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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학교수의 생애사를 고찰하여 학교수에 한 삶의 의미를 살펴 으로써 유아기나 아동기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부모나 교사들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는데 목 이 있다. 이를 해 25년간의 교수경력을 가진

K교수를 상으로 교수 자신의 목소리와 용어로 묘사하는 내부자 인 으로 생애사 연구방법으로 수행하 으

며, K교수의 심층면담, 서, 이메일, 화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 다. 수집된 자료는 사하여 컴퓨터로 폴더화

하고 역분석과 분류분석 단계를 거쳐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K교수가 교수사회에 진입하게 된 동기와 계기에서

는 피나는 노력과 가족의 지지 , 수어지교의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 진입이후에는 연구, 교육

뿐만 아니라 보직교수로서 학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 다. 정년 이후의 삶은 문가와 실천가로서 사회공헌에

기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K교수의‘경험에서 교수역량에는 ‘끊임없는 노력과 부단한 자기 신’, ‘강인한 신념과

뚜렷한 소명의식’, ‘따뜻한 인간애와 실천 삶’‚ ‘유연한 사고방식과 교육 열정’ 라는 의미가 도출되었다.

• 주제어 : 생애사연구, 질 연구, 맥락성, 구술성, 내러티

Abstract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life history of university professor and the meaning of their

lives to provide career information to parents and teachers conducting childhood career education. professor

K with 25 years of professorship was targeted for insides’s view(emic), which describes the life story

through the professor’s voice and words, was used as the method of research and additional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professor K, his writings, e-mails and in-depth interviews. The

collected data was electronically transferred and categorized for field and categorical analysi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motive for professor K to enter academic society was due to his utmost efforts, assistance

of family, and his friend encountering. Also after entering the university, he served as key role in research,

education and as an appointed professor. After retirement, he is contributing to the society as a expert and

practitioner. As such, ‘continuous effort and consistent personal innovation’, ‘strong belief and clear calling’,

‘warm humanity and practical life’, and ‘flexible attitude and educational passion’ were deducted from

professor K ’s professional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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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아나 아동기 진로를 담당하는 부모나 교사들에게

문직은 꾸 한 인기로 선호하는 추세이고그 에서도

학교수는 희망 직업 1순 이기도 하다. 2007년 5월 15

일자 한국경제신문에서 채용 련 분야홈페이지에서 직

장인 2231명을 상으로 "가장 매력 인 직업은 무엇입

니까？"라는 설문조사 결과 '교사·교수'가 1 로 나타났

다. 한 서울 학생 486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한 결과 응답자의 23.7%가 10년뒤 희망직업으로 학교

수를 꼽았다. 우리 사회에서 상 으로 우수한 인재들

이 학교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그만큼 학교수라는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수로 진출하는 경우는 흔치 않고

유아나 · 등 교사에 한 연구에 비하여 학교수에

한 연구는 상 으로 부족하다[1]. 이런 이유로 학

교수에 한 교수역량을 경험 으로 찾기어려운 실정이

다. 교수 는 학교수(大學敎授, Professor)는 고등교육

기 ( 학교, 학원 등)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일반 인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

을 문으로 하지만, 교수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 외에 학

문을 연구하는 치에 있다는 에서 구별된다. 교수는

학자로서 학문의 발 을 해 힘써야 하며, 사회가 올바

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발 인의견을 제시

해야 하는 소명을 지닌다.

