 경쟁적으로 대립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고용조건이 완전히 다
른 비정규직과 정규직 직원간에는 서로 돕는 관계가 제한된다. 이 과정에서 교육주체들
은 타인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자기소외를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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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회에서도 직원과 계약직이 섞여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정규직)직원이 5명이고
계약직이 1~2명이다. 그럼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절반, 절반이다 하는 부서는 너무 힘들어요.
같은 동료의식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휴가제도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정규직이 남아서 일을 하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에게 잘 보여야하기
때문에 또 남아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속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는
관계가 안돼요.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같이 집어넣어 놓으면 속마음을 털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으면 끈끈해질 수 없구요 (D 대학교 B 前 교직원).”
“사람이 좀 어울리고 따뜻하고 재미있는 걸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재미가 점점 없어지더
라고요. 재미가 없어지고 일만하고 일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자꾸 되가요. 일이 너무 많고
재미있게 지낼만한 시간들이 안생기고 너무 차이를 많이 두고, 너와 나의 차이가 계속 생기
고 다 같이 가난할 적에는 다 같이 힘들 적에는 불평이 없잖아요.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게 될 적에 불안해 지는 거잖아요. 불안하고 그러한 문화가 자꾸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그
게 좀 속상해요(D 대학교 B 前 교직원).”
다. 공론에서 배제된 채 사적인 삶에 머물러 있는 자기소외 경험
교육주체들은 말과 행위를 통해 자신의 고유한 인격적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
적영역에 머무르게 되는 자기소외를 경험한다. 인간은 말을 하고,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자기 자신을 전달하고,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의 고유한 인격적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
다(Arendt,

1958).

하지만 현대사회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의미가 변질되어 버렸다.

교육정책 과정과 학교 의사결정과정에서 교육주체들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 선

(善)을

추구하는 존재로 가장 폭넓은 공공성을 가지기 보다는 타인과 단절된 채 사적영

역에 머물러 있게 된다. 하지만 사적영역의 확대는 곧 개인주의를 극대화시키고 타인에
대한 무관심을 불러온다. 그리고

Arendt(1951)의 주장대로 결국 악의 평범성4)에로 우리
를 타락시킬 수 있다. Arendt(1951)는 사적인 삶만을 사는 사람, 공론영역을 설립하지
않은 자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렌트가
이해하는 ‘정치적인 것’의 개념이 통속적인 정치 개념과 다르다는 것이다. 여기서 ‘정치
적’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힘을 갖고 세력을 형성하는 행위와 전혀 무관하며,
그 보다는 인간의 실존적인 조건과 관련하여 인간이 다양한 인간관계망을 형성하고 확
장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
치적 삶이란 근본적으로 권력 게임이기보다는 삶의 의미를 충만하게 하는 활동적 삶을
의미한다.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목적, 수단, 가치가 전도된 도구적이며 사물화된 세

4) 독일 전범(戰犯)인 아이히만 재판을 참관하면서 Arendt가 발견한 현상이다. 악의 평범성이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유의 부재 상황에서 우리가 살면서 무심코
악을 방관하고 용납하며, 의식 없이 악과 타협하는 현상이다. 나치의 유태인 학살이나 우리
나라의 세월호 사건과 같이 한 개인 혹은 집단이 극복하기 힘든 거대한 악은 실제적으로 일
상에 깊이 뿌리 내린 악의 평범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육행정구현과정에서 교육주체들의 자기소외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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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벗어나 공동체 안에 존재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면담에서 만난 교육주체들은 공적으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자신의 말과 행위를 통해
자신의 뜻을 드러내지 못한 채 사적인 삶에 머물러 있는 자신을 소외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최근 학내 문제를 경험했던

A

교수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문제가 있지만

이를 용납하고 타협하는 자신에 대해 죄스러움을 느끼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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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개혁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C교사

또한 개혁과정에 문제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론화하게 되면 다른 교사들로부터 소외당할 것을 걱

정하여 아예 무비판적으로 일관했던 자기소외 경험을 고백한다. 아무리 훌륭한 개혁도
다양한 의견에 폐쇄적이고 성찰적이지 못하다면 교사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폭넓은 공공
성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결국 또 다른 유형의 전체주의 폭력성을 만들어 낼 뿐이다.

