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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농어촌 지역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중년기 여교사의 생애사 연구
를 통해 교직생활의 경험, 농어촌 지역 전문계 고등학교의 교육 현실 그리고 전문교과 교사
가 겪고 있는 딜레마에 대해 탐색하였다. 연구 자료는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다.
주요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문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중년기 교사의 교직생활의 경험은 시대에 따른 전문계고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반영하고 있었다. 결혼은 연구 참여자의 생애 국면 전환의 중요한 변
수로 작용하였으며, 출산 및 양육의 경험은 학생을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학
생관의 변화를 가져옴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전문계 고등학
교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학생과의 인간적 친밀감 형성이 전문계 고등학
교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90년대 후반 이후 갈수록 심화되어가는 농어촌 지역 및 전문계 교육의 침
체로 인해 교직생활에서 정신적 소진(消盡)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문교과의 축소나
폐과로 인해 학교 이동 시 심리적 불안을 겪는 등 심각한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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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은 사회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매우 다양한 시기를 경험
하고 있다(김동선, 2005). 과거에는 국가 발전의 기반으로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중추
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영광스러운 지위를 누렸던 시기도 있었지만,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직업세계의 빠른 변화,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학력화 현상 등으로 전문계고의 위상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전문계 고등학교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2005년
‘비젼 2030,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을 발표하면서 7가지 과제 중에서
첫 번째로 전문계고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계 고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 1차 평
생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2007-2011)’을 발표하는 등 전문계고 교육개혁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다(정철영, 2007).
전문계 고등학교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교육 개혁은 현장의 교육 여건을 반영한 정책
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굳슨(Goodson, 1992)은 학교 개혁이 강조되고 있는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교사에 대하여 알고, 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교사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블로우(Bullough)는 교사 개인의 생애 역사가 자신의 세
계를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에 영
향을 끼치기 때문에 교사의 삶의 역사를 들추어내어서 분석하는 작업은 교사 교육 연구와
교사 발달 연구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김영천, 2004에서 재인용).
이렇듯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교사에 대한 연구가 중요시되고 있으나 교사를 대상
으로 한 연구는 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에 편중되고 있다. 상대적
으로 전문계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한 수준이다. 전문
계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의사결정 양상(오영재, 2000), 교사
의 직업교육가치 성향 및 조직몰입(마상진, 2004), 교사발달(전승환․나승일, 2006), 교사의
역량(김진실, 2007), 교사 문화 연구(오영재․정지선, 2006 ; 박재범․양정호, 2006), 교사와
학생 갈등 양상(전영국․양은주․허희옥, 2002), 교육적 인간상에 대한 교사의 인식(김동선,
2005) 등이 있다. 그런데 이들 연구는 대부분 도시 전문계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농어촌 지역 전문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교사발달(전승환․나승일, 2006), 교
사의 역량(김진실, 2007)외에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생애사 연구를 살펴보면, 유치원 교사의 발달 과정과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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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교육적 경험의 의미의 탐색(박수미, 2002), 초등 초임교사나 중견 교사의 교사 발
달과정 및 교육적 경험 연구(서우석, 2005; 임현숙, 2008; 차헌주, 2007), 은퇴한 교사의 평
생을 통한 학습활동을 탐색(김성희, 2006) 등이 있으며, 그 외에 중등학교 체육교사의 직업
정체성 형성요인(류태호, 2000), 관리자의 삶의 모델을 제시하는 여교장의 생애사 연구(이성
은․윤연희, 2006; 정선숙, 20003) 등이 있다. 이러한 교사 생애사 연구는 대부분 초등 교사
나 관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와 시대의 급변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전문계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생애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오늘날 전문계 고등학교의 총체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교육 개혁은 도시 전문
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신설 및 전환에 치우치고 있다. 즉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은 교육 연구는 물론 교육 정책에서마저도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전문교과 교사의 교직생활의 경
험과 현재 전문계 고등학교의 실상을 탐색하는 질적 연구는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가르침’이란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무형의 대상이다. 그것은 학생들에 대한 마음과
가르치는 역량으로, 구체화될 수 없는 것이며 은유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Sache &
Smith, 1988). 헨리 밴 다익(Henry Van Dyke)은 ‘무명교사 예찬론’에서 새로운 교육제도를
만드는 것은 이름 높은 교육자이로되 젊은이를 올바르게 이끄는 것은 ‘무명의 교사’라고
하였으며(윤정일․허형, 2005), 굳슨(Goodson, 1992)은 교단에서 ‘여성의 삶’은 보다 숨겨진
것이 많으며 지금까지 중요한 정보들이 간과되어 왔음을 주목하였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
여 본 연구는 농어촌 지역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무명의 여교사의 삶과 가르
침이라는 무형의 대상에 관심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지역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전문 교과 여교
사의 생애사를 통해 교직입문에서 현재에 이르는 교직생활의 경험, 오늘날 농어촌 지역 전
문계 고등학교가 겪고 있는 교육 현실 그리고 전문교과 교사가 겪고 있는 딜레마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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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생애사 연구
본 연구는 전문교과를 담당하는 한 여교사가 교사로 성장해가는 과정과 전문계 고등학
교의 역사적 맥락이 반영된 전문교과 교사의 삶을 이해하고자 생애사 연구라는 질적 연구
방법을 택하였다. 생애사(life history)란 개인이 경험한 역사인 동시에 개인의 경험 속에 녹
아있는 역사이므로, 한 교사의 삶이 어떻게 교직 사회의 문화적 주제와 제도적 주제를 반
영하는지 알 수 있다. 생애사에서 연구 참여자가 연구자의 개입에 의해 그 자신의 삶에 대
해 반성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삶을 해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의 해석을 연구자가 재해석하는 것이다. 생애사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석의 과정을 통해 비로소 개별적인 개인의 경험이 문화적 의미를 갖
게 되고 공유할 수 있게 된다(조용환, 2005).
조용환(2005)은 한 개인의 교육적 경험의 역사적 흐름에 관한 연구를 교육 생애사라고
지칭한다. 생애사 방법으로 교사의 삶을 조명하게 되면 교직의 입문 동기, 실제 교육 현장
에 입문하여 교육적 경험을 축적시켜가며 교사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가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재구성하여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게 될 때
교사의 지식, 윤리, 감정, 생각 등을 공유할 수 있고 교사 행동의 바탕이 되는 사회적 맥락
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의 삶에 대한 생애사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자기성찰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
슈들의 당위성의 표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생애사 연구
는 자기반성과 성찰을 목적으로 하는 도구로서 대상자와 연구자는 자신의 위치성
(positionality)과 정체성(identity)을 새로이 형성 또는 재형성하는 기회를 갖는다. 이러한
기회는 결국 교사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학생이나 기타 교육적
환경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김영천·허창수, 2004).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의 생애 이야기는 심층 면담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생
애사를 포함한 질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적절하다. 생애사
의 주요한 연구 기법인 심층면담은 구조화되지 않은 질문을 통해 삶의 경험을 회상하여
들려주게 되며 중요한 경험인 경우, 질문을 통해 하나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복잡한 맥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수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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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농어촌 지역 전문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이하 'M'으로 호칭함)를 대
상으로 하였다. M(40대 후반, 여)은 상업교과를 담당하는 여교사로 전문계 고등학교 근무
경력은 21.6년이다. M의 남편은 광역시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7년 정도 주말부부 생활을 하
고 있다. M은 20년이 넘는 교직생활 동안 중소 도시나 농어촌 지역 전문계 고등학교에 근
무해왔으며, 사회적 삶과 개인적 삶을 성실하게 병행해온 교사이다.
본 연구의 단일한 사례는 연구의 일반화 문제에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성장하면서 전문계 고등학교 교단을 지켜온 M교사의 관점이 결코
개인적인 관점에 불과하지 않을 것이다. 연구 참여자의 삶에는 전문교과 교사로서 겪게 되
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시대적 애환이 묻어 있기 때문이다.

