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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는 해군사관생도의 전문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씨맨십의 개념과 

형성 과정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을 함양하기 , 

위한 체육교육프로그램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해군사관. 

생도의 씨맨십 개념과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의 ? 

형성 과정과 영향 요소는 무엇인가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 교육을 위한 ? 

체육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의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 

하였다.  

이를 위해 구성주의 근거이론에 근거하여 년 (Charmaz, 2014), 2015 6

월부터 년 월까지 년간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다각적인 자료 수2017 6 2 . 

집을 위해서 첫째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둘째 해군사관생, . , 

도 총 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을 수행하였다 셋째 해군사관학교 119 . , 

출신 해군장교 명과 해군사관생도 명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넷1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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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연구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연구자가 경험한 내용 및 느낌 등을 기록, 

하는 연구일지를 작성하였다 다섯째 씨맨십 함양을 위한 체육교육프로그. , 

램의 원리와 세부 활동의 검토를 위해 해군사관학교 교수 명과의 전문가 3

협의회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의미 단위 코딩 기법을 활용한 귀. 

납적 범주 분석 방법 을 통해 분석되(Miles, Huberman & Salda a, 2014)ñ

었으며 분석 전 과정에서 질적 연구 분석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 NVivo 10 

활용되었다 연구의 진실성과 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 성찰 삼각검. , 

증법 연구 참여자 검토 동료 간 협의를 실시하였고 해당대학의 와 , , , IRB

해군의 보안성 검토 승인을 받았다. 

연구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은 해군. , 

의 가치를 추구하고 해군장교가 되는데 필요한 역량과 품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실천하는 과정이자 해군사관생도가 갖추어야 할 소양으로 정의

될 수 있으며 해사가치 해사역량 해사품성 해사실천의 네 가지 요소로 , , , , 

구성되었다 세부적으로 해사가치에는 군인정신 해사정신 공동체의식이. , , , 

해사역량에는 해군전문지식 대인관계기술 신체적 능력 합리적 사고 국, , , , 

제적 감각이 해사품성에는 기개 예의 도덕성이 해사실천에는 실천행동, , , , , 

자기수련 주도성 반성이 도출되었다 둘째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은 생, , . , 

도 출항 표류 난항 순항의 단계를 거쳐 모방 수용 반성 실천의 과정이 , , , , , ,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면 형성되고 있었으며  따라하기 깨지기 버티기 스, , , 

며들기 의미찾기 균형잡기 반성하기 함께하기와 같은 과정을 경험하는 , , , ,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와 같은 씨맨십 형성 과정에 공식적 교육 비공. , , 

식적 교육 개인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공식적 교육 , . 

요소는 체육교육 군사교육 교육환경 전공교육 교양교육 극한체험교육, , , , , 

으로 구성되고 비공식적 교육은 공동체 생활 멘토 인간관계 간접체험으, , , 

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요소에는 자아성찰 개인정체성이 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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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씨맨십 형성을 위한 체육교육프로그램. , 

의 원리로는 통합성 교육성 단계성 개별성 협력성 공유성 맥락성 인, , , , , , , 

문성의 여덟 가지가 도출되었다. 

해군사관생도들의 전문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해군사관생도의 전문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체. , 

육교육프로그램은 목표 내용 방법 평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 , , 

를 지향해야 한다 둘째 해군사관생도 체육교육자들은 생도들이 해군의 . , 

가치를 추구하고 해군장교가 되는데 필요한 역량과 품성을 바탕으로 끊임,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스포츠에 온전히 입문할 수 있는 체육교육을 진행

해야 한다 셋째 해군사관학교 체육교육의 발전을 위한 후속 연구는 씨맨. , 

십 기반 체육 교육과정 개발 및 실행 연구 해사 체육교육자들의 실천공동, 

체 접근을 통한 씨맨십 기반 체육교육프로그램 실천 사례 연구 등으로 구

체화 될 수 있다.

주요어 해군사관생도 씨맨십 전문적 정체성 형성과정 체육교육프로그램: , , , 

학 번 : 2013-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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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연구의 필요성 1. 

天步西門猿 임금께서는 서쪽으로 멀리 피해가시고

君宮北地危 세자께서는 북쪽에서 위태해있으시니

孤臣憂國日 신하라면 나라를 걱정해야 할 때이고

壯士樹勳時 장수라면 공훈을 세워야 할 때이네

誓海漁龍動 바다에 서원하오니 어룡아 움직여주고

盟山草木知 산천에 맹세하오니 초목아 알아주어라

讐夷如盡滅 저 원수 왜적들을 진멸시킬 수 있다면

雖死不爲辭 내 기꺼이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리.

이순신 진영에서 읊다< , >

임진왜란 직전의 조선은 오랜 평화와 문관의 융성으로 국방제도가 약화되

는 시기였다 더욱이 육군 중심의 병력 운영과 수군 천시사상이 팽배했던 조. 

선에서 수군은 힘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 규모 또한 매우 축소된 상태였다 한(

광수 김혁수 최재덕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순신 제독은 여 , , , 2014). 40

차례의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어 전란을 극복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임원빈 그는 탁월한 병법의 소유자였고 매사 솔선수범하여 부( , 2008a). , 

하 및 민생이 절로 따랐으며 죽는 순간까지 개인보다 국가의 안위를 먼저 , 

생각하는 의로움까지 보여준 장수였다 또한 그는 백의종군을 두 번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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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치에 어긋나면 임금의 명령까지도 거스르는 곧

고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은상 이러한 충무공 이순신제( , 1984). 

독은 오늘 날 해군 장교의 표상으로서 난중일기를 통해 드러난 그의 삶의 

목표는 전투의 승리도 아니고 장수로서 공을 쌓아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 

며 오직 정의를 추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것 이은상 이었음이 많은 , ( , 1984)

이들로 하여금 귀감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충무공과 같은 해군장. 

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 라는 질? 

문에서 시작하고 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며1), 

군인은 국군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애국정신을 토대로 한 명예 충성 용기, , , 

필승 등 죽음도 불사하는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2) 그리고 장교는 허. 

가받은 무력을 관리하는 직무를 부여 받은 자로서 무력이 적용되는 조직의 지

휘 운영 그리고 통제라는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기 위해 업무에 대한 전문, 

성뿐만 아니라 올바른 의식 및 태도까지 갖추어야 한다(Huntington, 

특히 광복 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삼가 이 몸을 바치나이1957/2011). “

다 라는 표어 아래 창건된 해군은 전투함 한 척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 

시작되었지만 창군 원로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자주적인 해군력을 구축하

며 오진근 임성채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해군력 위의 강( , , 2006), · 5

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다 김경필 해양력은 한 국가의 국제적 지( , 2015). 

위를 평가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남북 분단에 따라 반도국가에, 

서 섬나라가 된 한국에게 있어서 해군의 임무는 매우 중요하다 게다가 최. 

근 여 년 간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행위는 년 제 연평해전10 1999 1 , 2002

년 제 연평해전 년 대청해전 년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 2 , 2008 , 2010

1) 헌법 제 조 항 5 2

2) 군인복무규율 제 조 항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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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대다수가 해전의 형태로 이루어짐을 미루어보더라도 해군의 역할은 날

로 막중해지고 있다 한광수 등 해군교육사령부 또한 현대( , 2014; , 2015). 

의 군은 전쟁과 평화에 관한 전통적 역할 이외에도 국가 발전을 위한 정

치 경제 사회적 자원의 활용을 조절하는 기능을 겸하고 있으며 황보식, , ( , 

이에 해군은 해양안보 이외에도 해적 테러 해상 불법 행위 예방 1998), , , 

활동과 더불어 함정활동을 통한 군사력 강화 및 외교 활동 등 국가 이익 

보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해군 장교들의 방산비리 연루 및 성추문 등의 극단적 사

건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고 서북현 이유정 해군 내부적으로는 ( , , 2015), 

호국강성을 길러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해군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년차 전역률이 년 수준에서 년 수준으로 급증5 2007 1.4% 2014 20.6% 

하는 등 양승식 현재 조직의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 , 2014) . 

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해군 자체적으로는 명예 해군 운동 및 각종 제도 등

을 개선하며 조직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미비 해군교육(

사령부 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실제적 수준에서의 해결점을 찾아야 , 2015)

할 필요성이 있음이 제기된다 특히 이는 전문직 관리에 있어서 단발적 . , 

제도 개선보다 장기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예비 전문인 

교육의 개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의창( , 2009; Macdonald, 

이러한 맥락에서 해군장교로서의 전문적 정1995/1999; Whitty, 2006). 

체성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인 예비 전문인 교육의 개선과정으로써 해군사

관학교의 교육을 재검토 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비 . 

전문인을 길러내는 대학에서의 직전교육은 전문적 사회화(professional 

의 과정으로 직무에 대한 문화 및 역할을 익히게 하는 등 전socialization)

문적 정체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 행동규범에 따라 행동할 수 있

게 만들고 다시 전문직 문화를 발전시키는 순환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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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박종우( , 1994; Hampton & Hampton, 2004).

해군의 예비 전문인으로서 해군 장교를 길러내는 해군사관학교는 해군사관

생도들에게 장교로서 올바른 의식과 태도 전문지식 및 교양지식 그리고 강인, 

한 체력을 배양하는 등 군의 간부로서 해군장교의 전문적 정체성

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정체성(professional identity) . 

이란 발달 과정 중 개인이 동일시하는 관념들로 이루어진 자기 로서 (self)

누군가의 강요 보다는 개인의 능동적 실천에 의해 구성된다(Breger, 

또한 조직의 전문적 정체성은 조직 외부에 존재했던 개인의 1974/2003). 

정체성에 조직의 중심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토대로 조직의 일원으로

서 조직의 가치를 자신의 정체로 인정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의창( , 

그러나 대부분의 제도권 2009; Hamilton, 2012; Wenger, 1998/2007). 

군 교육은 학습자가 피동적으로 학습을 받는 개념으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제도권의 공식적 교육방식으로는 군에 대한 전문적 정, 

체성을 내면화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현대사회 즉 포스트모더니즘의 (Bandura & Walters, 1977). , 

시대적 패러다임은 군과 민간 영역의 경계를 약화시키고 군에도 개인주의

와 합리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더욱 강조되기 때문에 충성, 

복종 책임 등 군인으로서의 기본 윤리를 교육시키는 일은 어려운 실정이, 

다 윤영돈 따라서 군의 전문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의 ( , 2012). 

실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려운 시기에서도 해군장교로서 최고의 전문성을 지녔던 

충무공의 삶을 돌이켜 볼 필요성이 있다 해군사관학교의 교육은 이순신제독. 

과 같은 훌륭한 해군의 역사성과 해군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해군장교의 전문

적 정체성을 사관생도들이 추구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 

나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해군의 전문인으로 갖춰야 할 지식 기능 태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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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을 한꺼번에 나열하고 이를 생도들에게 주입시키는 방식인 현재 사관

학교의 기능주의적 패러다임으로 구성된 교육 방식은 생도들이 해군장교로서 

올바른 전문적 정체성이 함양될 수 있는 데 크게 기여하지는 못할 것이다. 

학과성적이 우수하고 해군 전문지식과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 

군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들을 갖추지 못한다면 상급 지휘관이 되어

서 군 조직 더 나아가서는 국가를 위험으로부터 구해낼 가능성이 높지 않, 

을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해양 안보를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도 사명. 

감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해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 

시했던 일부 해군장교들의 사사로운 욕심에 따른 비직업윤리성이 해군 전

체의 위상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해군 조직 전체의 윤리성까지도 국민

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장교 전문. 

성의 핵심적 요소인 직업윤리의식 이 명시적으로 (Huntington, 1957/2011)

강조되는 전문적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는 예비 해군장교 교육의 필요성

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해군의 예비 전문인으로서 해군사관

생도들이 해군장교로서 갖춰져야 할 전문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써 해양인들의 직업윤리의식이 포함된 씨맨십 이라는 용어“ ”(seamanship)

를 사용하여 해군사관생도가 가져야 하는 씨맨십의 개념 및 형성과정 등

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씨맨십은 배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 

필수적 기술로서 항해술 해양 전문 지식 등 해양인으로서의 상식과 태도, 

를 아우르는 개념이며 선원으로서의 직업의식 책임 윤리가 포함된 용어, , 

이다 이학헌 물리적으로는 바다와 배라는 특수한 환경 조직적으( , 2004). , 

로는 장교 리더십 사회적으로는 직업윤리의식 문화적으로는 한국 해군의 , , 

역사성 등이 복합적으로 내포된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본 . , 

연구에서는 기존의 조직학 경영학 심리학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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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연구에서 도출된 일반적인 군 장교 전문성 리더십의 개념에서 해군 이, ‘ ’

라는 특수성과 교육과정의 개념을 더해 해군사관생도의 전문적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으로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 개념을 확인하고 또 해군, 

사관생도의 씨맨십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 및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분

석해 보고자 한다 이 후 씨맨십의 개념과 형성과정에 기반한 해군사관생. , 

도의 체육프로그램을 구성해보고자 한다. 

사관교육에서의 체육은 필수 교육 내용으로서 사관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그 비중이 매우 높다 박미혜 더욱이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체 지 덕( , 2009). · · 

의 조화로운 발달이라는 교육목표 아래 전인적 군사교육을 지향하며 교육과, 

정 가운데 상당부분의 수업시간을 체육교과활동들로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 

체육교과목들의 교육내용들은 군체육의 전통적인 지배적 접근을 유지하며 주

로 체력 육성과 스포츠게임 증진을 위한 기본 틀을 고수하고 있어 박미혜( , 

체육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하고 온전한 가치가 충분히 전달2014)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고도의 군사과학기술 발전. 

에 따라 장교에게 요구되는 군사지식이 복잡 다양해지고 이로 인해 해군

장교에게 요구되는 전문지식을 기르기 위한 교육의 비중이 사관학교 내부

에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놓여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해군사관학. 

교의 체육교육은 여느 교과들보다 생도들의 인성적 측면 등 직업윤리성이 

포함된 전문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선진국의 사관학교 교육과정에서 체육교과목이 생도. 

들의 인성적 리더 양성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들 박미혜( , 2009; Doty, 2005; Doty & Lumpkin, 2010; Germain, 

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2010) .

특히 스포츠는 인류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실천

전통 으로써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가치가 내면화 되었을 때 심(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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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질을 키울 수 있는 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화에 입문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한다 박정준 최의창 또 스포츠는 ( , 2011; , 2010). 

인위적으로 제공하는 경쟁 및 훈련이라는 환경적 조건 속에서 자신의 존

재와 내면에서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등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상태를 진단하고 또 승리를 위한 단순한 경쟁이 아닌 공, 

익을 위한 경쟁까지도 배울 수 있게 한다 특히 전쟁을 관리해야 하는 군. 

인으로서 개인의 내적기준을 명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도덕적으로 모호한 

상황 속에서 윤리적 딜레마를 체험해보고 이를 스스로를 숙고해 볼 수 있, 

는 기회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데 스포츠는 이러한 상황 및 경험 등을 , 

대리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제공해 주고 있다 정창우( , 2015; 

Germain,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예비 해군장교로서 갖춰야 할 전문적 정체성을 , 

형성하는 과정으로써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의 개념과 구성 요소 그리고 씨, 

맨십 형성과정과 영향 요소를 탐색하고 이후 해군사관생도의 전문적 정체성 , 

과정인 씨맨십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원리와 씨맨십 교육을 위

한 체육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 체력중심 기능 . , 

중심의 체육교육프로그램에서 벗어나 현 시대 및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 

해군장교의 올바른 전문적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육교육프

로그램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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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2.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 해군장교가 갖춰야 할 전문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

정으로써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의 개념과 형성과정을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을 배양하기 위한 체육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다. 

연구 문제3. 

가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 개념과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

나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의 형성과정과 영향 요소는 무엇인가. ?

다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 교육을 위한 체육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 

하는가?

용어의 정의4. 

가 전문적 정체성. 

전문적 정체성 은 전문직 구성원이 스스로의 전문(profesional identity)

성에 대해 내리는 주관적 평가로 구성원이 갖고 있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말한다 이러한 전문적 정체성은 사회적 환경 안에서 개인의 경. 

력과정 동안 전문직 역할을 의식하고 그 역할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 전문적 사회화는 전문직의 속성을 내면화시킴으(Ibarra, 1999). 

로 전문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으로서 성공적인 전문적 사회화는 

전문직의 문화를 습득시키고 역할을 익히게 함으로 전문적 정체의식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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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여 전문적 행동규범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만든다 박종우( , 1994). 

나 씨맨십. 

씨맨십 이란 용어의 사전적 정의(seamanship) 3)는 배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

한 기술로서 항해학 이론에서는 묘박 계류 선박운용 통신 기관 인명구조, , , , , , 

조난 비상조치 안전항해 갑판 장비 등 선박의 운항에 관련한 기술적 용어이, , , 

지만 관용적으로 선원의 기본 소양 리더십과 팔로어십(Rousmaniere, 2014), , , 

직업의식 책임윤리가 포함되어 사용된다 이학헌 본 연구에서는 예비 , ( , 2004). 

해군장교가 갖춰야 할 전문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으로써 씨맨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연구의 제한점5. 

본 연구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일부의 해군장교 및 현재 해군사관생도

와의 면담과 서술형 설문을 통해 해군장교가 갖춰야 할 전문적 정체성을 형성

하는 과정으로써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 개념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전체 

해군 장교의 전문적 정체성을 대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교육 원리와 프로그

램 구성의 기초 원리를 탐색하고자 수행되는 연구로서 연구결과는 구체적, 

인 체육프로그램의 내용이 아닌 체육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가이드라

인을 제공하는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다.

3) Cambridge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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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Ⅱ

본 연구는 예비 해군장교가 갖춰야 할 전문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써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의 개념과 형성과정을 탐색하고 해군사관생도의 전, 

문적 정체성 과정인 씨맨십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원리와 체육교

육프로그램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절에서는 전문적 정체성과 형성. 1

과정의 이론적 개념을 고찰하고 절에서는 해군장교의 전문적 정체성과 씨맨2

십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절에서는 현재 해군사관학교 체육. 3

프로그램의 현황과 군 체육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전문적 정체성과 형성과정1. 

가 전문적 정체성의 개념. 

전문성 1) 

우리는 흔히 한 분야에서 상당한 지식이나 기술 경험을 가진 사람을 전, 

문가라고 하며 이러한 전문가가 가진 자질을 전문성이라고 한다 현대 사, . 

회가 산업 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변모하면서 전문인들의 지식과 경

험 태도에 대해 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의 수준은 더욱 복잡해졌고 전, 

문직으로의 진입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오헌석 김정아( , , 2007; 

이에 전문성 연구는 사회학 교육학 의학 체육학 등의 분Whitty, 2006). , , , 

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성 연구가 시작된 초기 년대. 1950

에는 전문가의 정보처리 능력을 탐색하고 문제해결 과정을 분석하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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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도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이후 세대 연구에서는 인지적 기반 아, 2

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전문성을 분석하는 데 중심을 두

었으며 최근 세대에는 전문가가 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전제아래 전문, 3

가가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 및 능력 즉 특정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 

작은 단위의 지식과 정보를 유의미하게 연결하는 능력 등의 전문성을 분

석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오헌석 김정아( , , 2007).

전문성은 크게 인적자원개발의 측면에서의 이론적 전문성(professionalism), 

그리고 전문인의 실제 차원에서 직업적 태도 지향성을 규명해주는 실천적 

전문성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의창(professionality) ( , 2009; Evans, 

먼저 인적자원개발의 측면에서의 전문성은 인적자원을 훈련시키2008). , 

는데 있어서 학습자를 분석하는 것보다 과제의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체계적인 전문성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의 학Gagne(1962)

습원리이론과 같은 기능적 합리주의를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조직이 필. , 

요로 하는 전문성을 구체화하고 효율적인 학습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인적

자원관점에서의 전문성은 특정한 인간 활동의 영역에서 개인이 수행할 “

수 있거나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최적의 수준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인적자원개발의 측면에서의 전(Swanson & Hoton, 2009/2010). 

문성은 각종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성 특징을 분석하는 연구 그리고 전, 

문가와 비전문가의 문제인지 및 해결방식의 수준 차이 등을 비교하는 연

구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오헌석( , 2006). 

전문성을 보는 관점에 따라 전문성을 구성하는 요소도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전문성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는 지식, , 

경험 문제해결이 제시되고 있다 이 외에도 광범위한 지, (Hearling, 1998). 

식기반과 고유성 체계적인 지식구조 예리한 지각능력 문제 진술과 해결, , , , 

자동화된 행동 장기기억과 단기기억 자기 관리 능력 사회적 인지 습득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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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유연성 등이 전문성의 구성요소로 포함(Van Der Heijden, 2000) 

되고 있다 또한 전문성을 과정으로 해석하는 관점에서는 직업에서 요구되. 

는 가치와 개인적 삶의 가치가 통합되는 과정이 전문성 개발의 핵심 동인

이며 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목표 추구 행위에 의해 전문( ) , 動因

성이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되고 긍정적인 태도와 습관이 지속적으로 재형, 

성됨을 전하며 개인의 가치와 목표 그리고 습관 등도 구성요소로 제시하

고 있다 오헌석( , 2006). 

이와 같은 전문성의 정의와 구성요소에 종합하여 인적자원개발의 측면에

서의 이론적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은 일련의 정해진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 

행하기 위해 인지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지식 기술 기제를 축적, , 

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식과 절차를 과제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재구조화하고 재배치하는 등 정교화해가는 것이다(Ericsson et al., 

그러나 지식 경험 문제해결력 같은 전문가가 되는 과정 중 쌓이2006). , , 

는 기능적 특징들과는 달리 실제 전문인들의 가치 태도 습관 같은 정의, , 

적 영역이 실질적으로 전문성 개발의 선결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발

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이 과학의 영역에서 불가능하

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에 관한 지식과 기술적 차원의 연구들만이 , 

주로 보고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문인의 실천 차원에서 논의될 전문성은 전문성의 개념 자체가 , ‘ ’ 

아닌 전문성을 지닌 사람 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전문성을 더욱 확대하고 ‘ ’ , 

실제 현장에서 실천개발 시킬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인적자. 

원개발의 영역에서는 전문성이 도착지가 아닌 하나의 여정이며 모든 사람

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은 가지고 있다는 가정 하에 전문성을 결과가 아닌 

전제 조건 또는 과정에서 접근되어지고 있다(Swanson & Hoton, 2009). 

그러나 실천적 전문성은 전문인의 진정한 표상이 그가 갖고 있는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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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지식 자체가 아닌 그 지식으로 무엇을 하고 또 이를 가지고 어떻게 살, 

아가느냐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며 전문직과 비전문직을 구분하는 조건으, 

로 구조적 속성이 아닌 전문직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 등에 초점을 맞춘다

박종우 이러한 ( , 1994). 실천적 전문성 은 개인이 자신의 직(professionality)

업에 대한 사명(mission), 직무수행의 기준에 관해 전문적 정체성 

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는 것이 전문인 스스로의 성(professional identity)

장과 발전에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기에 이러한 전문인들의 실천 노력은 

지식의 기능적 측면보다는 반성적 성찰을 행하는 반성적 전문인

사회 개혁과 불평등 개선에 앞장서서 주체적으(reflective professional), 

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비판적 지식인 타인에 (critical intellectual), 

대한 사려 깊고 인애스러운 인간관계에 역점을 둔 자애로운 실천인(caring 

practitioner) 차원에서 접근되어지고 있다 최의창 ( , 2009).

그러나 실천적 전문성이란 명확하게 정해진 개념이 아닌 사회적으로 구

성되어지는 개념으로 사회가 부여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은 다시 사회를 ,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상호 작용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 전(Whitty, 2006). 

문성 발달 담론과 관련된 연구들은 과연 누가 어떠한 환경 하에서 전문성‘

을 정하였는가 에 대해 질문하면서 전문성에 관한 지식 권한 제도의 연?’ , , 

관 관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Wear & kuczewski, 2004; 

전문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개인이 진정한 전문인으로 거듭Evans, 2008). 

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부여된 전문성의 속성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과연 누가 전문성을 구성하였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하며 자신의 ,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성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professionality)

또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실제 사회에서 끊임없이 . 

발생되는 불확실한 상황들 속에서 전문인은 사회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판단을 훈련해야 하는 것이다(Hargreave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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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군인의 직업윤리로서 가장 으뜸가는 덕목은 복종과 충성이지만 명령

으로 하달된 행동방침이 때로는 군의 전문직업적 신념 에 어긋나고 위해가 ‘ ’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면 상관에 대한 항의는 의무적인 경우이다 미 해군의 . 

우리나라의 해상방위는 우리의 소임이지 의회의 소임이 아님을 기억하“

자 처럼 군대는 국가의 정책에 절대적으로 ”(Huntinton, 1957/2011, p342)

복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다차원적인 해군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정부의 정치적 지도, 

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바로 군사 전문성. 

인데 여기에는 최고도의 군사지식과 함께 군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직업윤

리를 스스로가 재정립하여 집단 스스로의 존재의 이유를 높이고 고차원의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문성은 전문인의 자격요건과 인적자원개발의 측면에서의 

이론적 전문성 전문인의 올바른 태도와 행동을 규명해주는 실천 차원의 , 

전문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림 과 같이 이러한 직업적 태도 지향, [ 1]

성을 도와주는 실천적 전문성이 본 연구에서 주로 논의되는 전문적 정체

성 과 관련되어 있다(professional identity) .

그림 [ 1 전문성과 전문적 정체성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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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2) 

정체성 이란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의 결과로서 (identity) ‘ ’

사회적인 요소를 포함한 자기 의 확장된 개념이며 발달 과정 중(self, ego)

에 개인이 나는 누구이다 라고 생각하는 동일시 들로 이루‘ ’ ‘ ’(identification)

어지는 자기 관념이다 채연주 윤세준 각 개( , , 2013; Breger, 1974/2003). 

인의 정체성은 가족 종교 신념 지역공동체 소속 등 여러 개인의 경험적 , , , , 

혼합물로서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동체(Erikson & Rapaport, 1968), 

들 안에서 각자가 경험의 의미들을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형성되기에 각

자의 정체성은 개인의 살아있는 경험이 반영되는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 , 

실재 라고 할 수 있다 심리학 사회학 철학 ( ) (Wenger, 1998/2007). , , 實在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 용어가 조금씩은 다른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지

만 종합적으로 정체성이란 개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며 경험을 어떻

게 해석하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현재의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 

어떻게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는지에 따라 지속적

으로 형성 및 재형성 되는 역동적 구조에 기반한다 이에 따라 다른 사회. , 

다른 역사적 시대에 따라 개인은 정체성에서 중시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

밖에 없고 일반적으로 성별 성격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자연적 정체성, 

개인의 소속에 따라 역할 의무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nature-identity), , 

조직적 정체성 교육에 의해 형성된 개인의 합리적 (Institution-identity), 

사고에 따른 담론적 정체성 그리고 개인이 실제 살(Discourse-identity), 

아가는 현장에서 생긴 공동체를 통해 생긴 친화적 정체성

의 관점으로 구별될 수 있다(affinity-identity) (Gee, 2001).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정체성은  의 단계 개인 정체Kegan(1982) 6

성 형성 과정에 따르면 단계 단계는 기본0~1 (incorporation / impulsion) 

적으로 청소년 시절의 정체성 형성 단계이다 단계 는 직업을 . 2 (imp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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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기 시작하는 단계로서 아직 직업에서 요구하는 규정들을 따를 마음

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시점이다 단계 부터는 직업 정. 3 (interpersonal)

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단계이고 단계 시점부터는 스, 4 (institutional) 

스로 직업의 가치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개인 신념과 직업 가치간의 갈등, 

을 조정 가능하며 전문성 발달을 위해 도전하고 확고한 신념이 생긴다. 5

단계 는 군인과 같은 직업군에서 확인되는 정체성 단계로(interindividual)

서 일반인들은 도달하기 어려운 극도의 이타주의를 행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단계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체성에 관련한 이론은 상당히 포괄적이기. 

에 최근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관계적 정체성 역할 정(relational identity), 

체성 등의 한정적인 개념으로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특(role identity) , 

히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개념으로서 사회적 정체성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채연주 윤세준 사회적 정체성 이론( , , 2013). (social identity 

은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자각에 기반하여 집단의 특성으로 자theory)

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정체성 연구는 집단에 대한 동일. ‘

시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되는데 이러한 동일시는 나와 조’(identification) , 

직의 관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 에 초점을 두기도 하고 특정 시점에서 관‘ ’

계의 상태 에 초점을 두기도 한다 즉 사회적 ‘ ’ (Ashforth & Mael, 1989). , 

정체성이 특정 집단의 일원으로서의 자각에서 도출되는 자아 개념이라면 

동일시는 집단의 일원임을 자각하는 정도로서 얼마나 그 집단에 동일시하

느냐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은 다르게 형성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개념에서 조금 더 범위를 좁혀 전문직이 지닌 정체성의 개념으

로 접근하여 직업 정체성 직업 동일시와 비슷한 맥락에서 논의된다, .

전문적 정체성3) 

누구나 삶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한다 개인적 자아와 직업적 자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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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Erikson(1959) � 자신과 자신의 집단에 대해 감정적 동일시 직무종사가자 , 
느끼는 주체성

Hall(1968) � 직무종사자가 자신의 일을 보는 태도

Ibarra(1999) � 전문직 구성원이 스스로 전문성에 대해 내리는 주관적 평가

박종우(1994) �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스스로 전문직업인이라고 내리는 
주관적인 평가

이윤희(1999) � 자신과 자신의 집단에 대해 가지는 감정적 동일시 역사적 , 
산물 실무자가 느끼는 주체성, 

류태호(2000) �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되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직업에 대해 ·
가지는 감정적 동일시 

신원식 이경은, 
(2005)

� 다른 전문직과 구별되는 특성 전문직업인이라고 내리는 , 
주관적 평가

이현재(2005) � 직업의 본질 다른 직업과 구분되는 본질적인 역할, 

전태준(2006) � 전문직에서 요구하는 것과 일치하는 자아개념

표 [ 1 전문적 정체성의 정의 강용관] ( , 2013)

한 고민이 있지만 이 두 가지 자아에 대한 고민을 하나로 인식할 수 있게 , 

되는 것이 전문인으로서의 진입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최의창 교( , 2009). 

사 교육과 관련된 전문적 사회화 교사 사회화 연구들은 결국 전문가가 , ‘

되는 것 좋은 교사가 되는 것 의 의미하는 바를 탐구하고자 각 개인이 전’, ‘ ’

문인이 되는 형성 과정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서 실제 어떤 ‘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전문인으로서 정체성을 획득하느냐 를 탐색하는 것이’

다(robibson, 1981/1991).

전문적 정체성 은 개인이 자신을 전문직 역할로 (professional identity)

정의하는 것과 관련된 속성 신념 가치 동기와 경험 등의 비교적 안정적, , , 

이고 지속적인 집합을 의미한다 강용관 전문적 정체( , 2013; Hall, 1968). 

성 연구는 직업정체성 전문직업적 정체성 전문적 정체성 등의 용어로 , , 

표 과 같이 교육학 사회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체육학 등 각 분야의 [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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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업군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연구되었다 즉 전문적 정체. , 

성은 전문직 구성원이 스스로의 전문성에 대해 내리는 주관적 평가로서 

사회적 환경 안에서 개인의 경력과정 동안 전문직 역할을 의식하고 그 역

할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 예를 들어 직업인(Ibarra, 1999). 

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전문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더 느끼고 소외를 덜 느

낄수록 전문적 정체성은 높게 나타날 것이고 반면 자신의 직업이 전문직

이 아니라 여타 일반 직업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높지 않을 것이다 박종우( , 1994).

최근 의료교육 분야에서도 기존 기능 합리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의

료 전문성의 구성요소들과 그에 따른 교육방법 및 평가에 관심을 집중하

였던 의료 교육자들이 예비 의료인들에게 전문적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것

이 의학 전문성 교육의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년에 보고된 , 2010

에서도 전문적 정체성 형성이 의학교육에 중Carnegie Foundation Report

심이 되어야만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Cruess, Cruess, Boudreau, Snell & 

또 등 은 그림 와 같이 각 분야의 전문Steinert, 2015). Holden (2012) [ 2]

성과 개인의 정체성 그리고 계속적인 성장에 의해  전문적 정체성이 형성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등. Holden (2012)

이 제안한 전문적 정체성 형성 측면으로 접근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그림 [ 2] 전문적 정체성 형성 영역(Holden, Buck, Clark, Szauter &Trumbl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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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적 정체성의 형성과정. 

전문적 정체성의 형성과 사회화1) 

뒤르껨은 사회화에 대하여 이기적이고 비사회적 존재인 개인에게 집단

의식을 내면화함으로 사회적 존재가 되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렇듯 뒤르껨이 주장한 기능주의적 해석의 사(Durkheim, 1956/1978). 

회화는 년대 이후 기능적 사회화론 갈등적 사회화론 상호작용적 사1960 , , 

회화론의 세 가지 방식으로 전개되었고 최근에는 역할학습을 중시하는 사, 

회학적 전통과 자아정체의 형성을 강조하는 심리학적 전통이 혼재된 상징

적 상호작용 과정에서의 사회화인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사회화가 관

심을 받고 있다 조용환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사회화는 사회( , 1997). 

가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회와 개인이 상호작용

하는 과정이다 즉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사회화는 사회의 유지와 더. , 

불어 개인 발달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의 사회화 경험, 

은 평생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유아기에서 아동기에 걸친 기본적인 사회적 자아형성을 제 차 사회화라1

고 한다면 제 차 사회화는 특정의 사회적 세계에 참가하는 직업적 사회화, 2

가 주요 국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차 사회화는 제도적 하위세계. 2

를 내면화하는 것으로 사회화의 정도와 특성은 직업 내 노동(sub-worlds)

의 분화와 그에 따른 지식의 사회적 복잡성에 따라 결정된다(robibson, 

직업은 개인의 생계유지뿐만 아니라 자아실현 그리고 나아가 1981/1991). 

공동체를 통해 타인에게 기여할 수 있는 소명의식까지 함축하고 있다

인간은 사회화를 통해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 갈(Weber, 1905). 

지에 대해 고민하는 방식을 습득하는데 직업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규범과 가

치는 인간이 스스로를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방식을 재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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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 전문적 정체성의 형성과정] (Wenger, 1998)

시키며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조용환, ( , 1997).

일반적으로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직업 사회적 지‘ ?’ , 

위 관계 등으로 자신을 설명한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 . ‘ ?’

바로 개인의 정체성 이며 이러한 개인의 정체 형성(identity) , ‘ (identification)’

은 직업 사회적 지위 관계 등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기준을 나의 자아와 , , 

일치시키는 과정이다(Erikson & Rapaport 그리고 이는 다른 사람, 1968). 

의 시각으로 자아를 보는 반성적 평가 남과 나를 (reflected appraisals), 

비교하는 사회적 비교 자신이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social comparison), 

을지 추론하는 자기귀인 사회적 기준에 자아를 맞추는 (self-attribution), 

정체형성 의 맥락에서 이루어진다(identification) (Gecas, 1992). 

직업 사회화의 범주에는 직업 선택을 포함하는 예상적 사회화(anticipatory 

예비 전문인으로서 대학에서 직전교육을 받는 전문적 사회so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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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와 직업인이 되고 난 후 직업 생활에 적응해 (professional socialization)

가는 직업사회화 과정이 있(occupational socialization) 다(Lawson, 1984). 