적극적으로 공론의 장을 만들어 자신의 뜻을 공유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기도 하
였다.

“이제 **사태 터지고 나서 문제라고 느끼면서도 참여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 이
런 것들이 컸던 것 같고 그러면서 미안하면서 괴로움으로 자유롭게 뭔가 하기가 어렵다는 생
각... 그렇지만 뭔가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으로 가니까. 학생들에게는 미안하기도 하고 나한테는 약간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그런 괴로움이 컸어요 (D 대학교 A교수).”

B

교직원은 대학조직에서 문제가 있어도 이를 공론화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

한다. 타인의 시선이 두렵고, 바쁜 업무로 인해 자신의 일에 매몰되기 쉽다. 더군다나 교
직원의 업무는 모두 파편화되고 개별화되어 있어서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일어나도 사전
에 자신의 어떠한 행위가 문제의 원인이 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혁신학교의 기대가 컸던 만큼 혁신학교에 갔었는데 왜 블록수업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진
지한 성찰도 없이 그냥 ‘무조건 블록수업 해’, ‘무조건 교육과정 재구성 해’, ‘무조건 디귿자로
바꿔’왜 그래야 하는 지도 모르고 어쨌든 디귿자로 바꿔야 혁신이 된다고 그러고 블록을 해야
하니까 혁신이 된다는 거에요. 처음에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 좀 하고 토론 좀
하자고 말했다가 또 소외를 당하니까. 되도록 말을 안 하는 거죠 (E초등학교 C 교사).”
이 연구에서 면담한 교육주체들에 따르면, 대학이나 일선학교 현장은 공론의 영역에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정치적 활동이 거의 배제되어 있었다. 오히

려 자신의 업무만을 충실히 하도록 요구받으며 타인과 단절되고, 인격적 관계가 결여된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게 된다. 자신의 말과 행위는 단순히 사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고,
교육행정 구현과정에서 인간의 관계는 단절되며, 소통은 고립되는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환경은 교육주체들의 개인주의를 극대화시키고 외부세계에 대한 무
관심을 불러옴으로써 교육행정 구현의 결과가 어떠한 악을 불러오더라도 사유하여 판단

“다들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도 비
슷한 연배에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저처럼 혼자 있거나 이런 기관들은 사
실은 외로움을 많이 느낄 거에요. 자기 일이 바빠서 남들과 문제를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
아요 (D 대학교 B 前 교직원).”

B

교직원은 대학을 퇴사하고 비로소 자기 안에서 자기와 대화하는 사유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이 과정에서 말과 행위를 통해 타자에게 자기 자신의 뜻을 전달하

고, 자신의 고유한 인격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타인과
의 단절이 아닌 적극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삶
에 있어 중요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

“저는

직장을 그만 두니까 성찰하는 삶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더라구요. 나를 매일매일 돌
아 볼 수 있는 삶, 어떤 게 결정되어있어서 쫓아가는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나를 살펴보
면서 좀 더 나은 관계로 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물론
직장에 매이면 거기서 살 수 밖에 없는데 그래도 순간순간 돌아보면, 우리 학교를 위해서, 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다 같이 생각하는 힘
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D 대학교 B 前 교직원).”

하며 올바른 행위를 하기 어려워짐으로써 결국 악의 평범성에로 이끌려진다.
2.

교육주체의 자기소외 양상은 어떠한가?

다음으로 이 연구의 두 번째 질문인 교육주체들의 자기소외 경험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자기소외의 양상이란 소외의 결과가 개인이나 집단
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를 어떻게 범주화하는가의 문제이다. 소외의 문제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소외의 결과로 보여지는 양상들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들이 제시한
특징들을 교육주체라는 맥락에 맞춰서 재범주화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양상으로 구
분해 볼 수 있다.