3. 연구자와의 만남
연구자가 M을 처음 만난 곳은 Y시의 외곽에 있는 한 전문계 고등학교에서였다. 당시 중
등학교 경력 12년차였던 나는 주로 광역시나 시(市)에 소재한 규모가 큰 학교에서 근무해
왔으며, 농어촌에 위치한 작은 전문계 고등학교에서는 근무한 적이 없었다.
그 해 3월에 처음 경험한 전문계 고등학교의 현실은, 그동안 교사로서 쌓아왔던 나의 아
성(牙城)을 철저하게 부숴주었다. 그 날은 수업시간 50분이 그렇게 길다는 것과, 교사의 권
위가 그토록 가볍게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은 날이기도 했다. 그 학교에서 아직
도 잊지 못하는 것은 영어 듣기평가 시험에 대한 기억이다. 시험지를 나눠주자마자 학생들
은 시험지를 접어 종이배를 만들어 머리에 쓰거나 비행기를 만들었다. 이것도 저것도 귀찮
은 학생들은 시험지를 받자마자 책상 속에 쑤셔 넣고 답안지에 답을 아무거나 찍고 자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스피커에서 들리는 영어 방송에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이전 학교에서
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생경한 모습이었다.
이러한 현실에 교사로서 적응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다. 이 학교에서 만난 M으로
인해 나는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수 있었고, 학생들과 씨
름하고 교감하면서 그들 덕분에 교사로서 좀 더 성장할 수 있었다.
생각해보면 M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소외된 지역에서, 소외된 학생들과 함께 하는,
소외된 평교사들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다. 그녀의 소박한 삶을 담은 이 소고(小考)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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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된 곳에서 외롭게 헌신하는 현장의 많은 전문계 교사들의 애환과 노고를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

4.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이 연구는 주로 2008년 3월부터 2008년 7월까지 5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그동
안 M교사를 5차례 만났으며 한 번 만날 때마다 2～4시간 정도가 소요되었고 메모와 녹음
을 활용하였다. 면담 초기에는 비구조화(unstructured)된 질문을 사용하였고, 네 번째 면담
부터는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연구 결과를 최종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서로의 의견
을 교환하며 연구결과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작업은 면담 및 전사하는 과정에서도 계속되었다. 연구대상의
면담이 계속됨에 따라 연구자는, 연구대상 이야기의 공통적인 범주가 발견되면, 면담을 하
면서도 순간순간 공책에 기록해두곤 하였다. 그래서 면담이 진행됨에 따라 이야기 속에서
끌어낸 분류 범주를 연구대상에게 이야기하고, 그 범주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끌어
내기 위해 질문을 세부적으로 추가하기도 했다.
연구자는 녹음이 끝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사하여 세밀한 기억을 놓치지 않으려
고 하였다. 전사한 내용은 그동안의 메모 내용과 비교하여 반복적 읽기를 계속하며 의미
있는 진술을 뽑아 범주별로 코딩(coding)작업을 하였다. 그리하여 공통된 범주로 묶은 이야
기들을 다시 읽으며 이야기 속에 담긴 연구 대상의 경험과 그 경험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의 검증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대상에게 연구결과의 분석 및 해석
을 확인하게 하고, 연구대상의 의도가 잘 드러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연구자와
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을 하였다.

Ⅲ.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는 교직 입문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직 생활의 전환점을 결혼과 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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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부터 체감되기 시작한 전문계 고등학교의 침체기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시기별로
나누면 먼저 교직 입문에서 결혼 전에 이르는 전문계고의 전성시대, 결혼으로 인한 교직
생활 변화의 시기, 마지막으로 전문계고의 쇠락의 시기 등 세 시기로 구분된다. 각 시기별
로 연구 참여자의 교직 생활의 경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문계고의 전성시대: 교직 입문부터 결혼 전 시기
M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집에서 2남 4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다. 초등학교까지 시골
에서 다니다가 광역시로 옮겨 중학교를 졸업하고, 일찍 자립하여 가계에 도움이 되길 원하
는 부모님의 바람대로 상업고등학교에 입학한다. M이 상업고등학교에 입학한 1970년대 후
반은 정부 주도의 산업화와 경제 개발이 가속화되던 시기로서, 정부의 강력한 개발정책에
힘입어 M과 같이 시골에서 올라온 유수한 인재들이 앞을 다투어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하던
시절이기도 했다.
우리가 다닐 때만해도 상고의 전성시대야. 공부를 잘 하는 애가 갔지. 거길 수석으로 갔는
데 가 갖고는 열심히 안했어. 아버지가 대학을 안 보내준다고 하니까. 난 대학에 가고 싶
었어. 내가 교사를 하고 싶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늘 생각했던 거야. 왜냐면 시골에서
가장 상위의 생활이 교사니까. 근데 집에서는 대학을 안 보내준다고 하고, 선생님은 “은행
에 가거라, 은행에 가거라.” 그러고. 아빠는 대학에 안 보내준다고 하는데, 우리 엄마는 내
가 너무 간절히 원하니까 “00야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라.” 그래. 엄마가 보내준다고. 엄
마는 아빠한테는 대항 못 하고 나한테만 말했지.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어.