특히 여기서 전문적 사회화(professional socialization)는 전문직의 속성을 

내면화시키고 전문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이며 성공적인 전문적 , 

사회화는 전문직의 문화를 습득시키고 역할을 익히게 함으로 전문적 정체

의식을 제공하여 전문적 행동규범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박종우 의료분야의 전문주의에 기초하여 연구된 ( , 1994). Bucher & 

의 직업적 사회화 모델에 따르면 새로운 구성원이 갖는 직Sterling(1977)

업적 특성은 교육프로그램들의 구조적 상황적 측면의 상호작용으로 생기, 

는 것으로서 직업 교육이 제시하는 프로그램들이 결국 새로운 구성원들에

게 직업적 정체감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의 본질을 담은 교육 .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다른 제도와 더불어 어떤 친화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 

고려하여 전문인을 교육해야한다. 

분야별 전문적 정체성 형성 관련 연구2) 

전문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의료 전문인 법학 전문인 교육 전문인 등 다, , 

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은 개 분야의 전문직 종. , Hall(1968) 11

사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그들에게는 구조적 측면 조, 

직적 측면 태도적 측면의 특성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그는 태도적 측, . 

면을 토대로 전문적 정체성의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그 속성에는 사고와 판단

의 준거로 전문직의 활용 공공에 대한 서비스 정신 자기 규제에 대한 신념, , ,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외부적 압력 없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율성 ,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등 은 그림 와 같이 의학 전문인들을 대상으로 의Cruess (2015) [ 4]

료 전문인들의 전문적 정체성의 형성 과정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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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의학 전문인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Cruess, et al., 2015)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의 연구에서는 롤모델 멘토 임상 비임상 . , , , 

경험 등이 전문적 정체성의 형성과정에 영향 요소들로 분석되었으며 의식, 

적 반성과 무의식적 습득에 의해 의사가 되기 위한 형식지와 암묵지를 습

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식적 반성 과정은 관찰 및 . 

모방의 과정을 거쳐 의학전문인들의 반성적 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때 학습자의 의지가 필수적 요소로 확인되고 있다 반면 의식적 , . , 

습득은 의도치 않게 자연스럽게 타인들을 모방하면서 습득하는 것으로 때

론 잘못된 관습까지도 전달되어 부정적 영향을 미침이 보고되고 있다 따. 

라서 의학 전문인들의 전문적 정체성 과정 중에 무엇보다 반성의 과정을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 이는 반성적 과정이 롤모델 멘토 다양한 경험 . , , 

등을 통해 의학 전문인으로서 습득하게 되는 지식을 정화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 주고 사회화 과정에서 학습자 개인의 정체성과 동화작용 등에 영, 

향을 미치는 새로운 지식과 경험들을 계속적으로 탐구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Cruess,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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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의학교육에서 학습자의 역할과 사회화에 대한 반응(Cruess, et al., 2015)

다시 말해 그림 와 같이 전문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학, [ 5]

습자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의학 전문인이 되기 위해서는 습득. 

해야 하는 지식의 양은 많을 뿐만 아니라 견고한 조직 속에서 때론 명확하

지 않는 상황에서도 의사처럼 행동하는 과정 등을 실천함으로써 결국 의, 

학 전문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적 정체성 형성의 과정. 

에서 전문성 교육프로그램들을 구성할 때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프로, 

그램이 아닌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연속체적 전문성 개념 기반의 교육으로

써 전문인의 책무 및 전문성 등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성적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교육적 프로그램도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법학 전문인 교육 분야에서는 기존 지식 위주의 기능 중심적이었던 법학 전

문인 양성 교육 과정에 대한 반성으로 윤리적 전문성이 보다 강화된 전문

적 정체성 형성 교육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 Hamilton(2012)

은 변호사 양성 교육에 관한 전문적 정체성의 핵심요소를 도출하고자 표 [

와 같이 의료전문인 성직자 공학자 법학전문인 관련 전문적 정체성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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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요인 의사 간호사 성직자 공학자 변호사

고객 서비스의 대상 에 ( )
대한 책임감의 내면화 ○ ○ ○ ○ ○

전문인이 되기 위한 전 
탁월성을 갖추기 위한 

역량과 헌신
○ ○ ○ ○

도덕적 사고 ○ ○ ○ ○

공익증진과 공동체에 (
대한 사회적 책임감) ○ ○ ○ ○

대인관계에 대한 이해 ○ ○ ○ ○

도덕률 준수 ○ ○ ○

고결(integrity) ○ ○ ○

연민 ○ ○

진실 신뢰, ○ ○

학생단계에서의 발달과 
전문성 형성의 연관성 ○ ○

고용주 고객 일반인에 , , 
대한 책무성 ○

향상에 대한 열망 ○

정중함 ○

비 보장 ○

공정함 ○

충성 애국, ? ○

환자에 대한 지지 ○

정의 추구 ○

종교적 헌신 ○

환자와 약한 사람들에 
대한 존경 ○

자기인식 ○

문화적 가치와 사회화에 
대한 이해 ○

표 [ 2] 전문성 전문적 정체성 전문인 형성의 요인/ / (Hamilton, 2012, p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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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연구들을 분석하여 공통사항을 도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지 . 5

분야의 전문적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다른 단어로 표

현되고는 있으나 이 과정 및 기저가 매우 흡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 

고 전문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수방법 역시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도 보고되고 있다.

교육 전문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교사 사회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교사 사회화란 교사로 임용되어 교직생활 중 교직 사회로의 적응양상을 . 

말하며 교직을 구성하고 있는 교육관 교사관 수업지도관 학생관 등에서의 , , , , 

질적 변화 과정을 의미 한다 최상근 교사 사회화란 고도의 개인( , 1993). 

적인 과정으로써 각 개인이 지닌 모든 경험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영향

을 받고 있다 이명우 또한 이 외에도 교사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 , 1992). 

수 있는 요소들은 지역사회 학교체제 학교 동료들과의 관계 교실 등으로 , , 

구분할 수 있으며 이두휴 학교 적응에 보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 , 2012), 

는 초임교사의 경우 교사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는 교사 개인적 

측면 교직의 맥락적 특성 교사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 조성 및 개, , 

입 등의 특징들이 있을 수 있다 김지헌 교사 사화화 연구들은 다( , 2011). 

양한 관점에서 연구 발전되어 왔는데 크게 실증적 패러다임 해석적 패러, 

다임 비판적 패러다임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실증적 패러다임에 따른 , . 

교사사회화 연구들은 구조기능주의 관점의 사회화 이론에 바탕을 두고 제

도 규범에 맞추어 만들어진 교사의 모습을 그려낸다 해석적 패러다임에 . 

따른 교사 사회화 연구들은 상징적 상호작용론 현상학 민속방법론 등을 , , 

사용하여 교사들이 교직경험들을 하면서 여러 상황에서 자신을 조작적으

로 해석하고 관련 목표를 규정하며 이에 적절한 역할에 능동적으로 참여

하는 모습에 관해 그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판적 패러다임에 따른 교사 . 

사회화 연구들은 많지 않으나 정의 평등 자유 인간 존엄성에 관해 관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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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연구자 교직 사회화 단계

순차
적 

모형

교사 
이전 
시기 
포함

Fuller(1969) � 교직이전단계 초기교직단계 후기교직단계→ →
Fuller&

Bown(1975)
� 교직이전관심단계 교직초기생존관심단계→ → 

교수상황관심단계 학생관심단계→
Unruh&

Turner(1970)
� 교직이전이기 초기교직시기 안정화시기   → →

성숙시기→
조문현(1983) � 인식 교직 탐색 교직준비 교직 전문화→ → →

교사
이전
시기

미포함

Katz(1972) � 생존단계 견고화단계 쇄신단계 성숙단계→ → →

Gregorc(1973) � 탄생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 완숙전문단→ → →
계

신인숙(1981) � 교직적응 능력개발 갈등 및 → →
좌절 승진지향 보람 및 긍지→ →

Burden(1983) � 생존단계 적응단계 성숙단계→ →

연령대
별

Newman(1978) � 년 년 년 0~10 11~20 21-30→ →
Peterson(1978) � 세 세 세 퇴임20~40 40~50 55 ~ → →

Webb & 
Sikes(1989)

� 교직입문과 사회화 세(21~28 ) → 
교직정착 세(33~44 ) 

퇴직접근 자기수용 퇴임(40~55) (55~ )→ →

복합
적 

순환
적 

모형

신인숙(1981) � 교직적응 능력개발 갈등 및 → →
좌절 승진지향 보람 및 긍지→ →

요인3
복합

등Burke (1984) � 교직이전 교직입문 능력구축 열정성장·→ → → →
직업적좌절 안정과침체 직업적쇠퇴 퇴직→ → →

순환적 Huberman
(1989)

� 생존 및 발견 안정화 실험주의 → → →
                  ⤦      ⤦       

재평가 평정 보수주의 퇴직              /→ →

표 [ 3 교직사회화 단계 정현수] ( , 2010)

을 갖고 교사가 사회 참여적이고 협동적이어야 하며 자기반성을 주요 탐, 

구방법으로 삼아 비판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류태호( , 

그러나 교직 사화화 과정은 개인에 따라 다르며 표 과 같이 그 2000). [ 3]

양상 역시 역동적이고 복합적이다 류태호 정현수( , 2000; , 2010). 

한편 직업 분야 이외에도 리더십 정체성에 관련한 연구도 수행되어 지, 

고 있다 기존 학생들의 발달과 연관된 대부분의 발달학습 관련 연구는 경. 

험의 한 분야에 초점을 두고 지적 윤리적 도덕성 자아 형성 등에 관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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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단계 인식1 ( ) 단계 탐색2 ( ) 단계 리더로 인식3 ( ) 핵십요소
전환점 전환점 발현 몰입 전환점

단계

리 더 십 이 
주 변 에 서 
일 어 나 는 
것을 인식
소 속 감 이 
들 어 나 기 
시작

의도적 
소속 종교( , 

스포츠, 
학회 봉사 , 

등)
처음으로 
그룹을 
경험함

책임감을 
갖게 됨

새로운 
역할을 시도
필요한 기술 

식별
개인적 

책임감 수용
개인적 

성취감 중요

일을 함
다른 사람들을 

관리
다른 접근법 유형 /

수행
리더십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지위적 

역할로 보여짐

자각의 
순서 이동
더 복잡한 

리더십 
도전 수용

리더
십

관점
의 

확장

다른 사람
들이 리더
이고 리, 
더들은 어
딘가 있다

나는 
리더가 
아니다

소속되어
지고 싶다

뭔가를 
더하고 
싶다

리더는 일이 
되도록 한다

나는 리더이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따라야 함
나는 리더에게 

방향을 보여주는 
따르는 

사람 추종자( )

지위를 
갖는 것이 

내가 
리더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자가
발달

국가적 리더
와 권위에 
대해 인식하
기 시작원(
칙)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함

개인적 
기술발달
개인의 
강점 및 

약점 식별
리더십을 

준비
자존감 
형성

개인의 
리더십 
잠재력 
인식

무언가를 
바꾸고 
싶은 

동기생김

지위적 
리더십 역할 
또는 구성원 

역할
의미 있는 

경험이 
좁혀짐 스포(
츠 모임, , 
프로젝트 

등)

다른 이들에겍 
모델

대표와 논쟁하는 
리더

리더십 역할과 
구성원 역할을 

번갈아 
수행하지만 

리더의 
책임이라고 믿음

개인적 인식을 
인정함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음을 
인식
다른 

이들의 
중요성 재/
능이 가치 

있음을 
알게 됨

집단
영향

포 함 되 지 
않거나 능
동 적 이 지 
않은 추종
자 팔로워( )

포함되
길 

원함

능동적 
추종자 

또는 멤버
다양한 
활동에 

참여 스포(
츠 모임 , 

등)

좁은 
이익?

리더는 일이 
되도록 해야 

함
그룹은 할 
일이 있음; 

임무가 
되도록 
구성함

일이 되도록 
멤버를 구성

정체성 본부로서 
중요한 그룹을 
고수함 다른 ; 
그룹 경험함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적극성
그룹의 
자원을 
찾음

발달 
영향

어 른 들 에 
따라 결정 , 
확정 긍정, 
부모 선( , 

생님 코, 
치 종교, 
지 도 자 
등)

어른으로  
결정 권한
다른사람(
이 나를 
리더로 

봄)

롤모델
조언자인 
연장자, 
동료
성인 

조언자
지위적 
역할 
가정
반영

책임을 가짐

연장자 성인을 , 
모델로 함

연장자를 관찰함
멘토 조언자, , 

코치로서의 성인

조언자, 
멘토로서
의 연장자
멘토 의미 , 
생성자로
서 어른
리더십에 
대해 배움

타인과 
자신에 
대한
관점
변화

종속적 독립적 종속적& 

표 [ 4 리더십 정체성 발달 모델] 1(Komives,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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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단계 리더십 차별화4 ( ) 단계 생성5 ( ) 단계6
통합 동화( / )발현 내면화 전환점 전환점

단계

지위적 비지위적 / 
역할로부터 
임무 목표를 /

공유하는데 참여
그룹 기술을 배울 

것을 요구 리더십은 (
그룹의 어딘가로부터 
온다는 새로운 믿음)

지위적 비지위적이든 / 
좋은 그룹과정 촉진을 

추구
그룹 구성원을 
위함 리더십은 (

그룹형성 과정임을 
자각)

열정에 
대해 

능동적 
위임

다른 사람 
발전에 

대한 책임 
수용

팀 학습 
진화
조직 

유지에 
대한 책임

자기개발과 
지속적 학습이 

이어지도록 
조화를 위한 

노력과 내적인 
자신감

리더십
관점의 
확장

나는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끌어야 

하고 나는 조직 
어딘가에 기여할 수 

있다
나는 직함 없이도 
리더가 될 수 있다

나는 리더가 
아니더라도 리더가 

될 수 있다

리더십은 모든 
곳에서 일어난다

리더십은 과정이다
우리는 함께 

리더십을 발휘한다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내 
후임자는 
누구인가

?

나는 
리더로서 

조직 
구성원으로
서 그룹을 
발전시킬 
책임이 
있다

나는 
모든 

상황에서 
스스로 

진실해야 
하고 

성장시켜
야 한다

나는 조직 
일부를 

변화시키는 
것을 다른 

사람과 
효율적으로 
성취할 수 

있음을 안다

자가
발달

다른 이들과 그들의 
소속감이 가치있고 
신뢰할 것임을 알게 

됨
다른 관점도 수용
능동적 멤버로서 
편안한 리딩을 함
통제되도록 놔둠

개인적 영향에 대해 
배움

지위적인 역할과 
비지위적 역할 모두 

중요함
적극적 멤버가 
되려고 연습함

서번트 리더십이 
가치 있음

열정, 
비전, 
위임에 
집중함
사회에 

봉사하길 
원함

조언자와 
다른 

사람을 
발달

리더십의 
변화

리더십 
통로에 

대한 고민
아이디어 
지속성에 
대한 근심

생각에 
대해 

개방적 
다른 

사람에게 
배움

지속적 발전을 
위한 리더십 

추구
일이 더 잘 
되길 바람

신뢰의 중요성
롤 모델링 

인식

집단
영향

집단적 전체를 
참음 큰 그림( )

그룹 팀스킬을 배움/

팀이 중요함
다른 이와 교감이 

중요
체계가 일함을 알게 

함

과정이 
중요
조직 

비전을 
추구함

조직유지
열정 집중/

분야의 
지속성 
확증

새로운 
역할 
변화 
예상

조직적 
복잡성을 이해
다른 조직을 

어떻게 이끌지 
예상 가능

발달 
영향

현재 관계의 리더십 
연습과정

의미 생성자에 
반응함 조교 임원 ( , 

등)

다른 
이들을 

코치하기 
시작

의미 
생성자에게 
반응 조교( , 
동료 멘토 , 

등)

배움공유
반영

불확실하거나 
상황 변화시 

피드백
리더십 단계의 
지속적 순환

타인과 
자신에 
대한
관점
변화

상호의존적

표 [ 5 리더십 정체성 발달 모델] 2(Komives,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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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 졌지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리더십 정체성이 어떻게 발달해 , 

나가는지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 발달 학습 이론과 . 

리더십 이론을 접목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리더십 정체성의 발

달 모형 을 도출하고자 근(LID, Leadership Identity Development Model)

거이론을 통해 학생들의 리더십 발달의 모습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는 특. 

히 타인에 대해 개인이 인식하는 관점의 변화를 주목하였다 그리고 리더. 

십 정체성의 발달 단계별 특징과 전환이 되는 지점의 특징에 대해 표 [ 4] 

및 표 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5] (Komives, Owen, Longerbeam, Mainella 

& Osteen, 2005).

해군장교의 전문적 정체성과 씨맨십2. 

가 해군장교의 전문적 정체성. 

군 전문성의 발달1) 

군인은 인류의 기원과 함께한 전쟁에서부터 시작된 전통적인 직업이다. 

동양의 손자 는 군은 국가에 중요한 존재로서 삶과 죽음을 결정하( ) “孫子

는 지반이요 생존과 패망을 가름하는 척도4) 라고 한 것처럼 국가에서 군”

의 존재와 역할은 매우 강력하다 그래서 군인이라는 직업이 역사적으로 . 

존재한 이래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떠한 군인이 올바른 군인인가에 대한 

논의는 끝이 없었다 대표적으로 동양의 논어와 맹자 서양의 군주론 전쟁. , , 

론 등은 군인이 어떠한 능력과 품성을 지녀야 하는 가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4) 병자 국지대사 사생지지 존망지도 김광수 역 ( ) ( , 兵者 國之大事 死生之地 存亡之道
2003,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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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군을 지휘하는 장교는 전문 직업이 아닌 사회계층의 하나로

서 군주와 귀족들에게 부여된 도덕적 의무 였으나 근대 (noblesse oblige)

시대 이후 국가 안전보장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국가의 기

능적 요구와 군과 민간의 정치권력 분리 차원에서 군사전문직업주의가 확

립되면서 장교는 전문 직업화 되었다(Huntington, 1957/2011).

미국의 정치 철학자 은 전문직의 특성을 규정짓Huntington(1957/2011)

는 요소로서 전문기술 단체성 책임성(expertise), (corporateness), 

을 제시하면서 군인을 전문직 이라고 규정하(responsibility) (professional)

였다 군사전문직업의 차원에서 장교의 전문성을 논하게 될 때 전문기술로. 

서 민간 전문직과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무력의 관리‘ ’(management of 

이며 이에 따른 장교의 고유 임무는 바로 무력을 적용하는 인간violence) , 

조직을 지휘 운용 및 통제 하는 것이다 전쟁을 , (Huntington, 1957/2011). 

수행하거나 억제하기도 하는 장교는 무력을 적용하는 군 조직을 지휘 및 

운용 통제할 수 있는 전문화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무력의 관리 라는 , . ‘ ’

차원은 단순히 무력 그 자체의 기술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무력과 이것

을 관리하는 기술의 역사까지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서 올바른 의식과 태

도를 요구한다 이민수 무력은 그 가치가 부여될 수 없는 ( , 1998; 2013). 

것이지만 이 무력을 다루는 사람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매우 달라지기 때문, 

이다 특히 군인에게 있어 명예 자기희생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헌신적 . , 

기여가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무력의 관리 이외에도 장교의 임무는 매우 다양해져가고 있다. 

현대사회의 전쟁은 이전의 상대방을 굴복시킴으로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

고자하는 폭력행위로서의 무제한 전쟁의 개념 에(Clausewits, 1991/2003)

서 사회적 가치를 보존하고 확장시키는 수단으로써 제한 전쟁의 개념 이(

민수 으로 옮겨가고 있다 근대시대의 군은 폭력의 관리와 사용으,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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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묘사되는 전사의 이미지 였으나 포스트모던시대에는 “ ”(fighter image)

보호자의 이미지 가 부각되고 있다“ ”(protector image) (Micewski, 2003). 

기존 군의 전쟁과 평화에 관한 전통적 기능은 전쟁에 대비한 평화 유지적

이고 현상 유지적인 특징으로 바뀌었고 국가 발전을 위한 정치 경제 사, , 

회적 자원의 활용을 조절하는 역할까지도 담당하게 되면서 기존의 군 전

문성은 기존 무력의 관리의 제한적 차원에서 더욱 확대된 개념으로 발전 

하였다 황보식 특히 현대 기술집약적 최첨단 무기 체계와 그에 ( , 1998). 

따른 전장의 변화는 장교에게 필요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투지휘자 이 외에도 관리자 전문가 정치가 학자다운 군인으로서의 다, , , 

양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기에 그에 따른 역량을 준비해야한다 윤영돈( , 

2012). 

두 번째로 단체성은 전문직업인들의 공동체적 특성으로서 구성원간의 유기

적 통일체의 의식과 다른 집단과는 다르다는 자각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장교는 나름의 역사적 가치 문화(Huntington, 1957/2011). , , 

전통을 가지고 다른 직업에 비해 특별한 내적 자세를 요구 받는다 군의 . 

이러한 단체성의 성격은 여타 직업보다 두드러지게 높다 이민수( , 1998). 

마지막으로 책임성은 전문인이 사회에서 가지게 되는 영향력과 지위로 인

해 특별한 사회적 책임을 갖게 된다는 것으로서 어떤 집단이건 고도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윤리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

러한 전문인들의 책임성을 더욱 부여한다 정연재 장교들이 갖게 되는 ( , 2007). 

무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고유성은 그에 수반되는 강력한 책임감을 

동시에 요구한다 이러한 책임성의 논의를 확장하여 전문 직업군으로서의 . 

군대윤리 의 개념을 정립한 (professional military ethics) Huntington(1957/ 

은 미군의 베트남전 패전의 원인을 군대내 팽배했던 결과주의 과잉2011) , 

충성 상업적 출세주의 등의 장교들의 타락으로 보고 장교들의 그릇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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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와 복무 자세를 비판하며 직업군인의 윤리로서 충성과 복종 문민통제를 , 

제시하였다. 

한국 현대 군에서 법률상으로 명시된 군인의 사명은 군인복무규율5) 제  

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4 “

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 으”

로서 이에 따라 충성 성실 국민에 대한 친절 정직 품위유지와 명예존중, , , , , 

비 엄수 전쟁법 준수 청렴 및 검소 환경보전의 의무를 갖게 되며 직무, , , , 

유기 및 근무지 이탈 집단행위 직권남용 사적제재 영리행위 및 겸직이 , , , , 

금지되고 대외활동 및 정치적 행위에 대해 제한을 받게 된다 군인복무규(

율 조 조, 5 ~18 ).

구체적으로 장교의 책무는 부대관리훈령6) 제 조에 따르면 부대를 지휘관 16

리 및 훈련하며 부대의 성패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부대의 역량을 통합, 

하여 부대의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부대의 엄정한 군기와 왕성한 사기. , 

단결력이 장교 지휘관 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지휘권을 엄정하게 행사하( )

고 부하를 지도 감독하며 부하의 복지향상과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힘· , 

써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장교들은 책임의 중대함을 자각하여 직무수행에 .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건전한 인격의 도야와 심신의 수련에 

힘쓰며 처사를 공명정대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솔선수범함으로써 부하로, 

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 역경에 처하여서도 올바른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는 통찰력과 권위를 갖추어야 한다.

이렇듯 현대사회에서 군인으로서 갖춰야할 군사전문지식의 수준은 매우 다

양하고 폭넓어졌으며 사회에서 요구하는 직업윤리의식은 더욱 높아졌다 군, . 

은 변화하는 국제정치와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 요구를 정확히 읽어내어 우

5) 대통령령 제 호26394

6) 국방부훈령 제 호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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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자질을 지닌 군 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한 체제와 프로그램을 개발하

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장교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와 논의들. 

은 군 리더십 분야로 발전되었고 다음 절에서는 장교의 리더십에 대해서 , 

살펴보고자 한다.

장교 리더십2) 

장교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부대의 지휘권 을 (command authority)

갖게 되고 이에 따른 지휘 책임 을 지는 직업 전(command responsibility)

문인이다 국군조직법( 7) 부대관리훈령, 8) 부대관리훈령 제 조에 따르면 ). 2

장교의 지휘권은 지휘관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급 또는 직“

책을 통하여 예하부대에 합법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권한 행사 라고 정의”

하고 있다 또한 군인복무규율. 9)제 조에서는 상관과 부하의 지휘체14~24

계에 대해서 법적인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면서 지휘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때 그에 따른 책임도 부여됨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장교들에게. 

는 많은 권한을 부여됨과 동시에 책임감도 감내해야 하기에 리더로서 높

은 리더십이 갖추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부대를 지휘 및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장교의 전문성의 다른 표현

을 리더십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군 지휘관의 리더십은 부대의 성과나 , 

전투력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수한 군. 

인을 배양하기 위한 군 리더십분야의 연구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임무를 완수하고 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해 목표와 방향을 , “ , 

제시하고 동기부여시킴으로써 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이라, ”

7) 법률 제 호 10821

8) 국방부훈령 제 호 1787

9) 대통령령 제 호 2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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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의한 의 연구가 대표적이라 할 수 U.S Department of Army(2006)

있다 일반적 리더십과 군 리더십의 본질적 차이를 찾기는 어렵지만 많은 . , 

사람들이 목숨을 건 전투상황에서 발휘되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군 리더십

을 권위적이고 때로는 강압적인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 

불구하고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기 때문에 군과 민간의 리더십의 본질은 다르지 않음은 자

명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리더십 유형의 차이가 아닌 정도의 차이를 보. 

이는 것은 군 리더십이 단순히 부대 운영에 그치지 않고 목숨이 위태로운 , 

상황에서조차 부하들이 기꺼이 명령에 따르고 작전과정에서 창의적인 전

략과 전술을 발휘시켜야 하기 때문이다(Donnithome, 1994).

구분 정의

미군

육군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고 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해 목표와 방향, 
을 제시하고 동기부여시킴으로써 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 
는 과정

해군
지시나 강제적위협적 명령이라기보다는 감화와 설득으로 사람·
을 관리하는 것

공군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하들의 존경 신뢰 복종 및 , , 
충성스런 협조를 얻을수 있도록 영향을 주고 지도하는 기술

캐나다군
임무완수에 기여하는 역량을 개발 또는 향상시키면서 다른 사
람들이 직업적 전문성과 윤리성을 바탕으로 임무를 완수하도록 
명령하고 동기부여시키며 실현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 , 

한국

육군
리더가 조직의 목표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들과 상
호작용 하면서 영량력을 미치는 과정

해군

지휘관이 자기에게 부여된 책임과 권한에 의해 부대의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예하부대 및 부하의 능력을 극
대화하도록 감화시키고 모든 노력을 부대 목표에 집중시키는 , 
기술

공군
공군 고유의 문화적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미래의 항공우주군 , 
건설 및 운용을 위해 전 공군인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 
몰입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영향력 행사 과정

표 [ 6 군에서의 리더십 정의 최병순 재인용] (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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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군 리더십과 관련되어 살펴보면 년 이전에는 지휘 통, 2000 ( ), 指揮

솔 지휘통솔 등의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었고 년 ( ), ( ) , 2000統率 指揮統率

이후 전문적인 리더십 연구기관으로서 국방대학교의 리더십 석사과정이 

개설되면서 군 리더십 연구가 점차 활발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군 . 

리더십에 대해 표 과 같이 육군 해군 공군은 각 군별 특성에 따라 다[ 6] , , 

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리더십의 정의에서와 같이 군 리더십은 

리더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을 기본으로 보고“ ”

되고 있다 최병순 이러한 초기 군 리더십 연구에서는 리더십 특( , 2001). 

성 이론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리더십의 효과성과 상관관계를 보이, 

는 리더의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고 이러한 연구는 일반, 

분야의 리더십 연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최병순 예를 ( , 2010). 

들어 한국의 육군 소대장들에게 요구되는 대표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탐색

한 연구는 신체적 특성으로서 운동능력 부하를 능가할 수 있는 강건한 체, 

력이 제시되었고 성격요소로서는 상관에 대한 충성심 정직 성실성 주도, , , 

성 용기 감정자제력 업무추진력이 지적능력으로는 업무수행능력 의사, , , , 

소통능력 등이 도출되었다 최병순( , 2001).

이렇듯 리더십 특성이론은 효과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 어떠한 특성을 

구비해야 하는가를 알려줌으로 리더십 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 

러나 현대사회의 연구범위와 대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연구수행의 어려움이 나타났으며 이에 리더의 특성과 리더십 효과성 , 

간에 일관성 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리더의 

행동유형에 초점을 맞춘 리더십 행동이론과 관련된 연구들이 소개되고 있

다 군 리더십 연구에서도 리더십 행동 이(Robbins & Judge, 2011/2012). 

론들을 기반으로 장교들의 효과적인 행동을 찾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지

고 있으며 특히 평상시 효과적 리더십 행동과 전장시 효과적 리더십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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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녈명 군별 강조행동 공통사항

육군 Military Review 협조 및 팀워크 촉진 � 부하에 대한 배려
� 영감을 불러일으키기
� 비판
� 문제해결
� 목표설정
� 작전 모니터링
� 정보공유
� 환경모니터링
� 성과 강조

해군
Naval War 

College Review
권한위임 작전 모니터링, , 
환경모니터링

공군
Air University

Review
비판 목표설정 정보 , , 
공유

표 [ 7 효과적인 군 리더십 행동] (Van Fleet & Yukl, 1986, p74)

구분 리더십이 발휘되는 조건

American 
Generalship

① 사심없는 마음가짐
② 결심 리더십의 정수: 
③ 결심 수립에서의 육감
④ 예스맨에 대한 거부 도전적인 기질: 
⑤ 독서의 중요성
⑥ 멘토십 지도 상담 조언 가르침 앞길 열어주기: , , , , 
⑦ 배려
⑧ 위임
⑨ 책망하기 보다는 문제 바로 잡기
⑩ 인품의 일부를 보여주는 품격 

표 [ 8 미군 장성 리더십] (Puryear, 2000)

을 구분하여 분석되어지고 있다 최병순( , 2001).

또한 교수Puryear(2000/2012) 10)는 미군의 리더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공적으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식견을 어떻게 습득하는지에 대해 수

십 년간 연구하였으며 대표적 저서 American Generalship: Character Is 『

를 발간하면서 군 리더십을 Everything: The Art of Command(2000)』

소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19 Stars: A Study in Military Character and 『

10) 교수 Edgar F. Puryear Jr. ph.D, Georgetown University (1983~2000)



- 37 -

Leadership(1971), 19 stars : Stars in Airforce(1981) , American 『 』 『

등의 저서들을 통해 미군 육 해 공군 장성들의 Admiralship(2005) · · 』 

리더십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그는 개인의 노력과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 ,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년간 수백 명의 대장급 장35

성을 포함하여 수천 명의 여단장 및 그 이상의 장군들과의 인터뷰와 수백 

편의 자서전 및 회고록 기타 문헌들을 종합하여 리더십이 발휘되는 조건, 

들을 표 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인격[ 8] 10 , 

이 군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라고 결론(Character Is Everything)

을 내리고 있다 그는 군인이라는 직업이 경제적 보상이 큰 직종도 아닐뿐. 

더러 편안하거나 쉬운 직업도 심지어는 위험한 직업이라고까지 설명하면, 

서 군인의 의지를 독려하고 동기부여를 위한 유일한 조건이 자신의 가족, 

과 공동체 등을 사랑하는 마음이며 이러한 인격을 갖추지 못한 군 지휘관, 

은 결국 성공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음을 전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군 . ,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조건은 인격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소개한 리더십의 특성이론과 행동이론은 보편적인 상황에서 

효과적인 특성이나 행동을 찾으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리

더십의 발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인적자. 

원관리에 널리 활용되는 역량 을 기반으로 한 리더십 역량모(competency)

형이 소개되고 있다 역량이란 직무나 상황에서 뛰어난 수행이나 준거 관. “

련 효과와 연관된 개인의 특성 으로 우수한 ”(Spencer & Spencer, 1993)

수행자 가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태도(high performer) , , (KSA: 

등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량을 Knowledge, Skill, Attitude) . 

리더십에 접목시키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게 하는 리더의 내재적 특성“ ” 

또는 부여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리더가 구비해야 하는 지“

식 기술 태도 이도엽 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육군, , ”(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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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6] 미육군의 리더십 모형Be-Know-Do (Department of Army, 2006, 2-4)

에서는 표 에 제시한 바와 같이 (U.S Department of Army, 2006) [ 9]

의 역량 리더십 모형을 소개하고 있다 의 Be-Know-Do . Be-Know-Do

역량 리더십 모형은 정예장교가 되는 것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게 (be)

이해하고 받아들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행동 함으로써 형성, (know), (do)

되는 것으로 의미한다 김재우 김경배 다시 말해 장교는 전투원( , , 2015). , 

인격적 리더 국가의 일꾼(warior), (leader of character), (servant of the 

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nation), (member of the profession of 

으로서 정예장교가 되는 것은 전문 직업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arms) , 

추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동양의 병법서에도 장수가 지켜야 하는 도 에 대해서 잘 제시, ( )道

하고 있다 손자는 장수의 도를 백성들로 하여금 임금과 뜻을 함께 하도. “

록 만드는 것 이라고 하였고 이는 현대의 리더십에서는 구성원들로 하여” “

금 리더와 한마음이 되도록 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동양 최고 병법서” . 

인 손자 와 전국시대의 병법서 오자 그리고 조선시대 병, 孫子 吳子『 』 『 』

법서 무신수지 에서는 이상적인 장수의 덕목으로서 공통적으武臣須知『 』

로 지식 신의 용기 위엄 을 제시하고 있으며 손자와 오( ), ( ), ( ), ( )智 信 勇 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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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법서 리더의 덕목

손자 지 신 인 용 엄 문 무 겸비 ( ), ( ), ( ), ( ), ( ), / ( / ) 智 信 仁 勇 嚴 文武

오자
지 위 덕 인 용( ), ( ), ( ), ( ), ( ), 智 威 德 仁 勇

문 무 강유 겸비/ ( / )· ( ) 文武 剛柔

무신수지
신 용 엄 지 인( ), ( ), ( ), ( ), ( ), 信 勇 嚴 智 仁

충신 의사 의 절개( )· ( )忠信 義士

표 [ 9 동양 병법서의 리더의 덕목 임원빈] ( , 2008a. p133)

자가 지적 역량을 리더의 으뜸 덕목으로 평가하는 반면 조선의 무신수지

는 충신 과 의사 를 강조하고 있다 임원빈 이러한 동( ) ( ) ( , 2008a). 忠信 義士

양의 리더의 덕목들은 리더의 인격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나를 다스려 다

른 사람을 돌본다는 수기안백성 유학의 핵심가치가 담겨 있( , ) 修己安百姓

다 서양의 리더십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 

과정 으로서 핵심은 능력 에 있지만 동양의 리더십은 (Northhouse, 2007) ‘ ’ , 

수기 를 통해 인격을 다듬어 다른 모든 사람이 평화 공존하는 사회( )修己

에 기여하는 과정 전체로서 리더십의 원동력은 인격 에 있다 조신호‘ ’ ( , 

2015).