첫째, 교육주체는 무소신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는 자신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

하여

모든

사유와

Arendt(1958)는 “말과

판단을

유보하고

표현하지

않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이다.

행위는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이 물리적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인

간으로서 서로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인간의 고유한 양식(p.236)”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교육주체들은 타인과 함께 하기보다는 대중의 익명성(Arendt,
격을 드러내기를 꺼려한다.

1958)에

숨어서 자신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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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육주체는 점차 심오한 놀이꾼(deep

player)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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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지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교육의 장면에 완전한 몰입을 통해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 내고 거기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희열을 느낄 수 있는 놀이꾼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내며 업무에 완전히 몰입하기보다는 주어진 표준에 맞춰
세속화되고 규격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Seeman(1959)이나

한승주(2013)가 유형화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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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평가를 수행한다. 대학본부는 학교 개
혁방향에 대해서는 비판적 고려 없이 열정적으로 행위 하기만 하면 그 자체가 옳고 최
선이라고 생각한다. 연구를 맡은 연구기관과 교수들은 연구결과가 가지는 유해성 고민
없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한다.

연구자가 면담을 통해 만난 교육주체들에게서 위에 언급한 모든 양상을 발견하지못했

의미성이나 ’무력감‘과 유사하다. 조직에서 자신의 업무가 의미있는 결과를 발생시키지

다. 가장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양상은 공적인 일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유와 판단을

직목적의 실현에서 자기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들은 내

인들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적인 영역에 대한 관심

못할 것이라는 인식 하에 무언가를 표현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결여된 채 조
적 책무성을 상실한 채 외적 통제가 있을 때에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셋째, 교육주체들 중 규범 일탈자(또는 과잉동조자)가 나타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이들은 목적달성을 위해 불법적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일탈적 사고를 보이며, 사
회적 규범이 무너져 더 이상 자신 행위의 효과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여긴다. 교육

주체들은 서로를 불신하는 상태로 기술적, 절차적으로 효과가 있는 수단이라면 규범을
어기더라도 개의치 않으려 한다. 개인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정당하지 않은 수단 혹은 방
식을 사용하려는 태도, 결과 중심의 개인주의적 양상을 보인다.

유보하고 표현하지 않는 ‘무소신형’이었다.

A교수는

재직 중인 대학에 문제가 있어도 타

과 소통은 이들에게 매우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일이다.

“저처럼 (다른)교수님들 또한 그다지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으
신 것 같아요. 교수사회가 뭔가를 이렇게 도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적
극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본인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적극적으
로 참여를 하는데 사실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직의 문제인거잖아요(D 대학교 A교수).”
이러한 양상은 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C교사는

많은 교사들이 동료교사들에게

넷째, 마침내 아이히만형5) 교육 전문가 탄생의 가능성을 보일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공적인 사안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소통하기보다 타인의 부재

체계에 따라 복종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자신에게 궁극

다고 이야기한다. 이들은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내며 업무에 완전 몰입을 하기

행동이 악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전문가를 의미한다. 조직의 계층적인 권위
적인 행위 책임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사라지고, 법이 윤리적 판

단의 준거라고 주장하면서, 어떠한 법에 대해서도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명령과 복
종의 일방적 관계를 가져온다(Arendt,

1951).

예를 들면, 담임교사는 학생에 대해 주어진

매뉴얼대로 지도할 뿐, 문제 학생은 (상담)전문가에게 보내면 된다. 이 학생의 재발 행
동으로 벌어지는 사건은 자신과 무관하다 여긴다. 교사는 학교혁신 과정에서 주어진 정
책대로 수행할 뿐이지 그것이 학생에게 얼마나 이로운지 해로운지 판단하지 않는다. 관
료들은 개별 학교현장 실제에 어떠한 해악을 가져올지 크게 생각하지 않고 학교나 대학