M은 어머니의 헌신적인 지원(그녀의 표현에 의하면, M의 아버지는 시골의 전형적인 ‘한
량(閑良)’이었고 실질적으로 어머니가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다고 한다.)으로 사범대에 진학
하여, 그야말로 정통 전문교과 교사의 길을 가게 된다. M이 교사의 길을 선택한 계기는 보
다 ‘상위의 생활’을 꿈꾸는 사춘기 시골 소녀의 순수한 바람에서였다. 그런데 M은 대학교
를 졸업한 후, 그 당시 갑작스런 교사 발령 정체로 2년 반을 쉬게 된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학에 겨우 입학한 그녀에게 사범대 발령 정체의 기간은 서럽고 힘든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졸업하고 2년 반을 쉬었으니 집에서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몰라. 학원도 뛰고 했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구박하는지 죽고 싶을 정도였어.(중략) 한 번은 너무 구박이 심하니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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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녘에 집을 나가버렸어.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하염없이 들판을 걸었어. 집에서 멀리
있는 한 초등학교 교정까지 걸어가 계단에 앉았는데 달이 뜬 거야. 갈 때는 울면서 갔는
데, 그 풍경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내가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왜 죽어?’ 하면서 돌아갈
때는 노래 부르면서 갔지.(웃음)

시골에서 유년기를 보낸 M은 교직에 입문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삶의 터전이 대부분
농어촌 지역이었다. 그래서 자연은 M의 삶에서 늘 위안의 대상이었다. 오랜 통근 생활에
이력이 나기도 하지만, 도시에서 벗어나 이 지역으로 들어서면 M은 기분부터 상쾌해졌다
고 한다. M에게 이곳은 20년이 넘는 교직 생활의 애환이 담겨 있는 곳이다.
M은 교직 입문부터 결혼 전에 이르는 시기를 자신의 교직 생활의 전성기로 기억한다.
6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었지만 학생도 교사도 모두 활기찬 시절이었다고 한다.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즐거운 시절이 아니었을까 생각돼. 학생 수가 지금에 비하면 말
도 못하게 많았지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기의 꿈이 있고 나는 나대로 가르치는 게 정
말 재미있었지. 그땐 학생 수가 많아서 힘들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 교사
의 권위가 지켜지고 아이들도 순순하고. (중략) 그땐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
야겠다는 생각이 제일 많았지. 자격증도 많이 따게 하고. 학생들과 친구같이 지내면서도
가르칠 때는 정말 엄격하게 열심히 가르친 것 같아.

이 시절 M은 자신이 어렵게 대학에 들어가서 배운 교과 내용을 학생들에게 열심히 가
르쳐서, 학생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사로서 가장 유능한 일이라고 생각
하였다. 교사와 학생이 미래를 향한 꿈을 가질 수 있었던 시기, 전문계 고등학교의 시대적
전성기는 M의 개인적 삶에서도 전성기로 기억될 만큼 가장 즐거웠던 시기였다.

2. 학생관 변화의 시기: 결혼과 출산의 의미
M은 서른둘이라는 당시로서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된다. M은 결혼과 함께 삶의
많은 것이 변화했다고 이야기한다.
결혼이라는 것은 삶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 여자들은 결혼
을 하면서 전혀 다른 삶을 갖게 되잖아. 그전까지는 ‘나’의 삶이었는데 이제 삶의 테두리
가 달라져버려. ≪삶의 테두리가가 달라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나의 삶’은 없어지
고 더 큰 가족이 생기는 거잖아. 양가 집안으로 크게. 이전에는 학교생활이 전부였고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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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 가정에 많이 신경쓸 때가 온 거지. 삶이 힘들어지는 거지.

여성이 발달 단계에서 겪게 되는 생애 사건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Hughes는 여
성들은 삶의 단계에 따라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따라 가르치는 일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Charters(1970)는 여교사들의
참여도는 그들의 삶의 주기와 함수관계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교사들의 에너지와 흥
미는 가정과 일 사이에서 분명한 그리고 규칙적인 리듬을 가지고 움직이며 기혼자는 미혼
자와 다른 길을 간다(Lortie, 1975). M은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 있는 곳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 본격적인 통근 생활이 시작되며, 삶의 에너지가 학교와 가정으로 분배되면서 삶이 힘
들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결혼은 교사로서, 인성지도 측면에서 학생 지도의 질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자식을 낳다 보니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 교육관이 달라진 거지. ≪구체적으로 교육관이
어떻게 달라진 걸까요?≫ 예전에도 물론 학생들을 예뻐하고 그애들 성적에 많이 신경 쓰
고 그랬는데, 내 아이를 낳고 보니 학생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
닫게 된 거야. 그러다보니 학생들을 다루기가 보다 조심스러워져. 그전엔 “이럴 땐 이래야
된다.” 이런 말을 엄격하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진짜 어렵지. 하나하나가 다 귀하잖아.
좀 더 그 애 입장에서 배려하게 되고. 사랑이 깊어진다고 하나. 예전처럼 그렇게 학생들에
게 엄격하게 되지 않아.

‘출산’의 경험을 통해 M은 학생들을 ‘소중한 생명’으로 체감하면서, 학생 개개인의 고유
한 품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들을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교사의 관점에서 학생을 보기보다 그들의 입장에서 좀 더 이해하는 쪽
으로 생각이 변화했다고 한다. 즉 교과 내용의 전수에 중점을 두던 미혼 시절과 달리 학생
들의 인성적 측면에서 보다 섬세한 모성적인 시각으로 그들을 돌보게 된다.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엄마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하지. 아
버진 조건적 사랑이고. 예를 들어서 자식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냉정해질
수도 있는 사랑이야. 나는 자식을 키우면서도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아빠 역시
유대관계가 있긴 한데, 엄마는 열 달 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는 자기 몸 자체잖
아. 남자는 객관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엄마들은 ‘객관성’을 상실해버려. ≪객관성의 의미
는 어떤 건가요?≫ 음. 아이를 별개로 보고 외적인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 거? 결혼하는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해. 엄마 아빠가 되는 것처럼 위대한 일이 있는가. 엄마가 되면서 학
생들을 대할 때 객관성은 반 이상 상실했다고 봐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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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에게 있어 출산과 육아의 경험은 학생관이 변화되는 계기로 작용하며, 학생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좀 더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여교사의 교직생활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교사의 관점에서는 남교사와 달리, 교사
로서의 능력개발이 업무능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여교사들에게 있어 교사가 책임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학생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학생의 입장에서 그들이 잘 성장하도록
잘 가르치는 일로 생각된다(김경희, 2003).