해군장교 전문성 및 리더십 연구 3) 

해군장교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역시 리더십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해군장교의 전문성과 관련된 리더십 연구들을 살펴보면 표 에 , [ 10]

제시한 바와 같이 해군장교가 공통적으로 구비해야 할 리더십 역량 해군(

본부 핵심역량 개발 절차에 따라 도출된 해군 위관장교 리, 2000; 2003), 

더십 핵심역량 연태훈 해군 영관장교 항해병과 핵심역량 이도엽( , 2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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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해군 
부대

관리훈
(2000)

인간적인 특성 충성 용기 명예 체력, , , 
상황에서의 
적응요소

목적의식 바람직한 근무태도 함정장비 , , 
운용통달

지휘통솔자로의 
자질

지혜 신념 통찰력 용기 진취성 인내력, , , , , , 
치 성

직업군인으로의 
윤리 충성 명예 책임 희생 복종 공정, , , , , 

사회조직 
일원으로의 자질 청렴 검소 품위유지 준법 정직 신의 성실· , , , , , 

함정지휘관으로 
갖추어야할 특성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근무자세 강인한 , 
체력과 정신력 참전사 정신 책임감, , 

지휘관의 올바른 
행동

솔선수범 부하에게 솔직 및 책임 감수, , 
부하지도 및 계발 부하 복지 도모, 

해군
지휘통솔

교범
(2003)

개인적인 윤리 신의 성실 정직 품위 준법 청렴 검소, , , , , ·
직업적인 윤리 충성 명예 채김 희생 복종 공정, , , , , 

정신적 자질 지혜 신념 통찰력 결단력 용기 진취성, , , , , , 
인내력 치 성 문화적 인식, , 

신체적 자질 좋은 체력 육체적 건강, 

감정적 자질 자아 인식력 자기 통제력 성취지향성 감정 , , , 
이입 사회적 기술, 

함정 지휘 
통솔자의 자질

목적의식 열정적인 근무자세 강인한 , , 
체력과 정신력 신뢰 공동체 의식 책임감, , , , 
인내력 함정 장비에 대한 전문 지식, 

지휘통솔자의
행동원칙

일체감 조성 및 주인의식 함양 부하지도, , 
솔선수범 자기 계발 미래 예측 및 적시 , , 
적절한 결심 부하 복지 도모 정보 , , 
제공 공유 부하계발 부하에게 솔직 및 책임 / , , 
감수 권한 위임 과업 실천 여부 확인감독, , 

연태훈
(2007)

해군 위관 * 
장교핵심역량

관계형성 업무수행력 자기경영 팀리더십 솔선수범 의사소통, , , , , , 
공정성 책임감 충성 정직 신뢰 전문지식 위기관리, , , , , , , 
명확한 지시 일관성, 

이도엽
(2009)

항해병과 * 
영관장교 
핵심역량

성취와 
행동역량군

정확성 품위유지 관계 형성 조직인식 현, , , , 
장업무의 효율적 감독 처리 성취지향성 열/ , , 
정 규정 및 원칙준수, 

인지역량군 문제해결력 의사결정력 업무수행력 자기 , , , 
경영

관리역량군 동기부여 팀리더십 유연성 비전제시 설득, , , , 
력 신상필벌, 

개인효과성 
역량군

도전정신 인간존중 솔선수범 의사소통 공, , , , 
정성

표 [ 10 해군 내 리더십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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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7 해군장교 리더십 핵심덕목 해군본부] ( , 2008)

등을 탐색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도엽 또한 해군본2010) ( , 2010). 

부 에서는 창군기 원로를 비롯하여 참모총장 사령관 등의 여명(2008) , 60

의 장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해군리더의 핵심덕목을 분석하였으며 그, [

림 과 같이 품성 역량 행동 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상호 복합적으로 7] ‘ , , ’

작용하고 실천과 반성을 통해 해군 장교들의 내면화된다고 보고하고 있, 

다 또한 이도엽 도 해군 항해병과 영관급 장교가 갖추고 있는 핵심. (2010)

역량을 관점에서 기법으로 분석하여 이들의 핵심역량으로 성취와 HRD BEI

행동역량군 인지역량군 관리역량군 개인효과성 역량군 등으로 분류됨을 , , , 

보고하고 있다.

해군을 리더십 연구로는 이순신제독의 리더십 관련 연구가 대표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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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조성도 최두환 임원빈( , 1983; , 1997; ,2008a; 2008b; 

이순신 제독은 한국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성웅이기에 그에 2008c). 

관한 연구는 해군 중심의 전술분야를 비롯하여 호국정신 정치 행정 문, , , 

학 경영학과 관련되어 크게 확장되고 있으며 특히 이순신제독의 사상과 , , 

업적에 근거하여 홍익인간 리더십 승리의 리더십 군사적 리더십 전환의 , , , 

리더십 위기관리 리더십 원칙주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감성리더십, , , , , 

전략적 리더십 등이 다양하게 소개되어 지고 있다 조신호 또 이( , 2015). 

순신제독의 생애를 동양 병법서의 덕목과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도 수행되

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유능한 리더의 덕목으로 지식 신의 사랑 용기 위, , , , 

엄을 위대한 리더의 덕목으로는 창의 정의감 정성 역사의식이 필요함을 , , , , 

보고하고 있다 임원빈 또한 유학의 덕과 병법의 이론을 바탕으( , 2008c). 

로 충무공의 업적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리더십의 덕목으로 정의구현 위기, 

극복 책임완수 솔선수범 유비무환 신상필벌 창의혁신 어적보민 소통, , , , , , , 

조화 생사초탈 충효충서 꿈과 희망 시적승화가 제시하기도 하였다 조신, , , , (

호, 2015).

본 연구에서는 해군사관생도 리더십 교육에 귀감이 되는 이순신제독의 

삶을 형성한 유학의 인격함양법11)을 분석한 임원빈 의 연구를 자(2008a)

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당시의 유학은 객관적 사물에 나아가 정확하게 사. 

물과 인간의 이치를 인식하고 그 이치를 기준으로 뜻을 정성스( ) 格物致知

럽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몸을 닦고 가정을 화목하( ) ( ), 誠意正心 修身

게 하는 것 부터 시작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 ) ( ) 齊家 治國

인류가 공평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것 을 인간의 목표( )平天下

이자 방법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유학의 핵심은 바로 몸의 주인인 마음을 . 

다스리는 것으로 진리 인식하고 궁리 순수한 마음의 힘 기르며 존( , ), (窮理

11)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으로 성인군자가 되는 방법과 성인군자가 해야하는 사회적 역사적  

책무에 관한 대학 팔조목 에 근거한 인격함양법을 남당 한원진 의 ( ) (1682~1751)八條目『 』
해석으로 풀이임원빈( , 200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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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힘써 진리 실천함 역행 으로서 마음을 보존하고 착한 본, ), ( , )存養 力行

성을 길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궁리란 진리에 부합하는 . 

정의와 불의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다 해. 

도 욕망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성인군자로 나아갈 수 없기에 이러

한 이기적 욕구를 극복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존양‘ ’

이 필요하다 진리 인식하기 와 순수한 마음의 힘 기르기 를 통해 선과 . ‘ ’ ‘ ’

악 정의와 불의를 구분할 수 있고 이것들을 지킬 수 있는 도덕적 힘이 길, 

러졌다면 진리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궁리 존양 역행은 이론적으로 위. , , 

계적 순서를 지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상호간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

는 유기적 관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순신제독 삶을 들여다보면 그림 에 제시한 바와 , [ 8]

같이 궁리 의 측면에서 자식의 도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신하의 ‘ ’ ( ), 孝

도리는 몸을 바쳐 임금을 섬기는 것 지식인의 도리로서 현실 문제에 ( ), 忠

적극 참여하는 것 의리 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 ( )義理

인식하였고 또 존양 의 측면에서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행하려는 마음이 , ‘ ’

사적인 이익을 쫒는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유학에서 강조하는 시와 음악

을 즐기고 활쏘기를 생활화하면서 순수한 마음을 지키고자 다양한 감성의 

순화방법을 사용하였다 유명한 한산도가 와 같이 이순신제독이 . ( )閑山島歌

남긴 다수의 시들은 자연과 함께 나라에 대한 충성의 결의를 다지는 것으

로서 그는 전시 중에서 시 쓰기를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사적욕구를 벗어

날 수 있는 도덕적 힘을 키웠다 또한 일기쓰기를 통해 감성의 표출 반성 . , 

작업을 통해 마음을 순화시켰다 방대한 분량의 난중일기는 전시기간 내내 . 

이순신제독이 마음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부하들과 같이 활쏘기를 하. 

고 저녁에는 정신을 순화시키는 음악 감상을 하였다는 기록들은 육체적 , 

기능을 단련하는 활쏘기와 정신을 순화시키는 음악 감상의 조화가 조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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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8 이순신제독의 유교적 인격함양법 임원빈] ( , 2008b)

대 무인 들의 인격함양의 큰 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임원( ) (武人

빈 조신호, 2008b; 2008c; , 2015). 

한편 이순신제독의 장교로서 전문성 요소를 확인해 보면 무력에 대한 , , 

전문지식과 기술의 보유는 장교들에게 보다 높은 사회적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있다 특히 극한의 상황에서 조직과 부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 , 

치는 직업윤리는 이 시대의 장교들이 사사로운 개인감정으로 살아가는 것

이 아니라 국가와 인류를 위해서 헌신 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것을 요

구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 요소들은 흡사 미군 장성들의 리더십인 . 

에서 강조한 인격적 리더십과 닮았으며 이 요소들American Generalship , 

은 해군사관생도들에게 가장 강조되어야 할 전문성이라 할 수 있다 다시 . 

말해 장교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장교에게 요구되는 강력한 책임감을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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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고자 꾸준히 노력할 뿐만 아니라 대의를 위하여 개인의 이익은 멀리

하는 인격을 갖추도록 품성을 연마해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씨맨십 은 장차 해군의 (Seamanship)

정예장교가 될 해군사관생도들이 함양해야하는 해군 리더십으로서 해군장

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 역량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예비 해군, . 

장교로서 생도들이 추구해야하는 리더십은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서 해군

장교가 갖추어야 하는 리더십의 구조적 요소를 도출하여 기능적으로 교육

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도들이 이러한 리더십을 함양하도록 노력하는 마음

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군사관생도들의 리더십은 단순 해. 

군 리더십이 아닌 해군에 대한 자부심에 기인한 해군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포함된 씨맨십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씨맨십. 

씨맨십의 개념1) 

물리적으로 인간은 바다에서 살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 있어서 바. 

다는 한 영역이며 이에 인간은 배 를 만들었다 인류 역사에서는 최초로 , ‘ ’ . 

등장한 배는 년경 이집트에서도 파피루스를 엮어 만든 갈대배라B.C 5000

고 한다 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사람이 살 수 (Van Loon, 2006/2006). 

없는 이 바다에서 인간은 배라는 존재를 이용하여 바다와 함께 생존해왔

지만 바다는 결코 인간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렇기 뱃사람들은 이 . 

거친 바다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더 거칠게 싸워야만 했다. 

동력엔진이 나오기 이전의 배들은 주로 바람을 이용하기 위해 돛을 사

용해 항해를 하는 범선이었다 그리고 돛이 발명되기 이전의 배는 사람들. 

의 힘을 이용해 노를 저어야만 했다 호메로스 일리아드 를 원작으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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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화 트로이에 묘사된 함선의 선원 이순신 제독의 거북선에서의 조선 , 

수군들의 모습 목숨을 걸고 돛 하나를 의지해 신항로 개척을 하던 , 

대항해시대의 선원 현대의 를 비롯한 각종 자동 항법장치들15~16C , GPS

이 달린 최신 크루저를 타고 망망대해를 횡단 하는 요트인 그리고 최첨단 , 

이지스함에 있는 해군들의 모습은 분명 많은 차이가 있지만 뱃사람으로서 , 

갖게 되는 공통적인 정신 습관 태도 등에 비슷함이 있다 이 비슷함 은 , , . ‘ ’

바로 바다인들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씨맨십, (seamanship)

의 뿌리가 된다 예를 들어 유명한 폴란드 해양 작가인 는 . , Conrad(1920)

그가 선원으로서의 경험 후 쓴 책 에서 선원 공동The Mirror of the Sea

체 의 성격을 바다의 경이로움 과 배 (The community of sailors) ‘ (mistery)

안에서 삶을 공유하는 선원들의 정신 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fellowship)’

정신이 바로 씨맨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씨맨십이란 용어의 사전적 정의12)는 배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로

서 일반인들에게 매우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으나 해양관련 분야의 종사

자들에게는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며 항해학의 이론적 개념에서는 묘, 

박 계류 선박운용 통신 기관 인명구조 조난 비상조치 안전항해 갑판 , , , , , , , , , 

장비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선원의 기본 소양과 직업의

식 책임윤리도 포함된 용어이다 이학헌 고대 아테네의 페리클레, ( , 2004). 

스 장군은 씨맨십에 대하여 바다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씨맨십이며 이“ , 

것은 바다에서 인간의 능력과 예지에 근거하여 얻어지는 최대의 기술이

다 라고 전하고 있다 즉 고대시대에 배를 운용하는 기” (Reynolds, 1998). , 

술은 바다에서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당시의 씨맨십은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개념이 아니었다 그러나 인류 문명의 발전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 

따라 함정이 기계화되고 대형화되면서 해상직업은 보다 고도화된 기술을 

12) Cambridge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 Thesauru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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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씨맨십은 복합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윤석준 일례로 최근 한국 사회의 큰 참사였던 세월( , 2003). 

호 사건에서 해양 전문가들은 선원들의 씨맨십의 부족이 사고발생 원인의 

하나로 꼽고 있다 박영수 임우선 급박한 위험상황에서 선( 2014; , 2014).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선원법13)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기본적 씨맨십이 결여되어 있었고 결국 많은 생, 

명을 앗아간 대참사를 불러오게 되었다.

일반인들에게 바다가 매우 생소할지 모르지만 바다에서의 생존을 위한 , 

생활 그리고 이러한 역사를 통해 뱃사람들만의 고유한 전통과 관습 그리

고 의식 등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한광수 등 역사의 흐름에 따라 ( , 2014). 

배의 형태 변화가 나타나고 조직의 목적 일의 형태에 따라 씨맨십의 기, , 

술적 측면도 달라진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어온 뱃사람의 공통적 직업윤. 

리로서의 씨맨십은 사람의 삶과 죽음에 접히 관련되어 있기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강조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동 운명체로서의 성격. 

이 강한 함정 문화에서 선장에게는 리더로서 가져야 하는 리더십이 필요

할 뿐만 아니라 선원에게도 리더의 명령에 복종하는 팔로어십(fellowship)

이 포함된 씨맨십이 요구된다 이학헌( , 2004). 

씨맨십이란 용어는 해양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쓰이는 용어이나 세부적으

로는 각 해양의 분야 별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변천되어 왔다 해양 전문인. 

을 양성하는 미국의 해양대학교 에서는 선원의 전문성 (Speelman, 2001)

관점에서 씨맨십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배를 다루는 기술로서 조종술, 

을 일컫기도 하고 넓게는 해양국제법 충방법규 해(nautical navigation) , , , 

양기상학 해양안전 등의 해양 관련 전문적 지식 그리고 해양인으로서 가, , 

져야 할 강인한 정신력 책임감 배려 리더십 등이 포함된 뱃사람으로서 , , , '

13) 선원법 조 재선의무 조 선박 위험시의 조치 10 (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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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자질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는 요트인들' . Rousmaniere(2014)

의 씨맨십에 대해 돛을 다루는 세일링 기술 항해술(art of sailing), (maneuvering), 

그리고 어떠한 환경 에서도 (all position and reasonable circumstances)

배를 지킬 수 있는 능력 등의 기술적 숙련뿐만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하고 탐구하는 자세이자 습관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

한편 선원들과 약 년 동안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삶과 문화를 관찰한 , 5

은 선원들에게는 육상 근무자와 매우 다른 고유한 문화Knudsen(2005)

가 존재한다고 전하고 있다 하물며 해상의 문화를 육지인들은 (uniqueness) . ,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시 까지 한다고 전한다 이(undervalue) . 

러한 해상에서의 생활에 대해 그는 세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첫, 

째 선원들은 분단위로 꽉 짜인 하루 일과 속에서 일사분란하고 바쁘게 움직일 , 

뿐만 아니라 항상 그들은 예측 불가능한 바다로 인해 긴장하며 산다 둘째 연. , 

안을 벗어나면 선원들은 배 안에서 규정한 인위적 시간 속에서 문명과 단절된 

생활을 하게 된다 셋째 배 안에서는 선원들에게는 조직적 업무분담이 이루어. , 

지며 특히 현대화된 함정 속에서는 매우 세분화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 . 

는 해상에서의 생활은 매우 힘들고 위험천만하고 세상과 소통이 단절되고, , ,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은 씨맨십에 대해 전문. Knudsen(2005)

지식 전문가로서의 자부심 경(professional knowledge), (professional pride), 

험을 통한 습관과 사고방식 을 포함한 현(experience-based common sense)

장에서의 상황적 전문성 그리고 실천적 지(situated expertise in action), 

혜 로 정의하고 있다(pronesis) .

또 캐나다 해양경찰 해양 안전 매뉴얼(Brand, Canada Coast Guard, 

에 따르면 실전적 씨맨십 은 바다에서의 전통2002) (practical seamanship)

적 기본 규칙 이며 씨맨십의 원칙으로 비상시 빠른 (basic set of tradition) , 



- 49 -

대처가 가능하도록 모든 장비를 정 위치에 두어야 하는 정리정돈성

늘 두 개 이상의 장비를 준비하고 매사에 더블 체크시스템을 갖(order), 

추는 예비성 서로를 배려하는 생활태도와 안전사고를 방지(redundancy), 

해 문을 꼭 닫고 다니는 등의 습관 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다 그(habit) . 

리고 이 매뉴얼에서는 바다가 사나워 지면 왜 씨맨십이 필요한지 알게 될 

것이며 씨맨십 훈련만이 반복된 실수로부터 승조원들을 보호할 수 있음을 , 

강조하고 있다(Brand, Canada Coast Guard, 2002). 

이상의 씨맨십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씨맨십은 변화무쌍한 바다에서 나, 

약한 존재인 인간들이 살아남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 생존능력 및 

정신을 비롯하여 항해기술 해양 전문지식 해양인으로서의 규범과 상식 , , 

그리고 태도를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해군장교의 씨맨십2) 

해군은 바다라는 무대에서 배라는 도구를 가지고 활동하는 군으로서 바

다와 배가 가지는 속성을 그대로 반영한다 드넓고 거친 바다는 자유로운 . 

항해라는 이점을 제공함과 동시에 거센 파도를 극복해야 하는 역경도 함

께 제공하며 제한되고 열악한 함정에서의 생활은 해군 구성원들로 하여금 , 

역경을 이겨내는 강임함과 해군으로서 갖게 되는 독특한 문화 특히 우리, 

는 하나라는 공동 운명체적 사고를 배양시킨다 제정관 최재덕 이( , , 2006). 

에 해군장교들에게는 해군만의 독특한 환경적 문화적 특성을 이해한 전· 

문적 정체성과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 

군장교의 전문적 정체성 및 리더십을 씨맨십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한다. 

이러한 표현은 해군 리더십 그리고 정체성이라는 일반적인 용어보다는 역, 

사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하게 군인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

여 조국을 수호한 이순신제독과 같은 해군의 역사성과 더불어 바다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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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난한 환경 속에서도 도전과 시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신보다 타인

을 위하는 공동체 우선 주위의 해군의 정체성을 더욱 강조하고자 하는 것

이다.

윤석준 은 해군함장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씨맨십을 제시하고 (2003)

있다 그는 현대적 의미에서 한국 해군함장의 역할을 단순 함정 조종자. 

및 운용자 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함정과 (ship-keeper) (ship handler)–

국가 그리고 사회를 연결시키는 종합 체계관리자 라, “ ”(system manager)

고 설명하며 이러한 역할을 해군장교의 씨맨십이라 정리하고 있다 또 미, . 

해군에서 제시하는 해군장교의 핵심적 전문역량(PCC: professional core 

competencies)14)의 개념을 확인해 보면 해군함장에게 요구되는 씨맨십, 

은 과거 항해운용술에 불과 했지만 현재에는 정책 전략 지휘통솔 군사과, , , 

학기술 및 정보 통신 등을 비롯하여 사회 및 자연과학 분야에까지 이르도

록 광범위하다고 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씨맨십은 해군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기반한 프로

네시스 로서의 해군 리더십이자 직업적 탁월성 그리고 (phronesis) (arete), 

이를 갖추기 위한 태도 지향성 등이 포함된 전문적 정체성(professional 

이라고 할 수 있다identity) .

14) 해군장교의 핵심적 전문 역량 (McComas, 2011)
   1. Academic preparation, leadership and management, 

   2. Naval orientation naval science,
   3. Role of sea power in national policies and strategies, 
   4. Technical foundation,        

   5. Ship-keeping, navigation and seamanship, 
   6. Excellence and f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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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체육교육프로그램3. 

본 절에서는 해군사관생도 씨맨십 형성의 원천이 되는 해군사관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최종 . , 

목적인 해군사관학교의 체육프로그램을 제안하기 위하여 현재 해군사관학

교의 교육현황과 체육교육현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사관학교 체육과 ,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가 해군사관학교의 교육 현황. 

본 과의 모든 내용은 해군사관학교 의 제 기 사관생도 교육계(2017) “ 75

획서 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

교육목표1) 

해군사관학교는 군인으로서 요구되는 능력과 품성 등을 갖춘 정예 해군

장교를 배양하고 국가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도자를 배출하

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해군(

사관학교, 2017, p1).

가 충성심과 명예심 희생정신이 충만한 군인정신과 리더십 함양) , 

나 장교로서의 직무수행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전문지식 습득) , 

다 불굴의 투지 함양을 위한 강인한 체력 연마) 

라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고도의 민주 시민의식 고취) 

이러한 교육목표와 함께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지 덕 체( ) · ( ) · ( )智 德 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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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화로운 함양이라는 교육방침을 통해 해군사관생도의 전인적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군사관학교, ( , 

2017, p1).

가 지 해군장교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 교양 및 전공 교) ( ): 智

육을 실시하고 임관과 동시에 완벽한 야전임무 수행이 가능토록 군, 

사교육을 강화한다.

나 덕 애국애족의 정신 희생정신 명예심 책임감 및 필승의 신념) ( ): , , , 德

을 배양하여 투철한 군인정신을 함양하고 확고한 국가관과 가치관

을 정립한다.

다 체 강인한 체력과 불굴의 투지를 육성하고 해양 적응 능력과 ) ( ): 體

생존 능력 및 체육지도 능력을 배양한다. 

한편 해군사관학교에서는 교육의 목표와 방침에 따라 학점교육 체육교, , 

육 군사교육 정신교육 과외활동 체육 문화부 등의 일반교육을 구분하, , , ( , ) 

여 실시하고 있다 표 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해군사관학교에서 운영되. [ 11]

고 있는 각각의 교육에 따라 또 다른 교육목표가 상이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학점교육은 전문지식과 기본소양을 갖춘 , 

유능한 해군장교 및 지도자의 양성을 목표로 둘째 체육교육은 강인한 체, , 

력 불굴의 투지 체육지도능력 해양적응능력 여가활용능력의 배양을 목, , , , 

표로 셋째 군사교육은 해군장교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군사지식과 , , 

리더십 함양을 목표로 넷째 정신교육은 투철한 국가관을 토대로 한 올바, , 

른 가치관 및 도덕성 함양 그리고 필승의 군인정신 배양을 목표로 하고 , 

있다 해군사관학교 마지막으로 과외활동은 체육부활동과 문화부( , 2017). 

활동으로 구분되어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체육부활동은 강인한 체력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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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목표

학점교육
� 세기 세계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지21

식 및 기본소양을 배양하고 미래 유능한 해군장교 및 조국 민, (
족 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교육한다) .

체육교육 � 해군장교의 기본적 소양인 강인한 체력을 비롯하여 불굴의 투
지 체육지도능력 해양적응능력 여가활용능력을 배양한다, , , 

군사교육 � 기초 군사지식과 실천적 리더십 함양을 통해 해군장교로서의 
기본자질을 구비한다.

정신교육 � 투철한 국가관 확립과 더불어 올바른 가치관 및 도덕성 함양
을 토대로 한 필승의 군인정신을 배양한다.

과외교육
체육 문화부( · )

� 체육부활동은 강인한 체력육성과 정신력 배양 개인 운동기능 , 
및 스포츠맨십 함양을 토대로 한 평생체육의 기틀을 마련한
다 또한 문화부활동은 건전한 인격도야와 창의성을 개발하고 . , 
생도들에게 다양한 취미활동의 기회를 부여한다.

표 [ 11 해군사관학교 일반교육에 따른 교육목표 해군사관학교] ( , 2017) 

성과 정신력 배양 개인 운동기능 및 스포츠맨십 함양을 토대로 한 평생체, 

육의 기틀을 마련을 목표로 문화부활동은 건전한 인격도야와 창의성을 개, 

발하고 생도들에게 다양한 취미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목표로 하고 

있다 해군사관학교( , 2017).

이외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초급장교에게 필요로 하는 실무부대에서의 지

휘관리 운용 및 제반규정 그리고 지식함양을 목표로 한 군인기본 소양교, ‘

육 과 합동중심사고 기반 형성을 목표로 한 군 사관학교 통합교육 등 해’ ‘3 ’ (

군사관학교 의 교육도 생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2017) .

교육내용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군사관학교의 교육목표와 교육방침에 따라 다

양한 교육이 사관생도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각 교육에 따라 서로 상이, 

한 교육목표가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에 본 항에서는 해군사관학교. 

에서 운영하는 각 교육에 따른 교육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적으. 

로 학점교육의 교육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표 와 같이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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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점 비고

전공
(96/

37.7%)

제 전공1
군사학( )
(63/

37.7%)

필수 40
(23.9%)

항해학개론 함정내연기관공학 함정운용(3), (2), 
학 함정동력기계공학 해군무기체계공학(3), (2), 

국방사이버보안 북한학 군사학개론(3), (2), (2), 
해전사 전략론 해군교리 및 작전(3), (3), (3) (3), 

군대윤리 리더십 수중음향학 충무공(3), (2), (3), 
과 한국해군(2)

선택 2
(1.1%)

해사법규 항해계기학 잠수함공학 항(2), (2), (2), 
공공학 상륙전사와 전술 군사심리학(2), (2), (2), 
무력분쟁법(2)

군사
실습 

21
(12.5%)

상륙작전실습 상륙작전실습 구조잠(1), (1), Ⅰ Ⅱ
수실습 연안실습 연안실습 순항(2), (1), (3), Ⅰ Ⅱ
훈련 순항훈련 순항훈련 순항(3), (2), (3), Ⅰ Ⅱ Ⅲ
훈련 (3)Ⅳ

제 전공2
일반학( )
(33/ 

19.8%)

필수 21
(12.5%) 이과 개 전기전자 기계조선 무기체계 해(4 ): , , , 

양학
문과 개 국제관계 군사전략 외국어(3 ): , , 
공통 개 컴퓨터 국방경영(2 ): , 선택 12

(7.1%)

교양
일반
(71/ 

42.5%)

사회
인문학
(13/ 
13.8)

필수 19
(11.4%)

대학작문 화법 철학 국사 심리(3), (2), (3), (3), 
학 경제학개론 국제법(3), (2), (3)

선택 4
(2.4%)

경영학 세계문화사 사회과학방법론(2), (2), (2), 
정치학개론 제 외국어(2), 2 (2)Ⅱ

이공학
(28/ 

16.8%)

필수 24
(14.4%)

전기전자공학개론 조선공학개론 해양학(3), (3), 
개론 컴퓨터과학 개론 및 실습 미적분(3), (3), 
학 선형대수학 일반물리 및 실험(3), (3), (3),Ⅰ 
일반화학 및 실험(3)Ⅰ 

선택 4
(2.4%)

응용수학 일반화학 및 실험 통계학(2), (2), Ⅱ 
일반물리 및 실험(2), (3),Ⅱ 

외국어 필수 15
(9%)

영어강독 영어강독 영작문 영어(3), (2), (2), Ⅰ Ⅱ
회화 중급 영어회화 고급(2), (2),
군사실무영어 제 외국어(2), 2 (2)Ⅰ

체육 선택 5
(3%)

학년1 수영 학기 태권도 학기(1 ), (2 )

학년2 체육학개론 트레이닝방법론 호(1), (1), 
신술 복싱(1), (1)

학년3 축구 야구 농구 요트(1), (1), (1), (1), 
조정 크루저 배구(1), (1), (1)

학년4 체육지도법 풋살 배드민턴(1), (1), (1), 
윈드서핑 크루저 태권도(1), (1), (1)Ⅱ

계 167 이수교과목 과목: 67

표 [ 12 해군사관학교 교과목 편성 해군사관학교] ( , 2017,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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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편성을 확인해 보았다 교과목 편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예비 .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특수목적대학으로서 해군사관학교의 특징이 관찰되

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군사관생도들은 졸업하기 위해 총 학점을 이수. 167

해야 하며 전공과목으로 군사학을 총 학점 가장 높은 비율 의 , 63 , (37.7%)

학점을 이수해야 함이 확인된다 이외에 전공과목으로 일반학 학점. 33

교양일반의 사회인문학 학점 이공학 학점(19.8%), 13 (13.8%), 28

외국어 학점 체육 학점 을 이수해야 함도 확인되(16.8%), 15 (9%), 5 (3%)

고 있다.

둘째 해군사관학교 체육교육의 교육내용을 확인해 보면 크게 학점교육, , 

의 정과체육수업 과외활동의 체육부활동 그리고 군사실습 기간에 이루어, , 

지는 전투수영 훈련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체육교육의 구체적인 교육내용. 

은 다음 과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셋째 군사교육은 크게 가입교 훈련 군사실습 해양성 강화훈련으로 나, , , 

누어 구성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가입교 훈련은 해군사관생도로 입교하기. 

구 분 목 표 교육내용

군인 
化 

단계

단계1
주차(1 )

군인 단계 기초준비化 
군인정신 함양 및 (
기본자세 습득)

정신교육 기본정신교육 인성검사 등: , 
군사훈련: 제식훈련 구보 및 체력단련 등, 
적응교육 학교 견학 내부생활 교육 등: , 

단계2
주차(2 )

내 외적 자세 확립/
군사훈련 이해 및 (

습득 기초체력 향상, )

정신교육: 올바른 언어사용 역사의식 고취 등, 
군사훈련: 행군 야전교육대훈련 체력훈련 등, , 
적응교육 내무생활 교육 주말점검 등: , 

단계3
주차(3 )

사관생도 정체성 확립
해군 해병대 소속감 ( /
고취 및 극한체험을 

통한 한계극복)

정신교육 해군 및 해병대 관습 예절 충: / , 
무공 장보고 정신 교육/ 등 

군사훈련: 천자봉구보 옥포만의식, , 체력훈련 등
적응교육 생도생활 예규교육 등: 

사관
생도 
化 

단계

단계1
주차(4 )

생도생활 구비능력 완비
건전한 이성함양( , 

생도생활 체험 및 준비)

정신교육: 인지력향상 및 집중인성 교육性
군사훈련 구보훈련 및 체력단련: 
적응교육: 품위 및 소양교육 명예제도 교육, 

단계2
주차(5 )

자긍심 명예심 배양/
해군의 역할과 위상 (

이해)

정신교육 전사적지 견학 참배: /
군사훈련 제식훈련 체력 테스트: , 
적응교육: 연대점호 참관 함정 및 부대견학 등, 

표 [ 13 가입교 훈련 단계별 교육계획 해군사관학교] ( , 2017,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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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약 주에 걸쳐 실시되는 훈련으로 년간 재학하게 될 해군사관학교에5 4

서의 생활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표 과 같이 가입교 훈련은 . [ 13]

각 주에 따라 단계가 나눠지며 주차에서 주차까지 군인화 단계 그리, 1 3 ‘ ’, 

고 주차에서 주차까지 사관생도화 단계 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군사실4 5 ‘ ’ . 

습은 해군의 기본자질을 구비하기 위한 교육으로 학년에 따라 중점사항과 

교육내용이 다르게 구성되고 있다 이러한 군사실습의 개괄적 교육내용은 . 

표 와 같다 마지막으로 해양성 강화훈련은 해군으로서 해양성을 강[ 14] . 

화하기 위한 훈련으로서 해양체육활동과 수영능력 완비 그리고 장교로서 , 

기본소양 구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양성 강화훈련에 따른 교육내용은 . 

표 와 같다[ 15] .

구 분 중점사항 교육내용

학년1 기본 전투체력 구비- 
상륙작전 이해 제고- 

공수 유격 상륙돌격 기초 훈련- · · 
전장리더십 훈련- 

학년2 해양성 강화- 
병 체험을 통한 실무 적응력 배양- 

병과 동일한 함정 기초직무 수행- 
스쿠버 잠수 실습 및 잠수 적응 숙달- 

학년3 함 운용 기본능력 구비- 
부사관 체험을 통한 실무 적응력 배양- 

실전적 함 운용 기본훈련 집중 체험- (TI) 
전투사항 사격훈련- 下 
현장상황에 준한 함대별 경비작전 체험- 

학년4 - 초급장교 임무수행 능력  완비 위기조난상황 대비 실전적 생존훈련- /
함정 기초직무 및 초급장교 생활 체험- 

표 [ 14 군사실습의 중점사항 및 교육내용 해군사관학교] ( , 2017, p10)

구 분 일차1 일차2 일차3 일차4 일차5
학년1 단정 다목적수영 훈련IBS , 

구급법 종합생존
명예중대

경기
해양 (

단체 종3 , 
다목적 

수영 단정, )

학년2 다목적수영 조정 카누, 종합생존 훈련IBS , 
구급법

학년3 훈련IBS , 
구급법 종합생존 다목적수영 딩기요트, 

윈드서핑

학년4 종합생존 훈련IBS , 
구급법 크루저요트 다목적수영

표 [ 15 해양성 강화훈련 교육내용 해군사관학교] ( , 2017,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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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정신교육은 해군장교로서 투철한 국가관을 확립하고 올바른 가치, 

관과 도덕성을 함양하며 필승의 군인정신을 배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해군사관학교 이를 위해 해군사관학교에서는 분기 회 교장 및 ( , 2017). 1 ( ) 

수시 생도대장 그리고 훈육관 시간 훈육관 에 걸쳐 정신훈화를 실시하( ), ( )

고 있으며 충무공 탄신 기념행사 및 이인호제 행사 등의 행사를 통해 전, 

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주 회 시간에 걸쳐 주간 정신교육이 실시되. 1 1

고 있으며 인성교육 보안교육 충무의식 등의 정신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 , , 

있다 정신교육의 국가관 및 군인정신과 관련된 교육내용의 예는 표 . [ 16]

과 같다.

마지막으로 과외활동은 체육부 및 문화부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육. 

부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과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본 항에서는 

문화부활동과 관련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문화부활동은 사관생도의 건전. 

한 인격도야와 창의성 개발 그리고 다양한 취미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 

해 실시되고 있는 교육이다 문화부활동은 표 과 같이 교양부 개반 . [ 17] 14

구 분 활동반
교양부

개반(14 )
국궁 골프 당구 로봇공학 바둑 바리스타 밴드 미디어컨텐츠, , , , , , , , 
영문화연구 응원 충무공연구 전통문화 통기타 학보사, , , , , 

예술부
개반(7 ) 사물놀이 소고대 사진 미술 연극 현악 캘리그라피, , , , , , , 

표 [ 17 문화부활동 편성] 

국가관 군인정신
유구한 우리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고도성장과 발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 
통일조국의 미래상- 

국가와 군대- 
대한민국을 수호해 온 국군- 
군 생활의 보람과 각오- 
군인의 가치관- 
군 조직의 특성과 역할- 
세계와 함께하는 국군- 

표 [ 16 정신교육의 국가관과 군인정신 자료 예 해군사관학교] ( , 2017,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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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부 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회 시간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7 , 1 2

빙하여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해군사관학교의 체육교육 현황. 

본 과에서는 해군사관학교의 체육교육현황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본 . 

과의 내용 또한 해군사관학교 의 제 기 사관생도 교육계획서 를 (2017) “ 75 ”

토대로 작성하였다.

교육목표1) 

해군사관학교는 해군장교의 기본 소양으로써 강인한 체력 및 불굴의 투

지 체육지도능력 해양적응능력 그리고 여가활용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 , , 

체육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다 해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의 체육( , 2017). 