하지만 학교수에 한 연구를 찾아보면, 연구의 수

는 많지는 않지만 국내외에서 다양한 근에서 이루어졌

음에 놀라게 된다. 세계의 학교수에 한 일반 이고

범 한 비교연구[2]가 오래 부터 이루어졌고 한국에

서도 교수의 일과 연구 환경 제도 등에 한 조사연구가

종종 이루어졌다[3]. 정량 인 규모 연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정성 인 근을 활용한 교수 상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으나 여 히 부족한 실정이며 그나마 교직에

한 연구는 주로 유아나 등 교사의 삶에 한 연구가

부분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종 의 연구물들이 외부자

에서 학교수에 한 삶의 경험을 피상 으로 다를 뿐

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 으로 말하면, 학교수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학교육의 질 제고라

는 측면에서, 학사회에서 문 인 삶의 경험을 지닌

학교수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학 장은

연구, 교육, 사회 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이기 때문에

기존의 양 인 근방법으로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고

더욱이 학교수의 삶에 한 연구는 양 분석만으로는

상에 한 깊은 이해를이끌어 내기 어렵다. 따라서 정

성 인 근을 활용하는 질 연구의 새로운 경향 하

나인 생애사 연구[4]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학교수의 삶을 이해하기

해서 질 연구 방법 하나인 생애사 분석법을 사용

하 다. 시간은삶에 한 연구에서 가장기본이 된다. 생

애사는 경험에 한 역사이기에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

난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애사는 단순히

과거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삶 자체는 항상 재에 이

루어지지만， 지나온 삶을 이야기할 때는 과거와 재와

미래가 서로 향을 끼친다.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재

시 에서 지나온 과거를 해석하고 정당화한다. 반

로 과거에 한 해석은 재의 삶을 바라보는 을 제

공해 다. 나아가서 과거와 재를 넘나드는 과정을 통

해 자기의 미래를 망하게 된다. 생애사에는 과거와

재와 미래가 얽 있다고 볼 때， 과거의 삶인 자신의 생

애사에서 이야기한 사람이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뒤돌아

보고 있는지, 재의 삶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물론

생애사를 통해 과거와 재와 미래가 어떻게 넘나들면서

연결되고 있는지 즉 생애에 걸쳐 시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삶에서 과거와 재와 미래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의미이다. 의미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주

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사건을 경험할 때 의미가 생

겨난다. 경험이라는 것은 행동과 그에 따른 감정뿐만 아

니라 행동과 감정에 한 개인 인 성찰을 포함하는 개

념이다[5]. 따라서 경험이라는 것은 주 일 수밖에 없

다. 생애사의 매력은 다른 사람이 주 으로 경험한 것

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주 으로 경험한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경험한 것을기억해

낼 즉, 경험을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할때 사람들은 의미

를 다시 만들어낸다. 한 자기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의미는 다시 만들어진다. 어떠한 것을

기억할 때나 말할 때마다 그것에 한 새로운 의미를 만

들어 내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한테 있었던 일들을 기억

하고 나름 로 평가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은 있었던 사실

을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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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의 표 을 통해 다른

사람들은 경험한 사람의 주 인 을 해석할 수 있

게 된다. 주 인 경험의 표 으로 생애사를 볼 때 생애

사의 주제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6].

이에, 본 연구에서는 K교수의 삶의 경험을 통해 학

교직 이 과 학 교직 이후 그리고 정년퇴임 이후에 나

타나는 상과 경험들을 K교수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생애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기나 아동기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부모나 교사들에게 진로정보를 제

공하여 교수역량에 한 새로운 지침이 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하려는데 목 이 있다.

2. 연 방법

생애사 연구방법은 개인행동의 문화 맥락을 시하

고, 개인의 주 을 통해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연

구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7] 일반 으로 생애사의 특징

으로 이야기(narrative), 주 성(subjective), 시간성

(temporality)을 지 하면서 생애사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 성과 시간성을 담고 있는 이야기이며, 개인

의 회상을 통한다는 에서 연구 상자의 삶에 해 부

여하는 주 의미와 해석을 포함한다[6].