3. 전문계고 쇠락의 시기: 농어촌 지역 전문계 고등학교의 현 주소
바람 속에 묻혀 포기하든지 아니면 바람 속에 우뚝 서서 나아가든지.
Whistle down the wind or whistle in the dark
- 윌리스(Willis, 1978)
오늘날 농어촌 교육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농어촌 인구가 도시로 급격히
이동해감에 따라 농어촌 학교는 학생 수 감소, 교원의 감소, 재정의 축소 등의 타격을 받
게 되었다. 이는 교원의 업무를 배가시키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
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사기저하, 학습력의 하향화를 초래하여 농어촌 학교를 떠나게 하
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두휴, 2004; 이정선, 2005).
M은 90년대 중후반부터 농어촌 지역 전문계 고등학교의 어려움이 서서히 현실화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 최고점에 다다른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M의 이야기는 대부분
이 시기에 겪는 교육 현장의 심각한 상황과 이러한 시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중년기 교사
의 어려움으로 가득 차있었다. 그만큼 전문계고의 침체는 오래되고 심각한 것이었다.

가. 학생 지도의 어려움
나는 실업계, 전문계 고등학교에만 있었잖아. 어떻게 보면 내가 전문계의 흥망의 길을 같
이 간 거야. 교단에 처음 섰을 때만 해도, 학생들은 사회적으로 선호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좋았어. 한 반에 육십 명이 넘었지만 그
때는 교사로서 내 말이 권위가 있었으니까 숫자가 많아도 다 따라왔어. 90년 대 초까지는.
근데 그 뒤로 학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버리잖아. 지금은 한 반에 숫자가 열 명도 안 되
는 교실이 있어. 그런데도 우린 허덕거리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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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의 절대 빈곤층의 증가로 인한 결손 가정 증대는 학생들의 교과지도는 물론
생활지도 문제에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 M이 현재 근무하는 학교 역시 한 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이 많아 정서적으로 불안정적인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가정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공부의 동기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잦은 결석과 가출을
하게 된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써보고 그림을 그려보라고 한 적이 있어. 한 애가 뜻
밖에 엄마의 산소를 그리고 그 옆에 ‘엄마......’라고 만화의 말주머니에 썼더라고. 실은 그
애가 학교에 잘 나오지 않는 애야. 그 애는 늘 돌아가신 엄마를 불러보고 싶었던 거야. 엄
마가 한창 필요한 나이에 이 애들은 오죽할까. 마음이 아프지. (중략) 학생들과 상담하다
보면,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돼.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가정환경 자체가 불
안정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애들이 대다수야.

도시 전문계고에 유입되지 못한 최저 성적의 도시 학생들은 농어촌 학교에 입학하여 원
거리를 통학하며 다니기도 하는데, 이들의 잦은 결석과 지각 그리고 가출은 학교 분위기를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이러한 학생들이 함께 모여 있는 농어촌 전문계 고등학교의 생활지
도 문제는 교사에게 가장 큰 고심거리이다. M교사는 경력이 2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수업
시간에 곤혹스러운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여교사가 들어오는 수업시간이면 학생들은
더욱 흐트러져서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전문계는 진짜 교사의 찐을 빼버려. 당장에 수업에 들어가면 수업을 몇 분 못할 때도 있
어. ×자를 선생님한테도 해버려. 나한테도 수업시간에 ×라고 욕을 해. 걔가 그래. “선생님
제 입에서는요, 컴퓨터처럼 욕이 나와요.”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애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갈수록 업이 돼버린 거야. 어떨 때는 교실에 들어가기가 무서운 반도 있
어.(중략) 수업시간에 어떤 말을 들어도 가능하면 그냥 넘기려하지. 그렇지 않으면 가만 둘
수 없는 말들이 부지기수니까. 대놓고 말해도 그냥 못 들은 척 지나가고. 그래야 수업이
진행되니까. 갈수록 이 지역 전문계 학생들은 그렇게 돼버렸지.

전문계 고등학교의 이러한 현실을 처음 접하는 전입 교사들은 교단의 하루하루가 충격
의 시간이 된다. 그래서 일부 교사들은 학교생활 내내 “떠나겠다.” “학생들을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전문계고의 지난 영화(榮華)의 세월을 기억하는
전문교과를 담당하는 교사 역시 지금 이 현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갈수록 힘들어지는 교
육환경은 교사들을 침체시키고, 일부 교사는 나태함의 극치를 보여주기도 한다. 교사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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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이 지역 전문계고의 앞날을 더욱 어렵게 한다.
여기 전문계 교사들은 이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몸 쉬러 온 사람, 승진을 위해서 온 사
람. 그런데 전문교과 교사들은 갈 곳이 없잖아. 그러다보니 애들 이상으로 젖어 가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그 게으름이 얘들한테까지 연장이 돼. (중략) 전문계 고등학교가 오랜
시간 동안 쳐지면서 교사도 그렇게 쳐지는 것 같아. 환경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거지.

특히 학생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많은 담임교사의 역할은 생활지도에서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전문계 고등학교에 있는 교사들은 대부분 승진에 필요한 점수가 부여되는 부장 교
사를 선호하며 담임교사는 기피한다. 담임교사가 힘든 이유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안 되는 나무가 쉴 새 없이 교사를 흔들기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생활지도의 어려움은 교사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한다.
심지어 한 반에 여섯 명인 경우도 있어. 근데 그 애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머리가 빠지게
고민을 하는 거야. 내가 교사로서 해야 할 역할은 자꾸만 커지는데 거꾸로 애들은 교사의
역할을 갈수록 축소시키거든. 선생이 별거냐 식이지. (중략) ‘내가 교사로서 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이런 의심이 들 때가 많아. 이만한 경력이 되었으면 교사로서 더욱 숙련되어야
할 텐데 자꾸 학생들과 갈등하면서 엇나가게 되고. 자신감이 저 아래까지 떨어져.