교육은 크게 학점교육의 정과체육수업 과외활동의 체육부활동 그리고 군, , 

사실습 기간에 이루어지는 전투수영 훈련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교육내용2)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해군사관학교의 체육교육은 체육수업과 체육부

활동 그리고 전투수영 훈련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체육수업은 교양과목, . , 

으로서 학년 학기부터 학년 학기까지 총 학기에 걸쳐 각 과목 총 과1 1 4 1 7 1 7

목을  주 회 총 분씩 의무적으로 이수 한다 해군사관학교 체육수업의 가1 90 . 

장 큰 특징으로는 해군으로서 해양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학년 학기에1 1

는 수영을 또 군인으로서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학기에는 태권도, 2

를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영과 태권도 수업은 학점 수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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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체육수업 체육부활동 평가

1
1 수영

1. 체력검정 매학기( )
2. 수영검정 매년( )
3. 태권도검정 회(1 )

Pass/Fail※ 
� 체력검정
� 무도 단 취득1

2 태권도

2
1 체육학개론 트레이닝, 방법론, 

호신술 복싱 중 택 , 2

체육부활동 
종목 중 택1

2

3
1 구기축구 농구 야구 배구( , , , ) 

중 택 1, 
해양스포츠요트 조정 크루저( , , ) 

중 택 1  2

4 1
체육지도법 풋살, , 

배드민턴 윈드서핑 태권도 , , 
중 택 1

표 [ 18 해군사관학교 체육교육 구성] 

아닌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후 학년 학기부터 학년 학기PASS/FAIL . 2 1 4 1

까지 표 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매 학기 각 학년에 따른 과목을 선택하여 [ 18] 1

이수해야 한다 중복된 과목은 수강이 불가하며 각 과목은 학점으로 구성되. , 1

어 졸업까지 총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5 .

체육부활동은 단순한 클럽활동이 아닌 표 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여[ 19]

러 스포츠종목 중 하나의 종목을 선택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수

업형식으로 진행된다 체육수업과 달리 교육과정 상의 학점 수업은 아니지만 . 

성취점이 부여되며 월 화 목 주 회 각 시간 총 일주일에 시간 동안 한 , , , 3 , 2 , 6

종목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체육부활동은 체육수업과 같이 강인한 체력 및 불굴의 투지 체육. , 

지도능력 해양적응능력 그리고 여가활용능력의 배양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 , 

교수 중심보다 사관생도 자치적 활동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사관생도들의 리

더십 함양의 기회도 주어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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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22 ) 종 목

일반체육 개반(12 ) 배드민턴 축구 럭비 요트 테니스 농구 배구  , ,  , , , , , 
야구, 클라이밍, 트라이애슬론 풋살, , 보디빌딩

해양체육 개반(6 ) 수영 요트 크루저 윈드서핑 조정 스킨스쿠버  , , , , , 

무도 개반(4 ) 태권도 유도 검도 복싱  , , , 

표 [ 19 체육부활동 편성] 

 

사관생도들은 이러한 체육부활동은 체육수업과 마찬가지로 학년 학기부1 1

터 학년 학기까지 총 학기동안 수강하게 된다 학년 학기에는 체육수업4 1 7 . 1 1

과 같이 수영반으로 편성되어 수영검정을 통과해야 하며 수영검정을 통과한 , 

후에는 태권도반으로 이동하여 태권도검정을 준비해야 한다 태권도검정은 초. 

단을 습득하는 승단심사로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입교 전 태권도 유단자라 할, 

지라도 다시 한 번 정해진 승단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태권도검정을 통과한 . 

사관생도의 경우 각 종목의 정원을 고려하여 자신이 원하는 종목을 선택한 후 

의무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한편 해군사관학교 자체적으로 사관생도. , 

의 다양한 경험 및 자신감 획득 등을 위하여 각 종목반별로 타 대학과의 친선

경기를 포함한 대외 경기 참가를 권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투수영 훈련은 매년 주간 해양생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1

실시되며 해군사관학교 연병장 앞 바다를 출발하여 서도를 돌아오는 , 5km 

원영훈련으로 실시된다 수준별로 개의 반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기초 단. 4 , 

계에서는 영법 위주의 훈련보다는 해양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입영과 

평영의 훈련이 실시된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영능력을 보유하게 되. 

는 수상인명 구조자격 수료 취득과정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

이외 학기 외에 과외활동으로 스킨스쿠버 훈련과 크루저원양 등의 집중

해양스포츠 훈련 등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해군사관학교의 교육과정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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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지는 않았지만 해군사관생도는 매학기 체력검정을 통과해야 한다 체. 

력검정의 통과 기준은 학년별로 상이하며 개 종목 이상에서 최저 기준을 , 1

미달하는 생도는 회에 한하여 재검정의 기회를 부여한다 그럼에도 불구2 . 

하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관생도의 경우 퇴교 심의에 회부된다. 

다 사관학교 체육교육 관련 선행연구 분석. 

과거 체육은 군인을 양성하기 위한 하나의 훈련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

다 군의 지배적 가치는 전쟁에서의 승리이며 이에 체력을 증진하기 위한 스. , 

포츠나 운동경기 등은 군에서 곧 전투력으로 평가 받기도 한다 박미혜( , 

그리고 군에서의 체육은 주로 강인한 군인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의 수2009). 

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박미혜 현대사회에서 공유하고 있는 체육의 교( , 2009). 

육적 사회적 가치가 군에서는 저평가되고 있으며 군에서의 체육은 물리적· , 

인 전투체력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지고 있다 유흥주 이( , 1993). 

러한 맥락에서 정예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의 체육교육과 관련된 연구들

은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군의 인식과 같이 사관생도의 , 

체력향상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군 체육과 관련된 연구는 년대에 처음 등장하였으며 사관학교 1960 , 

체육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년대부터 수행되었다 사관학교의 체육교육과 1970 .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년대에서 년대 초반까지 사관생도의 강, 70 80

인한 체력 향상과 관련하여 체력을 조사하는 연구 차영남 강동원 체( , , 1970), 

력검정 종목에 대한 타당성 연구 사공힐 체력검정 종목에 대한 평가( , 1981), 

기준 검토하는 연구 사공힐 등이 이루어졌다 또 사관학교에서의 체육( , 1982) . 

교육의 가치와 당위성 등을 높이기 위해 체육교육의 실태와 교과과정의 고찰 

한 연구들 백광현 백철인 과 사관학교 내 체육시설의 실태 이덕( , 1983; , 1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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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사관생도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체력 및 체육활동을 탐색하, 1981), 

는 연구들 백광현 도 수행되었다( , 1977; 1978) . 

년대 중반 이후에도 사관생도의 체력과 관련된 연구들 고장호80 ( , 1988; 

구명수 김근수 등 김정래 서성혁 전상2001; , 1987; , 2017; , 1984; , 2010; 

윤 등 전영학 조성봉 조정호 카타스노리후지이 등, 2014; , , , 1992; , 2010)

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년 이전까지는 여가활동 및 자율 활, 2010

동으로서 체육교육에 대한 실태 모형개발 참여만족 생활만족 그리고 집, , , 

단응집력과의 관계를 구명하는 연구들 구희곤 임수원 김명주( , , 2008; , 

서성혁 이준수 오일영 정승교 이 수행되었다1991; , 1990; , , 1990; , 2009) .

년 전후에서부터 현재까지 사관학교의 체육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2010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박미혜 는 사관학교의 체육프로그램을 국, (2009)

제적으로 비교하였으며 김상우 는 육군사관학교의 체육프로그램 , (2011)

현황과 그에 따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 우재홍 신. , 

승환 및 박미혜 는 사관학교의 해양스포츠 프로그램을 국제적으로 (2013)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한 국내 해양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의 발전방안을 제

시하고 있으며 정하진 은 공군사관학교의 체육교육과정에 대한 생, (2014)

도들의 인식 분석을 그리고 최진 등 은 공군사관학교의 체육교육과, (2017)

정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에 이르러 생도의 . 

리더십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타당성 검증 문양호 과 체육교수의 ( , 2014)

리더십에 따른 사관생도의 체육수업 만족 집단응집력 조직몰입의 관계를 , , 

구명한 연구들 남광우 이호 김종식 민창기 김인기 도 수( , , , 2017; , , 2012)

행되고 있다.

이상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관학교의 체육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연구가 시작된 초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군인으로서 ,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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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년대 후반부터 년 이전까지 여가시간 및 자유 시간을 활용. 80 2010

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육교육의 역할이 조명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2010

년에 다다라서부터 현재까지 효율적 체육교육이 실천되기 위한 체육교육

프로그램 분석과 개선방안의 제안하는 연구들과 체육교육을 통한 다각이

고 실증적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 

렇듯 사관학교의 체육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은 사관생도의 체력단련에 많

은 초점을 맞추었던 경향에서 더욱 효율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 

그 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교육학적 관점의 연구로 점점 확대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사관학교의 체육교육과 관련된 국외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미육사, , 

의 체육교육의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처음 여생도가 선발

된 년부터 년까지 여생도를 대상으로 장교가 되는 과정에서 체1976 1990

육교육이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그들의 인식을 분석한 연구, (LeBouef, 

가 이루어졌으며 필수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체육수업에 대한 사1994) , 

관생도의 인식을 분석한 연구 도 수행되었다 또 미육군의 (Coelho, 2000) . 

핵심 역량과 리더십의 개념을 기반으로 사관학교 체육프로그램이 나아가

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특히 체육학과 체육교수자가 발휘해야하는 리더십, 

을 분석하고 제안한 연구 가 보고되고 있으며 사관학교(Germain, 2010) , 

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포츠의 참여가 리더십 및 인성함양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다년간의 자료 수집을 통해 분석한 연구들(Doty, 2005; 

도 수행되고 있다2010) .

이상 국외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관학교의 체육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

들을 종합해 보면 효율적 체육교육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탐색 및 제안 , 

그리고 사관생도의 인식 분석 또 체육교육을 통한 장교로서 리더십과 인성함, 

양을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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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Ⅲ

연구설계1. 

가 연구패러다임 및 논리. 

본 연구는 예비 해군장교가 갖춰야 할 전문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써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의 개념과 형성과정을 탐색하고 해군사관생도의 전, 

문적 정체성 과정인 씨맨십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원칙과 체육교

육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구성주의 패러다임에 . 

바탕을 둔 근거이론 을 적용하였다 근거이론(constructivist grounded theory) . 

은 실용주의의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와 문화기술지 연구의 전통을 수용한 스

트라우스와 실증주의 기반 질적연구방법의 형식화를 추구한 글레이저의 

초기 저작 에 의해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Glaser, 1967)『 』

탄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방법은 기존 이론의 타당성 및 유용성을 검증. 

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자료에 근거를 둔 이론을 생성하, (grounded)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자료를 기반으로 이론을 생성한다는 것은 연구 과. 

정동안 자료와 연관하여 체계적으로 이론이 산출되는 것으로서 이론의 생, 

성은 과정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특성으(Glaser & Strauss, 1967/2011). 

로 인해 근거이론은 인간과 조직의 사회적 심리적 구조적 현상을 파악하, , 

는데 유용한 질적연구방법으로 통용된다 특히 근거이론은 기존의 이론으. 

로 해석할 수 없는 특정 사회현상을 탐색하기에 적절한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동성 김영천 따라서 근거이론을 통해 해군사관생도( , , 2012). 

의 씨맨십과 관련한 연구가 전무한 현 실정에서 전문적 정체성의 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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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써의 씨맨십과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탐색하여 이론화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근거이론은 사회 집단 내의 변화와 함께 변화의 주요 속성 및 핵심 궤도를 

탐색하기에 용이한 연구방법이다 이와 같은 유용성으로 인해 출현 이후 여 . 40

년 동안 교육 간호 경영 가족연구 노인학 복지 젠더 문화 연구 등 다, , , , , , , 

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근거이론은 (Morce et al., 2009/2011). 

구성주의 객관주의 후기실증주의의 세가지 패러다임으로 그 지류를 달리, , 

하며 발전하였으며 철학적 배경의 난해함과 방법론적 다양성 그리고 복, , 

잡성으로 인해 공식적인 이론을 처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적 도구나 기

법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Charmaz, 2011/2014; Morce et al,. 

이동성 김영천 본 연구에서는 이 점을 특히 유념하2009/2011; , , 2012). 

여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의 근거이론 원형에서 발전된 변형적 근거이론 

방법론인 차마즈학파 의 구성주의 근거이론(Charmazian) (Constructive 

을 따르고자 한다 실재는 주관적이며 사회적이고 경험적으로 만들GT) . , , 

어진 의미와 이해에 의해 구성된 것이며 인간은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 

용에 의해 의미를 구축하기 때문이다(Lincoln, Lynham & Guba, 

2011/2014). 

본 연구의 철학적 가정은 미국의 철학사상인 실용주의와 사회이론인 상징

적 상호작용의 철학을 계승한 구성주의 근거이론의 인식론적 존재론적 전제, 

를 공유한다 실용주의 측면에서 인간의 행위와 사고는 문제 상황에서 촉진되. 

고 문제 해결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행위자의 일시적인 대응이 아닌 과정에 관

심을 기울여야 하며 개인 행위의 변화와 상호작용 과정은 주체들의 공유된 , 

관점이자 협상과정이라는 점에서 인간은 주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

함을 강조한다 김영천 실용주의와 심리학적 행동주의에 기초한 ( , 2013).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구조기능주의와 급진적 행동주의를 비판하며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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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이다 인간의 사고과정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됨을 전제하에 인간. 

은 사회적 상호작용속에서 의미와 상징을 학습하며 집단과 사회 역시 인, 

간의 행위와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하기에 연구자가 사회 현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이론의 관련성과 적절성을 검토해

야 하며 사회 구조와 인간의 행위 그리고 결과 사이의 상호관계를 인식, ,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은 구성주의 (Strauss & Cobin, 1998). 

근거이론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의 고전적인 설

명을 취하였고 연구의 전 과정에서 상대성과 성찰 을 통합시, (reflective)

켰다 지식이란 사회적이고 상황적인 산물로서 근(Charmaz, 2011/2014). , 

거이론에서 생성된 지식이 연구 참여자와 사회적 구조 연구자의 관점 지, , 

위 상호작용에 기초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 

한다(Charmaz, 2006/2013). 

이에 본 연구는 의 구성주의 근거이론을 활용하Charmaz (2011/2014)

여 개별 주체로서의 해군사관생도들이 해군사관학교에서 체험하는 다양한 

경험과 인식의 의미들을 범주화함으로써 중심현상 을 (central phenomeno)

발견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해군사관생도의 전문적 정체성 과정으. 

로써의 씨맨십의 개념과 형성과정에 관련한 이론을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

로 하는 체육프로그램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나 연구 절차 및 단계.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 해군장교가 갖춰야 할 전문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

정으로써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의 개념과 형성과정을 탐색하고 해군사관생, 

도의 전문적 정체성 과정인 씨맨십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원리와 

체육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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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년 월 연구의 주제 및 연구문제의 설정부터 년 월 논2015 6 2017 6

문작성 해석 및 결론 도출까지 총 개월의 기간 동안 연구가 진행되었( ) 25

다 본 연구의 연구절차 및 단계는 그림 와 같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 [ 9] ,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계획 단계에서는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 고찰 등을 토대로 본 연, 

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주제 및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해. 

군 및 해군사관생도 그리고 군 전문성 및 교육 체육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자

료들을 토대로 초기 연구자가 구상하였던 연구주제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

고 세부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후 연구문제를 해결할 이론적 준거의 , . 

틀로서 구성주의 근거이론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수립된 연구문제를 해결하는데 요구되는 연구 참여자들을 선정하였, 

다 먼저 사관생도의 전문적 정체성 형성으로서의 씨맨십 개념과 이에 대해 . 

영향을 미친 교육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해 개방형 설문의 대상과 내용을 구성

하였다 그리고 이후 이러한 씨맨십의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형성. 

과정을 위해 심층 면담을 계획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로 . , 

선정된 대상자들과 접촉하기 이전에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로부터 

승인을 획득하고 이후 연구의 참여자들과 만남을 주선IRB (2016. 4. 5.) 

하였다.

셋째 자료 수집은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 

들로부터 개방형 설문지 반구조화된 질문지 등을 이용한 서술적 설문조사 , 

및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먼저 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을 실. 

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씨맨십의 개념과 구성요소 이에 영향을 미친 교육 . , 

요소에 대한 초기 코딩을 실시하고 이러한 초기 코딩의 내용을 가지고 사

관생도와 해군장교와의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얻은 자료들. 

은 수집되는 대로 분석하였으며 중심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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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9 연구 절차 및 단계] 

다고 판단될 시에는 연구 참여자와의 추가적인 만남 또는 전화를 활용하

여 추가적인 면담을 실시하였다 한편 연구 참여자들을 통한 자료 수집 . , 

이외에 연구의 이론적 논리를 입증하기 위한 문헌자료 수집 그리고 연구, 

를 진행하는 동안 연구자가 작성한 연구일지 및 연구 자료도 함께 추가 수

집하였다.

넷째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분석하였, 15) 먼저 개방. , 

15)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즉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 

탐색해야 하는 현상을 도출하고 또 추가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순환적 절차, 

를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엄밀히 따지면 본 연구에(iterative process) . , 

서의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은 각각의 독립적인 영역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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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서술적 설문조사의 자료는 귀납적 범주분석을 

통해 소영역 중영역 대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 , . 

면담 자료 및 연구자의 연구일지 자료 등은 연구문제에 따라 서술적 설문

조사의 귀납적 범주분석 결과에 따른 의미 분석과 근거이론의 주요 분석

방법인 의미코딩 등을 혼용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절차 마지막 단계는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논문을 작성 해석 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였다 근거이론연구( ) . 

는 반복적이고 비교를 통하며 상호적인 자료에 기반하여 이론을 도출하, , 

는 연구방법이다 이는 더 이상 새로운 범주의 속성이 도출되지 않을 때까. 

지 계속적으로 연구자로 하여금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을 반복하는 과정

을 거치게 하는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논문을 해석 및 작성하고 결론을 . 

도출하는 본 단계에서는 현상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자 일기를 작성하고 추가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 

는 과정도 함께 수행하였다.

연구참여자2. 

가 연구자로서의 나. 

본 연구는 구성주의 근거이론방법에 기반하여 진행되는 연구로서 연구

의 과정 속에서 연구자는 중립적이 될 수 없다는 가정 하에 연구 참여자들

과 연구과정에 미칠 수 있는 연구자의 영향력을 성찰해야 한다 이동성 김( , 

영천 본 연구자는 현역 해군 소령으로서 , 2012; Charmaz, 2006/2013). 

사관학교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하여 년간 전투병과장교로 전투함에서 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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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통제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 여군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항해과 장. 

교에서 사관학교 체육교수의 길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중위 때부터는 해군. 

사관학교 문화체육처 크루저 교관으로 근무를 하였고 대학 체육교육과 , S

스포츠교육학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대위부터는 사관학교에서 년간 체. 4

육교관생활을 하였고 현재는 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이러한 배경S . 

에 따라 연구자를 크게 군인 체육인 여성으로서 정체성을 구분 할 수 있, , 

는데 각각의 영역들의 정체성들은 가끔은 충돌되고 조화되면서 해군장교

로 성장 발전 하고 있다 군인으로서 체육이란 교과로 생도들과 소통하며 , . 

살아가다보니 생도들이 어떻게 올바른 해군장교로 성장하는지 그리고 체, 

육을 통해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자의 정체성은 평범했던 학생에서 . 

해군사관생도가 되고 또 미래 해군장교로서 전문적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 

는 과정에서의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에 대한 개념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 

교육적 요소 등을 탐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를 이해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나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근거이론방법을 사용한 질적연구로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

기 위한 방법으로 이론적 표집 과 최초표집을 혼용(theoretical sampling)

되어 사용하였다 근거이론방법은 자료로부터 이론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 

론적 표본추출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론적 표본 추출은 자료 분석 이. 

후 핵심 범주를 발전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

으로서 자료 분석을 통해 생성된 개념들은 이론적 표본 추출의 시기와 방

향을 결정하고 이론적 표본 추출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또 다시 변화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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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계급 직책/ 인원 비고

해군장교 명(15 ) 
해군사관학교 * 

졸업생

장성급
임관 년 이상( 30 ) 명4

영관급
임관 년( 11~25 ) 명8 교수 명2 , 

훈육관 명 포함2
위관급

임관 년( 1~6 ) 명3

해군사관생도
심층면담 명( 10 , 

서술적 설문조사 
명119 )

심층
면담

학년2 명2
학년3 명4 여1
학년4 명4 여1

서술적
설문조사

학년3 명47
학년4 명72

계 명144

표 [ 20 연구 참여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 

개념을 생성하게 된다 이론적으로 적합(Glaser & Strauss, 1967/2011). 

한 표본추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개념의 발견과 범주화에 대한 연구자의 

특수한 감각인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 이 필요하(theoretical sensitivity)

며 이론적 표본 추출을 멈추는 시기는 이론적 포화도, (theoretical 

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근거이론의 saturation) (Charmaz, 2006/2013). 

특징에 따라 본 연구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은 선형적이 아닌 

순환적으로 진행하였다.

최초표집은 연구 현장의 대표적 사례를 담을 수 있도록 기준(criterion) 

표집을 활용하였다 이후 초기 자료수집과 분석(Cresswell, 2007/2010). 

을 거쳐 이론적 표본 추출을 통해 추가적인 이론적 표집을 진행하였으며, 

최초표집을 통해 선정한 연구 참여자는 표 과 같다 구체적으로 첫째[ 20] . , 

씨맨십의 개념과 구성요소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친 교육 요소를 도출하, 

기 위하여 학년 사관생도를 모집단으로 선정하고 설문응시에 동의한 3, 4 , 

총 명의 연구 참여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 대한 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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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 연구자와 친분관계가 있, 

거나 사전에 연구자와의 만남을 통해 친 감 이 형성된 계급별 (rapport)

해군장교 명 및 해군사관생도 명을 연구 참여자로 심층면담을 실시15 10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 명의 연구 참여자를 통해 자료를 수. 144

집하였다.

자료수집3. 

근거이론은 기존의 틀로 세상을 보지 않고 실제 현장의 자료 를 , (data)

기반으로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여 실제 현상과 이론의 간극을 줄이고자 

만들어진 질적연구방법으로서 자료수집(Glaser & Strauss, 1967/2011), 

의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 모든 것이 자료다 라고 언급한 글. “ ”(all is data) 

레이저 역시 연구 상황 및 연구주제와 관련한 능률적인 자료 수집의 중요

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개방형설문조사 면담 등. , , 

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가 문헌고찰. 

근거이론에서 문헌 형태의 질적자료는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 

분야에 대한 초기 이해도를 높여주며 이후 자료 분석 단계에서는 기술적 , 

분석 자료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또 학술(Glaser & Strauss, 1967/2011). 

적 문헌은 이론적 표본 추출을 지도할 뿐만 아니라 이론적 민감도를 갖게 

하여 연구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만들어내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론 기술의 , 

단계에서는 이론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비교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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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김영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헌자료로는 우선적으로 와 ( , 2013). HRD

교육학 분야의 전문성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비롯하여 군전문성 해군 리, 

더십 일반 분야의 씨맨십 관련 연구에 관련한 저서와 논문 등을 분석하였, 

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자가 다년간 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수강하였. HRD

던 수업과 전문 체육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수강하였던 수업 등 통해 다

수의 문헌들을 수집하고 또 이를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의학 법학 등의 , . ,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정체성 형성 과정(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해군사관학교, 

의 교육현황과 체육교육프로그램에 관한 문서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나 서술적 설문조사개방형 설문. ( )

본 연구에서는 씨맨십의 개념과 구성요소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친 교, 

육 요소를 도출하기 위하여 학년 사관생도를 모집단으로 연구의 목적3, 4

과 취지 등을 설명하고 이에 설문 응시에 동의한 총 명의 연구 참여자, 129

들로부터 서술형 설문자료를 수집하였다 개방형설문지를 활용한 서술적 . 

설문조사는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생각이 제보자의 입장에서 자

유롭게 기술하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술적 설문조사의 결. 

과는 심층면담을 통해 발견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연구결과의 해석을 뒷받, 

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용숙 김영천 본 연구에( , , 1998). 

서도 개방형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 자료가 심층면담을 실시하기 위한 질

문지 작성과 씨맨십의 개념 도출 그리고 심층면담을 통해 도출된 씨맨십, 

의 구성요소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개방형 . 

설문지의 구성 내용은 표 과 같다[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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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내용

개념과 
구성요소

� 해군사관생도가 지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는가

� 해군사관생도가 갖추어야할 철학과 정신은 무엇인가?
�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으로서 씨맨십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 ’

각하는가?

형성과정
과 요인

�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은 어떻게 형성된다고 생각하는가?
� 본인의 판단에 뛰어난 씨맨십을 지닌 주변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

엇인가?
� 사관학교의 교육은 씨맨십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어떠한 방식으

로 어떤 정도만큼 한다고 생각하는가?

표 [ 21 설문지 구성 내용] 

다 면담. 

면담은 다양한 형태의 질적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자료수집방법이며, 

특히 심층면담 은 특정한 주제나 경험을 심도 깊게 (in-depth interview)

탐색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수집방법이다 연구 참여자 개인의 경험에 대. 

한 해석을 추출해 내는 심층면담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일상생활에

서 경험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들의 경험을 묘사하거나 성찰할 수 있도

록 질문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 참여자와의 (Charmaz, 2006/2013). 

면담을 주요 자료로 사용하는 질적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함에 앞서 두 가지 제한. 

점을 두었다 첫째 본 연구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 , 

둘째 연구자와 친 감 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 (rapport) . 

충족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는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해군사관학교의 교수 

및 훈육관들을 통해 본 연구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사관생

도들을 추천 받았으며 이들과 면담 전 만남을 통해 친 감을 형성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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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내용

개념과 
구성요소

� 해군장교가 지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인가?
� 해군장교가 갖추어야할 철학과 정신은 무엇인가?
�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
� 해군사관생도 리더십의 종합적 표현으로서 씨맨십의 장점과 단점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씨맨십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해군장교 리더십으로서 씨맨십과 유사개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

형성과정과 
요인

� 해군장교의 씨맨십은 어떻게 형성된다고 생각하는가?
� 본인의 판단에 뛰어난 씨맨십을 지닌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

고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는가?
� 사관학교의 교육은 씨맨십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어떠한 방식으

로 어떤 정도만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과와 그렇지 않은 교과는 무엇인가?
� 체육교과는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며 어떠한 역할을  해, 

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씨맨십 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프로그램 교수 지도, , 

자 문화 등 어떤 측면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 ? 
가?

사관학교
교육의
문제점

� 씨맨십 형성에 있어서 현재 사관학교교육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
인가?

� 단점으로 생각되는 측면 교육내용 방법 실습 교수 등 은 무엇( , , , )
이며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 장교 리더십의 핵심으로서 씨맨십에 대한 강조가 충분하면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 체육은 씨맨십 형성과정에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가?
� 국내외 다른 사관학교와의 비교에서 어떠한 장점을 가져야 만 하

는가?

교육
프로그램 

원칙

� 장교리더십의 핵심으로서 씨맨십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은 어떠한 특징을 지녀야 하는가?

� 교육하는 교수요원은 어떠한 자질을 지녀야만 하는가?
� 어떠한 내용이 중요하게 선정되어야 하는가?
� 어떠한 효과적 교수방법을 활용해야 하는가?
� 이를 위한 평가는 어떠해야 하는가?
� 제도적 물리적 지원환경은 어떠해야만 하는가, ?

표 [ 22 차시 심층면담 질문지 해군장교 해군사관생도]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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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였다 또 해군사관학교를 해군장교만을 본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하였으. 

며 평소 연구자와 친 감이 형성되고 해군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장교를 우, 

선적으로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외에 선정된 해군장교의 추천을 받아 . 

추가적인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으며 이들과도 면담 전 사적 만남을 통해 , 

친 감을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 제시하였던 연구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해군사관생도 명과 해군장교 명을 연구 참여자로 심층10 15

면담을 실시하였다 차시 모든 심층면담의 면담방식으로는 개방형 설문. 1

지를 토대로 질문지를 사전에 준비하여 연구자가 질문하고 이에 대해 연, 

구 참여자가 대답하는 구조화된 면담과 연구 참여자의 대답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보다 심층적인 내용을 이끌어내는 질문을 주고받는 비구조화

된 면담이 혼용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각 연구 참. 

여자에 따라 많으면 회 적으면 회에 한해 실시하였으며 부족한 내용은 3 , 1 , 

전화나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수집하였다 차시 심층면담에. 1

서 활용한 질문지는 표 와 같다[ 22] .

자료 분석4. 

질적연구에서는 연구의 설계과정에서부터 자료수집 자료 분석과 해석, , 

그리고 연구결과 작성과정까지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닌 동시적이거나 순, 

환적으로 이루어진다 김영천 조용환 이에 본 연구에서는 ( , 2013; , 2011). 

수집과정 그리고 자료 분석과 해석과정을 순환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문헌, 

고찰 서술형 설문조사 그리고 면담 등의 수집된 자료는 분석을 위해 컴, , 

퓨터를 이용하여 전사하거나 기록 및 보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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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와 면담의 자료수집방법에 따라 자료 분석을 상이하게 수행하였

으며 그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서술적 설문조사개방형 설문. ( )

본 연구에는 서술적 설문조사를 귀납적 범주분석의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

다 먼저 서술적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설문지에 작성된 내용을 컴퓨터를 . , 

활용하여 전사하였다 둘째 문항별로 원자료를 분류하고 또 문항별 한 단어. , , 

예 명예 로 짧게 응답한 내용들과 한 문장 예 함정 속에서 서로 불편하게 ( : ) ( : 

생활하는 가운데 배려 으로 길게 작성된 내용들을 분류하였다 이후 비교적 ) . 

길게 작성된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문장을 대표하는 단어나 최대한 

압축된 문장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개념 및 의미가 , 

불명확한 자료를 제외하는 작업도 함께 실시하였다 셋째 분류된 원자료 가. , 

운데 의미가 유사하거나 내용이 공통된 항목들을 소영역으로 분류하여 묶고 

이를 대표할 수 있는 핵심어를 명명하였다 넷째 소영역을 대표하는 핵심어. , 

를 다시 유사하거나 공통된 항목들을 중영역으로 묶고 이를 대표할 수 있는 

핵심어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영역을 대표하는 핵심어의 의미가 유사하. 

거나 공통된 항목들을 대영역으로 묶어주고 이를 대표할 수 있는 핵심어를 명

명하였다 이러한 귀납적 범주분석의 절차에 따라 분석된 서술적 설문조사 결. 

과는 해군사관학교의 체육학 교수 인과 윤리학 교수 인 그리고 연구자로 2 1 , 

구성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다시금 검토 받았다.

나 면담. 

본 연구에서는 주요 자료로 연구 참여자로부터 수집된 심층면담자료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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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으며 보조 자료로 연구자의 일지 및 문헌자료가 사용하였다 면담자료, . 

를 토대로 한 분석은 귀납적 범주분석으로 이루어졌으며 분석 절차는 다음과 ,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전사하였다. , . 

둘째 문서화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문장의 핵심 단어나 이를 대표할 , 

수 있는 핵심어를 기입하는 부호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호화 (coding) . , 

작업을 통해 정리된 자료 가운데 의미가 유사하거나 내용이 공통된 항목들을 

영역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어를 명명하였다. 

넷째 영역분석을 통해 분석된 내용을 다시금 유사성과 공통성이 있는 내용들 , 

간 분류하여 묶는 분류분석을 실시하여 본 연구에서 찾고자 하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다 면담을 토대로 분석된 자료 또한 서술적 설문조사와 같이 전문. 

가 협의회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평가와 윤리5. 

질적연구에서 실증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연구의 타당도라는 준거는 신뢰성

과 실제성 로 대치된다(trustworthiness (authenticity) (Lincoln, Lynham & 

연구자는 연구 결과의 타당성 즉 근거이론의 전제인 현장의 자Guba, 2011). , 

료에 기반하여 도출된 연구결과의 현장 적합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야 한다 본 연구의 경우 연구자 스스로가 해군사관학교에서 체육을 가르. '

치는 교육자로서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다른 

교수자들에게 의미 있게 제시할 수 있는가 또는 본인의 교수 현장에서 ?' '

이러한 이론을 기반으로 무엇인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와 같은 현장 적?'

합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였다 또 질적연구방법에 있어서 사용한 방법. 

의 엄격성과 공동체의 동의 여부도 고민해야 한다(Lincoln, Lynh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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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술적 설문조사 면담 연구자 일지 Guba, 201). , , 

작성 문헌자료 등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해군사관학교의 맥락을 , ,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 

엄 하고 체계적인 코딩 메모 작성 전문가와의 협의회 등을 통해 도출된 , ,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현상의 이해를 정교화하였다 또한 . 

근거이론 연구 기준으로서 신뢰성 독창성 방향(credibility), (originality), 

성 유용성 의 기준 을 이용하여 (resonance), (usefulness) (Charmaz, 2006)

스스로 지속적으로 평가함으로 합리적인 성찰을 통해 의미 있는 연구결과

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한편 본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에 앞서 본 연구자는 소속대학의 , 

연구윤리심의위원회 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군인이라는 연구자의 (IRB) , 

신분과 군과 관련된 연구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군본부의 보안성 검토 

및 해군사관생도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허가 또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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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Ⅳ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 해사도1. : “ ”

해양인들에게 있어 씨맨십이란 뱃사람으로서 갖게 되는 공통적인 정신 습, 

관 태도로서 해양인들의 정체성이자 바다인들의 실천적 지혜라고 할 수 , 

있다 박미혜 이학헌( , 2014; , 2004; Knudsen, 2005; Rousmaniere, 2014). 

본 연구에서는 해군사관생도의 전문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씨맨십을 탐색

하고 이러한 씨맨십을 교육을 위한 체육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먼저 , 

해군사관생도들과 해군장교의 인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해군사관생도들과 해. 

군장교를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씨맨십의 개념을 도

출하였다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은 해군사관생도들이 지녀야할 소양이. 

자 전문적 정체성 형성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해사 가치 해사 전문역, , 

량 해사 품성 해사 실천의 네 차원으로 그림 구성되어 있었다, , 11 . 〔 〕

그림 [ 10 해군사관생도 씨맨십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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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씨맨십의 개념. 

해군사관생도의 전문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씨맨십은 군인으로서의 전문성, 

해군으로서의 특수성 장교로서의 리더십 등 많은 의미들이 혼재된 개념이다, . 

정체성이란 개인이 나는 누구이다 라고 생각하는 관념의 총합이며‘ ’

이에 더해서 전문적 정체성은 전문직 구성원이 스(Breger, 1974/2003), 

스로 전문성에 대해 내리는 주관적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해(Ibarra, 1999). 

군사관생도의 전문적 정체성은 해군장교가 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생도마

다 가지고 있는 관념과 판단으로써 해군의 조직 정체성 장교로서의 역할 , 

정체성 다양한 인간관계들로 형성된 관계적 정체성 등에 영향을 받고 또, , 

한 사회적 맥락 개인 정체성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고 변화되기 때문에 해, 

군사관생도의 전문적 정체성을 단편적으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 본 연구. 

에서는 선행적으로 이러한 해군사관생도들의 전문적 정체성 형성에 영향

을 미치는 해군장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질과 역량들을 해군사‘

관생도의 씨맨십 이라고 가정하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해군사관생’ . 

도의 씨맨십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개념을 탐색하기 위하여 먼저 사관생도

들의 인식 속에 해군과 해군장교의 역할을 정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개

념에 대해 개방형 설문지를 통한 귀납적 범주분석을 실시하였다. 