이와 같이 생애사는 한사람의 삶에 한 해석의 과정

이요 그 산물이다. 생애사는 삶의 여러가지 형식 가운데

어디에 을 맞추는가에 따라 달리 구성된다. 한 사람

의 정치, 경제, 종교 등에 을 맞추면 각각은 정치 생

애사, 경제 생애사, 종교 생애사가 된다. 동일한 논리로

교육 생애사(educational life story)는 한사람의 교육

생애에 한 서술 기록이다[8]. 따라서 생애사 연구방

법을 사용하여 학교수의 삶을 조명하게되면 학교수

의 학 교직이 의 개인 경험에서 학 교직을 선택

하게 된 동기와 학 교직에 입문하게 된 원동력 그리고

학 교직에 입문하여 오랜 경험을 쌓아가는 동안 어떠

한 교육 인 경험과 역량을 축 시켜가며변화․ 발달하

는가를 구체 으로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교

수자가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재구성하여자신의 언어로

표 할 때교수자의 지식, 윤리, 감정, 생각, 기억등을 공

유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교수행동의 바탕이 되는 맥락

사회 규칙들을 구체화할 수 있다[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자의 회고를 심으

로 사실성에 바탕을 두면서, 심층면담에서의 ‘ 재성’과

‘구술성’을 최 한 살린 생애사 연구를 통해서 학 교직

입문 이 에 학사회에 진입하게 된 동기와 계기는 무

엇이고 어떻게 진입할 수있었는지, 학교직 재직 시기

의 교수역량이 어떻게 계발되었으며 평소의 가치 과 신

념이 교직생활에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그리고 정년퇴임

이후 삶의 변화는 어떠한지에 해 을 맞추었다.

2.1 연 참여자

본 연구는 어느 학교수의 생애사 연구이므로

Spradley[12]가 제안한 연구 상의 요건에 따라 충분한

교수생활을 거쳐 보직교수에 이르기까지 학 교직 생활

을 25년 간 근무하며 정년퇴임 이후에도 왕성하게 활동

하고 있는 K교수를 연구 상자로 선정하 다. 연구참여

자의 개인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Personal Characteristic of Professor K

Category Contents

Sex Male

Age 76

Academic
Background

Ph. D in USA(Economics)

Teaching
Experience

25 Years

Work Career
∙Professor(10 Years)

∙College Dean(15 Years)

Activity After
Retirement

∙Research
∙Teaching
∙Community Service

K교수를 연구 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학교수로 재

직한 경력이 비교 길고, 퇴임 이후에도 교수로서 연구

와 교육과 사회 사를 왕성하게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생애사 연구를 통해 학교수의 역량과 가치 을 밝히려

는 본연구의 목 에 한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할 것이

라는 단 때문이다. K교수는 재 76세로 미국의 아이

비리그 학 경제학 박사학 를 소지하고 있으며 25년

동안 학에서 근무하 다. 학에서 10년간의 일반교수

생활을 거쳐 학과장, 단과 학장 등으로 재직한 보직교

수로서의 경력은 15년이다. 학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술

연구와 학술서 집필, 각종강연 등 활발한 교육활동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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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료 수집 및 

본 생애사 연구는 주로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

을 이용하 고, 연구자료, 직 술한 서 등을 참고하

다. 심층면담은 2012년 9월 15일에서 12월 1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기면담은 연구 상의 경험과 활동의 반

인 흐름을 악하는데 을 두어 살아온 시기별로

이루어졌고, 면담도 연구주제와 련된 특정사건이나

상황에 해서는 시기와 계없이 집 으로면담을 하

다. 면담 기에는 비교 비 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하

고, 차 면담이 반복되면서 질문을 구체화․세분화시

켜 구조화된 질문으로 발 시켜 나가는방식으로 진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통해 녹음한 자료는 면담

이 끝난 뒤 사를 하여 자료 분석 과정은 Zilber의 생애

사 자료 분석 방식을 활용하 다. 통합 형태분석

(holistic-form approach)은 생애사의 내용 측면보다 각

생애사의 체 구조를 분석한다. 한 담론분석

(discourse analysis)은 말 속에서 ‘왜’ 라는 의문을 가지

고 이야기의 조직 원리에 을 맞추어 생애사 서술의

서사 구조를 탐색한다. 이런 원리들은 삶의 과정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자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일 된 생의