나. 학생들과의 갈등 속에서 교사로 성장하기
농어촌 지역 전문계고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생활지도에서 번번이 실패를 경험한다. ‘교
사가 성심어린 지도를 하면 학생은 변화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오히려 교사로 하여금 자
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나 자책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학생들은 교사의 바람만큼 그리 쉽
게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학교였다면 진작 성과가 있었을 지도 방식이 여기에서는
쉽게 통하지 않는다(하인호, 1996). 이곳은 교사의 인내심과 열의를 좀 더 요구한다.
보통 일반계 학교에서는 늦어도 몇 달이나 한 학기 정도 지나면 학생과 교사가 서로를 파
악하고 맞추게 되잖아. 근데 여기선 그게 안 돼. 이제 학급 분위기가 됐다 싶으면, 누가
또 땡땡이치고, 가출해서 몇 날 며칠 안 나오고. 한 녀석이 들어오면 다른 녀석이 나가고.
언제나 제자리 걸음이야. 매일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지. 그러니 담임이 힘들지. 오늘도 무
사히 학생들이 다 왔구나. 그러면 그 날만큼은 정말 행복한 날이야. 맨날 전화기 붙들고
학교 나오라고 씨름하기 일쑤지. 학생을 찾아 나서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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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학생들을 다루기 힘든 근본적인 이유는 학생들 자
체가 학업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M은 이야기한다. 도시 전
문계고나 인문계고에 가지 못한 패배의식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끌어올
리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라고 한다(신수진, 1996; 하인호, 1996).
아이들 학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한 시간 내내 수업한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야. 일반
계 고등학교보다 우리 학교 애들을 가르치기가 더 힘들 거야. 우리 애들은 기본적으로 자
신이나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 사실 학생 대부분이 이 학교에 다니게 된 것을 부끄
러워하지. 그리고 가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지 학업 자체에
열정이 없어. 노는 것도 열정이 있어야 재미있게 놀잖아. 특별한 목표가 없으니 무기력하
고. 그런 애들을 늘상 대하다보니,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교사도 의욕을 잃게 돼.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학생 지도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와 학생 사
이에 ‘인간적인 친밀감’ 이 필요하다고 M은 말한다. 학생들의 잦은 결석과 가출은 교사의
지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즐거움을 찾는 한 방편으로 교사
는 학생들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 또한 그러한 친밀감을 통해 교사는 학
생들의 의욕과 자존감을 살려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해야한다.
생각하면 애들이 가정적으로 방황을 안 할 수가 없어. 나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전문계 학교에서 교사의 성취가 진짜 필요한 부분은 교사들
의 ‘인간적인 역할’이야. 진짜로 그래. 이런 애들에게 심하게 대하면, 거꾸로 애들은 학교
도 싫어질 수 있는 거야. (중략) 쉬엄쉬엄 학교 나와서 애태우는 말썽꾼들이 결석 안 하고
학교에 나오면 정말 그 자체로 예뻐. 그러면서 애들이 학교에 정을 붙이는 거지. 생각해보
면 이 사회에서 학교만큼 이 애들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곳이 없잖아.

인간적인 친밀감이 바탕이 되어야 효과적인 교과 및 인성지도가 가능하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가 형성된다. 이러한 신뢰감 속에서 교사는 학생의 삶에 좀 더 의미 있는 존재
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며, 그들의 성장에 보다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우리 학생들은 000 선생님이 오면 교복을 고쳐 입어. 내가 아이들한테 “너희는 다른 선생
님이 지적하면 투덜대면서 그 선생님한테는 다르구나?” 하니까 애들이 “그건 아니에요. 그
선생님은 무섭지만 수업할 때는 재밌어요.” 하더라고. 애들이 그 선생님을 좋아해. 수업을
재미있게 하니까. 우리 애들이 원하는 수업이 재미있는 수업이야. 무서워서 권위 때문에만
애들이 고개를 숙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만약 그 선생님이 강압적인 것만 내세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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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애들이 욕하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따르지 않을 거야.

교사와 학생들과의 교감(交感)은 주로 수업시간에 이루어진다. 농어촌 지역 전문계 고등
학교에서 유능한 교사란 ‘인간적인 친밀감의 바탕 위에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결코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매우 힘든 일이다. 교사와 학생이 안정적인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까
지는 오랜 갈등을 담보로 한다. M은 학생들과 갈등하고 고군분투하면서 학생이 처한 가정
환경을 세세하게 다 알고 나서야 그 학생을 이해하게 된다고 한다. 학생의 가정사를 함께
걱정하며 학생과 교사는 가족 같이 친밀해진다.
M은 잦은 지각, 결석, 가출 등으로 힘들게 하던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의 건실
한 일꾼으로 자기 몫을 잘 해내고 있을 때 보람을 느낀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경험에 비
추어, 학생들이 ‘인생의 힘든 시기에 방황했을 뿐, 언젠가 때가 되면 자신의 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M은 교사란 ‘학생을 기다리는 직업’이라고 표현한다.
나는 이런 것을 기대해봐. 엊그제 내가 8년 전에 담임했던 애들이 나를 그렇게 찾았나봐.
(중략)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아이들을 기억하지. 교사는 그래도 ‘아픈 손가락’
이 남는 거야. 그 ‘아픈 손가락’들은 운전하는 나를 발견하면, 길 가다가도 뜬금없이 ‘선생
님!’ 불러. 그런 애들이 따뜻한 애들이 많아. 가정적으로 방황을 안 할 수가 없었어. 애들
의 사춘기가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늦으면 고 3까지 가버리잖아. 환경도 안 좋은 애들
이 그 과정을 넘는 게 힘들었던 거야. 그래도 넘고 나면, 언제 태풍이 불었나 싶게 평탄하
게 가는 건데. 교사는 그 과정을 ‘기다려주는 직업’ 같아.

M은 학생들과의 갈등 속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오랜 기다림을 배우게 되었다
고 한다. 학생의 성장을 기다리면서 M 역시 교사로 성장하고 있었다.

다. 중년기 교사의 애환
중년기 교사는 교단의 주축이 되는 연령대로서, 교육의 경험이 풍부하고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읽는 안목과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어 학교 조직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다. M은
중견교사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는 교사이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학교에서 암묵적으로 기대하는 역할이 있더라고. 이건 승진과 상관이
없는 일이야. 그냥 선후배 교사들 사이에서 조용히 나서서 도와줘야할 일들이 보여.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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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어려움을 떠안기도 하고 젊은 교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대화하면
서 가운데서 풀어주는 역할도 하게 되고.