생도 명을 대상으로 하여 해군사관생도의 자질 신념 정체성 씨맨십120 , , , , 

훌륭한 해군 장교 사관생도의 모습 등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제출된 차 원, 1

자료로 총 개의 응답 자료가 추출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중복된 내용이거293 , 

나 유사한 의미 등을 묶어주는 영역분석을 통해 개의 중영역 최종적으로 15 , 

분석된 중영역 가운데 유사한 개념들을 범주화 하는 과정의 분류분석을 통해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에 대한 개 대영역의 개념 요인을 도출하였다 구4 . 

체적으로는 그림 과 같이 해사가치 해사전문역량[ 11] (50.2%),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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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1 해군사관생도 씨맨십의 구성 요소 ] 

해사품성 해사실천 의 개 대영역으로 구분된 해군사관생도(17.7), (13.0) 4

의 씨맨십 개념 요인이 추출되었다.

세부적으로는 표 과 같이 해사가치 개념 요인으로는 군인정신[ 23]

해사정신 공동체의식 의 개 중영역이 분석되었(21.8%), (19.8%), (8.5%) 3

으며 해사전문역량 개념 요인으로는 해군전문지식 대인관계기술, (5.1%), 

신체적 능력 합리적 사고 국제 감각 의 (4.4%), (4.1%), (3.4%), (2.0%) 5

개 중영역이 분석되었다 또한 해사품성 개념 요인으로 도덕성 기개. (4.1), 

인품 의 개 중영역이 추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해사실천 (8.2%), (5.5%) 3 , 

개념 요인으로 행동 자기수련 반성적 사고 주도성(7.2%), (2.7%), (1.4), 

의 개 중영역이 도출되었다(1.7%) 4 .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에 대한 개념 요인 가운데 중영역별로 어떤 세부

요인들이 포함되었는지 분석된 소영역 내용을 확인해 보면 해사가치의 군, 

인정신에는 정의 추구 헌신 희생 등이 해사정신에는 명예(11), (10), (10) , 

진리추구 신사도 등이 공동체 의식에는 동기애 책임감(35), (7), (6)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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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역 빈도( ) 중영역 빈도( /%) 대영역 빈도( /%)
애국심 애국정신 군인정신 불굴의 (2), (3), (8), 
정신력 헌신 희생 소명의식 충, (10), (10), (2), 
성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가짐(2), , 
사생관 군인다운 자세 국민에게 신뢰받기, (3), 

애민정신 시민의식 자유 수호정신(3), (3), , , 
생명존중사상 봉사정신 정의추구, , (11)

군인정신
(64/21.8%)

海士
가치

(147/50.2%)
명예 충무공 대 정신 옥포훈 신사도(35), 5 , , 

자부심 멋 진리 추구 여유(6), (2), (2), (7), (3), 
바다사랑

해사정신
(58/19.8%)

책임감 동기애 선후배애 동료들과의(5), (8), (2),  
신뢰 소속감 상관과 부하 모두 한가족 의(2), , 
식 공동체 의식 협동심 해군의 일원, (3), (2), 

공동체
의식

(25/8.5%)
전문기술 조함능력 위기대처 능력 배(2), (3), , 
에 대한 지식, 직무에 대한 이해 장교에게 필 , 
요한 지식 바다에 적응 전략에 대한 (2), (2), 
지식 바다 이해 바다를 지키는 사람, , 

해군
전문지식

(15/5.1%)

海士
역량

(56/19.1%)

의사소통능력 사교성 적을 만들지 않는 것, (2), , 
공감력, 인간관계 능력 화술 경청 타인에 (2), , ,  
대한 이해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언행 (3), 

대인관계
기술

(13/4.4%)
강인한 체력 신체단련 함정에서의 체(4), (3), 
력관리 해양생존능력 해양체력, (2), (2)

신체적 능력
(12/4.1%)

상황분석능력 이성적 판단 사리분별 공사(2), , ,  
구분 깨어있는 사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 , 
인지 아는 것 올바른 판단력 건강한 사고, (2), 

합리적 사고
(10/3.4%)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 세계 해양력에 대한 , 
전문지식 국제적 신사 국제 감각(2), (2), 

국제 감각
(6/2.0%)

의지 끈기 인내 극기 용기(2), , (3), (2), (10), 
패기 도전 자신감, (3), (2)

기개
(24/8.2%)

海士
품성

(52/17.7%)

인격 인성 인품 인망 겸손 배(4), (2), (3), , (2), 
려심(4) 예의(16/5.5%)

도덕성 올바른 가치관 정직 바름 공, (2), (3), , 
정성 청렴 이익 탐하지 않기, (2), (2) 

도덕성
(12/4.1%)

감사 배려 모범 솔선수범 최선, (3), (3), (2), (3), 
규정 준수 충실 신속 고된 일이라도 꿋, , (2), 
꿋이 해내는 것 노력 옳은 것을 추진하는 것, (3), 

실천행동
(21/7.2%)

海士
실천

(38/13.0%)

배우고자하는 자세 자기계발 탐구 자(2), (2), , 
기관리 최고를 향한 자기 수련(2), 

자기수련
(8/2.7%)

명확한 철학 찾기 자기 주도적 태도(2), (2), 
긍정적 태도 주도성(5/1.7%)

반성하는 자세 부끄러움을 아는 것(2), (2) 반성(4/1.4%)

표 [ 23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 요인                             ] (n=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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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사전문역량의 해군전문지식에는 조(5) . 

함능력 전문기술 등이 대인관계기술에는 타인에 대한 이해 사(3), (2) , (3), 

교성 인간관계능력 등이 신체적 능력에는 강인한 체력 신체단(2), (2) , (4), 

련 해양생존능력 등이 합리적 사고에서는 올바른 판단력 상황(3), (2) , (2), 

분석능력 등이 국제 감각에는 세계 해양력에 대한 전문지식 국제(2) , (2), 

적 신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사품성의 기개에는 용기(2) . 

인내 등이 인품에는 인격 및 배려심 등이 도덕성에는 정(10), (2) , (4) (4) , 

직 청렴 이익 탐하지 않기 등이 내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해(3), (2), (2) . 

사실천의 행동에는 모범 배려 최선 노력 등이 자기수련은 (3), (3), (3), (3) , 

배우고자하는 자세 자기계발 자기관리 등이 주도성에는 명확(2), (2), (2) , 

한 철학 및 자기 주도적 태도 등이 반성적 사고에는 반성하는 자세(2) (2) , 

부끄러움을 아는 것 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2), (2)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해군사관생도들의 관념 속에 나타난 해군사

관생도의 씨맨십은 해군의 가치를 추구하며 해군장교가 되는데 필요한 역‘

량과 품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실천하는 과정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실’ . 

제 해양인 요트인들 해군들 사이에서 관용적으로 표현되는 씨맨십 이라, , ‘ ’

는 용어는 함운용술 해상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과 매너 해양인에게 필요, , 

한 기술 등으로 기능적 역량 측면이 내포된 단어이나 박미혜 생( , 2014), 

도들은 씨맨십이라는 단어에서 군인정신 해군정신 공동체 의식으로 분류, , 

될 수 있는 가치적 측면을 가장 많은 비율로 떠올리고 있었다 이는 생도. 

들이 해군장교라는 직업을 단순 생계유지 수단이 아닌 숭고한 가치를 지

닌 직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해군장교가 되는데 필요한 역량으로 전문지식 대인관계 기술, , 

신체적 능력 합리적 사고 국제 감각으로 도출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 , , 

바다를 알고 적응 하는 것 그리고 배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부하를 지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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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관리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떠올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사실습기간 중 실무 체험을 해볼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 

아직은 장교에 대한 배움의 단계에서 생도들은 해군장교의 직무의 어려움을 

보고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인지적 신체적 역량들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해군장교로서의 품성은 실제 해사  가치의 측면과 상당 부분 겹

치는 부분이 많았으나 기개 예의 도덕성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덕목들을 품, , 

성의 범주로 따로 분류 하였다 충성 애국 명예와 같은 해사 가치는 해군 장. , , 

교에게 요구되는 신념과 의식 부분으로서 해군 문화 속에서 의지적의든 무의, 

식적이든 개인의 가치관에 스며들며 생도 스스로 가치를 내면화 하기 위해 끊

임 없이 추구해야 하는 상징적인 부분인 반면 품성은 장교로서 바르게 살기 , 

위한 개인 성격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장수로서의 기개 장. , 

교로서 상대에 대한 예의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을 생도들은 제시하였, 

다 마지막으로 실천의 차원은 이러한 씨맨십의 핵심 요소로써 실제 해사 가. 

치와 역량 품성을 함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과정의 영역이다, . 

단순히 글자로 배운 교육이 개인이 것이 되려면 행동 없이는 되지 않기 때문‘ ’ 

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은 이순신 제독의 유교적 리더십

에서 확인된 진리 인식하기 순수한 마음의 힘 기르기 힘써 진리( ), ( ), 窮理 存養

실천하기 의 인격함양법과 임원빈 미 해군 장성들의 리더십( ) ( , 2008b), 力行

의 과 일(American Admiralship) “Character Is Everything”(Puryear,  2005)

맥상통한다 예비 해군장교로서 생도들이 함양해야 하는 해군 리더십은 결과.  

가 아닌 과정의 리더십으로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은 올바른 해군장교가 되

기 위해 걸어야 하는 길로 해군사관생도의 전문적 정체성 형성 과정인 ‘海士

라고 할 수 있다’ . 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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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씨맨십 개념의 구성 요소. 

해사가치 군인정신 해사정신 공동체의식1) : , , 

사전적 정의로 가치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바람직한 것 혹, 

은 인간의 지적 감정적 의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 및 그 대상, , 

의 성질을 의미한다 황종연 본 연구의 씨맨십의 구성 요소로 분( , 1999). 

류된 해사가치는 미래 해군의 주역이자 지휘관으로 성장 할 해군사관생도

의 지적 감정적 의지적 행동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해군사관학교의 , , 

숭고한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설문지를 통해 도출. 

된 내용 중 군인정신 해사정신 공동체의식으로 분류된 범주들을 해사가, , 

치로 정리하였다. 

해군사관학교 졸업생이자 한 예비역 해군 제독은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 마

음 즉 애국심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역사의식을 통해 형성된 본인의 애국, . , 

정신을 설명하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염원을 이어

받아 하루하루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실천하는 것이 해군장교로서 

나라를 지키는 것임을 역설하였다.

왜� 나라를� 사랑해야� 하느냐 그게� 애국심인데� 나는� 왜� 애국심을� 가.�

져야� 하는가 나는� 역사를� 봤다� 이거야 결론적으로� 일제� 강점기에�.� .�

만주에서� 독립운동� 하는데� 처자식은� 다� 있고� 총� 한� 자루� 메고� 독립

운동� 하다가� 일본군에게� 잡혀서� 일본� 놈들이� 배를� 까는데� 배� 안에

서� 나온� 게� 풀 그� 죽어가는� 그 뭘�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독립,� ,�

운동하다� 죽었냐고 뭐�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이� 오늘의� 내가� 된� 거,� .�

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이거야 왜 그러면� 그� 사람.� 6.25 .� .�

들이� 내가� 되거든 나는� 뭐냐 그� 많은� 사람 그� 영웅들� 죽어간�.� .� ,�

사람을� 봐 그� 사람들은� 왜� 거기� 있냐� 그거야 그� 사람들은� 나와�.� .�

같아 그� 사람들이� 염원을� 내가� 해주는� 거야 그러면� 나는� 하루.� .�

에� 뭘� 해야� 하냐 그� 사람들이� 바라는� 걸� 해주는� 거야 잘� 먹고�.� .�

잘� 사는� 건� 또� 다른� 문제고 아� 우리가� 나라가� 없어지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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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그렇게� 안� 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애국심의� 정의가� 되는�.�

거거든 우리가� 그렇게� 그지� 같은� 놈들한테� 안� 당하려면� 내가� 최.�

소한� 할�수�있는�것을� 해야� 한다.

최제독 ( 160515-1)

또 다른 해군 제독은 군인으로서 지녀야 할 정신적 자세로 국가는 어떤 상

태인지 국민은 어떤 상태인지 군은 어떤 상태인지를 습관적으로 생각해야 , . 

함과 동시에 훌륭한 군인은 훌륭한 시민이자 국민으로서 인류에 대한 보

편적 인류애를 갖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생즉사 사즉생. ( )生卽死 死卽生

의 군인정신과 국민을 섬기고 사랑하며 이런 국민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애민 정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愛民

우리가� 클라우제비츠가� 쓴� 전략론에� 보면� 삼위일체가� 있어요 국가.�

와� 군과� 국민이거든 장교들은� 그� 센터에서� 있어야� 돼 국가는� 어떤�.� .�

상태인가 국민은� 어떤� 상태인가 군은� 어떤� 상태인가 그걸� 항상�,� .� .�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야� 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뉴스� 모르면� 안.�

돼 국민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면� 안� 되고� 우리� 군도 그.� .�

게� 생활에서�습관이� 되어야� 하는� 거야.

박제독 ( 160610-1) 

군인정신이란건� 실체가� 없어 훌륭한� 군인은� 훌륭한� 시민이란� 거지.� .�

훌륭한� 국민이고 인류에� 한� 보편적인� 인류애가� 있어야� 하고 이.� .�

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훌륭한� 군인이� 나오는� 거지� 군인정신,�

군인정신� 해봤자�뭔지� 몰라.�

김소령 ( 160516-1)

난� 년에는� 이미� 군복을� 입고� 있었어 그때� 당시에� 군복을� 입은�79 .�

사람들은� 우리는� 언제든지 이미� 죽은� 목숨이다 패망한� 나라가� 되,� .�

면� 그건� 다� 죽는� 거야 그때는� 내가� 군복을� 입고� 있는� 동안에� 나는�.�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했.�

어 그리고� 어쩌다보니까� 살아남았는데� 그게�계속� 연장된�거야.� .

최제독( -160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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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또 다른 장교는 해군사관생도 한명의 성공은 개인의 성공이 아닌 국, 

가의 성공으로 이어짐을 강조하면서 명예와 자부심을 강조하고 있다 또 책임. 

의식 및 동기애 등의 공동체의식도 함께 강조하며 동료를 위해 자신이 희생, 

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자신들의 앞에 놓인 공동의 문제들을 극복하면, 

서 또 다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 사람의� 생도가� 매우� 중요해 생도� 하나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국가의� 성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생,�

도한테� 그런� 자부심을� 심어� 줘야해 그러니까� 내가� 생도 장� 할�.�

때� 생도들이� 어디� 간다고� 하면� 최 한� 좋은� 거� 해줄� 수� 있게� 하

려고� 했어.�

이제독�( 060523-1)

생도생활� 할때는� 무조건� 연 �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 방이� 잘못했?�

으니� 방� 책임자가�와라 그러면� 제가� 먼저� 내가�한번� 깨져줄게� 하고�.�

갔다� 왔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꼭� 저일� 필요는� 없었.� ,�

는데도 누구� 한명을� 보내려는� 과정� 자체가� 싫었습니다 다른� 동기,� .�

들이야� 미안한� 마음도� 있겠지만� 저� 혼자� 책임을� 지면� 끝나는� 거

지� 않습니까.

김소위 ( 160630-1)

우리는� 암묵적으로 동기들끼리는� 무조건� 뭉치자 선후배간� 결구,� .�

도였지� 동기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그런� 건� 진짜� 없었던�거� 같아 동.�

기들� 중에� 진짜� 못� 하겠다� 하고� 앉아버리면� 그런� 건� 동기들이�

서로� 컨트롤한다고 너�또�왜� 그러는데�하면서.� .�

김중령 ( 160606-1)

이러한 해사가치는 해군의 공동운명체적 특성에 의해 형성 되어 온 것이라

고도 설명할 수 있다 해군은 지상군과 달리 함정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함. 

께 생활하게 된다 군함은 외국에 나갈 경우 국가와 동일한 지위를 가질 뿐만 . 

아니라 함정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이며 함정의 침몰은 국가의 몰락과 개인, , 

의 죽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해군은 강한 공동운명체적인 성격을 띠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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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배라는� 경우는� 일반� 육군이나� 지상군과� 달리� 배라는� 같은� 공간에�

산단� 말이야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

그니까� 씨맨십이라는� 게� 그런� 게� 전통화가� 되어가지고� 함장이라

는� 독특한� 위계구조가� 나오는� 거야 함장한테� 전권이� 주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배는� 전통적으로� 선장에게� 전권이� 주어져 그게�.� .�

씨맨십이야 그렇게� 안하면� 살수가� 없으니까 공동운명체 그런�.� .� .�

성격이� 있다고 이순신� 얘기에도� 나와 해전이� 육전보다� 쉬운�.� .�

점 해전은� 함께� 같은� 배에� 타고� 있단� 말이야 도망갈래야� 갈수.� .�

가� 없고 안으로� 들어가� 봐야� 먼저� 죽고 살라면� 한마음� 한뜻으,� ,�

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해 수군은 지금� 해군하고� 같아 평.� .� .�

상시에는� 기합� 빠져� 보이지만� 전투가� 벌어지면� 한마음� 한뜻으로�

싸워 왜� 그럴까 원래� 씨맨십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만� 살수가�.� .� ?�

있으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죽으니.�

까 씨맨십의� 특징 공동운명체적� 성격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 .� .�

어야 공동운명체.� ‘ ’.
임대령( -160304)

분업화� 되어� 있지만� 결국� 하나로� 뭉쳐져� 있는 그게� 결국� 전투력으.�

로� 되고 이게� 해군이� 육군과� 가장� 큰�차이�일� 거야 이순신은� 수군�.� .�

한명은� 적� 백� 명을� 당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왜� 그럴.� .�

까 수군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니까 그러니까� 수군을� 패하면�.� ...�

안� 됩니다 수군은� 배안에� 있어서� 도망도� 못갑니다 예전에는� 도.� .�

망을� 많이� 갔거든 해군은� 살라면� 본능적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밖에�없다 이게� � 해군의� 중요한� 특성이야.� .�

최제독( -160610)

제가� 미해사에서� 교육받을� 때� 이걸� 많이�‘Ship-Shipmate-Myself’�
교육� 받았습니다 배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으론� 동료를� 생각하.� ,�

고 그다음이� 나 이걸� 강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게� 좋았습니,� .

다 이게�해군이구나.� ...

권소령( -160913)

결국 본 연구에 참여한 해군사관학교 졸업생이자 해군장교들은 해군사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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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의 해사가치에 대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 생즉사 사즉생 정신 및 애민, 

정신 등이 포함된 군인정신과 명예와 자부심의 해사정신 책임의식과 동기애, , 

그리고 공동운명체적 정신인 공동체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 

공동체 정신은 일반적인 군인정신에 덧붙여 해군의 특수성이 반영된 가치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 정신은 해군 이전에 바다라는 특수한 무대에서 . 

열악하고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가야 하는 바다인들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서로를 위하고 조직의 목표를 우선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임을 해군사관생, 

도들이 전수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 해사 전문역량: 해군전문지식합리적 사고대인관계 기술신체적 능력국제적 감각, , , , 

앞서 개방형 설문지를 토대로 분석된 해사 전문역량은 해군전문지식 대인, 

관계 기술 신체적 능력 합리적 사고 국제 감각이다 이러한 해사 전문역량, , , . 

에 대해 해군장교들은 먼저 앞서 분석된 결과와 같이 심층면담을 통해서도 , 

해군사관생도의 해군전문지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최제독은 함정에서 함. 

장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함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공군 및 육군과 다른 . , 

해군의 특성으로서 해군장교 직무의 무거움을 강조하고 해군사관생도들에게, 

도 장교로서 체계적인 준비를 당부하였다 다시 말해 모든 승조원의 목숨을 . , 

책임지는 함장으로서 나의 준비상태 모든 승조원들의 상태 함정의 전반적 , , 

상태 이 가지 준비상태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따라서 해군사관, 3 . 

생도 시절부터 학년은 자기 중대 및 자기 대대의 후배생도의 상태를 파악해4

야 하고 학년은 학년 학년은 학년 생도의 상태에 대한 관심을 갖고 , 3 1, 2 , 2 1

관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배는� 딱� 세� 가지거든 배에� 딱� 가면� 함장 승무원 배거든 이� 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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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가운데� 항상� 함장이� 있어야� 하거든 자기가 내가� 확신이�.� .�

없으면� 전투를� 할� 수� 없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해군� 장교들�.�

중에� 부하들� 도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지가� 알아서� 하면�.�

안� 되거든 우리가� 전쟁을� 너무� 안하다보니까 장교들이� 뭐� 보고�.� .�

해보면� 알겠지 어떻게� 하면� 판단해보지� 이게� 아니거든 미군들.� .�

은� 이건용서가� 안� 돼 미군은�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총장이� 제일�.� .�

잘� 알고 다음으로 사령관이� 잘� 알고 다음으로 함장이� 잘�,� ( )� ,� ( )�

알아 함장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해 내� 부장이� 내� 작전관이�.� .�

뭘� 하고� 있는지� 서로� 확인하는� 정도지� 뭘� 보고받아서� 알고�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전쟁을� 너무� 안� 해봐서� 이상한지� 모.�

르겠어 이런� 거는� 심어주면� 안돼 사관학교� 학년이� 되면� 자기�.� .� 4

중 에� 해서 자기� 에� 동기생들 학년� 학년� 학년� 지금�,� ,� 3 2 1

뭐하고� 어떤� 상태고� 속속들이� 모르면� 안돼 다� 알고� 있는� 상태에.�

서� 중 장� 소 장� 밑에� 있는� 애들� 확인할� 수� 없고 지금� 장교들.�

도� 안� 보는� 사람들� 많아요 사고� 나고� 뭐� 하는데� 그� 가지가 나.� 3 .�

는� 준비가� 되었는가 승조원은� 어떤� 상태인지 배는� 엔진이� 뭐가�.� ,�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면� 안돼 우리는� 공군이랑� 육군� 걸� 다� 가지.�

고� 있잖아 공군처럼� 혼자� 가는� 거도� 아니고� 배가� 있지 나도� 있.� .�

지 육군은� 뭐 걔네랑은� 다르다고 그런� 국가에� 한� 개념 잘�.� ,� .� ,�

있어야� 하는� 거 전략도� 마찬가지야 그런� 건� 자기가� 습관을 해.� .� .�

군의� 특성 함장의� 특성 누가� 나를� 절 � 도와줄� 수� 없다는� 특,� .�

성 내가�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한다는� 특성을�말야.� .

최제독( -160610)

또한 사관학교 교장 및 생도대장을 역임한 이제독은 해군사관생도에게 학

문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는 해군장교로서 전문성. 

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면서 해군사관생도는 그 전문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

력이 발달되어 있어야 함을 설명하였다 이는 해군의 특성상 해군 장교들의 . 

역할이 최첨단 기술력에 따른 각종 시스템을 알아야 하는 장비 관리에서부터 

사람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인사 관리 등 매우 다양한 직무를 맡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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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학습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시켜야지 철학이랑� 지휘관을� 양성.�

하는� 학교인데� 기술� 같은� 거� 말고� 학문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주

어야� 하는� 거지 전문성도�중요하지만� 생도� 차원에서는� 전문성을� 받.�

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고급장교� 되기� 전에� 고군.�

반 고등군사교육반 가잖아 결국� 그� 직무에� 맞는� 것은� 그때� 가서�( )� .�

배우더라도� 결국� 생도� 때는�받아들일�수� 있는� 능력�필요한� 거지 직.�

무별로� 필요한� 지식은� 다� 다르잖아 나� 같은� 경우는� 공학을� 하니까�.�

기본적인� 기계의� 원리를� 아니까� 포술 뭐� 다른� 것들� 배울� 때� 별,�

로� 어렵지� 않았어 미사일� 뭐� 그런� 것도 결국� 다� 원리는� 다� 같.� .�

으니까 생도� 때는� 무엇이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어야� 하는�거지.

이제독 ( 060523-1)

또한 김소령은 해군사관생도의 공감능력 함양과 스스로의 문제점을 찾아내

고 이를 해결하는 등 자신의 학습과정을 조절할 수 있는 해군사관생도의 메타

인지를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 

해 미래 해군장교로서 해군사관생도 스스로가 결정하는 행동이 부하에게 더 , 

나아가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함을 제언하고 있다.

옛날� 선배들은� 스키마로� 가르쳐 내가� 경험했던� 것들 그런� 것을� 가.� .�

르치는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 사실� 메타인지를� 가르쳐야� 하거,� .�

든 장교들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잖아 그니까� 내가� 뭘� 모.� .�

르고� 있는지 세상이� 얽히고설킨� 것들 내가� 했던� 일들이� 부하,� .�

들 국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게� 만들어야� 거,�

든 특히�공감능력에� 한�교육이� 필요해.� .

김영수( -160516)

한편 연구 참여자들은 해군사관생도에게 판단력과 통찰력도 중요하다고 하, 

고 있다 먼저 정대위는 해군사관생도에게 판단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조언. , 

하고 있다 미래 해군장교로서 해군사관생도는 항상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 

위치에 있는 지휘관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혼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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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움을 막을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또한 김소령은 해군사관생도에게 통찰력. 

과 통섭의 시야를 통한 판단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통찰력과 통섭의 . 

시야를 가지면 작전적 능력과 임무수행 능력도 좋아진다고 조언하고 있다 해. 

군사관생도에게는 통찰력 및 통섭의 시야를 갖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해군사관생도에게는� 판단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시에나�.�

전시에나� 해군장교는� 언제나�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져야� 합니

다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답을� 택해야� 하는� 순간순간� 찾아오는.�

데 익숙하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찾아내는� 데에� �,�

판단능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민국은� 늘� 정답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이러한� 분위기에� 익숙해진� 교육을� 받았기� 때,�

문에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스스로가� 판단,� .�

할� 수� 있을�때� 혼란스러움은� 덜� 해집니다.

정대위( -20160403)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해 스킬적인� 것은� 실무에� 나와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 내가� 쪼금만� 신경� 쓴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어.� .� .�

전문가� 될� 수� 있어 그리고� 통찰력이나� 통섭의� 시야를� 가지면� 어떤�.�

작전을� 보더라도� 자꾸� 넓게� 보거든 작전적� 능력도� 임무수행� 능력도�.�

좋아져 영관급� 장교� 되면� 정책도� 하고� 그런데� 정책은� 국가와� 연결.�

되어� 있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거든 근데� 사람은� 갑자기� 만들어� 지.�

지� 않아 사관학교� 때부터� 그런� 시야를� 갖고� 판단을� 갖도록� 만들어,�

야� 해.

김소령( -160516)

그리고 최제독은 해군사관생도에게 공직자로서 공과 사의 분리하라고 조언

하고 있다 그는 공에서 자기 자신을 뺏을 때 비로소 공직자로서 의무를 수행. 

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공과 사 구분은 윤리적 맥락에서 이익을 . 

취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판단에 따른 공사의 구분

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장교 전문성의 핵심 요소인 직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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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원을 단순히 개인의 인성의 몫으로 두는 것이 아(Huntington, 1957 ) 

니라 직무를 수행함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기 위해 노력 또 노력해야 함을 

역설하며 사관학교 시절부터 이에 대한 교육을 중요시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나는� 일단 공직자고 공과� 사라는� 게� 있는데 이� 공에는� 순수하게�.� ,� ,�

내가� 없어야� 하거든 나를� 빼야� 돼 나를� 빼면� 나를� 뺀� 상태에서� 모.� .�

든�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는� 감정이� 제.� ,�

로가� 되는� 거야 슬프고�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런� 게�다� 없어지고� 오.�

로지� 의무만�남아 생도시절부터� 이걸� 가르쳐야해.� .

최제독( -151209)

또한 한 제독은 해군장교로서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도 제안하고 있다 그. 

는 미국 대학의 교육과정을 예로 들면서 해군사관생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개발의 필요성을 조언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해군장교로서 자신의 부하를 인. , 

솔할 때 부하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학교�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게� 커뮤니케이션인데 오랄�.�

커뮤니케이션 라이팅� 인데 같은� 거� 하나� 가지고도� 얘네는� 굉장히�,� .�

자연스럽게� 하거든 우린� 그런� 걸� 못� 배운� 거지 설득하는� 힘을�.� .�

키워야� 하는데 뭘� 하긴� 해야� 할� 텐데 미군들� 봐봐 부하들� 하...� .� ,�

고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잖아 우리� 사관학교� 출신들은�.�

맥락에� 맞게�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 내가� 지고� 하는� 훈련이� 안되

어� 있어 그래서� 밑에� 있는� 애들� 데리고� 야단만� 치면서� 훈련을�.�

시키게� 되지 그러면� 부하들은�앞에서만�시늉만� 하는�거지,� .

이제독( -160516)

그리고 이제독은 해군사관생도들에게 체육지도능력의 필요성도 제안하면

서 이는 부하를 지휘해야 하는 장교들에게 누군가를 지휘해보는 연습을 해보, 

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으로서 스포츠 체육이 생도들의 리더십 함양에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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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요소임을 말하고 있다 누군가를 지도하는 교육을 통해 미래 해군장교. 

로서 우수한 지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생도들한테� 체육을� 지도하는� 능력을� 주는�게� 좋을� 것� 같애 남들� 앞.�

에서� 도수체조� 한번� 시켜본� 게� 다르거든 소그룹으로라도� 잘라서� 그.�

런� 거를� 많이� 해야� 하거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많이� 해봐야해,� .�

자기가� 이해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보는� 연습도� 하고 자신,�

감� 있게�사람들� 하는� 것도� 배우고...

이제독( -160516)

또한 해군장교에서 필요한 역량으로써 많은 장교와 생도들은 신체적 능력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 장교는 기초체력능력 형성을 강조하면서 최소한. 

의 체력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해군으로 살아남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명� 중에� 명� 졸업했으니까 발목이� 나가고� 무릎이� 깨져가면200 150 ,�

서� 그렇게� 버티는� 거지 못� 버티는� 사람은� 나가는� 거지 기초체력도�.� .�

안� 갖춰진�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해군을� 견디겠어 해군에� 나와.�

서도� 결국은�도태되고 도태되고...� ...

최중령( -160523)

또한 한 제독은 자신의 생도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체육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을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음을 회고하였다.

학년� 때� 월� 일에� 마라톤을� 하다가� 졸도� 했어 월파장에서 그1 6 25 .� .�

때� 내� 능력� 밖으로� 뛰었던� 거� 같애 그때� 뛰는� 것도� 꽤� 뛴� 거� 같은.�

데� 그래도� 더� 오버� 페이스� 한� 거� 같애 그때는� 그게� 굉장히� 치욕스.�

러웠어 앞으로�내� 사관학교� 생활은� 이� 치욕스러운� 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산거� 같애 그때� 크게� 야단을� 맞진� 않았어 원.� .� .�

래� 구보하다가� 낙오하면� 빠따� 맞고� 그랬는데 난� 그러진� 않았어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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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마라톤은� 개인적으로� 뛰다가� 힘들면� 쉬어도� 되고� 그런� 건데 그.�

러지� 않았다고� 오히려� 위로� 받고� 그랬는데 여하튼� 이것도� 나한.�

테� 굉장히� 큰� 작용제가� 된� 거� 같애 나의� 한계를� 알고� 그걸�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된� 거�같애.

이제독( -160523)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 소위는 신체적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했다고 

느낄 때의 기쁨에 대해 설명하였다.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지덕체� 다� 수련� 받지� 않습니까 운동도� 시켜주.�

고 제가�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는데 입교하기� 전에� 밖에.� ,�

서� 개밖에� 못하던� 턱걸이도� 학교에� 들어와서� 개� 하고 의지10 7~80 .�

에� 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강제로라도� 하나하나� 성취하는� 기쁨을� 맛

보게� 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하면� 되는� 구나 노력하면� 되.� ,�

는� 구나.�

김소위( -160630)

마지막으로 해군장교들은 해군사관생도에게 국제적 정세 및 감각을 익혀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김제독은 국제 감각을 익히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소통할 . 

수 있는 개방된 사고와 국제법 의사소통능력 등 국제 감각을 고양하기 위한 ,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박대위는 해군사관학교 대부분의 생도들은 . 

고위 장교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이야기 하면서 북한 등 타 국가의 전력 무, 

기시설 등 세부적인 내용부터 국제사회 분위기 등 전략적 차원의 접근법

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 국제 감각을 익혀야 한다

고 제언하고 있다.

해군� 장교에게� 필요한건�예를�들면�상 적으로� 개방된� 사고방식 그,�

리고� 외국� 사람들하고� 의사소통� 많이� 해야� 하니까 국제� 감각,� ,�

언어적인� 거 국제법적인거 그런� 것도� 공부해야할� 거고,� .� ...

김제독( -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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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좀� 국제�정세나� 이런걸� 알아야� 하지�않을까 왜냐면�해군� 사관.�

학교� 나왔다하면� 고위� 장교를� 목표로� 하는� 건데� 북한에서도� 서해에

서� 떠다닌다� 하는데� 우리가� 구식� 함정� 이런� 거만� 응할� 순�VSD�

없잖습니까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을� 많이� 관여해야� 할� 건데� 엘리트.�

라고� 뽑아놓으면� 그런� 걸� 생각� 안하고� 있으면 정책적인� 부분에� 관.�

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 그� 자리� 가서� 급하게� 알아본다고�

뭐� 되겠습니까.

박대위( -160502).

지금까지 해군장교를 통해 살펴본 해사 전문역량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장비와 인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 해군 전문지식. , 

과 이러한 해군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습득할 수 있는 기초 학습 능력이

다 둘째 위기 상황에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결단력과 공과 사의 경계. , 

를 지킬 수 있는 합리적 사고이다 셋째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인솔하고 소통. , 

할 수 있는 대인관계 기술 넷째 개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단련한 신체적 능력, 

이며 마지막으로 전략적 승리를 위해 다른 국가의 상태를 파악하는 국제 감, 

각이다. 

해사품성 기개 예의 도덕성 3) : , , 

개방형 설문지를 통해 도출된 해군사관생도의 해사품성은 기개 예의 도덕, , 

성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인 해군장교들과 해군사관생도들은 해사품성에 대해 . 

먼저 훌륭한 장교를 기르기 위해서는 훌륭한 인격체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흥미로웠던 사실은 해군사관생도들의 인식 속의 . 

씨맨십은 품성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았다는 점이다 실제 일반적인 영역에. 

서의 씨맨십은 기술적 측면이 강조된 항해술로서 해양인으로서의 태도나 윤

리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반면 사관생도들은 씨맨십에 대해 전문역량 , 

보다 높은 수준으로 품성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해군 장교들과의 인터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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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해군의 전문 지식이나 리더십 등 역량적 측면이 많이 도출되었으나 생도, , 

들의 개방형 설문지와 인터뷰는 특히 품행적 차원의 도를 스스로가 중시하고 

있었다 제시된 덕목들은 크게 기개 예의 도덕성으로 분류하였다. , , . 

먼저 기개 는 씩씩한 기상과 굳은 절개로서 국립국어원, ( ) ( , 2016) 氣槪

사관생도들에게 매우 필수적인 자질로서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목표지

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이다 최근 스스로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으. 

리라는 능력성장의 믿음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Growth mindset), 

의 발판으로 삼는 회복탄력성 자기가 하는 일 자체가 재미있(Resilience), 

고 좋아서 하는 내재동기 목표를 향해 불굴의 의지(Intrinsic Motivation), 

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끈기 로 구성된 미국 심리학회에서 미국 (Tenacity)

육군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Grit”  

(Duckworth & Quinn, 2009). 

한 제독 역시 해군사관생도 각 개개인의 잠재력을 강조하면서 경쟁을 통한 

서열화가 아닌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의 인품과 성실성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조언, 

하고 있다. 