의미를 창출해 나가는지의 과정을 밝히는 작업이다. 한

개인에 한 문화 근은 그 동안 살아왔던 과거부터

재까지의 삶을 객 인 시각과 드러나는 상에서 얼

마나잘 들여다 볼수 있을것인지가 해설 방법에서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3 자료의 신뢰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하여 면담, 화, 문서,

이메일, 찰 등을 통한 다각도 근법(triangulation)을

하 다. 연구자는 연구 결과에 하여 연구 참여자인 K

교수에게도 확인을 받았고 K교수의 의견도 들어보았다.

분석방법 내용에 해서도 의하며 검토 작업을 거

쳤다. 의를 통한 비 검토의 과정은 면담내용 등을

토 로 체 구조를 분석하 고, 이야기의 조직 원리

에서 의문을 가지고 해석하는 등 다차원 으로 검토를

함으로써 자료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하

다.

이상의 연구 차와 내용을 종합하면 <Table 2>와 같

다.

<Table 2> Research Procedure and Contents

Category Contents

Period Sep. 15, 2015∼ Dec. 1, 2015

Participant A professor

Methods Educational Life Story

Collection of Data ∙Interviews∙E-mails∙His Writings

Data Analysis
∙Holistic-Form Approach
∙Discourse Analysis

Reliability
of Data

∙Triangulation

Results ∙Definition of Meaning of the Life

2.4 연  윤리

본 연구에서는 질 연구에서 지켜야할 윤리내용을 크

게 세 가지로 정하 다.

첫째, 연구 참여자는 연구에 참여하 다는 사실에서

어떠한 불이익이나 손해를 받지 않기 해 연구 참여자

의 이름을 익명으로, 연구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다.

둘째, 연구 참여자가 연구를 하여 희생을 한만큼 그

에 상응하는 가를 해, 학자에 한 우, 진솔한

화, 연구 참여자의 진정성을 공감하는 것, 연구 참여자의

생애사에 한 이해증진 등의 보상이 이루어진다.

셋째,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해 연구 상자에 의한

연구결과의 평가 작업을 실시하여 이를 통해 연구내용의

사실성과 연구 참여자의 참여도를 높인다.

3. 연 결과

K교수의 생애를 학 교직 입문이 의 시기와 학

교직 입문이후의 시기 그리고 정년퇴임 이후의 시기로

나 어 살펴보고, 연구 교육 사회 사라는 교수의 직무

와 교수역량과 가치 을 그의 생애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다.

3.1 학 직 입문이전 

3.1.1 한 만남

마틴 부버는 나와 와의 참 만남을 견했듯이 K교

수에게 있어서 U와의 만남은 서로의 인생에 일취월장이

되며 선한 향력을 주고받는 ‘참 인연’이라고 하 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 한 만남은 공개채용으로 입

사한 경제연구소에서 만난U와의 인연이었어요. 사실 그

를 처음 만난것은B 학교에서있었던 C학회 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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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학원을 마치고 경제연구소에서 가보니그가 있는

거 어요. 그래서 U와 함께 연구생활을시작하게 되었는

데 그 이후로 늘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것뿐만 아니

라 서로에게 일취월장하게 되는소 한만남이 되었어요.

서로에게 정 자극이 되는 선한 향력 그 자체이었

죠(K교수 면담에서)』

3.1.2 간절한 취동  한  파

어려운 과제를 성공 으로 수행하거나 탁월한 업 을

이루고자 하는 동기이다. 성취동기가 높으면 학습과제

수행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성취동기가 낮으면

자신의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목표를 설정

하게 되고 과제수행에서 극 이지 못한 경향이 있다.