M의 이러한 모습은 어머니의 정신적 유산(遺産)인 듯하다.
우리 엄마가 동네 상담원이었어. 엄마는 아빠한테만 꼼짝 못하지, 동네 여기 저기 말을 다
들어줘. 동네 아줌마들이 엄마한테 하소연하고 있는 걸 많이 봤지. (중략) 학교 샘들이 ‘내
말이 무섭다’ 그래. 나보고 그래. “M선생님이 왕언니니까 M선생님이 정리해주면 다 되잖
아.” 이런 식으로. 3월에 다들 서로 00부장을 안 하려고 하잖아. 00부장 업무가 예산과 관
련돼서 골치 아픈 일이 굉장히 많거든. 서로 그 업무를 안 맡으려고 티격태격해. 그래서
내가 우리 실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랬지. “그럼 이번엔 내가 부장할 테니까 내년부터는
돌아가면서 부장하세.” 싫은 일을 내가 먼저 맡아버리니까 나한테 뭔 말을 못 하지. (중략)

흔히 교직사회는 ‘개인주의 문화’라고 하지만(나재주, 1999; 오영재·정지선; 2006; 이혜영·
류방란·윤여각, 2001; 정하소, 2004; 황석도, 2002), M은 학교 조직에서 사심을 버리고 먼저
행동으로 실천하는 조직의 윤활유 같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동료교사들도 그녀의 말에 무
게감을 느끼고 존중하였다.
실습시간에 학생들이 빵도 만들고, 향수 주머니 같은 걸 만들어. 그러면 관리자나 선생님
들이 뭘 좀 바래. 그러면 나는 항상 경계를 지켜. “뭐 만들었다고 바라지 마세요. 공짜라
도 중독되지 마세요.” 그래. 보기 안 좋잖아. 세상 사람들은 좋은 건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것도 두루뭉실하게 말하잖아. 나쁜 건 말도 하지 않지. 근데 나는 그것을 못 참고 말해줘.

M은 나이가 들면서 학생과 후배교사들 사이에서 거리감을 느끼게 됨을 이야기한다. 평
교사로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학생들과의 세대 차이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의미하며,
학생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엷어져 감을 의미한다.
교사의 나이가 애들의 세대를 너무 뛰어 넘는 것은 공감이 안 되는 일이야. ‘내 욕심만으
로 애들 앞에 서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요즘 들어. 나이 들어서 눈이 잘 안보이니까
수업시간에 안경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하는데 애들은 그런 모습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할머니 같은 모습이잖아. 나는 그것을 어쩔 수 없음이라 치부할지 모르지만, 애
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 (중략) 똑똑하고 야무진 후배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필요
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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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은 승진을 목표로 하지 않은 평교사이다. 오랜 주말 부부 생활을 하면서 남편을 대신
하여 가정을 좀 더 돌아봐야 하기에 그녀는 승진을 포기했다. 관리자로 승진하는 동료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그들과 다른, 자신의 삶의 목표는 과연 무엇인지 자문하
게 된다고 한다. 목표의식 없이 부유하는 이 지역 전문계고 학생들처럼, 자신도 침체된 분
위기에 동화되어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생기기도 한다.
목표의식 없는 애들과 사는 것은 정말 힘들 때가 있어. 하루 이틀이지. 어떨 땐 나 자신도
아이들 수준대로 같이 가는 거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 내가 힘이 있을 땐 분위기를 전환
시켜 학생들을 업시키려 애를 쓰기도 하지만 그게 지쳐.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몇몇 학
생들과 씨름하다보면 갑자기 내 자신이 팍 주저앉는 느낌이 들어.

중년의 M은 최근 침체의 시기를 겪고 있는 듯했다.

라. 전문교과 교사의 딜레마
농어촌 지역 전문계고의 험난한 교육 상황에서 많은 교사들이 학생 지도의 어려움도 겪
지만, 전문교과 교사가 겪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은 따로 있다. 그것은 ‘학교 이동의 불안함’
과 전문계 고등학교의 지속적인 침체에서 비롯되는 정신적 자원의 ‘소진’이다.
M은 남편이 광역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관계로 7년이 넘게 주말 부부를 하고 있다. 남
편 없이 가정생활의 대부분을 혼자서 감당해야하는 부담감과 자녀 교육상 아버지의 부재
로 인한 어려움으로 M은 광역시 근교로 옮기고 싶어 했다. 그래서 연례행사처럼 매년 학
교이동 희망원을 내보지만, 높은 경쟁률로 인해 이동은 거의 기대하지 못한다.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농어촌이라는 지역적인 특성, 즉 자녀교육, 교통 불편, 문화적 혜택의
부족 등과 같은 요인 때문에 농어촌 학교를 떠나고 싶어 한다. 그들은 ‘도시로 나가기’ 가
학교생활의 목표이다(김명채, 2002; 이두휴, 2004). 그러나 오랜 시도가 불발로 끝난 M은
‘도시로 나가는 것’을 이제는 거의 포기하고 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 전문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전문교과 교사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는 학교 이동이다. 전문교과 교사의 경우 일반계 교사와 달리, 자신의 과가 개설되어 있는
몇몇 한정된 전문계 학교 중에서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인사이동 때만 되면 극심한 스트
레스를 받는다. 더구나 농어촌 지역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전문교과 자체가 축소되거나
심지어 폐과되기도 하기 때문에 교원 수는 늘 감축된다.
연구자와 M이 함께 근무했던 학교에서도 얼마 안 있어 학교 내부적으로 학생수급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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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폐과’에 대한 논의가 일었고, 얼마 후 M이 맡은 학년을 끝으로 그 학교에서 M의 과
는 완전히 사라졌다. 평생 몸담아온 교과가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자신의 한
역사가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후 M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다. M은 자신의
교과 외에 다른 방편을 찾아서 00과목의 부전공 연수를 받기도 했지만, 그 과목 역시 이동
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학교 이동은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핵심요인이었다.
인사철만 되면 나는 머리를 싸매야 돼. 학생들이 없어 과조차 없어지고. 우리 과는 이때만
되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여. 내가 갈 자리가 있을까. 어느 곳으로 가게 될까. 그 학교
에서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잠이 안 와.