딴� 건� 모르지만� 생도들은� 그냥� 놔두기엔�너무�아까운� 아이들이잖아.�

나도� 내� 역할이� 있다 그� 생각을� 갖게� 해줘야해 경쟁� 차원만� 생각.� .�

하지� 말고 생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의� 인품이잖아 그리고�.� .�

성실성 성실하면�결국�되거든.� .

이제독( -160523)

또한 이 제독은 모든 해군사관생도 각 개개인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부

분을 찾을 기회의 제공을 제안하며 체육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 . 

를 들어 학업성적이 타 해군사관생도보다 뒤떨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이 잘하

는 운동종목을 개발함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자신이 해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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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잘할 수 있는 자신만의 영역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해군사. , 

관생도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준다면 언제든지 자신의 부족함을 극복하고 해군

으로서 적절한 전문성을 개발하고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 에서� 부 장� 체육 회� 하는데� 저놈� 누구야� 테니스� 잘하네.�

축구� 잘하네 그게� 사람들의� 관심이고 누구든지� 느끼거든 주목�.� ,� .�

받는� 걸� 느끼는� 순간� 고� 느낌 또� 느끼고� 싶거든 그렇기� 때문에�.� .�

노력을� 하게� 되어� 있다고 어떤� 놈들은� 그냥� 뭐� 교실� 안에서는�.�

쥐약인데� 밖에서는� 펄펄� 날고� 뭐� 그런� 애들� 있잖아 사관학교� 나.�

와서� 년 년� 되다보면� 분명�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10 ,� 20

찾을� 수� 있어 어차피� 평생� 가는� 건데 생도� 때� 뒤떨어졌다고� 해.� .�

서� 의기소침할� 필요� 없이� 따라갈� 수� 있는� 자신감을� 주면� 되는�

거� 같애 체육에서� 그런� 거� 해줄� 수� 있을� 거� 같애.� .

이제독( -160523)

다음은 예의 로서 본 연구에서 해석한 예의는 사람이 지켜야할 예( ) , 禮義

절과 의리 국립국어원 로서 바다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일하기 때문( , 2016)

에 서로를 배려하는 생활 태도가 매우 중요하고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인성

적 차원이 아니라 실제 임무와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일반적 전문인 보

다 더 엄격한 예절과 의리가 필요하다.

나보다� 남을� 위하는 바다에선�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더� 신경� 쓰.�

고� 지휘관이� 항상� 헌신하는� 자세가� 씨맨십이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정소령( -160511)

흔히� 말하는� 갑질� 안하는 겸손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

먼저� 인� 것� 같아 우리� 조직사회에서� 작은� 권력이� 결국� 큰� 권력.�

이� 되는데� 우리� 조직에서� 그런� 권력을� 잘� 쓰는� 사람이� 별로� 없

는� 거� 같애 요즘에� 후배들이� 존경하는� 장교가� 없고 장성이� 없.� ,�

고 근데� 생도들� 내에서는� 서로� 존경하는� 선배가� 있어 근데� 장,� .�

교가� 되면서� 없어지는� 거야 선배들을� 보면서� 그� 길을� 밟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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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고� 그래야� 하는데� 실무� 나가면� 그런� 길이� 없는� 거야 부분.�

이 선배들이� 입을� 열면� 자기� 자랑� 하기� 바쁜 하지만� 아무도�...� .�

그�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는데 근데� 우리� 님은� 자기� 자신.� OOO

을� 꾸미려고� 하지� 않고 들어내려고도� 하지� 않고 엄청� 겸손하시,� .�

고� 부하를� 엄청� 많이� 생각하셔 해바라기가� 아니라는� 거지 자기.� .�

가� 더� 고민을� 하고� 시간을� 더� 내고� 자기� 시간을� 최 한� 내서 자,�

기� 힘으로� 버텨나가는� 거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 한하고�.�

밑에� 있는� 부하들은�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거지.� OOO

님이� 일� 시킬� 때� 뭐라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고민하고� 시킨� 지�.�

알거든...

정소령 훈육관( / -160511)

마지막으로 도덕성은 장교의 핵심 직업윤리의 차원으로서(Huntington, 

바르게 행동 할 수 있는 품성을 갖추는 것은 사관생도들에게 가장 기본1957) 

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최근 언론에서 계속적인 해군 방산 비리가 보도되.  

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인터뷰에서 한 소위는 특히 해군 전체의 청렴의식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해군사관생도들에게 등 등의 우등생인 해군사관생도1 , 2

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닌 해군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덕성을 갖추는 해군

사관생도를 육성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즉 한두 명의 특출난 도덕성이 아. , 

닌 중요한 것이 아닌 모든 해군사관생도들이 정직하고 자신이 지켜야 할 올바

른 가치관을 지녀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운동할� 때도� 등� 등보다도� 낙오는� 안� 된다� 하는� 것처럼� 최소한1 2

의� 기준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완벽한� 생도가� 아니라� 최소한.�

의� 것 어떤� 조직이든� 조직을� 보는� 잣 는� 가장�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못하는� 사람입니다 해군이� 아무리� 잘했어도� 비리� 한번�.�

터지면� 비리조직� 아닙니까 최저� 수준의�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그러한� 점에서� 제일� 못하는� 생도조차도� 거짓말은� 죽어도�.�

안하고� 지킬� 거지키고� 이렇게� 돼야지� 않겠습니까 잘하는� 사람?�

이� 얼마나� 잘했다�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김소위( -1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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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 중령은 의전이 발달한 해군 문화에서  윗사람들에게만 잘하려는 외

형적 모습보다는 해군사관생도 각 개개인의 내면에 내재된 인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이는� 것만� 보면� 안돼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해 그냥� 보통� 보면� 품행� 적성� 훌륭한� 사람 외형적인� 거잖아 그�.� ?� .�

사람의� 마음을� 봤어 근데� 인격이� 훌륭해야� 하거든 선배들한테�?� .�

잘하면� 좋아�보이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속의� 인격을� 봐야해?� .

최중령( -160523)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인 해군장교들은 미래의 해군장교인 해군사관

생도 각 개개인의 품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건전한 국가관 정직성 등의 도덕, , 

적 가치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체육 등을 통해 생도의 끈기 성실 의. , , 

지 자신감 등을 포함한 그들의 기개를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생도교육에� 한정� 시킨다면� 훌륭한� 군인 훌륭한� 장교이거만� 강조,�

하지� 말고� 훌륭한� 장교는� 결과물이거든 훌륭한� 인격체를� 가진�.�

사람을� 만들어야� 해 그� 다음으로 외형적� 결과물이� 훌륭한� 장.� ( )�

교가� 되는� 거지

이제독( -160517-2)

해사실천 실천행동 자기수련 주도성 반성적 사고4) : , , , 

해군사관생도를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지를 통해 범주화된 해사실천은 행동, 

자기수련 주도성 반성적 사고로 분류되었다 전문적 정체성이란 결국 아, , . 

는 것을 실천하고 가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 

실천은 씨맨십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올바를 가치. 

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실천으로 품성을 연마하고 역량을 함양  , 

해야 하므로 실천이 빠진 전문적 정체성 형성은 허울 좋은 명분에 그친다, 

고 할 수 있다 고대 로마에서 시민 양성을 위한 인문 교육에서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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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기능을 통해 책을 통한 이론적 지식이 (usus) 

아니라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강조한 것을 볼 

때 실천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손승남( , 

이러한 해사실천에 대해 한 장교는 감사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2011). . 

특히 이러한 감사는 긍정 심리학에서 이야기 하듯 개인의 긍정경험이 개

인의 긍정정서를 만들어 주고 이것이 반복될 때 개인의 성격이 될 수도 , 

있다는 차원에서 씨맨십의 가장 중요한 (Wood, Froh & Geraghty, 2010), 

요소가 이러한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해군� 장교들이� 항상� 사람을� 관리하고 지적하고� 이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경향이� 있어 나는� 내가� 함장하면서� 국방.�

에서� 배웠던� 감사� 나눔� 운동을� 했어 감사는� 사람들에게� 관점을�.�

바꿔주는� 일을� 해 감사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

주고 옆에� 있는� 동료들을� 볼� 때� 그냥� 바라보는� 데� 감사하는� 노,�

력을� 하다보면 상 방의� 긍정적인� 면을� 볼� 수가� 있어 생도들도�,� .�

피동적으로� 살다보니까� 좀� 부정적인� 면이� 있잖아 감사를� 의도적.�

으로� 하다보면� 내�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줘 부 � 차원에서는� 부.�

가� 단합하게� 되고 부정적인� 거보다� 서로� 서로를� 좋게� 보다� 보,�

니까� 전투력� 향상에도� 도움을� 줘 그래서� 나는� 우리� 배에서 나.� ,�

와� 상 방과 부 � 이렇게� 사회� 차원까지� 볼� 수� 있게� 감사� 나눔�,�

운동을� 했어 동료들을� 더� 생각하게� 되고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 ,�

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했어 강제로라도 그러다� 보니까� 꼭� 이.� .�

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포술우수함도� 하고� 했어 뭐� 이,� ...�

런� 걸� 다� 떠나서�내가� 좀� 더�긍정적이게� 되니까.

박중령( -160701)

또한 한 학년 생도는 단체생활에 필요한 배려행동을 조언하고 있다 황생4 . 

도는 개인적 시간보다 단체로 활동하는 시간이 많은 해군사관학교의 특성을 

설명하며 각 개인의 행동에 배려가 녹아들어 있어야 함을 말하였다 특히 개.. , 

인의 공간이 제한된 해군사관학교에서는 같은 생도사 그리고 함께 방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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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룸메이트들의 의사나 생각을 고려하는 등의 배려행동을 중요함을 설명

하였다. 

개인� 시간보다는� 단체시간이� 많기� 때문에� 행동을� 조금� 더� 조심하게.�

아무래도� 공간도� 제약적이고� 시간도� 제약적이고 혼자� 뭔가� 하고� 싶.�

으면� 자신만의� 장소로� 갈� 수� 있겠지만� 학교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적으니까 룸메이트의� 의사를�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런� 거� 자체가�.� .�

상 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느끼는지를� 고려하고�행동하는�것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실무� 나가서도� 이런� 부분은� 중요할� 것� 같습니.�

다.

황생도( -160612)

또 한 장교는 하급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범된 행동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생도의 모범적 행동을 타 생도들이 받고 이. , 

를 실천하게 된다는 해군사관학교의 문화를 소개하면서 해군사관생도 한 명

의 모범적 행동이 많은 생도 더 나아가 전 해군을 변화시킬 수 있음도 시사, 

해 주고 있다 그리고 그는 해군의 장교로서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 

선택을 내린 후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생각을 해야 하는 반성적 사고를 강조, 

하였다 이러한 반성적 사고는 정소령에 의해서도 제기되고 있는데 해군 내.. 

에서 자신의 계급이 올라갈수록 보다 많은 결정권을 갖게 되며 이 결정권을 , 

사용하기 위한 많은 고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결정에 어떤 여파가 따르

는지에 대한 계속적 고민이 필요함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즉 자신의 선택에 . , 

대해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수정하는 등의 반성적 사고를 가져야 함을 강조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내� 자신을� 내가� 변화시키기도� 힘든데� 남을� 변화시키는� 것은� 두� 배�

힘든� 일이라는� 구절을� 읽었어요 내가� 변하기도� 힘든데� 남을� 변화시.�

키는� 건� 얼마나� 힘들까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어떻게� 할까?� ?�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배워가면서� 달라져갔듯이� 걔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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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내가� 모범이� 되어?�

야겠다 해군사관학교에도� 생도들끼리� 공유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

내가� 행동하는� 걸� 다른� 생도들이� 보고� 배우고 다른� 생도가� 이렇,�

게� 하니까� 나도� 따라하게�되는...

김소위( -160606)

어떤� 문제에� 부딪쳤을� 때� 뭐가� 진짜인지� 고민을� 하고 한번� 결정� 났,�

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계속� 맞는지�.�

안� 맞는지 불완전하니까 유기적으로.� .� ...

박소위( -160606)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계급이� 올라가면� 내가� 하는� 말이� 이렇게�

힘이� 있구나� 느끼게� 돼 열� 가지� 내가� 다� 들어주더라도� 한� 가지�.�

안� 돼� 하면� 그게� 다� 안� 되게� 되는� 걸� 느끼거든 나한테� 말� 한마.�

디� 하기� 위해서� 엄청� 고민해서� 하는데 나는� 쉽게�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자신의�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잖.�

아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 어떠한� 여파가� 있는지� 알아야� 할� 거�.�

같애.

정소령( -160703)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해군사관생도에게 남을 의식, 

하고 그들의 의사 및 행동 등을 생각하여 행동하는 배려의 자세와 작은 행위

라도 상대방의 믿음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행동의 실천을 당부하고 있다 또. 

한 미래 해군장교로서 부하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범적 행동을 비롯해 자신

의 권한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철학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올바른 , 

행동인지 고민하고 잘못된 것은 바꾸려는 반성적 사고의 필요성도 제언하

고 있다.

씨맨십의 형성과정과 영향 요소2. 

해군사관생도의 전문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씨맨십은 해군사관생도가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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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는 소양으로써 해군의 가치를 추구하고 해군장교가 되는데 필요한 역, 

량과 품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실천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씨맨십은 기존 . 

생도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 정체성 위에 덧입혀져 출항 표류 난항, , , 

순항의 단계를 거쳐 정체성의 기준이 나 너 우리 로 확장되며 공식적 교육‘ - - ’

과 비공식적 교육의 다양한 요소들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있었다.

가 씨맨십의 형성과정. 

본 연구에서는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 형성과정을 배가 항구를 떠나 목적

지를 향해 가는 항해의 모습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해 보았다 먼저 출항 은 배. ‘ ’

가 항구에서 떠나 항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로써 사관학교에 입교하여 생

도로서의 삶을 시작 하는 출발점이다 이후 표류 는 사관학교의 규정과 규칙. ‘ ’

에 순응하는 따라하기 엄격한 규정과 선배들의 지도로 인해 몸과 마음이 상‘ ’, 

처 받고 기존의 내가 깨지는 깨지기 힘들지만 인내를 통해 성장해 가는 버‘ ’, ‘

티기 로 아직 정확히 장교로서의 삶의 목적지가 보이지는 않지만 사관생도로 ’ , 

자발성이 생기면서 전문적 정체성이 태동되는 지점이다 이때 전환의 포인트. 

는 바로 관점의 기준이 나 에게 국한되었던 것이 바로 너 로 확장 되는 것이‘ ’ ‘ ’

다. 

다음 난항 은 장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삶의 방향‘ ’

성에 대해 고민을 시작하는 지점으로 해군사관생도의 전문적 정체성이 강화

되고 장교라는 정확한 목표를 향해 목적 항해가 시작되는 단계이다 깨지고 . 

버티는 과정이 반복되며 조직에 동화되어가는 스며들기 고통과 인내 철학‘ ’, , 

적 고민을 통해 군인으로서의 의미를 찾아가는 의미 찾기 가 있다 이러한 과‘ ’ . 

정을 통해 생도들은 자신의 직업적 정체성의 핵심으로서 나와 관계가 없는 

타인 즉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야하는 직업의 핵심을 인식하며 삶의 기준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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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로서 관점의 확장된다고 볼 수 있다‘ ’ . 

마지막 순항 은 이러한 해군사관생도의 전문적 정체성이 내면화되고 확장‘ ’ , 

되어 실천하는 단계로써 지 덕 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고 자기중심적이· ·

었던 나에서 우리 중심적 가치관으로 변화하는 균형잡기 와 끊임없이 성찰하‘ ’ ‘ ’

는 반성하기 논리가 아닌 마음으로 장교가 되는 길을 받아들이는 함께하‘ ’, ‘

기 로 특징지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단선적인 발달 과정으로 진행’ . 

되는 것은 아니며 그림 와 같이 이러한 과정을 묘사하기 위해 단계를 , [ 12]

구분한 것으로써 각각의 특징들은 계속적인 반복과 순환을 거치면서 발달

되고 있었다. 

[그림 12 사관생도 씨맨십 형성과정] 

출항1) 

시골길을 따라 운전을 하다보면 경축 ㅇㅇㅇ의 녀 해군사관학교 합격“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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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유명대학의 입학을 알리는 현수막을 가끔 발견하게 된다 한국인에게 있어 . 

대학으로의 진학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계수단으로써 직업과 매우 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학의 이름에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어느 대.  

학 그리고 무슨 전공에 합격했는지는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고 사람들마다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은 다양했다 사관, . 

학교에 입교하는 학생들은 기존에 유년기 청소년기를 거치며 가정 학교 친, , , 

구 등과의 다양한 상호교류를 통해 만들어진 개인 정체성 속에서 사관학교에 

대해 각자의 의미를 가지고 입교를 했다 씨맨십 형성과정의 시작으로써 해군. 

사관생도가 거쳐 가야할 항로를 향해 출항하는 해군사관생도들의 모습은 다

양했다.

대학 및 전공의 선택이 직업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직업

으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 일반대학과는 달리 졸업 이후 장교라는 직업으로 

바로 연결되는 사관학교의 특성상 사전에 해군사관학교에 대한 정보를 충분

히 접하고 입교하는 사관생도들도 있지만 실제 직업적인 의미 보다는 생도라

는 이상을 쫒아 입교한 생도도 있었다 먼저 학년 김생도는 언론을 통해 군. , 4

인으로서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사관학교에 대한 선생님의 소개, 

로 인해 해군사관학교로의 진학을 결심하게 된다 사관학교 진학을 꿈꾸던 그. 

에게 사관생도는 자기 생활을 조절할 수 있고 다방면에 뛰어난 멋진 인물이, 

라는 이상적 모습을 상상하며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까지도 예의범절을 지키고 본능을 억제하는 등 해군사관생도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기 위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는� 중학교� 학년� 때� 사관학교� 가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 왜�2

그런� 생각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군인� 다큐� 같은� 티비를� 많이�.�

봤습니다 중학교� 때� 선생님이� 사관학교� 얘기를� 하셔서� 고등학교�.�

때� 무조건� 사관학교� 하나만을� 가겠다는� 일념으로� 공부를� 해서�

사관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제� 주위엔� 사관학교에� 해� 실제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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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분은� 안� 계셨기� 때문에� 생도가� 뭔지� 모르고� 철저한� 이

상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엄청� 멋있고�.� ,�

자기� 생활할� 줄� 알고� 뭘� 할� 줄� 알고 생도에� 한� 이상적인� 마음.�

을� 가지고� 저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조금� 없.�

어졌지만 한숨 아직도� 있습니다 무조건� 기본� 예의범절을� 잘�...( )� .�

갖추어야� 하고� 유교적인� 것도� 있어야� 하고 삼강오륜이라고 장.� .�

유유서� 이런� 거� 있잖습니까 다� 지켜야� 하고 본능으로� 억제하는�.� .�

거도� 당연하고 이거를� 못하면� 스스로� 생도라고� 할� 수� 있나 힘,� .�

들다고� 자빠져버리면� 그게� 생도냐 그게�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

는� 마인드인데...

학년 김생도(4 -160512-1)

또 다른 생도는 집안의 형편 및 해군사관학교의 특수성에 의해 해군사관학

교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해군사관학교는 미래 엘리트 해군장교를 길러내는 . 

특수목적 대학으로 년 동안 학비를 비롯한 교재 숙식 의류 등이 무상 지원4 , , 

된다 또한 매월 품위유지비라는 명목으로 일정금액의 생활비까지 개인 통장. 

으로 지급된다 이렇듯 엘리트 집단의 소속원이 된다는 이점과 경제적으로 많. 

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 그리고 그들의 

학부모들에 큰 매력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 사례를 통. 

해 해군사관학교의 특수성 및 경제적 혜택으로 인해 진학을 결정하였음이 확

인되었다.

형이� 학을� 다니면서� 돈이� 많이� 들었어요 요즘� 학� 다니면� 돈�.�

많이� 들잖아요 학생들이� 학자금� 출도� 받고 근데� 부모님이�.� ...�

많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솔직히� 제� 수능점수.�

를� 봤을� 때� 다른� 학으로� 진학을� 할까도� 생각했지만� 저까지� 부

모님에게� 부담을� 드리기가� 싫었어요 근데� 해사에� 진학을� 하게�.�

되면� 돈도� 들지� 않고� 좀� 특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나�할� 수� 없는� 일이라고�생각하기도� 했고요...

학년 박생도(2 -160606-1)

그러나 많은 해군사관생도들은 자신의 선택보다는 주위의 권유에 의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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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선택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빡빡한 입시제도에서는 청소년들이 본. 

인의 꿈이나 적성을 쫒아 대학을 선택하는 것보다 성적에 맞추거나 부모님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해군사관학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가 고등학교� 때� 꿈을� 가지라고� 목표를� 가지라� 하는데 솔직히� 경.� ,�

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꿈을� 가지라고�하는�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좋은� 직업이라고� 해야� 의사 변호사� 뭐� 이런� 거�.� ,�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로� 찾으라는� 게� 어려웠습니다 뭐�.�

할지� 방황하다가 이공계니까� 기계도� 물리화학� 이런� 걸� 별로� 안� 좋,�

아합니다 생물다루는� 걸� 좋아해서� 의 를� 가볼까� 하다가 생각보다�.� ,�

성적이� 그렇게� 까진� 안�나오고 수시를� 쓸� 때도�지원동기�같은걸� 쓰.�

고� 학과도� 골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

없으니까� 수시� 하나도� 안� 쓰고� 수시� 신으로� 사관학교를� 쳤다가,�

차� 붙고 욕심도� 나고� 하니까� 왔습니다1,2 ,� .

학년 양생도(3 160504-1)–

야구� 그만두고� 부모님께서�단체활동도� 해보고� 했으니까� 군 가도� 잘

할� 거다� 해서 생각해보니� 잘� 맞을� 거� 같아서� 했습니다 마침� 성적,� .�

도� 올라가서� 학년�때 그래서� 오게�되었습니다3 ,� .

학년 김생도(3 -160512-1)

한편 해군사관학교를 선택함에 있어 영화 등의 매체를 통해 한번 살다 죽, 

는 거 멋있게 살겠다는 품생폼사 스타일 그리고 해군사관학교의 고교 홍보 , 

활동을 통해 바다를 개척하고 특별한 직업을 갖는다는 희망적 포부로 진학하

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유치하고� 가볍게� 시작했습니다 영화�.�

보면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어차피� 한번� 살다� 죽는� 거� 멋.� .�

있게� 사는� 게� 더�좋겠다해서�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학년 이생도(4 -160513)

고 중반쯤이었어요 해사에서� 홍보를� 왔는데� 그때� 프로그램들을� 보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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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군사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해군은� 뭔가� 바다에� 희망이�.�

있는� 느낌 뭔가를� 개척해� 나가고� 특이한� 직업을� 갖는� 듯한� 느?�

낌이� 들었어요.

학년 남생도(2 -160526)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생도생활의 시작점에서 큰 차이를 만들지는 않는 것

으로 보인다 기존에 개인 정체성 위에 직업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지. 

만 현재 지옥과도 같은 입시제도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정체성, 

인지 명확하게 자아를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심리적 여유도 없을 뿐더러 그러, 

한 자아를 찾는 과정이 권고 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더 좋은 직업인. 

이 되기 위한 전문적 정체성이란 확고한 개인의 정체성 위에 덧입혀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기호나 정체성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단계

이기 때문에 해군사관생도로서의 출항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시작이자 군, 

인으로 가는 시작점이 된다 서로 다른 이유와 상황에서 해군사관학교에 입교. 

를 하지만 실상 입교 후 처음 맞는 혼란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다 해군사, . 

관생도를 동경해서든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든 그리고 군인에 대해 전혀 , , 

무지했든 사복을 입고 자유롭게 살던 학생의 신분에서 군복을 입고 옆 사, 

람과 발을 맞춰 걸어야만 하는 신분으로의 전환은 처음 해군사관학교 생

활을 시작하는 첫 지점인 가입교 기간에 겪는 대혼란을 예비해 놓고 있다.

표류 따라하기 깨지기 버티기 2) : , , 

해군사관생도로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생도들은 기존에 자신이 알던 것들

과 군인으로서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들 간에 충돌하는 지점들을 발견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 해야 하는 말 해야 하는 행동 하나 조차도 정, , 

확한 방향을 알지 못한다 이는 생도들이 고등학교 졸업식도 참여 하지 못한 . 

채 월의 어느 날 해군사관학교에 가입교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초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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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단계는 해군사관생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년 주1

기로 운영되는 해군사관학교의 학사일정을 비롯한 각종 행사 및 생도생활을 

경험한 학년 해군사관생도 기간에 형성되고 있었다1 .

가 따라하기( ) 

해군사관학교는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월 중순부터 가입교 교육을 실1

시한다 가입교 기간에는 기본적인 제식 훈련에서부터 군사훈련 체력단련 하. , , 

물며 식사를 할 때 식판에서 입까지 숟가락을 각도로 유지해야 하는 직90° 

각 식사까지 하루 시간 통제되는 생활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를 견디지 못24 . 

하고 입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한다 자유로운 고등학교 학창시절. 

이 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가입교생들은 신병과 같은 훈련을 받고 익숙하, 

지 않은 정복을 입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동료들과 한 방을 쓰는 등 모든 생, 

활에서 수많은 통제가 이루어지는 해군사관학교의 생활이 결코 녹록치 않으

며 이들은 난생처음 접해 보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다 아직 고등학생의 앳. 

된 얼굴을  벗어내지 못한 가입교생들에게 해군사관학교라는 세상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가치관과 행동 등을 주입하기 시작한다 한 훈육관의 인터뷰 . 

내용과 같이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선 가입교생들은 그저 학교 및 관계자들이 

요구하고 시키는 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다.

사관학교에� 들어온� 생도들의� 의식은� 고 이잖아 지금도� 고 인줄� 알3 .� 3

잖아 의식� 수준이� 고등학교�졸업을� 못하고� 와서� 딱�그� 수준에� 멈춰�.�

있거든 그� 상황에서� 가치관� 형성이� 스스로� 되는� 경우는� 힘든� 거�.�

같애 그냥� 처음엔� 시키는� 로� 따라하는� 거지� 뭐.� .

정소령 훈육관( ( ) -160511)

매일 오전 시 분 스피커를 통해 울리는 군가소리에 해군사관생도들의 6 15

하루일과가 시작되고 아침점호를 실시하는 장소 여기저기에서는 유난히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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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힘이 들어간 필승구호가 산발적으로 들린다 아침식사가 끝난 뒤 중대별. 

로 열 맞추어 강의실로 향하는 학과정렬행렬 속에서 유난히 팔을 크게 흔들거

나 어색하게 흔들고 있는 무리가 쉽게 발견되고 이를 본 선배생도로부터 많, 

은 질타소리가 들려온다 연구자의 연구일지처럼 학년 생도들은 선배생도들. 1

에게 생도답게 하라는 지적을 받아도 어느 정도 보폭과 각도로 걸어야 하는

지 어느 정도 목소리 크기를 내야하는지 어색하기만 하다 그러나 선배생도, . 

의 지시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해군사관생도로서 약 년의 시간이 지1

나고 학년 견장을 달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신의 군복에 어울리게 걷2

고 학교 내에서의 행동이 자연스러워짐을 경험하게 된다 그저 옆 생도들과 , . 

맞춰 걷고 다른 생도들의 경례구호를 듣고 흉내내다보니 어느덧 자연스럽게 ,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생도사� 첫� 날 학년� 생도가� 팔을� 앞뒤로� 크게� 휘두르며� 어색하게�.� 1

걷다가� 나에게� 경례를� 한다 걸음도� 어색하고� 길차렷도� 어색하다.� .�

나와� 눈을� 마주지치� 못하고� 표정도� 어정쩡하다 학년들은� 늘� 이랬.� 1

지 예전엔� 당연했던� 것들이 나를� 외부자로� 상정하고� 모든� 것들에�...� ,�

의문을� 갖고� 보니� 무척이나�새롭게� 보인다 내가� 누군� 인줄� 알고� 이�.ﾠ
친구는� 나에게� 경례를� 한� 것일까 내가� 아닌� 내가� 달고� 있는� 이� 계?�

급장을� 보고� 경례를� 한� 것일� 것이다 나� 역시도� 생도� 학년� 때는�.� 1

저렇게� 군복이� 어색했고 생도답게� 걷는� 것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

줄� 모르고� 저렇게� 과도하게� 팔을� 흔들고 과하게� 크게� 내다보니� 쉰�,�

목소리로� 경례를� 하곤� 했던� 것� 같다 보행� 태도� 때문에� 여러� 번� 선.�

배� 생도들에게� 보고를� 당하고 선배생도가� 지도를� 해줘도 생도답게�,� ‘
해라 가� 뭔지� 사실� 잘� 몰랐던� 것� 같다 그저� 시키는� 그 로� 하라고�’ .�

한 로� 했으리라 거기에다가� 과도하게� 했으리라 저렇게� 살다보니�.� .�

지금처럼� 내� 몸에� 군복이� 썩� 잘� 어울리듯이� 군복이� 딱� 맞아� 있고,�

부 가� 어색하지� 않게� 되었으리라 저� 학년� 생도도� 시간이� 지나면�.� 1

나처럼� 되어� 있을� 텐데 처음� 시작은� 저렇게� 흉내� 내기인듯하다 저,� .�

렇게� 그저� 흉내� 내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덧입혀지게� 된� 걸까?

연구자의 연구일지- (16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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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학년 생도들의 외적 변화는 선배생도들의 지적에서부터 시작되었1

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생도들은 외적으로 생도답게 성장하며 내면. , , 

도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간관계들 속에서 따라하면서 성장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군인으로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 

않은 스무살의 생도들에게 흉내내기는 단순 외적 자세 뿐만 아니라 내면세계

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내가 닮고 싶은 선배들을 . , 

따라하고 흉내 내면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중령의 인터뷰 . 

내용처럼 학년 생도들은 선배 생도들의 의도적인 지도가 아니더라도 본인들1 , 

이 닮아가고 싶은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또 닮아가려고 한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내� 관점에서� 아랫사람 자녀가� 됐든� 후배가� 됐든� 보고� 배우고� 흉내,�

냄으로써� 된다고� 생각하거든 절 � 새로운� 건� 없다 부분의� 범인.� .�

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비슷한� 과정을� 겪는데� 이건� 모방이라고� 생,� ,�

각해 우리� 아들을� 생각해보면 사실� 나� 닮아서� 그러는� 거야 그런�.� ,� .�

것처럼 생도들이� 하는� 것도 선배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배운� 거.� ,�

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러면서� 이� 선배는� 닮고� 싶다 이런�.� .� .�

선배들이� 있더라고 그� 선배들을� 닮아�가려고� 한� 것이� 지금� 내� 모습,�

이� 된� 거� 같애 그� 선배들이� 나를� 가르치려고� 했던� 거� 같지는� 않고.� ,�

그냥� 그�선배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나에게�작용한� 거� 같애

최중령( -160523)

나 깨지기( )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해군사관학교의 학년 생도는 학교의 교칙 및 규율1 , 

그리고 교육 등에 적응하기 위하여 옆에 있는 동기들을 따라하고 또 모범이 

되는 선배생도들을 모방하면서 점점 어색함을 버리고 해군사관생도처럼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생도들이 사관학교 년여 간의 과정을 경험해 보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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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익숙해졌다하더라도 완벽한 해군사관생도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

다 이들은 다양한 교육과 훈련 과정을 소화해 가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 

험하게 된다 실제로 가입교기간에서부터 저학년 생도 생활시기에 생도들. 

은 기존에 청소년기에 형성되어 있던 개인의 생활 습관과 가치관 등 개인 , 

정체성들이 깨지고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들을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 

받아들이게 된다 특히 해군의 훈련 문화를 보여주는 강한 파도가 강한 . ‘

어부를 만든다 는 문구처럼 휘몰아치는 훈련들로 생도들은 자신의 알껍질’ 

을 깨고 나오게 된다 특히 생도생활 중 자치제는 생도들에게 리더십 훈.  

련 차원에서 매우 중요시 여겨진다 이러한 자치제 속에서 선후배 간의 교. 

육을 통해 사관학교의 문화가 습득되어지기 때문에 생도들은 사관학교에

서 맺은 인연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기도 한다.

한 생도는 이러한 깨짐들로 생도 학년 시절에는 부정적이 이었으나 어1,2 , 

느 순간 다양한 교육들과 함께 자신의 경험들이 해석되어 지면서 가치관이 정

립되고 사관학교 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초반에는� 엄청나게� 깨졌습니다 학년� 입교� 후 중 � 처음� 오면� 그.� (1 )�

렇지� 않습니까 제가� 딱히� 잘못했다기보다는� 단체로� 엄청나게� 깨.�

졌고 거기에서� 저는� 특히� 더� 어긋났습니다 한번은� 제가� 외출...� .�

외박조사� 과정에서� 행정이� 잘못� 되서� 나가지� 않는� 걸로� 했는데�

나가는� 거로� 돼버린� 겁니다 주일동안� 무장� 메고� 엄청� 깨지고.� 1 ,�

또� 훈련� 엄청� 받고 그래선지� 학년� 때� 체력이� 굉장히� 늘었어요.� 2 .�

그렇지만� 이런� 걸�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었는데 학년� 되면서�,� 3

가치관� 같은� 게� 어릴� 적에는� 헝클어져� 있는� 것이 사실� 생도�,� 3

학년� 때�제 로� 잡혔습니다.

학년 박생도 (4 160606-2)

그리고 어떤 생도는 생도시절 자신이 받았던 처분이 불합리했지만 그 , 

역시도 결국 자신에게 의미를 주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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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깨져본� 경험이� 있는데 그게� 여파가� 컸습니다 국군의� 날� 행... .� (

사 를� 갔었는데� 논산에� 있는� 육군� 부 에서� 동기생이� 병기� 청소)

를� 하는데 사건� 설명 중요한� 거다� 보니� 학년� 선배들이� 와서�..( )... 4

심각하게� 토의하고� 연 참모들� 까지� 다� 와서 그런데�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재밌어서� 몰래�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소리가� 나서�

딱� 걸려서� 부연 장이� 갑자기� 돌아가지고 화가� 나서 감히� 학( )� 2

년짜리가�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에� 분노해서� 그날� 이후로� 아 학..�

교� 그만둘까� 이런� 고민도� 하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런� 경험...� .�

이� 있었습니다.

어떻게�극복했어( ?� )

극복했다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나아진� 거지� 저� 나름

로� 타격은� 많이� 입었습니다 여기저기� 끌려� 다니고 사실� 그�.� .�

위기를� 저는� 극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제가� 평정심을� 되찾은� 거지 결국� 그� 선배가� 졸업할� 때까지도� 화.�

해도� 안하고 화해라기보다는� 아는� 척도� 안하고 원래� 친했던� 사.� .�

람인데 상처를� 많이� 받은� 거� 같습니다 완전� 군장으로� 한� 달� 정.� .�

도� 불려갔었는데 너� 이제� 후배로� 생각� 안할� 거고 나� 만나도� 경,� ,�

례하지� 말고 조용히� 한� 달� 동안� 깨지다� 가라� 해서� 둘째� 날부터�.�

한� 달� 동안� 깨지니까� 저는� 마음의� 상처� 많이� 입고 학년� 초반�.� 2

바쁜� 시기였는데 공부도� 안� 들어오고.� ...

친한� 선배였으면�진짜� 상처가�컸겠다( )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악감정은� 어색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 해� 악감정이� 없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저를� 어려워

하는 너무� 심하게� 깼으니까 저는� 그� 선배가� 미안했다� 한마디�...� .�

해주면� 아무� 상관없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가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아...�

무리� 후배가� 잘못해도� 그런� 식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단

절시킬� 정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신하는� 법 힘들�때� 조용히� 사는� 법도�터득했습니다?� .�

어려운�시기였네 훌륭하게� 극복했고( .� )

지나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지금은� 동기들하고� 그� 얘기� 재...�

밌게� 하기도�합니다.�

학년 김생도 (3 160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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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도들은 생도생활 속에서 사소한 일들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거

기에서 의미를 얻기도 했다 아직 내면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서 선. 