생존과 생활을 한 간 한 성취동기와 강한 의지로 한

길을 는 것만큼 성공 인 결과를 이어지는 것은 없다

할 것이다. 목이 마를 때의 물 한모 은 한여름 뙤약볕

이 내리 쬐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과 같은 간

함일 것이다. 그 간 한 성취동기로 한길우물을 것이

결국, 학사회에 진입하는 결정 역할 하 다고 K교수

는 말하 다.

『 나는 나만의 자유스러움 속에서 연구하고, 공부하

고, 가르치고 싶었어요. 지 도 그 지만 그 당시 학생들

을 가르치고, 가르치기 하여 연구하고 배우는 것이 참

으로 즐거웠어요. 일평생 연구생활을 할 만한 경제연구

소라는 직장이 있기는 했지만 한 평생의 직업으로 생각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미국유학을 떠나게 되

었던 거지요. 유학생활 내내 나는 학교수의 생각만 했

어요. 매 시간마다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학교수가 되

면 이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생각도 했고, 교수가

내 주는 연구과제나 학술자료를 틈틈이 일로 담아서

보 하기도 했어요. 오로지 학에 가서 가르치고 연구

할 생각만 했어요. (K교수 면담에서)』

3.1.3 의 정적인 자극

『채근담』에서는 “자녀를 기르는 것은 마치 규 의

처녀를 기르는 것과 같으니 우선 출입을 엄격하게 하고

친구 사귐을 신 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한번이라

도 나쁜 사람과 하게 되면 이것은 마치 깨끗한 밭에

부정한 씨앗 하나를 뿌리는 것과 같으니, 평생토록 좋은

곡식을 심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친구의 향

력은 어느 발달단계에서나 마찬가지로 크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비단 어린시기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K교수의 삶에는 늘 좋은 사람들과의 교류가 있었다. 좋

은 사람들과의 교류는 그에게 있어 때론 지 자극으로,

때론 지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생산 인 만남이 되었

다고 한다. 한 학사회에 진입하게 된 간 인 동기

와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 학원에 진학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학사회에

진입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함께 학생회 활동을 하

던 친구들이 서로가 격려하여 해외 유학을 갔다 오니 자

연스럽게 학에 진입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학사회

에 진입하게 된 동기도 친구들의 자극받아서 유학을 갔

다 온 것이 동기가 되었어요(K교수 이메일 면담 내용에

서)』

3.1.4 직 취득 지의 노 과 가족의 지지

어느 인생에나 고충과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고충과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처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

생이 좌우되는 것일 것이다. 어느 나의 지인은 이 게 말

한다. 기와 고충을 이겨내는 자만이 반짝 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지혜를 얻을 수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기와

고충이야말로 내공을 쌓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

다. 기와 고난은 K교수에게 있어서 하나의 기회

으며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면면히 그의 내공은 지

혜와 강인함으로 승화되었다.

『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 이 내게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 어요. 내가 만학도로서 공부만 하다 보니 경제활

동은 가족의 지원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여서

최 한 시간을 단축하여5년 만에 귀국할 수 있었어요.

다음 해 1월 Y 학교에서 임용당시 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경력을 인정받아Y 학교로 오게 되

었어요. (K교수 면담에서)』

3.2 학 직 입문이후 

3.2.1 연 자  육자 의 장

이 시기는 학교수로서의 학문 성장과 교육의 성

숙기이었다고 한다. K교수는 최신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교수법으로 학생들에게 인기를 한 몸에 받았고, 연구소

시 틈틈이 쌓아둔 연구자로서의 학문 소양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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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내내 지도교수의 칭찬과 동기학생들의 부러움

을 한몸에 받을 수 있었고 임취득 이후에는 연구자로

서 탁월한 업 을 쌓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

다. 그러나 가장 요한 것은, 그 심에는 연구하고가르

치는 즐거움이 컸다는 사실이었다고 하 다. 그에게 있

어 연구와 교육을 즐기는 성향이야 말로, 학문 성장을

가속화된 원동력이었고 가르치는 보람과 지를느낄 수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의는 주로 시청각 기구로 오버헤드를 사용하 지