5) 아이히만은 나치시절 유대인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수송하는 업무 책임자였던 아이히만에
대해 전쟁 이후 예루살렘에서 절대 악의 화신으로서 재판정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이를 지
켜보던 정치철학자 Aredt는 아이히만이 “살인에 대해 위험하고 탐욕스러운 충동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닌 지독하게 소름끼칠 정도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묘사한다. 그는 유대인에 대한
광적인 증오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철저하게 세뇌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다만, 아
이히만은 직업적인 좌절 속에서 성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이어서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조차 자신의 행위에 대해 문제를 느끼지
못했고, 자기 삶의 실존적 의미를 성찰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신의 언어를 찾지 못하였다.
이러한 인간의 기이한 현상을 두고 Aredt는 “말과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이라
고 이름 붙인다. 이러한 악의 평범성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유
의 부재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통찰한다.

에 놓인 사적인 영역, 일상사에 함몰되어 생활하는 교사들의 모습을 종종 목격할 수 있
보다는 주어진 표준에 순응하고 따르는 경향을 보인다.

“일반학교에서도 순응적이었던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혁신학교에서도 굉장히 적응을 잘 하
세요. 일반 학교에 있으면 싫어했을 사람들인데 혁신학교에 와서는 하라는 것은 금방 바꾸더
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일반 학교 가서는 절대 나서지 않거든요. 조용히 시스템에 순응을 하
거든요 (E초등학교 C 교사)..”
“전문가로서 자각되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런 분들은 대부분 뭘 하시냐면 여자 분들
은 외모나 외제차에 관심이 있고, 남자 분들은 재테크, 교육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맨날 애들
탓하고 애들 동네 탓, 부모 탓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분들은 잘 사는 동네에 진입하기를
원하시고...(E초등학교 C 교사).”
자기소외 경험으로 인하여 무소신 양상을 나타내는 교육주체들은 타인의‘다름’에 대해

불관용과 편협으로 배타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인간을 올바른 행위로 이끄는 것은

사유하고, 판단하는 ‘정신적인 삶’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유활동은 철저하게 행위하는
삶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Arendt,

1958).

개방된 공공의 영역에서 말과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인격성을 드러냄으로써 다양한 인간관계망을 형성하고 최대한 모든 것에서 공공
성을 확보하는 소통의 장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다양하고 독창적인 견해가 배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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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보인다. 불관용과 편협함은 교육주체들간의 소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D대학의 A

교수는 공적인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이를 조정하거

나 이해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이번 학내 사건에 대해) 교수들끼리 회의를 하면 서로 이해하고 조정되는 과정은 거의
어려웠어요. 너무 관점이 다른 거에요. 내가 A란 생각과 B란 생각이 있는데 내가 만약 A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도저히 B라는 생각은 안 드는 걸 어떻게 해야 돼? 그 관점에서는 그
가치관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거에요. 마찬가지인 거지 다른 쪽 B의 관점에서
도 서로...(D 대학교 A교수).”

C교사에

따르면, 정해진 권위 문화에 익숙하고 어릴 때부터 토론 교육이 익숙하지 않

은 교사들은 설사 개혁을 추진하게 되어도 여전히 자신의 깊은 성찰에 기반한 행위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한다. 도그마엔 언제든 의문을 제기하는 자세와 다양한
관점들에 공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정신을 가지고 차분하게 숙고하는 일은 어려운 과제
이다.

“어렸을 적부터 교사가 가르치고 지시하는 걸 받아 적어야 하고 시험 봐야하고 그러니까
정해져있던 권위에 익숙한 문화였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 제도 내에서 한 번도 토론을 제대로
병행하는 것을 경험해 본적이 없어요.. 우리는... 중략...반대하는 쪽은 항상 타도해야 할 대상
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설득도 해야 하고 그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더
디 가더라도 좀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하는 거고, 이렇게 가야하는 건데...저는 토론 문화의 부
재라고 봐요 (E초등학교 C 교사).”
자기소외를 경험한 교육주체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전문
가로서 자유의지는 사라지고 조직의 규율과 법이 윤리적 판단의 준거라고 여기며 이에
복종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들은 자신들이 조직의 계층적인 권위체계에 따라 복종한 것