배 생도들과 후배 생도 간에 이뤄지는 지도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만들어내기

도 하고 성장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러한 문화적으로 이어진 비제도적 교육. 

들이 실제 생도들의 변화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실제 사관학. , 

교에서 생도들에게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많은 규범들과 장교가 되기 위해 필

요하다고 여겨지는 다양한 제도적 교육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강제적이고 

휘몰아치는 방식들 역시 생도들이 기존의 자신의 틀을 깨고 장교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한다 한 해군장교는 장교가 되어서 겪었던 많은 위기관리들을 극복하. 

는데 결국은 사관학교의 교육의 영향이었다고 해석하고 있었다.  

생도� 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깨지고�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붙인�

그런� 교육시스템이� 어쨌든� 내가� 얘기� 했던� 위기� 상황에서의� 부하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거를� 갖게� 하는데� 큰�영향을�미쳤던� 거� 같아.

김중령( -160607)

일반적으로� 저학년들은� 잘� 몰라 가끔� 이미� 성숙해서� 온� 애들� 말고.�

는 그런데� 학년� 때� 쯤� 되면� 생도들이� 장교처럼� 사고� 하려고�,� 3,� 4

하는게� 보이거든 전에는� 깨져도� 그냥�아무� 생각없이� 받아들이기만�...�

하다가� � 좀� 고학년� 되면� 사고체계가� 생기는� 거지 요즘은�다들� 외아.�

들에 부모들이� 다� 해주고 자기� 방청소도� 안해� 보고� 고등학교�,� ,�

때까지는� 공부만� 하며� 살다가� 오는� 애들이� 많은데 누군가의�...� �

인생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 사실은� 고통없이�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아 성장은� 고?� .�

통이랑� 같이� 오잖아 힘든� 상황이� 되어� 봐야� 생도들이� 자기� 것으.�

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하는�하거든...

신중령 교수( ( ) - 160705)

인간의 발달은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타인을 모방하고 이를 내면화 시

키면서 외적 내적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루어지지만 그러한 , (Piaget,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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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발달은 기존의 자신의 가진 사고의 틀이 깨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어야 일어나는 것이다.  

다 버티기( ) 

해군사관생도들의 초기 적응단계에서는 다양한 깨짐과 모방 과정을 거치며 

하루 하루를 살아간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에서의 다양한 훈련과 교육에 . 

익숙해져 가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생도들의 하루하루는 고되다 무, . 

언가를 생각할 틈 없이 바쁘고 해낸다는 성취감 보다는 하루를 버틴다는 , 

생각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아직� 뭐가� 좋고� 나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처음으.�

로� 외박� 나가서�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많이� 좋아하셔서� 뿌듯했

습니다 저도� 아직� 그렇게� 못� 버틸� 만큼� 힘들지는� 않고 여생도...� ,�

들도� 하고� 있는데� 나라고� 못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너무�...�

바쁩니다 학교에서� 너무� 시키는� 게� 많습니다 오늘도� 훈육관님.� .�

이� 학년� 근무자� 생도한테� 말씀해주셔서� 나온� 겁니다 너무� 할3 .�

게� 많으니까�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핸드폰� 울린� 후� 빠...� (

르게� � 답문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 책임자� 생도라서)� ,� .� ...�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

다는� 게�어렵습니다 선배들한테� 물어보는� 게� 좀�어렵습니다.� .

학년 송생도 (1 160520)–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에 대해 

생도들은 최선보다는 자신이 처한 환경과 조건에 맞추어 숨고르기에 들어가

기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여 학점교육과 군사훈련들 장교에게 필요. 150 , 

한 좋은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는 너무 많은 과업들에다가 잦은 

과업 변경에 생도들은 그저 따라가게 된다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를 다. 

져보다가도 자신의 의지대로 되는 게 별로 없다보면 그저 따라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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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생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전투수영 훈련도 아니었고 하계 군사

훈련 중 무수면 훈련도 아니었고 갑자기 추가적으로 생기는 일정과 UDT , 

훈련이었다.  

뭔가� 인간이� 쓸�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해서� 저희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모릅니다 알려주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라� 항상� 아껴야� 합니다 구보� 뛰고� 훈련할� 때�.� .�

힘을� 안줍니다 체육� 시간에도�그래서� 더� 하려고� 하지� 않고100%� .� ,�

조금이라도� 더� 아끼려고� 하고 진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답.� ,�

답함이나� 그런� 게� 있습니다 생도들이� 시원시원하지� 못한� 이유가� 언.�

제� 그걸� 쓸지� 모르니� 최 한� 아껴두는� 겁니다 방에선� 잘� 움직이지.�

도� 않습니다 왜냐면� 언제� 또� 불려가고� 피곤한� 상황이� 올지� 모르.�

니까.

학년 박생도 (2 160606)–

또 일부 생도들은 해군사관생도들은 일반 대학생들과 달리 직업군인이라는 

안정된 진로가 이미 결정됐다는 매너리즘에 빠져 안주하도 있었다 자신의 잠. 

재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보다는 생도생활 유지가 가능한 최소한의 기준에 

맞춰서 생활하는 생도도 있었다 한 생도의 인터뷰와 같이 많은 능력을 가진 . 

생도이더라도 정해진 자신의 미래에 만족하며 현재에 상황에서 일정선만 유

지하는 생도들을 땅에 추락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높게 날지도 않는 생

도들을 저공비행에 비유하고 있었다. 

보면� 생도들이� 능력은� 다� 있는데 제가� 어떤� 생각� 했냐면� 사관학교�.�

졸업하는� 순간� 다� 임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안정성이라는� 게� 생도.�

들을� 매너리즘에 빠트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 거� 같다는� 생각이�( )

들었습니다 저희들끼리는� 그걸� 저공비행이라고� 하는데 굳이� 좋은�.� ,�

성적을� 안� 받아도� 되고� 열심히� 하지� 않아도� 어쨌든� 졸업하면� 소위

를� 다니까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땅에� 닿지는� 않고� 높게� 날지.� .�

도� 않고...

학년 정생도(4 -160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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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생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영해를 지키는 해군으로서 해군사관생도

들은 자신의 자리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것을 배워나가고 있, 

었다 한 장교의 인터뷰 내용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해군사관생도로서 버텨내. 

고 있는 것이다 학교라는 울타리로 보호되어있는 해군사관학교는 그나마 학. 

생이자 군인으로서 장교가 되기 위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조차 버텨, . 

내지 못하면 어차피 임관하고 나서 해군장교로서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도 헤

쳐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한 장교는 강조하고 있다. 

사관학교란� 조직이� 다른� 조직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군인이면서� 학생이라는� 거지 나� 생도� 때� 생각해보면� 스트,� .�

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요즘� 사관학교에서� 합리적인� 거� 많이� 찾.�

는다고� 들었는데 군 가� 어떻게� 항상� 합리적일� 수� 있겠어 전쟁,� .�

이란� 건� 합리적으로� 나는� 게� 아닌데 자기� 맘 로� 살려면� 사관학,�

교에� 있으면� 안� 되지 참고� 버티는� 것부터� 사관학교� 때부터� 배우.�

는� 거지 그나마� 사관생도� 시절은� 연습인데 생도� 때조차도� 못�.� .�

버티는� 사람은� 나가야지..

김중령 ( 160523) –

따라하기 깨지기 버티기의 표류의 단계에서 사관생도들은 특히 자신이 가, , 

야하는 길의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았다 사관생도로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으. 

로 성장해야 해야 할지가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는 것이다 항해를 시작 했지. 

만 정작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흘러 가는 것이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관생도들은 성장했다 원거리 항해를 시작할 때 그 목적. 

지가 보이지 않듯이 생도들은 자신의 위치를 되돌아 볼 여유도 없고 멀리 목, 

적지를 볼 여유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는 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 

러한 단계에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옆에 같이 갈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때. 

로는 동기 가 때로는 선배 후배가 나와 함께 가기 때문에 그 항로가 어디로 ‘ ’ , , 

가고 있는 지보다 나와 함께 하는 이 사람들이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이 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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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해지는 것이다. 

무리� 속에서 분위기 무리� 속에서� 따라간� 거였지 그냥� 그렇?...� ?� .�

게� 그� 무리� 속에서� 섞여서� 살다보니� 그� 모습 로� 되어� 있었어.�

내가� 그냥� 사관학교에� 가서� 훌륭한� 생도가� 되겠다 훌륭한� 장교.�

가� 되겠다 또는� 우리� 학교가� 총장을� 만드는� 학교니까� 훌륭한� 장.�

성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건� 아니고� 학교에서� 그런� 장교가� 되.�

어야한다 너희는�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입시켜주는� 거지 누.� .�

가 선배들이 훈육관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 .� .�

이었고 신비주의� 컨셉으로� 아주� 가끔� 보는� 거지 그럼� 가치관의�,� .�

형성은� 보통� 선배들에게� 배운� 거지 내� 옆에� 동기도� 하니까 나.� .�

도� 하는� 거지 그땐� 합리적인� 사고나 무슨� 이유를� 들어서� 내가�.� ,�

살진� 않았던�거� 같아.

최중령( -160523)

난항 스며들기 의미찾기3) : , 

해군사관학교에 입교한 생도들은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다른 출발점에서 

생도 생활을 시작하지만 결국 사관생도로서 제복을 입은 그 순간부터 생도생, 

활은 어느 누구에게나 녹록치 않다 사관학교는 생도에게 생도답게 살라고 . ‘ ’

많은 것들을 바라지만 정작 생도의 입장에서 자신이 장교가 되어서 해야 할 , 

일과 장교가 되기 위해 배우는 다양한 교육에 대해 목적의식을 갖지 않고서는 

이 생도생활 과정은 괴롭기만 할 뿐이다 그러나 다행히 이 길을 함께 가는 . 

무리 속에서 생도들은 조금씩 변화해 나간다 그리고서 사관학교에서 생도들. 

에게 바라는 것들이 조금씩 생도들에게 삶의 의미로 다가가게 된다 진짜 항. 

해가 시작된다.

가 스며들기( ) 

사관학교에서 생도들에게 요구하는 규정들과 빡빡한 교육 환경들은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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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단계에서는 생도들에게 매우 스트레스로 작용하나 결국 이러한 교육은 

어느 순간 생도들에게 스르르 스며들어 있었다 생도들 스스로에게 내적 기준. 

들이 하나씩 자리 잡히면서 생도들은 이전과는 다른 지점에서 부끄러움 을 ‘ ’ 

느끼게 된다 교육이 생도들 내면에 스며든 것이기도 하고 생도들이 학교에 . 

스며든 것 인기도 하다. 

내가� 한번은� 학년� 때� 마라톤을� 하다가� 졸도� 했어 월파장에서1 .� .�

아마� 그때� 내� 능력� 밖으로� 뛰었던� 거� 같애 그때는� 그게� 굉장...�

히� 치욕스러웠어 앞으로� 내� 사관학교� 생활은� 이� 치욕스러운� 순.�

간을� 만회하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산거� 같애 여하튼� 이게� 나.� ...�

한테� 굉장히� 큰� 작용제가� 된� 거� 같애 나의� 한계를� 알고� 그걸� 끌.�

어올리는� 계기가�된� 거� 같애.

이제독( -160530)

특히 단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훈련들은 옆에 있는 동기들 선후배들과 , 

함께 하기 때문에 나 혼자 못한다는 생각들이 특히나 더 낙망감을 들게 한다. 

이러한 사관학교 교육 시스템은 때로는 생도들 간에 경쟁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게도 하면서 서로 서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다 특히 단순히 신체 훈련뿐만 아니라 생도생활에 전반에 걸쳐 생도들은  늘 . , 

열심히 살고 모범을 보이라고 강조하는 교육들은 생도들의 내면에 서서히 자, 

리 잡게 된다.

당연히� 사관학교� 교육으로� 제가� 많이� 변화했고� 거기서� 배운� 것들로�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사관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 큰� 게� 수치심을� 아는� 것 그게� 다른� 출신의� 장교들과� 가장� 다,�

른� 지점이라고� 생각� 하구요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때까지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사관학,�

교에서는� 선후배들과� 동기들과� 접하게� 살면서� 내가�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은가 이런� 걸� 체득하게� 된� 거� 같구요 행동� 하나�...� ...�

하나 자기�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생긴�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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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생도� 때� 공부를� 할� 때도� 피곤하니까� 그만하고� 싶고� 그런데.� ,�

아 그래도� 후배한테� 쪽팔리면� 안� 되지 그리고� 구보� 같은� 거� 할�.� .�

때도� 그만� 두고� 싶지만� 예를� 들어� 학년� 때� 학년을� 데리고� 뛰4 1

면� 얘보단� 잘해야지 얘를� 이끌어� 줘야지 이러니까� 나� 스스로�,� ,�

부끄럽지� 않아야� 겠다 이게� 컸던� 거� 같아요 사관학교에서는� 주.� .�

변에서� 나를� 계속� 평가하고 특히나� 제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잖아요 구보를� 하다가� 내가� 목소리.�

를� 안내면� 동기들이� 더� 목소리를� 내야하고� 내가� 못하면� 다� 같이�

훈련받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저는� 운동을� 되게� 못하는데...� ,�

그래서� 가입교때� 낙오를� 많이� 했었어요 체력도� 약하고� 키도� 작.�

고� 하니까� 그거� 때문에� 사실�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학년� 때� 뭘�.� 1

해도� 적극적으로� 하기� 힘들어� 근데� 학년� 되면서� 체력이� 좋아지2

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사는� 걸� 인정받으니까� 제� 개인적

으로는� 인정받는� 걸� 그걸� 즐겼던� 거� 같아요 그게� 가장� 큰� 것� 같.�

아요.

김대위( -160715)

한 대위는 자신이 사관학교에서 받은 교육으로 이러한 장교의 모습을 유지

하고 있는 것임을 설명하며 특히 기존에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스럽게 , 

살다가 사관학교에 오면서 나의 삶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다 생도생활 중에 생기는 많은 사회적 관계들에 의해서 새로운 정체성이 생. 

기게 되고 그것은 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에게 이미 , 

기준이 되어 있었다 그러한 단계는 매우 자연스러워 보였다. .

엄청�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학년� 때는� 생활이� 좀� 힘들다�.� 1

보니까� 아� 학생활의� 자유로움 이런� 거에� 부러움이� 있었는데� 지?�

금은� 사관학교만의� 장점이� 강해서 그런� 거에� 매력을� 느끼고� 있,�

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자부심도� 커지고.� ...

학년 황생도(2 -160606)

이러한 면에는 특히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그 기저에 작용하고 있었다 저. 

학년 시절 힘들기만 했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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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학년� 때는� 선배� 있으면� 괜히� 말� 안하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1

생각을� 많이� 했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되게 근데� 지금은� 선...� ?�

배뿐만� 아니라� 훈련관� 누구든� 화� 한� 번� 더� 하는� 그것도� 능력

을� 기르는� 것� 같아서 얘기� 한�번�더� 해보려고�그러고� 있습니다.� .

학년 황생도(2 -160606)

그리고선 전에는 일단 회피하고자 했던 것들도 하나씩 더 도전하게 된다. 

그리고 나의 이익보다는 내가 조금 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신경 쓰는 삶에 익숙해져 간다, .

중 게시판� 보면� 생도들� 사진이랑� 전공이랑� 좌우명� 붙여놓는� 게� 있

는데� 저는� 학년� 때부터� 손해� 보며� 살자가� 좌우명이어서 원래� 생1 .�

활이라는� 게� 기브앤� 테이크란� 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쓰레기통� 내.�

가� 비웠으면� 내일은� 니가� 이게� 맞지� 않냐� 있는데� 생활이� 힘들다보

면� 어디� 집합에� 못나가고� 덜� 움직이려고� 하는� 게� 있어서 그때마다�.�

테이크를� 생각� 안하고� 그냥� 기브만� 하자라고� 생각을� 했더니� 되게�

그� 동기들도� 좋아하고 저도� 몸이� 힘들어서� 안� 나가고� 했는데� 그때�.�

말한� 동기들이� 명� 와라� 하면� 나갔다� 오자� 해서� 그래� 나가자 내가�5 .�

나갈게 내가� 갈게 이런� 게� 학년� 때도� 그렇고� 중 � 개편되면서� 다.� .� 1

른� 중 � 가서� 내가� 나갈게� 하는� 게� 되다� 보니까� 동기들이� 좋게� 봐

주지� 않았나�싶습니다.

학년 정생도(3 -160606)

나 의미 찾기( ) 

초기 자신의 나아갈 방향을 찾기 힘들었던 생도들은 어느 순간부터 해군에 , 

대해서 장교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의미를 찾게 된다 이, , . 

러한 고민은 단순히 긍정적 방향에서만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저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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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학교의 규정과 과업을 따라가기 바쁘지만 고학년에 되면서 그러한 규정 , 

하나 하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학년때까지는� 지덕체를� 갖춰야한다고� 하는데 명예심� 이3 ,�

런� 거도� 강조하고 그래서� 약간� 세뇌받는� 것같이� 그렇게� 모든�걸� 잘.�

해야� 하고� 양심� 투철� 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왜� 우리.� .�

는� 술을� 못� 마시지 금지할� 권리는� 없지� 않는가 그리고� 스마트폰�?� ?�

사용시간� 제한하고 자신이� 명예로� 그� 시간� 지키라고� 하는데 스무�,� ,�

살� 넘어서� 스마트폰도� 자기가� 원하는� 로�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

기도� 하고...

학년 정생도(3 160504)–

과거의� 행동들과� 지금의� 나를� 돌이켜� 보면� 이렇게� 도움이� 되었

겠구나 한계를� 넘어섰던� 것이� 마음의� 폭을� 많이� 넓혀졌고 콩,� ...,�

알만한� 문제가� 들어와도� 좁게� 보이는데� 마음이 넓으면� 작게�( )�

보이지� 않습니까 학년� 되어서� 결심한� 건� 어떤� 문제를� 당면했.� 4

을� 때� 불만부터� 하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학년 박생도(4 160703)–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사관학교 교육에 대한 이러한 의문 제기는 결국 생, 

도들의 성장에 가장 필요한 과정이다 장교가 되기 전 연습 단계인 사관생도 . 

시절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에서부터 단순한 행위 하나에도 의미를 생각해 봄, 

으로써 일반적인 대학생과는 다른 삶을 살고 다른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 정, 

당성을 찾아가야 한다 무조건 받아들인 삶은 진짜 자신의 삶이 아니기 때문. 

이다 특히 저마다의 욕구가 다른 인간이 숭고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끊임. 

없는 희생을 감수 해야 하는 장교의 길을 그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는 없

기 때문이다.

특히 한 제독은 생도생활 스스로 본인이 장교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

해서 스스로 찾고 그 신념으로 계속 살아간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지휘관으, . 

로서 한 배를 책임지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장교는 확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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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의 없이 살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생도생활 동안 이러한 

고민을 충분히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걸� 자기� 스스로가� 해야� 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관학.�

교� 년을� 보냈지만� 내가� 스스로� 전투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4

아 그런데� 졸업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실제로� 전투를� 해야� 하는.�

데 그때� 의문이� 생겼어 그게� 뭐냐면 내가� 왜� 남을� 위해서� 죽,� .� ,�

어야� 하는가 내가� 사랑하는� 조국이� 체� 뭔가 자유는� 뭔가 민.� .� ,�

주주의는� 뭔가 평등은� 뭔가 사회 공산주의는� 뭔가 죽음은� 뭔,� ,� ,� ,�

가� 나는� 왜� 죽여야� 하는가 죽으면� 나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

자유라는� 것은 자유에� 관한� 모든� 책을� 다� 읽었어 스스로� 내린�,� .�

결론이� 뭐냐 자유는� 피라밋이다 결론을� 냈어 그� 뒤로� 한� 번도�,� .� .�

안� 바뀌었어 왜� 피라밋인가 중략 나는� 자유는� 모든� 우리가�.� ...( )...�

피라밋을�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사회이다 죽음도� 마찬가지 죽음.� .�

도� 종교와� 연관되니까 몰몬경� 토란� 다� 읽어� 본거야 내가� 죽음...� .�

에� 관한� 모든� 책을� 다� 읽어보고� 나름의� 결론을� 낸� 거야 죽음은�.�

이렇구나 내가� 어느� 순간에�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매일� 밤� 죽.�

어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매일� 밤� 죽게� 만든다고 내가�.� .�

매일� 밤� 죽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

음� 때문에� 사는� 거야 죽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죽음도� 다른� 종류.�

의� 사이클인거야 이게� 사관생도들이� 년� 교육받는� 동안에� 스스.� 4

로가� 자기� 자신을� 군인으로서� 또� 하나하나� 다른� 데에� 해서� 누

구를� 만나도� 자기� 나름 로� 확고한� 자기� 정의가� 있어야� 한다고.�

그게� 없이� 살아가면� 다른� 사람� 따라가� 버리는� 거고 지가� 왜� 죽.�

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보면� 바다에� 있으면�.�

잠수함 장교들은� 반드시� 바닥을� 보고� 다시� 올라와서� 배를� 몰( )�

고� 와야� 하거든 그런데� 바닥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 ~�

하고� 떠 려갔다가� 그냥� 죽는� 거거든 그런� 거는� 안� 돼 생도� 스.� .�

스로가� 할� 수� 있는� 그거를� 키워줘야� 한다고 고민하게� 만드는.� .�

그렇다고� 공부를� 못� 하는건� 아니잖아 학교� 성적하고는� 아무� 상.�

관이� 없거든 쉬는� 시간에� 지가� 생각해서� 도서관에서� 책� 빌려서�.�

고민하는� 거야 학교� 성적하고는� 상관없어 많은� 책을�읽어야해.� .� .

최제독( -160504)

년간의 사관학교에서 짧은 시간 동안 장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많은 분량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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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업과 빡빡한 군사훈련들 그리고 규범적이고 강제적인 생도생활 문화에

서 생도들은 스스로 의미를 찾는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특히 생도들은 같이 ,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기도 한다 선후배간 동기들과 장교.  , 

가 된다는 같은 목표를 향해 시간 같이 살아가면서 생도들은 서로 서로 의24

미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해군사관학교 장교가 되는 길에 필요한 수많은 . 

지식과 태도 특히 헌신의 자세들은 혼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이고 공, , 

동체 안에서 생도들은 의미를 찾기도 하고 찾아 주기도 하면서 성장하고 있, 

었다.

사람이� 배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찾는� 것은� 없습니다 배우.� .�

면서 알고� 나서� 찾는� 거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라� 하면� 안� 만들,� ,�

어집니다 그냥� 애국심� 가져라� 이런� 것� 보다는� 여기서� 서서히� 배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 교육을� 할� 때도� 후배들이�.�

잘못하면� 때리고� 훈련시키고� 그런� 거는� 안합니다 저는� 한� 번에�.�

말을� 한� 번에� 듣게�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만든� 사람이� 되게�,�

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내가� 변화시키기도� 힘든데� 남을�.�

변화시키는� 것은� 배� 힘든� 일이라는� 구절을� 읽었는데 내가� 변2 ,�

하기도� 힘든데� 남을� 변화시키는� 건� 얼마나� 힘들까 사람을� 변화,�

시키려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내가� 배워가면서� 달라져갔,�

듯이� 걔네가�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모범이� 되어야겠.�

다.

학년 양생도 (4 160705)– 

작업원� 착출할� 때� 방에서� 표자가� 나가곤� 하는데 저는� 웬만하,�

면� 제가� 먼저� 가겠다고� 합니다 처음� 몇� 번은� 진짜� 힘들어서� 나.�

도� 하기� 싫다 그래도� 몇� 번� 나가다� 보니까� 선배님들도� 뭐� 이렇.�

게� 다독여주는� 거도� 있었고 어� 너� 또� 나왔니� 고생했다 열심히�.� .�

하네� 그런� 말� 들었을� 때� 많이� 하니까� 좋은� 말도� 듣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굳혀졌던� 거� 같습니다.�

학년 박생도 (2 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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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항 균형잡기 반성하기 함께하기 4) : , , 

이제 생도들은 생도답게 사는 것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며 자신이 어떻게 ‘ ’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공부하고 훈련해야 하는지도 안다 다만 그 길이 녹록, . 

치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도들은 그 안에서 장교가 되기 위한 그 길을 . 

향해 달려간다.

가 균형잡기( ) 

사관학교 교육은 정예 해군장교 양성을 위해 사관생도들에게 군인으로서 

필요한 품성과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 하고 지 덕 체 모든 면을 끊임없이 단련· ·

하며 전인이 되라고 한다 년간의 길다면 길지만 여 전문 학점교육에 군. 4 , 160

사훈련 전투수영 훈련 등의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하기에는 짧은 기간 동안 , 

그 많은 것들을 다 해내야 한다 생도들은 하루 하루를 허투루 보낼 수 없다. .

사관학교에� 있을� 때는�자의적으로나� 타의적으로나� 어쨌든�발전이� 되

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적� 능력도� 그렇고� 체력도� 학교에서� 운.�

동이� 되니까 가장� 중요했던� 게� 사관학교가� 인간관계의� 결정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남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동기라는� 게� 그.�

런� 것과는�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고�느꼈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배우.�

는� 시간도� 되었고� 그런� 걸� 따졌을� 때� 일반 학� 다닐� 때보다� 가

치� 있는�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학년 황생도(3 -160603)

저는� 장교가�되어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무도� 많이� 서( )� .� .

본� 편이라서� 후배들� 이끌고� 뭐� 다독여� 주고� 그런� 걸� 많이� 해본� 사

람이라서� 자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통솔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들� 자체가� 저를� 많이� 발전시

켜준� 것� 같습니다 공부� 쪽에서는� 애들� 앞에서� 발표하거나� 근무�.� pt�

설� 때는� 제가� 배에� 나가서� 애들에게� 얘기하고 부 � 지휘하고� 이,�

런� 것도� 야구부� 운동할� 때도� 주장이니까� 모아서� 얘기하고 우리�,�

이런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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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하는� 기회를� 가져� 보는데� 리더십� 발휘에� 있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경험을� 많이� 가져봤으니� 나가서도� 잘.�

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학년 박생도(4 -160705)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잘해 낼 수는 없다 학업은 물로 체력 품성까지도 . , , 

성적을 매겨 서열을 부여하는 사관학교의 경쟁적 교육 평가 시스템 속에서 생

도들은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강점에서는 자신감을 갖게 되지만 한정적인 , 

에너지와 시간 속에서 미쳐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도들은 자신이 경험들 중에. , 

서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 나가며 더 강한 나를 찾아 나아간다.

제가� 공부를� 남들보다� 많이� 안� 해서� 학점이� 좋거나� 잘하지는� 못하

지만� 그런걸� 보완하려고� 체력적인� 것들을� 많이� 쌓아서� 막으려고�

했습니다 공부� 말고도� 다양한� 경험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했고�.�

...

학년 진생도 (4 160503)

특히� 제가� 공부를� 그렇게� 못하는� 편은� 아닌데 공부에� 집중을� 하,�

려고� 해도� 바쁜� 생활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없잖습니까 다른�...

잘하는� 애들을� 볼� 때면� 열등감을� 느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제가� 예전부터� 플롯� 같은� 걸� 해서� 이것도�

해보고� 기타를� 다시� 쳐보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그림� 그리는�...�

게� 취미가� 돼서 제가�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인체� 구도를� 잡아,� .�

서� 근육을�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제가� 중 장이니까� 중 원들� 몸.�

관리를�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면� 어떤� 부위가� 자극이� 돼서 그걸�,�

그림으로� 싹� 그려서� 부위별로� 강도별로� 색칠을� 착착착� 해서� 중

� 게시판에�이걸� 두려고�합니다.

학년 김생도 (4 160609)

특히 기존에 입시 준비 위주로 살며 경쟁 체제에 익숙해져 자아 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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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던 많은 생도들은 그러한 개인적 성향에서 점점 타인 중심적 성향으

로 그 중심이 옮겨 가는 모습도 보였다.

군 에서� 좋은� 점이라는� 게 공부를� 할� 때� 뭔가�사람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분� 밖에서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다�.�

그런� 건데 여기에서의� 목적은� 진급� 잘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좀� 이.�

타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사람이� 자기만� 잘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잘되는� 걸�더� 좋지� 않습니까 내가�잘되면� 나라도� 잘되.�

고� 이러니까� 원동력도� 나고� 내가� 못하더라도� 경쟁에서� 뒤처지는� 게�

아니라� 주위� 애들이� 더� 잘하는� 거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잖습니까.�

국가에� 도움이� 된다든지 그래서� 경쟁이란� 게� 목표가 다른� 사회에.� ,�

서의� 경쟁은� 자신만을� 위한� 건데� 여기는� 다� 같은� 목표� 하나를� 위해�

가는� 거니까� 경쟁에서� 오는� 부담이� 훨씬� 적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으로� 인정받는� 것�같아서� 괜찮고 여기서� 지덕체� 다�수련�받지� 않습,�

니까 운동도� 시켜주고 제가�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밖에.� .� ,�

서� 개밖에� 못하던� 턱걸이도� 여기서� 개� 하고 의지는� 아니더10 7~80 .�

라도� 강제로라도� 하나하나� 성취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학년 김생도 (3 160705)– 

생도들은 장교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자 자신의 내면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었고 특히 나 에 집중되었던 상태에서 동기,  ‘ ’ , 

후배 중대 등의 우리 적인 관점으로 바뀌고 있었다 가장 어려운 자신의 , ‘ ’ . 

개인적인 바람을 포기하고서 공공성을 먼저 추구해야하는 직업인으로서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다. 

나 반성하기( )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아가려고 애쓴다 대부분의 인간은 가. 

치있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긴다 특히 출항 의 장에서 보았듯. ‘ ’

이 해군사관학교에 입교하는 생도들은 때로는 상황에 맞춰서 오기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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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군인이라는 직업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관학교를 선

택한다 그러나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상당부분 일반 적인 개인의 욕구와는 . 

상당 부분 반대적인 위치에 있다 그리고 군인으로서 요구되는 정체성과 . 

개인의 정체성이 상충할 때 개인은 계속적인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장교가 되기 위한 덕목들을 완벽히 성취가 불가능하고 계속 노력, 

하고 실천해야하는 고된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생도들은 계속해서 고. 

민하고 성찰한다, .

수양록을� 매일은� 아닌데�가끔씩� 쓰면서� 드는� 생각들� 있잖습니까 수.�

양록을� 쓰면서� 내가� 너무� 안일해졌다� 싶은 저한테� 그게� 딱� 느껴집,�

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정리하면서� 요새�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쩌.�

구� 저쩌구� 하면서� 살아가야겠다 하고� 딱� 정리해� 놓는데� 물론� 다음.�

날엔�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나도� 모르게� 박혀� 있습니다 그.� .�

런� 모습에서� 되게� 간단하게� 정리한� 걸� 통해서� 다음날� 되면� 이게� 좀�

더� 나아진� 점에서도� 좋고� 행정보좌관이나� 중재� 근무� 서면서� 후배지

도� 하는데� 지도철학� 같은� 거� 세워야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내.�

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으로� 후배� 지도를� 해야겠다.�

이런� 걸�굳건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학년 최생도 (4 160617)– 

또한 생도시절 중 다양한 역할을 경험해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때

로는 반면교사를 삶아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다진다 기존에 사관학교에서 . 

강요했던 정체성들을 그저 받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모델, 

들의 모습을 내면화 하면서 생도로서의 적합한 정체성을 스스로 찾아나간

다.

선배들이� 완벽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선배가� 되어� 보니까� 단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세상에� 다들�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

았고 거기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나만의� 정체성을� 잘�...

잡아야� 하는� 걸� 배우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많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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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됐습니다.

학년 정생도 (4 160613)– 

한 제독은 많은 고민들과 반성들을 통해 생도시절 군인관과 장교관이 

명확하게 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인적인 바람을 포기하고 공공성을 . 

먼저 추구해야 하는 직업으로서 군복을 입는 다는 것이 무게를 알아야 한

다는 것이다.

내가� 군복을� 입는�의미에� 해 내가� 과연� 무슨�목표를� 가지고� 군.�

에서� 살� 건가� 그건� 자기가� 만들어야� 하거든 그건� 단순히� 교육만으.�

로는� 안되는� 거야 생도� 때� 계속� 고민하게� 해야해 그리고� 그때� 확.� .�

고하게�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으면� 장교가� 되어서도� 힘들지 그런� 생.�

도들은� 장교�되어서도� 안�변해.�

이제독( -160503)

다 함께가기( ) 

생도가 되는 길의 마지막은 바로 함께가기 였다 바다인들이 항상 제일‘ ’ .  

로서 추구해야할 것은  함께 가는 것이다 바다에서는 절대 혼자 살수가 . 

없기 때문이다 다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갈 때만 우리는 살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군인으로서 사는 . 

일은 단순히 글자로 가르친다고 해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생도. 

들은 동기 라는 요소를 통해 몸으로 함께 가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 한 생‘ ’ . 

도는 본인이 신체적으로 훈련을 열외하는 것이 정당한 상황이었을 때조차, 

다른 생도들과 훈련을 같이 하지 못한 것을 불편해 하고 있었다.

아 저� 무릎이� 아파서� 훈련을� 열외�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학년들이�,� 4

다같이� 깨질� 때였습니다 근데� 저보고� 그냥� 서있으라고� 해서� 서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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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제가� 너무� 싫은� 겁니다 제가� 정말� 무릎이 아프고� 그랬는데�.� ( )�

주위에서� 장교� 분� 안� 보길래� 혼자� 푸쉬업� 하고� 있었는데� 장교(

분이 일어서� 있어 이래서� 제가� 푸쉬업이라도� 하겠습니다 이)� “ .”� “ ”�
렇게� 말했는데� 그냥� 일어서� 있어 그때� 엄청� 속상했고� 제가� 엄“ ”�
청� 싫었습니다.�

왜 넌� 다리가� 아프잖아( ?� )

예 음 그런데� 아 제가� 지금� 갑작스럽게� 의미를� 부여하는� 건진�.� ..� ...

모르겠는데� 아마도� 걔네들 동기들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건( )�

데� 솔직히� 말하면 걔네들� 다� 훈련받고 그러고� 있는데� 나는� 비,� ( )�

록� 환자지만� 환자라서� 열외� 된다는� 생각 환자면� 쉬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래도� 날� 이렇게� 만들어준� 주위� 사람들이� 저러고�.�

있으니까 속상했습니다.� .

아파도� 동기들이랑� 훈련받는� 게� 마음이� 더� 편해서 아니면� 그( ?�

냥� 자존심에� 열외� 하는� 게� 싫었던� 건� 아니고 다리가� 아픈� 게�?�

열등하게� 느껴져서� 그랬나?)

둘� 다� 있었던� 거� 같습니다 다� 같이� 있는데서� 열외했다는� 것에�.�

한� 것에� 한 같이� 하지� 못했다는� 것에� 한� 속상함 또� 다리... .�

를� 내� 맘 로� 쓸� 수� 없으니까� 굴욕적인� 마음 딱히 이� 느낌�?� ...� .�

뭐라고� 해야� 할지 아 답답함 진짜� 그냥� 속터지는 왜� 이러...� ,� � !� .�

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분 장이� 분 원들� 데.� .�

리고� 했는데� 분 원들� 총� 맞아서� 쓰러져있고� 나만� 혼자� 남아� 있

는� 그런�느낌?

학년 남생도(4 -160505-2)

한 장교는 해군을 사랑하는 마음은 논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

면서 장교가 되는 것을 결혼과 비유하였다.