요. 1980년 만 하더라도, 미국 학의 모든 교수들이 이

것을 사용하는 데 비하여 한국의 교수들은 이를 사용하

지 않았던 시 이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용하던 원서

를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나 어주어 원서 강독을 많이

해주었지요. 연구도 이제는 미국에서 배운 로 연구계

획서 작성에서부터 연구설계, 통계 자료 분석 등 최산

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 으며 학술지에

게재 하 어요. 그리고 출 사의 요청으로 교재를 집필

하기도 하 답니다.(K교수 면담에서)』

3.2.2 검  수  승진과 끊임없  자 혁신

학진입한 이후 10년도 채 되지않은 경력으로 주요

보직을 맡는다는 것은 상당한 실력을 검증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80년 그 당시만 해도재단과는 아무런 연

이 없는 상태에서 주요보직을 맡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 시 에 K교수는 홀연 단신으로

주요보직에 발탁되었으며 그 발탁요인은 문성과 개

성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후 정년퇴임 할 때

까지 곧 보직교수를 이어간 원인이었으며 학의 신

인 개 을 한 끊임없는 노력과자기성찰의 시기임을

알 수 있었다.

『주요보직 발탁은 리자로서 덕망과 문성 그리고

연륜이 발탁의 원인이었던 같아요. 다소 늦은 나이에

학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연구하고 사하는 교수

라는 이미지가 주요보직으로 선임되는 데 일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건 늘 성

찰하는 자세로 끊임없이 나를 뒤돌아보며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이죠.(K교수 이메일 면담에서)』

3.2.3 보직 수  번뇌  보람 그리고 전문가의 

보직교수는 리자의 길이다. 리자의 길에도 늘 애

환과 갈등 그리고 보람이 뒤따른다. 보직교수는 학을

변화시키는 추 역할을 해야 하고 그에 한 의사결

정에 책임과 권한이 뒤따르는 직무인 것이다. K교수는

15년 동안 각종 보직교수에 임용되었다는 것을 그의 집

필 서에서도 확인할 수있다. 그는 강직하고 원칙을 고

수하며 구보다도 책임감이 강하 고 그의 진취 이고

개방 인 사고와 추진력은 학발 에 기여함이 컸기 때

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K교수는 암울했던 1980년

에 보직교수로 출발해서 학의 신을 강조하고 학의

질을 제고하는데 학의 추 역할을 담당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왕성한보직교수의 활동 역시 그만의독보

인 교수역량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의 생활신조에서

보면, K교수는 공신력을 강조한다. 공신력은 문성과

신뢰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K교수는 학교수로서 그리

고 보직교수로서 늘 공신력의 트 이드마크 이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학교수를 하던 80년 와 90년 는 한국사회

가 민주화의 열풍 속에서 학의 권 가 격하게 무

지는 쟁터의 한가운데 있었지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나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교육하며 사하는 기쁨이 컸어

요. 특히 많은 학생들과 교수사회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건 그 당시 최첨단기계인 컴퓨터 잘하고 외국교수들과

소통이 잘 된 이었어요. 한 국 O 학의 연구교수

로서 정부연구비로 다녀오면서 문가로서의 역량을 굳

건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K교수 심층 면담 내용에

서)』

3.2.4 직에 한 육 과 수역량 강조

K교수에게 있어서 교직에 한 교육 과 교수역량에

한 생각은 강건하 다. 그는 교수역량에 하여 지

능력과 창의력 , 탐구력과 연구역량을 손꼽고 있다. 즉,

학문 소양과 지 성숙인창의력과 탐구력을 강조한다.