이기 때문에 거대한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 그것으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에 대
해 도덕적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따라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양심이 소환될 수
없고 자신에게 궁극적인 행위 책임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 발 더

나아가 권위에 의해 기술적 우월성이 제시될 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를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C

교사는 학교 혁신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많은 교사들이 기계적이고 수동적으로 순

응할 뿐 일단 정해진 정책과 규율이 윤리적 판단의 준거라고 여기며 복종하는 자세를 보
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들은 특정 정책과 규율이 왜 문제인지 고민하지 않고 이
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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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를 경전 수준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아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밑줄 그으면서 하나하나 그대로 영혼 없이 전달하죠. 시험에 나오니까요. 이런
분들은 역사교과를 국정화한다고 해도 국정화한 내용을 별다른 문제의식 그대로 받아들일 거
에요 (E초등학교 C 교사).”
학교폭력과 관련한 문제에서도 교사들은 전문가로서 자신의 지혜나 판단을 활용하기
보다는 정부에서 제시한 공통 매뉴얼을 별다른 고민 없이 따르려는 태도를 보인다. 공
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 자신들의 참여와 논쟁에 의한 합의보다는 권위를 지닌
조직의 상층부의 명령과 기술적 우월성이 더 중요하고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모습을 보
인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매뉴얼을 만들어 두니까 그 애의 사정이나 이런 거는 관련없이 오직
매뉴얼대로만 처리하려고 하죠. 저는 매뉴얼 이전에 회복적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매
뉴얼 대신 피해자와 가해자 부모를 직접 만나게 했어요. 담임교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관
계를 해결시켰지만, 이것에는 관심이 없고 매뉴얼에 따르지 않았다고 비난을 받았죠(E초등학
교 C 교사)”
대학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윤리적 문제가 불거진

D대학의

교수와 교직원과의 면

담에서도 이러한 양상은 발견할 수 있었다. 과잉활동이 지배하는 성과사회에서 교육주
체들은 대학의 이익 극대화라는 목표를 이루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이를 추구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다. 자신의 행위에 있어 규범적 가치보다는 목표달성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지배적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윤리적 사유

는 작동하기 어렵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사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조직 목표달성을 위해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양상을 보인다.

“우리는 그냥 따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것이 학교를 위한 길이거니 라고 생각했어요.
이번 사건도 모두 드러나니까 연결고리가 보이는 거지, 교직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고
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깊은 뜻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죠(D 대학교 B 前 교직원).”
“ 평가에 있어서 외부 압력도 굉장히 크고, 뭔가 계속해서 돈도 벌고 실적도 계속 내서 순
위도 올라가야 하는데, 결국은 수단의 문제인데, 어쨌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자 하
는 거였잖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게 어쩔 수 없었다고 봐요. 내 생각에
그 사건에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동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든 사업을 따와야겠
다고 생각한 것이 크겠죠...중략...모든 것을 줄 세우고 거기에서 평가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뭐 예를 들어서 교육부 평가 같은 경우도 어떻게든 최우수 받으려고 하잖
아요. 그 안에서 이게 ‘이렇게까지 해도 돼요?’ 이렇게 토를 못 달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토
달았다가 만약에 최우수 못 받아봐, 그 책임을 누가 질 건데요 (D 대학교 A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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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 글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의 교육행정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

용한 개념과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그간 한국의 교육풍토와 행
정적 문화는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육행정 문제에 적절히 설
명하거나 대응하지 못해왔다는 자기 회의에서 비롯된 작은 시도인 것이다. 한국교육행
정학회의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연구자는 우리나라 교육행정 구현에 참여하는 교
육주체들의 실존적인 문제이지만, 외면해왔던‘자기소외’ 현상을 탐구해보고자 하였다. 고

등교육기관의 주체로서 교수와 교직원, 그리고 초중등학교의 교사들이 어떻게 자기소외
를 경험하고, 자기소외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양상은 무엇인지를 설명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는 교육주체들의 자기소외 현상을 탐구하는 일이 한국 교육행정학 이론화
작업에 의미있는 자극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 측면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교