교직은 스트레스가 높은 직종에 해당한다. 다른 전문 직종에 비하여 교육과 연관된 직종
특히 교사의 경우 감정적 탈진 및 냉소주의 등 소진현상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Borg, Riding, & Falzon, 1991; Capel, 1991; Hackman, Bakker & Schaufeli, 2006;
Kyriacou, 2001, 한광현, 2008에서 재인용).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기인하는 높은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인해 전문계 교사들의 정신적 자원은 점차 소진되어 간다. M은 소진(消盡)이 전
문교과 교사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후유증이라고 생각한다.
실은 나는 학교에서 참고 집에서 폭발하기도 해. 사실은 학교에서 너무 참아서 그래. 우리
는 집에 가면 교사가 아니잖아. 오죽하면 우리 딸이 “엄마, 나한테 좀 친절하게 해주라.”
그래.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관대하고 친절하고 늘 칭찬하면서. 왜냐면 학교에서
는 어찌되었던 그 애들의 좋은 점을 찾아내야 하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그 애들이 학교에
있질 않잖아. 맨날 뭐라 그러면 걔가 학교에 올 수 없잖아. 그러니 학생들에게는 더 자상
하게 대하게 되고, 집에 오면 반대가 될 때가 많아.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전문계 교사는 환경적으로 매우 힘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스트레
스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쉽게 소진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 부정적인 태도와 행
동양상이 증가하게 된다(Singh, Goolsby & Rhoads, 1994, 한광현 2005에서 재인용). M은
농어촌 지역 전문계 고등학교 교사로서 오랜 피로감을 이야기하며 교사에게 ‘휴식년’이 있
었으면 하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한다.
나는 교사 ‘휴식년제’ 라는 게 사실은 일반계든 전문계든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냥 휴식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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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미가 없어. 여교사 같으면 결국은 살림밖에 안 하게 되니까. 그러니 완전히 자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제도적으로 갖도록 하게 하면 좋겠어. 여행을 다녀와야 한달지
그런 정확하고 세부적인 규정을 주면 자기를 성찰할 수 있고, 자기의 소중함도 알고. 휴식
년을 주되, ‘니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배부른 소리라고 할 수 있는
데 교사는 회사업무와 다른 것이 사람을 다루는 일이잖아. 교사가 지쳐있는 상태에서는
스트레스가 곧바로 학생들에게 가버리거든. 스트레스가 자기 정점에 달했다고 생각하면
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좋겠어. 월급이 안 나와도. 본인이 원한다면 그
런 식으로 충전의 시간을 줄 수 있다면 좋겠어.

마지막 면담시간에 M은 휴직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재충전의 시간을 간절히 원했던 M
이 결국 휴직을 선택한 것이다. 오랜 주말 부부의 생활을 접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배움을 깨치면서 M은 교사로서 충전의 시간을 가져 보겠다고 했다.
잠시 이곳을 떠나 다른 곳에서 나를 리프레쉬시키고,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오고 싶어.(중
략) 근데 막상 휴직을 하려고 하니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돼. 그래도 최소한 지금의 나보
단 좀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해. 나아져야지.

‘직업인’이 아닌 ‘교육자’로 남고 싶다는 M은 중년의 기로에서 인생의 한 고비를 넘고
있었다.

Ⅲ.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농어촌 지역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여교사의 교직생활의 경험을
생애사적 연구 방법을 통해 탐색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교직생활의 경험은 시대에 따른 전문계고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반영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전문계고가 전성했던 시절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상업
계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동계열의 사범대학에 진학하여 전문교과 교사가 되었으며, 90년대
이후부터 지속된 전문계고의 침체가 최근 그 정점에 이르면서 이전의 교직생활과 다른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전문계고 전성 시기의 교직생활을 ‘가장 즐겁고 활기찼던 시절’이라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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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하였다. 그런데 90년대 초까지 유지되었던 전문계고의 전성기가 사회적인 고학력화 추
세에 따라 그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하면서, 연구 참여자는 서서히 교사로서 자부심과 자존
감을 상실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특히 농어촌 교육은 전문계고의 총체적 위기 및 농어
촌 지역의 절대빈곤층의 증가로 인한 결손 가정 증대, 농어촌 학교의 학생 수 급감, 그리
고 학습력 저하 등으로 위기에 봉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연구 참여자는 학생지도의 어
려움에서 기인하는 정신적인 소진 및 전문교과의 축소 및 폐과로 인해 학교 이동시 심리
적 불안을 겪는 등 심각한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었다.
둘째, 연구 참여자는 ‘결혼’을 교직생활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전환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출산과 양육의 경험은 학생 개개인을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게 하는 ‘학생관’의 변
화를 가져오며, 학생에 대한 이해를 보다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학생
에 대한 모성적 돌봄은 학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이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
는 자양분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버트 등(Butt, Raymond & Yamagishi, 1988)은, 교사는 사
적인 삶에서 공적인 가르침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며 여교사가 가진 특성에 주목하였다. 이
는 삶을 통한 교사의 경험과 배움, 사고 습관 등을 연구하는 것이 교육연구에 중요한 밑바
탕이 됨을 시사한다(Ben, 1995; Pajares, 1992; Sache & Smith, 1988).
한편 여교사의 경우, 결혼과 함께 가정과 일을 병행해야 하는 경험은 삶의 힘든 기간으
로 인식되며, 특히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은 교사로서 자기개발을 잠시 ‘유보’시키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 역시 결혼과 함께 시작된 통근 생활 및 주말 부부 등의
어려움으로 승진에 대한 생각은 접게 되었다. 이는 여교사의 ‘자녀 양육의 경험’이 부정적
요소와 긍정적 요소로 동시에 작용한다는 초․중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윤식
(1999)의 사례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셋째, 연구 참여자는 농어촌 지역 전문계 고등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실현 과정에서 교사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교사로서의 지속적인 반성을 통해
학생과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었다. 열악한 교육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는 학생에 대한
인간적인 친밀감의 바탕으로, 학생들과의 갈등 속에서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좀더 학생의
눈높이에 다가가는 생활지도를 펼치고 있었다. 이는 전문계고의 생활지도에 있어 통제의
원리와 인간적인 감화의 원리가 병행되어야함을 지적한 오영재와 정지선(2006)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는 농어촌 지역 전문계 고등학교의 지속적인 침체 및 주말 부부라는 외
적, 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정신적인 소진을 경험하고 있었다. 결국 연구 참여자는 교사로서
재충전을 위해 자율적인 휴직을 선택하여, 휴직 후 새로운 교사로 거듭나기를 결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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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교육관의 변화’와 같은 특정한 기준을 적
용하여 교사의 생애사를 탐색하는 방법도 의미 있을 것이다. 교육 현장은 불확실하고 불안
정하며 특수하고, 가치갈등 등을 특징으로 하므로(Schőn, 1983), 교사 개개인은 다양한 환
경과 맞닥뜨리면서 교육관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교사는 상황에 맞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육을 고민하는 ‘연구자’이자 동시에 변화무쌍한 교육 환경에 효과적인 교육 방식
을 찾아가는 ‘실천가’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의 경험이 현재 농어촌 지역 전문계 고등학교의 모든
전문교과 교사를 대표한다고는 볼 수 없다. 전문교과의 종류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에 따
라 그리고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교사가 체감하는 현실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본 연구 결과를 전문교과 교사가 보편적으로 겪는 현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상업
교과’라는 특정 교과의 사례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 전문계 고등학
교에 근무하는 다양한 전문교과 교사의 경험에 대해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고, 이 연구들이
종합, 분석될 때 좀 더 보편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422 -