K교수는 교수역량을 부단한 자기 신과 끊임없는 노력

이었으며 이것은 문가로서 독보 인 존재감을 나타나

기도 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수는 단순한 교수자의 역할을 떠나서 지식을 생

산해내는 연구자의 역량과 자격부터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이 이 교사와 차별되는 입니다. 교수

는 지식의 생산(production of knowledge), 지식의 보

(dissemination of knowledge), 지식의 용(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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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knowledge)에만 몰두하는 삶을사는 문가라고 생각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 하면지식의 생산을 해

서 끊임없이 연구(research)하고, 그 생산된 지식을 학생

들에게 보 하는 교육(education)에 충실해야 되며 마지

막으로는 그 지식을 사회발 과 인류공 에이바지 하는

지식의 용자, 지식의 활용자로서 사회 사(social

service)에 공헌하는 문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역량은 기본 인 지 능력을 갖추고 부단한 자기

신과 노력이 있어야 하고 뚜렷한목표의식이 있어야겠지

요.(K교수 심층면담 내용에서)』

3.3 정년퇴임 이후 

3.3.1 삶의 변화  제2의 도약

정년이후 학에서 석좌교수로서의 직 를 부여받았

으나 K교수는 본격 인 사회 사의 길에 들어선다. 오랜

세월동안의 교수로서 경륜을 바탕으로 불모지와 다름없

는 국제 력분야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내어한층 탄력

으로 활동하고 있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 교

직 생활 내내 학에 충실했던 만큼 정년이후의 삶은 K

교수에게 있어서 삶의 다른 제 2의 도약기인 것인 것

을 알 수 있었다.

『정년퇴임하고 나서 그동안의 내게 부여 받았던 선

물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제 까지 축 해

온 문 지식과 역량을 활용하여더 가치있는일을 하

고 싶어서 지 은 국제 력 사업에 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직교수로 학에서 충실하다보니, 지식의 생산

자로서 연구에 더 많은 정력과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고

지식의 보 자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도 일반교수

에 비해 제한된 시간이었고. 보다 많은 학생들을 사회지

도자로 양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의

지식과 연구의 성과를 가지고 보다 극 으로 사회를

하여 헌신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남아있어 정년이후

의 삶은 사회 공헌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특히, 나는

새로운 학문의 역을 개척하고 싶습니다. 자본과 노동

과 시장이 어떻게 생산과 소비를 효율 으로 만들어 가

느냐를 연구하는 것이 경제학이라고 한다면, 지식경제학

은 정보의 지식의 생산과 활용이 부를 창출해 가느냐 하

는 것을 시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연구하는 일입니다. 이

역을 완성해야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K교수 이메일

면담에서)』

3.3.2 다시 태어나도 학 수의 삶을!

생애의 주기를말할때, 흔히 인생 3막 3장으로 말하던

것을 요즘은 인생 7모작 심지어는 인생 8모작이라고 하

기 까지 한다. 그만큼삶의 존재의 이유를 평균수명의 증

가에 따른 직업의 요성에서 찾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

다. 빈슨의 생애주기 이론에 따르면, 인생의 사계 은

변화와 안정의 순환과정이라고 한다. 지나온 과거를 심

오하게 재평가해보고 새로운 시 를 환해 가야 하는

성인 후기에 있는 K교수에게 학교직 입문 이 이나

학 교직 생활 내내 연구와 교육에 주력했다고 한다면,

정년퇴임 이후의 삶은 연구, 교육. 사회 사를 통합하는

사회공헌의 완성기라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다음 생에도다시 학교수가되고싶어요. 그 이유

는 정신 자유가 무한히 허용되며 높은 가치를 창조하

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연구하고, 교육하고, 사회 사

하는 일이야 말로 그 사회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 문이지요. 학교수 지망하던

시 이나 임용 이후 지 까지 한번도 좌 과 후회는 없

었는데 정부기 의 장이 될까 말까 한때 고민한 은 있

었지요. 그런데 내가 걸어온 학자로서 연구자로서의 깨

끗한 명성으로 앞으로도 지속 인 삶을 살 거 요.(K교

수 심층면담 내용에서)』

3.3.3 학 수에게 필 한 역량

학교수를 희망하는 유아나 아동기 진로를 담당하는

부모나 교사들에게 학교수에게 필요한 역량은 첫째는

곧고 강직한 학자로서의 기품이라고 K교수는 말한다. 둘

째는 지 능력과 창조 사고능력을 겸비한 연구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는 성실하고

충실하게 늘 배우고 비하는 자세를 손꼽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학사회에서는 곧고 강직함이 교수역량이 됩니다.