육행정의 지배적인 현상을 견제할 새로운 관점으로서‘인본주의적 관점’ 또는‘실존주의적
관점’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한국의 행정현상은 인간지배의 현상이요 권력
현상이지, 봉사현상이 아니다(2005,

p. 87)”라는

백완기 교수의 주장처럼 한국의 교육행

정 또한 오랫동안 군사정권의 관료주의에서 비롯된 가부장적인 권위주의 현상이 지배적
이다. 이러한 관료주의에 의한 교육행정 지배는 교육기관의 자생성을 사장시키고 관(官)

의존적 경향을 강화시킴으로써 대부분의 대학들이 맥락화의 함정6)에 빠지게 만들었고
과잉동조(overcomformity) 현상을 낳게 되었다. 일제시대와 군부독재시대를 거치면서 형
성된 한국의 행정권력 현상은 다른 나라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영미학계에서 마련한
단순한 관료주의 처방으로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오랫동안 특정 정치권력과 관료권력에 의해 교육주체들을 전반적으로 실질
적 통제를 하는 행정권력의 정치적 전체주의 경향을 넘어선 과학기술 권력이 통제하는
경향을 보인다7). 통제를 위한 다양한 장치들(사무의 문서화, 분업 및 전문화, 규칙에 의
한 조직운영)을 더욱 촘촘하게 구조화함으로써 기술적 우월성을 확보하고, 전문적인 문

제해결능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하는 행정이 중요해진다. 이러한 과학기술 권력 하에
서 교육행정의 문제는 사회와 조직의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주체들의 참여와
논쟁을 본질로 하는 정치보다는 도구적 합리성을 앞세운 탈정치적 의사결정이 중요해진
다. 하지만 도구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행정에서는 이익의 극대화라는 목표를

이루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자 하고, 이는 곧 인격적 관계가 비인격적인 관계

6) 칼 폴라니(2012)가 언급한 맥락화의 함정이란 프레임을 잘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집
단적 오류를 의미한다.
7)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과학기술적 전체주의가 정치적 전체주의를 대신하고 있다는 주장이 강
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울리히백(1997)의 위험사회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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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물화되는 위험을 가져온다. 이것이 울리히 백(1989)이 언급한 현대사회의‘합리화에
내재된 폭력성’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교육행정에서 도구적 합리성에 기반한 과학기술
적 전체주의 경향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이나

왕따, 그리고 학생자살의 문제를 기술적으로 접근하여 병리치료나 상담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나 인간을 공학적, 경영학적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자원화하려는 경향이 대표적인
예다. 학문적 경향도 과학성 수립에 몰두하면서 다양한 교육행정 현상들을 행태주의적
이고 실증주의적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지나치게 강해지고 있다.

최근 공공분야에 내재한 비효율성을 경쟁과 성과평가로 개혁하겠다는 취지의 신공공
관리론이 교육행정학 분야로 유입되면서 한국의 교육행정현상은 더욱 독특한 양상을 띠
게 되었다. 유럽국가들은 신자유주의나 신공공관리론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자국의 맥락
에 맞게 변형시켜 받아들였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이러한 원리들을 상당히 무비판적으
로 수용함으로써(김정열, 한인섭,

2003)

교육행정 실제에서 성과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함

으로써 교육조직이 기업체와 같이 실적과 경쟁을 주요 원리를 주요 작동원리로 삼게 만
들었다. 이는 교육의 주요 가치를 약화시키는 위험을 가져왔으며, 학문적으로는 교육학
보다 경영학의 우위를 유발하여 교육학이 고유하게 지닌 규범성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가부장적 권위주의 행정문화, 도구적 합리성에 기반한 과학

기술적 전체주의 경향, 그리고 서구 신공공관리론에 기반한 지나친 성과 중심의 교육행
정개혁이 우리나라에서 교육주체들의 자기소외를 발생시키는 사회구조적 원인이라고 보
고 있다8). 따라서 교육행정학이 교육주체의 삶을 고갈시키는 교육행정 풍토를 촉진하는
이론이 아닌 교육주체의 삶에 활력을 주는 인본주의적인 학문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음
을 주장한다. 교육행정학은 행정현상에 대해 “교육행정 구현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효율
적인가”의 물음에 앞서 인본주의적인 차원에서