농어촌지역 전문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의 생애사 연구

▣ 참 고 문 헌 ▣

김경희(2003). 평생교육 관점에서의 여성의 경험 고찰: 여교사의 삶과 경험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
연구 9(1). 1-28.
김동선(2005). 실업계고등학교 교육적 인간상에 대한 교사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김명채(2002).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 9․10월호. 18-21.
김성희(2006). 은퇴한 노교사의 평생학습 생애사 분석.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영천(2004). 교사의 삶에 대한 생애사적 연구: 연구동향과 예들. 열린교육연구 12(2). 79-105.
김영천·허창수(2004). 생애사 텍스트로서의 교육과정연구. 교육과정연구 22(4). 49-81.
김진실(2007). 전문계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역량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3). 45-68.
나재주(1999). 교사의 생활세계와 교사문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마상진(2004). 전문계 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교육 가치 성향과 조직 몰입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
대학교.
박수미(2002). 유치원 교사의 생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재범․양정호(2006). 특수학교의 중․고등부 교사문화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3(3). 231-254.
신수진(1996).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달라: 실업계 아이들, 그 분노와 좌절. 우리교육 10월. 50-53
오영재(2000). 실업계 고등학교 내 의사결정의 양상과 그 성격. 교육행정학연구 18(2). 329-346.
오영재․정지선(2006).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문화에 대한 질적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4(1). 69-96.
윤정일․허형(2005). 훌륭한 교사가 되는 길 서울: 교육과학사.
이두휴(2004). 농어촌지역 학교의 교직문화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4(1). 69-99.
이성은․윤연희(2006). 초등학교 여교장의 교직 생애사 연구. 열린교육연구. 14(2). 209-224.
이윤식․김병찬․김정휘․박남기․송광용․이성은․전제상․정영수․정영수․정일환․조동섭․진동
섭․최상근․허병기(2007). 교직과 교사. 서울: 학지사.
이정선(2005). 농어촌 소외학생의 교육결과를 향상시켜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 1월호. 79-84
이혜영·류방란·윤여각(2001). 중등학교 교사의 생활과 문화 연구보고 RR 2001-4. 한국교육개발원.
임현숙(2008). 두 초등학교 교사의 생애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정선숙(2003). 초등학교 세 여교장의 생애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전승환․나승일(2006).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발달특성과 전문성의 관계. 농산교육과 인
적자료개발 38(2). 181-210.
전영국․양은주․허희옥(2002).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나타나는 교사와 학생의 갈등 양상에 대한 질
적 연구. 교육학연구 40(5). 297-320.
정철영(2007). 중등직업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전문계고를 중심으로. 2007년 한국직업교육학회 학
술대회 및 정기총회 자료집.
정하소(2004). 교사문화와 교사 직무만족과의 관계 분석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조용환(2005).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교육과학사.

- 423 -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6권 제1호

차헌주(2007). 세 초등교사의 활력에 관한 생애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하인호(1996). 실업계 학생문화 새롭게 보기. 중등 우리교육 4월. 174-177.
한광현(2005). 교사의 소진원인과 결과 간 관계 및 사회적지원의 조절효과. 한국경영교육학회. 38.
355-379.
한광현(2008). 교사의 자원과 대처 전략 그리고 소진의 관계. 한국경영교육논총 59. 한국경영교육학
회. 327-349.
황석도(2002). 교육활동을 통해 본 고등학교 교사들의 교사문화에 대한 질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
상대학교.
Abelmann, N.(1997). Women's class mobility and identities in south korea: A gendered,
transnational, narrative approach.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6(2). 398-420.
Ben-Peretz, M(1995). What do the stories tell us? learning about teachers and teaching. in learning from
experience: Memory and the teacher's account of teaching.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Borg, M. G., Riding, R. J. & Falzon, J. M.(1991). Towards a model for the determinants of
occupational stress among schoolteacher.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6.
355-373.
Butt R., Raymond, D. & Yamagishi, L.(1988). Autobiographic praxis: Studying the formation of
teachers' knowledge. Journal of Curriculum Theorizing 7(4). 87-155.
Capel, S. A.(1991). A longitudinal study of burnout in teacher.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1. 36-45.
Goodson, I. F.(1992). Studying teachers' lives. London: Routledge.
Hackman, J. J., Baker, A. B. & Schaufeli, W. B.(2006). Burnout and work engagement among
teacher.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3. 493-513.
Kyriacou, C.(2001). Teacher stress: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Educational Review 53. 27-35.
Lortie, D. C.(1975). Schoolteacher: A sociological study. 진동섭 (역) (1996). 교직사회: 교직과 교사의
삶 서울: 양서원
Pajares, M. F.(1992). Teachers' beliefs and education research: Cleaning up a messy construct.
Review of Education Research 62(3). 307-332.
Sache, J. & Smith, R.(1988). Constructing teacher cultur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9(4). 423-436.
Schőn, D. A.(1983). Reflective practitioner. New York: Basic Books.
Singh, J., Goolsby, J. R. & Rhoads, G. K.(1994).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boundary spanning burnout for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558-569.
Willis, P.(1978). Learning to labor: How working class kids get working class jobs. 김찬호․김영훈 (역)
(2004). 학교와 계급재생산: 반학교 문화, 일상, 저항. 이매진)

- 424 -

농어촌지역 전문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의 생애사 연구

ABSTRACT
A Study on the Life History of a Female Teacher
in a Rural Vocational High School

Jung, kwang-ju (Yeochon High Sch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life history of a female teacher who has
served in a vocational high school in a rural area. Through this, we needed to look into her
life as a teacher, the realities of a vocational high school in a rural area, and the dilemmas
of vocational teachers. Adopting in-depth interviews, the research period was from March to
July in 2008.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the study.
The middle-aged female teacher's experiences reflect through the rise and fall of vocational
high schools, and now she is facing the downward trend in a teacher's life. Marriage
became an important factor for her entering upon a new phase of life history. She came to
take students precious with childbirth and child-caring experiences and it caused her to
change her views on students. In order to take an active part of education in a vocational
school in a rural area, she thought that the most important role of high school teachers is
to build personal intimacy with students.
The participant was in a serious dilemma, such as experiencing exhaustion caused by
downfall of rural areas and vocational high schools, and feeling anxiety from the effects of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specialized subjects.

Key words : rural areas, vocational high school, life history, vocational teachers, a female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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