학생들이 롤 모델이 되어야 하니까요, 한 학교수로

서 필요한 역량은 첫째, 지 능력과 지 호기심 그리고

창조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진지하게 비하고

성실하게 비하는 자세입니다.(K교수 심층면담 내용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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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본 연구는 어느 학교수의 학 교직 입문 이 ,

학 교직 입문 이후 그리고 정년퇴임 이후의 삶으로 3단

계로 나 어 생애 변화 과정을 심층면담, 화, 이메일

면담 등을 통해서 탐색해 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K교수의 학 교수 입문 이 을살펴보면, 교수

사회에 진입하게 된 뒤안길에는 피나는 노력과 가족의

지원 그리고 수어지교의 만남이 있었으며,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끈기와 의지로 어떤 일이든

지 우수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것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연구하고 교육하고 사회

사하는 교수자의 직무가 성과 성향에 맞았고, 연구하

고 교육하는 일을 즐기며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는 것이

었다. 한 학 교수 입문 이 의 경제연구소에서 갈고

닦은 연구 역량은 미국유학 시 에박사과정을 성공 으

로 이끌며 튼튼한 주춧돌 역할이 되기도 하 다.

둘째, 학 교직 입문 이후에는 연구, 교육 사회

사를 본격 으로가속화 할 수 있었다. 그 배경에는 같은

K교수에 한 가족의 지원과 지지가 유학시 동안 어려

움 없이 박사학 를 마치고 귀국하여 유명 학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학 교직 입문 이후에도 곧

가족의 극 인 지지가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펼칠 수

있는 근간이 되었다.

한, 해외박사로서 최신 연구방법론을 펼치는 한편

학교수로 입문한지 10년도 채 안되어 교내에서는 원칙

과 소신을 가진 강직한 교수로서, 교외에선 활발한 학술

활동과 신 인 활동으로 주요보직에 격발탁되어 그

후 15년 동안 학의 추 역할을 담당하는 보직교수

의 길을 걷게되었다. 특히 그는 학에 최 로 벤처산업

을 유치하여 학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에도 기여한

바 크기도 하 다.

셋째, 정년퇴임 이후의 삶은 학 교직 생활 25년간의

학교수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교육 문가와 실천

가로서 지속 인 학생들의 롤모델(Roll model)으로 제 2

의 도약을 활발히 펼치고 있었다. 특히 제 3세계의 가난

한 국가를 한 국제 력에 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

고 있어서 국제 력에 심 역할을 하고있었다. 한국

과 제 3세계를 연계하여 국제 력을 통한 인재양성과 국

가 경쟁력 제고를 한 교육 소명의식으로 사회공헌을

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다. 다수의 사람들이 하루

하루를 무엇을 하며 보내야 할까를 고민하는 성인 후기

에 해당하는 인생의 통정기(자아통합기)에, K교수는 인

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인생의 통합의 길을 가고있

었다. 이로써 한 학교수의 학 교직 입문이 , 학

교직 입문 이후 그리고 정년퇴임 이후의 K교수의‘경험

에서 ‘끊임없는 노력과 부단한 자기 신’, ‘강인한 신념과

뚜렷한 소명의식’,‘ ‘따뜻한 인간애와 실천 삶‚ ‘유연한

사고방식과 교육 열정’ 라는 의미가 도출되어 교수역

량의 핵심구인이 발견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 자료는 교육활동의 하나의 표본으로

유아기나 아동기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부모나 교사들에

게 진로정보를 제공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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