“교육행정

구현 과정에서 교육주체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교육조직에서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주체들
의 실존적인 물음을 통해 오늘날 우리 한국사회가 요청하는 바람직한 교육행정 현상을

8) 물론 이외에도 교육계의 오랜 관행들도 교육주체들의 자기소외를 가져온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발표의 토론자였던 변기용 교수(2016)도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지적
한 바 있다. “토론자가 볼 때 본 발제문에서 제시된 상당 부분의 교육주체에게 일어난 소외
현상은 관료 체제의 경직성, 성과 중심 행정 개혁 뿐만 아니라, 교사 혹은 교수 집단 자체의
전근대적이고 폐쇄적인 내생적 공동체 문화에서 비롯되는 측면도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전근대적인 동문, 문하생의 개념에 입각한 폐쇄적 교사공동체, 학문공동체의
문화, 선후배 교수(연구자), 교사들간의 권위적인 계층 구조가 “실존에 책임을 다하는 행위
자로서의 역할, 적극적인 행위를 수반하는 교육 주체들의 실존적 투신”을 망설이게 만들고,
이에 더해 다른 사람의 면전에서는 가급적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동
양적 인간관계 문화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2016, p. 6)".
이는 매우 타당한 주장이라고 여겨진다. 다만 이 연구는 사회구조적 원인에 초점을 맞춤으
로써 문화적 측면을 연구범위에서 배제한 한계를 가진다. 이는 추후 연구로 심도깊게 논의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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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할 필요가 있다9).

학급편성, 성과급제, 각종 상대평가 등)들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떻게 수립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논의는 또 다른 지면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

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교육주체들이 자기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인본주의적 교육행정 원리는 어

략하게 연구자의 짧은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10).

첫째, 교육행정 구현과정에서 교육주체들의 독자성과 특이성이 존중될 수 있어야 한

다. 최근 진화생물학의 논의에서도 발견되듯이 생태계를 가장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은 모든 교육주체들이 지닌 생태적 적소(適所 :한 생물이 환경 속에서 고유하게 갖는 역
할, 위치 및 지위)를 인정하여 자신의 독특한 정체성을 발현할 수 있을 때이다. 생태적

셋째, 교육주체들이 실존적 행위를 드러냄으로써 공공의 장의 주도자로 나설 수 있도

Arendt(1951, 1958)는

인간이 말과 행위를 통해 자신의 고유한 인격적 정

체성을 드러내는 일이 중요한 실존적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자아가 고유한 인격적 행위

자로서 자기를 실현하는 모습, 대중의 익명성에 숨지 않고 실존에 책임을 다하는 행위
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위를 수반하는 교육주
체들의 ‘실존적 투신

-

말과 행위를 통해 타인과 함께 존재하면서 자기를 계시하는 과감

한 모험의 감행(Arendt,

1958, p.240)’없이

정치권력이나 과학기술적 전체주의는 극복 불

2016년

여러 사건을 통해 목격한 바 있다. 이

적소를 이루는 자연에서 개체의 다양성을 이끄는 변이는 새로움이 잉태되는 원동력이 된

가능한 절대 악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따라서 교육행정의 일차적인 임무는 교육주체들의 개개인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자신

는 특히 학자들에게 요청되는 사항이다. 공공의 장의 행위자로 나서기 위해서는 교육주

통해, 전문직으로서 식견에 기반한 성찰적 과정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활동에 대해 의

며 사변적인 진리 추구를 넘어서 ‘삶에로의 투신하는 실천적 행위(praxis)’(Arendt,

의 적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있다. 교육주체들은 자신만의 정체성 형성을

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로소 교육주체들의 노동은 단순히 생존
을 위한 노동이 아닌 즐거움과 보람을 축적할 수 있고, 자아를 보살피고, 학생들을 위한
매력적인 노동이 될 수 있으며 자기소외를 극복하는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행정은 교육주체들이 타인과 맞서 있는 상태에 놓이는 외화(exteriorization)

를 통해 다른 인간으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하는 방향에서 구상되어야 한다. 진화생물학

과 행동경제학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호헤적 이타성11) 원리가 하나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데, 교실과 학교, 그리고 교육행정기관 내 모든 교육주체들간의 관계가 호혜적
협력이 가능한 여건조성을 우선적 과제로 고민해야 한다. 개성과 사고방식이 다양한 교

육주체들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세계와 대화하고, 개인의 무한한 자유가 아닌 집단적

책무성에 기반한 자율성 발현을 통해 공동체성을 생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지나친 성과중심의 교육내 차별적 환경을 조장하는 전략들(수준별

9) 연구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토론자 변기용 교수(2016)는 이상적 상태에 대한 규범적 논의
는 교육철학의 영역이고 응용학문인 교육행정학의 핵심과제는 사회적 제약 조건을 감안한
상태에서 가능한 최선(차선)의 상태의 모습과 실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
한 바 있다. 이는 학문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이 다름에서 출발한 지적이라고 생각하
며, 연구자는 교육행정학을 포함하여 모든 학문의 출발점은 철학적 접근 - 학문의 존재양태
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 이와 관련한 연구자의 입장은 최근 진화생물학의 두가지 원리, 생태적 적소와 호혜적 이타
성에 기반하여 교육행정을 재설계할 필요성을 주장한 글(송경오, 2014)과 학교혁신을 위해
교사의 전문적 정체성(identity)의 의미와 중요성을 밝힌 글(송경오, 2015)을 참조할 수 있다.
11) 호혜적 이타성이란 타인으로부터 보상을 기대하면서 타인에게 이타성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즉, 남이 해주는 대로 나도 행동한다. 진화생물학은 인간을 포함한 생물이 상호적이라는 점
을 보여준다. 순수하게 이기적인 사람이 극소수이듯 순수하게 이타적인 사람을 찾기 쉽지
않다. 대부분의 인간은 상대가 이기적일 때 자신도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만약 상대가 협동
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면 나도 협동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여기게 된다.

체들이 ‘철학함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지닐 필요가 있다. 철학의 본질은 단지 이론적이

1958)

에 있다. 따라서 교육주체들의 사유는 결코 이론적이며 사변적인 성찰이나 관조하는 것

이 아닌 오히려 그보다는 인간을 실천적 행위로 이끌어주는 원천으로 작용해야 한다.
교육주체들의 진정한 활동하는 삶이란 무사유적 행동이 아닌 철저히 ‘사유와 더불어 행
위하는 삶’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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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TRACT

Exploring the Self-alienation Phenomenon of Educators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Song, Kyoung-oh

(Chosun University)

Under the recognition that self-alienation is not a matter of personal level but a
serious social structural problem, this study has developed the conception of
self-alienation and explained the self-alienation of the educators. Specifically, this
study discusses theoretically how educational subjects experience self-alienation
dur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education administration, and how the results
of such self-alienation experiences appear. Then, it examines empirical cases through
interviews. First of all, under the high stakes performance-based administrative
system, the educators have experienced self-alienation, in which their labor is not a
creative and pleasant activity but a means of livelihood. In addition, due to the
isolated and discriminative working conditions, the educators have experienced
competitive alienation with their colleagues and difficulty in social relationships
between their colleagues. Educational actors who do not enjoy in the working
process have stayed in their private lives, and have experienced self-alienation in
which political activities that set common goals and pursue the common good in the
field of public opinion are almost exempted. Educational actors tend to be reluctant
to express their opinions without all sorts of reasons and judgments. In addition, it
happens that the disappearance of a profound deep player that makes original works
through complete immersion in the scene of education. And it is shown that
educators tend to obey the discipline and law of the organization, regarding as the
basis of ethical judgment.
[Key words] S elf-alienation, High stakes performance-based system, Authoritarian
administrative culture, Loss of subj ectiv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