남녀가� 사랑을� 하면� 평생� 사랑할� 수� 있는�방법이� 있어 권태기도� 오,�

고� 그렇지만 근데�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는다면 평생� 아름답게�,� ,�

살� 수� 있어 와이프� 보면� 그냥� 보고� 있으면� 좋아 왜냐면� 내가�.� .�

좋아서� 결혼을� 한� 거잖아 애들의� 엄마고 근데� 싫을� 때도� 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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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그� 명제만� 두는� 거지 내가� 사.� .�

랑하는� 사람이다 왜 이런� 건� 빼는� 거야 생도� 때� 씌어줘야� 하.� ?� .�

는� 건� 콩깍지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 군을� 사랑하는� 거지 그냥.� .� .�

왜� 해군을� 사랑해야하는지� 왜� 훌륭한� 장교가� 되어야� 하는지는�

그냥� 그래야� 하는� 거야 거기에� 가� 이유를� 면� 그� 이유가� 없.�

어지면� 끝나잖아 거기엔� 이유가� 없는� 거지 덩어리로� 보는� 거,� .�

지 내가� 와이프를� 사랑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겠지 나를� 사.� .�

랑해주는� 사람이고 애들� 엄마고� 오랫동안� 사랑� 했던� 사람이고,� ,�

근데� 결국� 나의� 아내라는�이름으로� 사랑해�버리는� 거지.

최중령( -160604)

장교가 되는 길은 자신이 이익을 재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운명처럼 사. 

명처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해군장교에게 필요한 모든 역량과 품성을 . 

완벽히 성취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 가 아닌 너 게다가 아래의 한 제독의 . ‘ ’ ‘ ’, 

인터뷰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나를 헌신 할 수 있는 삶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 해군장교가 되기 위해 충분히 준비된 해군사관생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길� 걸어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앉아서� 동냥을� 하는� 거야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 나는� 저� 사람들을� 위해� 목숨� 걸어야� 하는데.� ,�

그� 분은� 앉아서� 동냥해주십쇼� 하는� 거야 내가� 보면� 잘� 먹고� 잘� 사.�

는� 놈이� 엄청� 많거든 내� 기준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군 에서�.� .�

정말� 힘들게� 사는�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갈� 수가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 죽잖아 나는� 지금� 국민을� 위해서� 죽자 그런데� 이건 구걸하.� .� ,�

는� 사람들이� 폐지� 줍고� 힘들게� 살잖아 그� 사람들을� 위해� 죽겠다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는데� 왜�

저렇게� 사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나는� 진짜� 이� 세상에� 존재하지.� .�

도� 않고� 죽겠다고� 사는데�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너무�.�

억울하잖아

최제독 ( 160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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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씨맨십 형성과정의 영향 요소. 

본 연구에서는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 형성과정에 미치는 영향 요소를 분

석하기 위하여 먼저 해군사관생도를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지를 통한 귀납적 

범주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와 같이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 형성과정에 . [ 28]

미치는 영향 요소와 관련되어 차 원자료로 총 개의 응답 자료가 추출되1 170

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개 원자료에서 중복되거나 의미가 유사한 내. 170

용 등의 응답 자료를 묶어주는 영역분석을 통해 차적으로 개의 중영역을 2 12

도출할 수 있었으며 분석된 이들 중영역을 토대로 유사한 요인들을 범주화하, 

는 분류분석을 통하여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 형성과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

으로서 총 개의 대영역 요인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3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 형성과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공식적 교육 비공식적 교육 개인적 요소 의 (63.5%), (27.1%) (12.0%)

개 대영역 요인이 분석되었다 이러한 대영역 요인에 따른 중영역 요인들을 3 . 

확인해 보면 첫째 공식적 교육으로 체육교육 군사교육 교, , (15.9%), (11.8%), 

육환경 전공교육 교양교육 극한체험교육 순(11.2%), (10.0%), (10.0%), (4.7%) 

그림  [ 13 씨맨십 형성과정의 영향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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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역 빈도( ) 중영역
빈도( /%)

대영역
빈도( /%)

해양체육 체육 대외활동 스포츠맨십(10), (10), (2), , 
체력 명예중대경기 바다에서의 많은 체육활동, , , 
동기와 명예중대 경기 속 얻을 수 있는 전우애

체육교육
(27/15.9%)

공식적
교육 요소

(108/63.5%)

군사훈련 군사실습 실습 실무경험(4), (4), (3), (2), 
적절한 군사교육 훈련 함정근무 집중적 실무교육, , , , 
항해체험 단체훈련 배위에서 바다를 직접 경험, , 

군사교육
(20/11.8%)

정훈교육 학교에 의한 강제적 인식 형성 년(3), , 4
의 교육과정 여러 사람 앞에서의 의견 표출 사관, , 
학교에서의 유무언의 가르침 발표 사관학교에서 , , 
보고 듣는 교육 반복된 교육 반복된 습관 사관, , , 
학교에서의 교육 공정한 시험 엄격한 규율 좋은 , , , 
교수님 좋은 교관님 철저한 교육 학교에서 가르, , , 
쳐 주는 것

교육환경
(19/11.2%)

항해학 전략론 전문지식 해군사 지(6), (2), (2), (2), 
식 학과수업 대학수준의 수업학과공부 바다에 , , , 
대한 이해 교육 전공과목, 

전공교육
(17/10.0%)

철학 군대윤리 화법 윤리 교양과목(5), (6), (2), , , 
작문 교양지식, 

교양교육
(17/10.0%)

극한의 상황 불편함 불편한 상황 정신적 육체적 , , , 
한계를 극복하는 훈련 실패 정신적 육체적 실연 , , 
극복 극기 훈련 강한 훈련을 이겨내고 무사히 끝, , 
마쳤을 때 국민을 위해 해냈다는 보람

극한체험
교육

(8/4.7%)
생도생활 내무생활 공동체생활 선후배 (6), (3), (2), 
동기들과 함께 생활 함정 속에서 서로 불편하(2), 
게 생활하는 가운데 배려 생도생활 중 지도 후배, , 
생도 지휘 후배생도에서 선배가 되는 과정 생도, , 
생활을 통해 본 사례들 년간의 기숙생활 후배, 4 , 
지도 생도생활에서 선후배, 

공동체
생활

(21/12.4%)

비공식적
교육 요소

(46/27.1%)

선배 장교들의 진심어린 격려나 충고 다양한 사, 
람들 선배 동기 과의 교류 선배들의 교육 실무 ( , ) , , 
장교와의 만남 선배생도들의 영향 중대 선, , 배 동, 
기 멘토 모범적인 선후배를 통한 학습, , , 부하들을  
이끄는 리더십과 선배들로부터 따라오는 팔로우
십 부하를 존중 상관을 존중 선배 동기 후배 , , , , 
그리고 수병까지도 모두 스승

멘토
(14/8.2%)

인간관계 동기생애 선후배와의 관계 인간(2), , , 관
계 동기와의 인간관계 선후배 관계 동기 관계, , , , 입 
원한 적이 있는데 그 때 동기들이 응원

인간관계
(9/5.1%)

독서 위인으로부터 느낀 교훈, 간접체험
(2/1.1%)

성찰과정 스스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과정, , 
인격수련 스스로의 사고 끊임없는 고민 리더십에, , ,  
대한 고민 개인의 노력 자기개발 직업적 고민, , , 

자아성찰
(9/5.3%) 개인적

요소
(16/9.4%)자신의 가치관 어디서나 잘 어울릴 수 있는 성(2), 

격 가정교육 자아정체성 본인의 의지 매사에 , , , , 
급하지 않은 성격

개인 정체성
(7/4.1%)

표 [ 24 씨맨십 형성과정에 미치는 영향 요소                      ] (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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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의 중영역 요인들이 도출되었다 둘째 비공식적 교육으로 공동체6 . , 

생활 멘토 인간관계 간접체험 순으로 (12.4%), (8.2%), (5.1%), (1.1%) 4

개의 중영역 요인들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요소 대영역에 따른 . 

중영역 요인으로 자아성찰 과 개인 정체성 순으로 개 요인(5.3%) (4.1%) 2

들이 분석되었다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 형성과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 중 . 

중영역 별로 어떤 세부요인들이 포함되었는지 확인된 소영역 내용을 살펴

보면 첫째 공식적 교육의 체육교육에는 해양스포츠 체육 대외, , (10), (10), 

활동 등이 분포되었으며 군사교육에는 군사훈련 군사실습 실(2) , (4), (4), 

습 실무경험 등이 포함되었다 또 공식적 교육의 교육환경에는 정(3), (2) . 

훈교육 공정한 시험 엄격한 규율 사관학교에서의 유무언의 가르침 (3), , ,  

등이 전공교육에는 항해학 전략론 전문지식 해군사 등이, (6), (2), (2), (2) , 

마지막으로 극한체험교육에는 극한의 상황 정신적 육체적 실연 극복 극, , 

기 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비공식적 교육의 공. , 

동체생활에서는 생도생활 내무생활 공동체생활 등이 분류되었(6), (3), (2) 

으며 멘토에는 선배 장교들의 진심어린 격려나 충고 실무 장교와의 만남, , , 

선배생도들의 영향 등이 포함되었다 또 비공식적 교육의 인간관계에서는 . 

인간관계 동기생애 선후배와의 관계 등이 간접체험에는 독서와 위인(2), , , 

으로부터 느낀 교훈이 포함되었다 끝으로 개인적 요소의 자아성찰에는 성. 

찰과정 스스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과정 인격수련 등이 포함되었으, , 

며 개인 정체성에는 자신의 가치관 어디서나 잘 어울릴 수 있는 성격, (2), , 

가정교육 등이 분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좋은 해군 장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 

문에서 시작된 본 연구는 먼저 생도들이 실제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살

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가 진행할수록 표면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인. 

지적 신체적 측면의 역량들 보다는 생도들 장교들 내면에 대한 이야기가 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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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게 다루어 졌다 해군 함정과 무기체계가 발달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 

해군장교의 직무는 더욱 다양해지고 해군장교가 되기 위해서 배워야하는 관, 

련 분야도 다양해졌으며 학습량은 많아졌다 이에 따라 해군사관생도들이 년. 4

간의 생도생활 중 배워야 지식의 수준은 깊어졌고 습득해야하는 기술도 더욱 , 

복잡해 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군 장교들과 생도들의 인식 속에 좋. 

은 해군장교에 대한 이야기는 해군 가치적 내용 품성적 측면에 맞추어져 있, 

었다 해군장교가 되고 난 후 실무에서 체득한 다양한 경험적 학습이 실제적. 

인 해군장교의 기능적 씨맨십 형성에 기여를 하겠지만 그 이전 사관생도 시, 

절 형성된 가치관은 평생 해군장교로서 살아가는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생도들 스스로도 안다고 볼 수 있다 직업사회화의 가장 체계적이고 장기간에 . 

걸친 교육인 대학 교육이 실제 전문인으로서의 태도와 전문역량의 기반을 

견고히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의창( , 2009; Whitty, 

2006). 

앞에서 언급 했듯이 국가와 민족 나아가서 세계 평화 유지에 이바지하기 , , 

위해 존재하는 장교가 되기 위해 생도들의 정체성 기준은 나 너 우리 로 ‘ ’-‘ ’-‘ ’

확장되고 있었다 첫 번째 나 에서 생도들은 기존에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정. ‘ ’

체성이 유지되다가  따라하기 깨지기 버티기 의 단계의 특징을 볼 수 있‘ ’, ‘ ’, ‘ ’

었다 이 단계에서의 해군사관학교의 교육은 생도들에게 억압적이고 강제적이. 

라고 볼 수도 있다 생도들은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야하는지부터 시작. , 

해서 모든 생활은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나 혼자 그러한 생활. 

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동기 선후배들도 모두 그렇게 살고 있으, 

며 자신이 잘못하면 모두가 피해를 받는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에 결국에

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소멸시키게 된다 두 번째 너 의 단계에서는 스며. , ‘ ’ ‘

들기 의미찾기 의 특징을 보였다 생도들은 해군사관생도에게 필요하다’, ‘ ’ . 

고 여겨지는 교육들과 공동체 생활 속에서 강제적으로 느껴졌던 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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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츰 내면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경험이 쌓이고 훈련이 반복되며 다양. , , 

한 해군적 맥락 속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해군의 가치가 스며든다 추. 

상적인 해군의 가치적 차원이 신체성에 강제적으로 쌓이면서 내면화된다. 

해군사관학교가 각인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기들 선후배들과 함께 의미. , 

를 만들어 가게 된다 스스로 보다 의미 있는 일들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단순히 인‘ ’ , 

식적 차원이 아닌 체득적 차원에서 균형잡기 반성하기 함께하기 의 특‘ ’, ‘ ’, ‘ ’

징이 나타났다 비록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모든 생도가 경험하는 것은 . 

아니다 그러나 입는 옷에서부터 먹는 음식 등이 모두 같을 수밖에 없는 . 

생도생활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문화를 경험하는 속에서 깊이에는 , 

차이가 있겠지만 많은 생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비, . 

록 기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해석의 체계에 따라 개인의 정체성과 해군사

관생도의 전문적 정체성이 얼마나 융화되는지가 이 과정에서 중요할 것이

다 이렇듯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 교육 요소. , 

그림 [ 14 씨맨십 형성과정과 영향을 미치는 교육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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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공식적인 교육만큼이나 비공식적 교육 요소와 개인적 요소가 영향을 , 

미치고 있었다 즉 씨맨십의 형성과정과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 교육 요. , 

소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먼저 공식적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구체적인 

교육 경험들이 모방 수용 반성 실천의 단계를 거쳐 해군사관생도의 전문, , , 

적 정체성으로써의 씨맨십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생도사에서 동기. , 

선후배와 년간 동거동락하며 얻게 되는 비공식적 교육들에 사관생도들은 4

처음에는 소극적이었으나 점차 능동적으로 발전하면서 의식적 무의식적, 

으로 씨맨십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해군사관학교 씨맨십 기반 체육프로그램의 구성3. 

본 절에서는 앞서 분석된 절과 절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군사관생도의 1 2

씨맨십의 구성요소 중 씨맨십 형성과정에 따른 핵심 요소를 탐색하고 이에 , 

따라 여덟 가지 교육원리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육프로그램을 구성하

였다.

가 씨맨십 구성 요소 및 형성과정에 따른 교육원리. 

본 연구 절에서 도출된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은 해군의 가치를 추구하고1 , 

해군장교에게 필요한 역량과 품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실천하는 과정으로 

해군사관생도가 갖추어야 할 소양으로 정의되었다 절에서 해군사관생도의 . 2

씨맨십은 기존 개인 정체성 위에 해군사관학교의 공식적 교육과 비공식적 교

육에 영향을 받아 모방 수용 반성 그리고 실천의 과정이 순환되면서 출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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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 난항 순항의 단계를 거쳐 형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 - . 

과를 토대로 본 과에서는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 형성

과정에 따른 핵심 씨맨십 구성 요소를 탐색하고 체육과 교육과정의 개발 원, 

리와 기준을 고려하여 유정애 사관학교 체육교육과정 구성의  교육원( , 2012), 

리를 도출하였다.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 형성과정에 따른 핵심 씨맨십 구성 요소1) 

본 연구의 결과 절에서는 개방형 설문을 활용한 귀납적 범주분석을 통해 1

해사가치 해사역량 해사품성 해사실천의 가지 대영역으로 구성된 해군사, , , 4

관생도가 갖추어야 할 소양으로써 씨맨십 개념을 도출하였다 결과 절에서는 . 2

해군사관생도 및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를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과 심

층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에 대한 범주분석을 토대로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  

형성과정을 탐색하였다 형성과정은 출항 표류 난항 순항의 단계를 거치며 . , , , 

따라하기 깨지기 버티기 깨지기 스며들기 의미찾기 균형잡기 반성하기, , , , , , , , 

함께하기의 특징을 보였다 또한 생도들은 모델링 다양한 체험 각종 훈련 등. , , 

의 영향을 받아 모방 수용 반성 실천의 과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며 생도- - -

들의 관점의 기준이 나 너 우리 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 ’, ‘ ’, ‘ ’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항에서는 해군사관학교 체육학 교수 . 

인과 윤리학 교수 인 그리고 연구자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그림 2 1 [

과 같이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 형성과정에 따른 핵심 씨맨십 구성 요소16]

를 도출하였다 생도들의 개방형 설문 자료와 심층면담 범주 분석 자료를 재. 

검토하고 사관학교 교육 목표와 학년별 교육과정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 

핵심 구성요소를 선별하였다 이러한 핵심 개념은 생도들의 발달단계를 고려. 

하여 각 학년 교육에 중점적으로 교육해야하는 개념들을 선별 한 것으로써 사

관학교 교육과정의 내용들과 연계될 때 교육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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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 형성과정에 따른 핵심 씨맨십 구성 요소[ 16] 

먼저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 형성과정 가운데 출발점인 출항에서 표류, 

로 이어지는 단계는 처음 시작하는 학년 시기이다 관점의 기준이 나 의 1 . ‘ ’

과정으로 주로 따라하고 깨지고 버티는 등의 특징을 보이게 된다 이 시, , . 

기 해군사관생도들은 모델링 극한체험 생도생활규정 체력단련에 영향을 , , , 

많이 받고 있었고 이를 통해 충성 명예 등의 해사가치 해양적응력 상황, , , 

파악 신체단련 등의 해사역량 극기 겸손 정직 바름 등의 해사품성 그, , , , , , 

리고 최선 신속 규정준수 등의 해사실천으로 구성된 씨맨십이 형성되어, , 

야 한다 둘째 씨맨십의 형성과정 중 표류에서 난항의 단계는 학년에서 . , 2

학년 시기인 너 의 과정으로 해군사관생도들은 동기 및 선후배들과의 관3 ‘ ’

계에 스며들고 또 의미를 찾는 등의 특징을 갖게 된다 이 시기에 주 영향. 

요인은 모델링 지휘근무체험 학과수업 군사훈련 이었으며 봉사정신 동, , , , 

기생애 소속의식 등의 해사가치 해양이해력 합리적 사고 강인한 체력, , , , , 

의사소통능력 등의 해사역량 의지 배려 자신감 등의 해사품성 마지막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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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감사 노력 자기관리 자기 주도적 태도 등의 해사실천의 씨맨십이 형, , , 

성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끝으로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 형성과정이 난항. 

에서 순항으로 연결되는 우리 의 단계는 생도 학년에서 학년 시기의 과‘ ’ 3 4

정으로써 균형잡고 반성하고 함께하는 등의 특징적 행동들을 보이게 된, , 

다 이 시기의 해군사관생도들은 모델링 지휘근무체험 해군전문지식 인. , , , 

문적 체험 깊이 있는 스포츠 경험 등의 주요 영향 요인들로부터 씨맨십이 , 

형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진리추구 공동체정신 소명의. , , 

식 멋과 여유 등의 해사가치 해양생존력 상황분석능력 체력관리 공감, , , , , 

력 국제감각 등의 해사역량 인내 도전 청렴 인격 등의 해사품성 탐구, , , , , , , 

자기개발 반성 긍정적 태도 등의 해사실천의 씨맨십이 형성되어야 한다, , .

씨맨십 기반 교육원리2) 

교육과정을 개발함에 있어서 어떠한 교육원리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

민은 매우 중요하다 교육원리는 교육에 작용하는 원칙 또는 규칙으로써 교육. 

이 무엇인지 교육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가 무엇인지 또 그 요소들 간에 어떤 , ,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등을 규제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신기현( , 

또한 교육원리는 교육자가 교육행위를 시현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2009). 

실천적 또는 개념적 틀 을 제공하며 교육과정의 기획 및 실행 그(framework) , 

리고 평가의 준거를 제공하기도 한다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이러한 ( , 2011).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지금까지 분석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여덟 가지 씨맨십 기반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를 선별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 목표 설정을 위한 통합성과 교육성의 원리 교육 내용 구성, 

을 위한 맥락성과 인문성의 원리 교육 방법을 위한 단계성과 공유성의 원리, , 

교육 평가를 위한 개별성과 협력성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 

모든 교육원리들은 교육이 전 과정에 걸쳐 필요로 하는 교육원리이며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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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리 세부내용

목표

통합성
체덕 지 일치‘ · · ’

� 가치 역량 품성 실천의 씨맨십의 구성 ‘ ’, ‘ ’, ‘ ’ ‘ ’
요소들이 조화롭게 발달 되어야 한다.

�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까지 통합적으로 , , , 
이루어 져야 한다. 

교육성
워리어가 아닌 ‘
리더 만들기’

� 초급 장교 육성이 아닌 국가 리더 양성을 목
표로 한다.

� 일방적인 훈련이 아닌 생도들이 의미를 만‘ ’
들어 가는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내용

맥락성
실무와 괴리된 ‘

교육은 힘이 없다’

� 주입식 교육이 아닌 실무현장과 연계된 맥락
에서 교육해야 한다

� 해군의 전문성이 깃든 특화된 내용을 중심으
로 한다

인문성
헌신은 지식이 ‘
아닌 사랑에서 

나온다’

� 지식보다는 의식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내용
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인문적 교육으로 내적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
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방법

단계성
과다주입 교육은 ‘

탈이 난다’ 

� 교육과정은 씨맨십의 형성 단계를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년간의 전체적인 항4
로를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공유성
학습은 공동체에서 ‘

확장된다’

� 지식 습득 교육이 아닌 지식 공유 교육이 이
루어져야 한다

� 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방법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

개별성
생도들도 자신만의 ‘
목소리가 있다’ 

� 생도들의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 개인적 특성 및 능력이 고려된 교육으로 단순 
경쟁의 서열 평가가 아닌 생도들의 잠재역량을 
최대화 할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협력성
협력적 프레임 ‘

안에서의 
경쟁교육이 ’

� 개인의 능력발달 보다는 전체를 먼저 위할 수 
있도록 교육 되어야 한다.  

� 개인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공부가 아닌 
부족한 것은 서로 보완 할 수 있는 평가가 이
루어져야 한다. 

표 씨맨십 구성 요소 및 형성과정에 따른 교육 원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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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구성을 위해 중점 교육 원리들을 구분하고 소개하기 위함으로 이러한 교

육원리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표 와 같다 그리고 이러한 여덟 가지 교[ 25] . 

육원리에 관해 다음 장에서는 체육교육과정 구성과 연계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나. 씨맨십 기반 체육프로그램 구성 요소

본 과에서는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 형성과정에 따른 핵심 씨맨십 구성 요

소와 씨맨십 기반 교육프로그램의 여덟 가지 원리를 체육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와 연계하여 그림 과 같이 구성하였다- - [ 16] .

교육목표 통합성 교육성의 원리 1) : , 

해군사관학교의 교육은 궁극적으로 예비 해군장교들인 해군사관생도를 전

인적 리더로 양성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군사관학교 교육과정은 정예 해군. 

장교와 국가 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리더 양성을 위한 전인교육, (全人敎

에 그 목표를 두고 지 덕 체 의 조화로운 교육을 강조한다) ( ) · ( ) · ( )育 知 德 體

해군사관학교 그러나 이러한 전인교육이 실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 , 2017). , 

하기는 매우 어렵다 단순히 글자로 그칠 수 있다 또한 지 덕 체 라는 개념. . ‘ · · ’ 

은 의미가 명백하지 않으며 교육실제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 가도 분명, 

하지 않다 전인의 정의는 추상 하여 얻어진 결과로서 전인교육의 맥락. ( ) , 抽象

에서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것을 실제인 것처럼 여기고 각 영역들을 여러 교과

로 적용하고 이러한 교과교육들을 단순 합하면 전인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제시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 이홍우 특히 사관학교에서 이러( , 1996). 

한 오류는 실제에서 구분되기가 어려운 지 덕 체 중에서 체육교육은 체 만‘ · · ’ ‘ ’

을 담당하는 교과로만 보고 여기에서 더한 오류는 이러한 체 를 단순 체력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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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동기능으로 여기고 사관학교 체육교육의 역할을 체력육성의 측면으로만 

간주하는 것이다 박미혜 현재 해군사관생도의 체육교육은 강인한 체( , 2009). 

력과 투지를 육성하고 해양 적응 및 생존 능력 체육지도 능력 배양하는 것에 , 

그 목표를 두고 있다 해군사관학교 그러나 체육은 단순 신체활동 만( , 2017). 

을 다루는 교과가 아니다 앞 절의 연구 결과에서도 도출되었듯이 씨맨십 형. 

그림 [ 16 씨맨십 기반 체육프로그램의 구성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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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체육은 매우 비중 있는 역할을 한다 해군사관학교 교육의 전체 목표를  . 

아우르는 역할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오류를 최소화 하고 사관. , 

교육에서 체육의 온전한 역할을 찾고자 해군사관생도가 갖추어야 하는 소양

으로서 씨맨십의 개념을 탐색하여 씨맨십 기반 체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씨맨십을 형성한다는 것은 해군의 가치를 추구하며 해군장교가 되는. 

데 필요한 역량과 품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실천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군사. 

관학교의 체육교육의 목표는 가치 역량 품성 실천의 전 영역이 모두 강조되, , , 

어 이러한 영역들이 조화롭게 발달될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교육적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지 덕 체의 조화로운 양성은 교육의 목표 내용. · · , , 

방법 평가가 모두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구성될 때 가능하다 통합성이란 , . 

부분의 전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특정한 대상 그리고 부분들의 총합이 

전체의 통합을 만드는 것이 아닌 통합을 이룸으로써 부분들이 전체에 속하게 , 

되어 새로운 특성을 얻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과거와 현재(Pring, 1987). , 

의 경험을 통합시켜 재구성하며 이를 미래의 경험으로까지 다시 통합시켜 가, 

는 일 생도 그리고 교수의 경험을 연결하여 통합시키는 일 교육내용들 간의 , , 

연계 그리고 통합 학교와 지역사회의 생활들 간의 통합 생도 개개인이 가지, , 

고 있는 개념이나 지식을 통합하고 재구성하는 일 생도발달 영역들 간의 통, 

합 영역별 활동들 간의 통합을 토대로 한 전인교육을 의미한다 유광찬, ( , 

통합적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도들이 사물을 종합적으로 보게 하1998). 

고 학습내용과 행동을 통합시키도록 하는 것으로서 교육과정 구성의 통합은 , 

여러 가지 내용의 과제나 주제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강현석( , 

주동범 이러한 통합성의 원리는 사관학교 교육의 목표가 단순 초급 , 2004). 

지휘관이 양성이 아닌 국가 리더를 양성하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것이다 사. 

관학교의 교육이 직업 교육으로서 초급 장교를 양성하는 것이라면 초급장교

에게 필요한 기본 역량들만을 훈련시킨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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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군사관학교의 졸업생들은 최소 몇 명의 부하를 이끄는 초급 지휘관에서

부터 시작하여 한 배를 책임지는 함장 게다가 해군참모총장 및 각종 군 수뇌, 

부를 담당하는 장교로서 국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 

에 리더 양성을 위한 사관학교 교육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주입하

는 훈련 에서 더 나아가서 생도들이 스스로 의미를 구성해 나갈 수 있는 교‘ ’ ‘

육 이 이루어 져야 한다 특히 인격적 리더양성을 위한 덕교육을 위해서라면 ’ . 

지식 기능을 일러주는 교육으로는 가르칠 수가 없고 생도 자신의 눈으로 , ‘ ’ 

보도록 하는 교육이어야만 가능하다 이홍우 생도들이 수용적으로 받‘ ’ ( , 2016). 

아들이는 교육이 아닌 생도들이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여기에서의 체육교육은 생도들에게 실제적이고 실천.  

적인 성격의 의미를 만들어 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체육활동을 수행하. 

면서 얻는 운동감각적 지각의 인식과 개발 그리고 그를 통해 개인적 의미를 , 

찾고 발견하는 과정은 운동에 실제로 참여하여 온몸과 마음을 쏜다 부음으로

서 얻어지게 되는 종류의 앎이기 때문이다 최의창 이러한 체육은 전( , 2003). 

인교육을 지향하는 사관학교 교육에서 이러한 세 요소를 조화롭게 구성시킬 

수 있는 기초반석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따라서 사관학교 체육교육의 . 

목표는 통합적이고 교육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해군사관학교 체육교육의 목표

해군사관학교 체육과는 신체활동을 통해 첫째 명예롭고 공정하며 헌신하, 

는 가치를 추구한다 둘째 강인한 체력과 해양생존 능력 그리고 합리적 사, , , 

고 능력의 역량을 배양한다 셋째 정직하고 겸손하며 타인을 배려할 뿐만 . , 

아니라 청렴하고 도전하는 품성을 함양한다 넷째 규정을 준수하고 최선을 . , 

다하는 자기주도적 태도로 반성하고 탐구하는 실천인으로 성장한다

표 해군사관학교 체육교육의 목표 예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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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맥락성 인문성의 원리 2) : , 

듀이는 톤의 이론보다 온스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어떤 이론1 1 . , 

이든지 경험 속에서 그 의의를 깨닫고 의미를 검증받을 수 있으며 지식은 진, 

정한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강영혜 등 또 듀이는 의식 속에 ( , 2004). 

있는 그 무엇이 지식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의식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성향이 진정한 지식이라고 하였다 이홍우( , 

무엇을 인지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현상 등을 통해 알게 되는 것2007). 

으로 그 상황의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구성되는 지식만이 의미 및 가치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지식은 맥락성을 띄게 된다 전재원 다시 말, ( , 2010). 

해 지식습득의 과정으로써 학습활동은 인지와 분리될 수 없으며 이에 학습, , 

자가 전문분야에서 사용되는 기능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실제 맥락 속에서 실

제 과제수행에 참여해야 한다 백종수 따라서 예비 전문인 양성을 위( , 2001). 

한 특수 목적 대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은 실제 관련 전문분야와 연계된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해군사관학교의 교육은 생도들이 해군장교가 . 

되어서 하게 될 해군의 맥락에 기반한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해군 실무의 . 

맥락과 이격된 교육 내용들은 생도들에게 학습 동기도 부여 되지 않을 뿐더

러 배움이 실천과 연계되기 힘들다 특히 현대의 전문인들에게 필수적인 반, . 

성적 능력은 실천적 지혜(phronesis 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은 현)

장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감으로서 생성된다 최의창 따라서 해군( , 2009). 

사관학교의 교육내용은 차적 지식 습득을 위한 것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된1

다 해군사관학교의 교육은 단순하고 간단명료한 규칙과 세세한 지시사항을 . 

이해하고 내면화하여 이행하는 인간상을 실현하는 교육이 아니다 장교가 직. 

면하는 상황은 복잡하고 위급하며 대단히 큰 파급력을 가진다 복잡다단한 , , . 

상황에 적용할 수 없는 이론은 무용지물일 뿐이다 따라서 예비 해군장교에게 . 

필요한 교육의 내용은 해군의 맥락을 가장 잘 반영하면서도 다양한 경험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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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체득하는 것 이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 체육의 다양한 현장은 이. 

러한 복잡한 맥락을 경험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체육은 스포츠 체험. (lived 

을 통해 움직임의 의미와 원리를 깨닫고 이를 통해 깊이 experience in sports)

있는 앎 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과이다 유정(knowing in sports) (

애 그러나 체험이 진정한 앎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체육교육의 내용, 2007). 

이 체육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이며 신체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고 개개인의 분명한 내적기준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수 , 

있는 것이어야 한다 국가수준의 체육교육과정의 구성 역시 과학적 원리의 . “

이해 및 지식의 습득 경기 방법과 기능의 체득 스포츠의 비교 및 감상 창의 , , , 

및 인성의 함양 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영향이다 특히 년 ” . 2007

개정교육과정부터 가치 중심 교육과정 핵심역량 기반 체육 교육과정에서의 , 

체육은 경기장 규격이나 경기 규칙과 같은 탈상황적 단편적 지식 암기나 운동

기능의 반복적 연습을 통한 기술 획득에서 벗어나 가치 중심 체육문화로“ ”, “

의 입문 역량 증진 의 관점의 체육으로 변화하였다 교육과정평가원”, “ ” ( , 

이러한 변화는 기존 체육이 건강과 체력증진이라는 수단적 교과에서 2015). 

학생들의 내면 삶의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과로 그 역할 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기존 체육의 기능과 지식에 매몰되어 있던 내용이 . 

체육의 철학 역사 문화 예술 종교로 확장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최의창, , , , ( , 

체육의 인문적 접근은 체육의 본질을 꿰뚫어 접근하는 방식이며 생도 2003). 

개개인의 의식 변화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응급한 상황에서 직관적 대. 

처를 내리는 것은 상황을 설명할 수 없는 세세한 지침이 아닌 개인 본연의 명

확한 기준을 근거한다 체육교육은 그러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 

성되어야 하고 그 본질에는 체육의 인문성이 회복이 필요하다 신체활동을 통. 

해 얻은 경험은 다른 방식의 교육 경험보다 개인적 사회적 의미와 덕목을 생, 

성하는데 유리하다(Anderso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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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법 단계성 공유성의 원리 3) : , 

단계성의 원리는 학습자 각 개인의 수준 및 능력 등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

어져야 함 말한다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학습자 개인이 .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내용이 전달되어야 하며 또 학습자의 능력 등을 , 

고려하여 실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

하는 것이다 이렇듯 교수자는 학습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함. 

에 있어서 학습자 각 개인의 수준을 고려하여 낮은 수준의 기본적 교육내용에

서부터 그 교육내용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갈 수 있도록 교육을 계획해야 

한다 즉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함에 있어서 학습자들의 수준 및 능력 등을 고. , 

려하여 점진적으로 교육내용을 높여가는 교육원리를 단계성의 교육원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성은 학습 경험이 단계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지는 경험의 . 

축적을 의미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체육교육에 있어서 단계성에 함의된 전제는 높은 수준의 운, ‘

동수행능력을 가진 자와 기초적 단계의 운동수행능력을 가진 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가 낮은 수준의 운동수행능력을 가진 자는 높은 수준의 운동, 

수행능력을 가진 자로 향상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높은 수준의 운동수, 

행능력을 가진 자가 되는 데 체육교육이 이바지하는가 를 토대로 한다고 ’

할 수 있다 허선익 교육과정은 그것이 진행됨에 있어 점진적으로 ( , 2009). 

다원화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단계성은 그 변화 속에는 계열성 이 반드시 . “ ”

내제되어있음을 의미한다 계열성은 수준을 향상 조절하는 것이다 생도의 발. . 

달단계 씨맨십의 형성과정 이 변화함에 따라 체육활동을 받아들이는 방식- - , 

정도가 다르고 습득한 바를 이행하는 수준이 다름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 

어 생도 저학년 또는 체력 수준이 낮은 생도들에게는 과학적인 건강과 체력의 

관리에 관한 수업이 이루어 져야 한다면 생도 고학년 시기에는 생도들의 의, 

식을 확장하고 스포츠를 통해 다양한 사회 현상까지도 이해 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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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지금까지의 해군사관학교 생도 교육은 어떤 수. 

준으로 구성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도 도달하지 못한 정도이다 학년과 학기가 지날수록 그 수준. 

이 변화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관학교 체육교육은 근본적으로 생도들의 공동체 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되어야 한다 과거 사관학교의 교육은 교육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 

상대평가를 적용하여 경쟁 이라는 가장 공정해 보이면서도 쉬운 방법으로 생‘ ’

도들에게 학습의 동기를 부여 하였다 하지만 생도들은 누군가의 삶을 책임지. 

는 리더가 되는 나보다는 전우 조직을 위할 줄 아는 가치를 지니는 인격체로 , , 

성장해야 함에도 사관학교 교육은 상대평가 라는 방식으로 생도들에게 서열, ‘ ’

을 부여하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사관학교는 똑똑한 생도를 키우고자 함이 . 

아니라 탁월한 생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상황을 인

식하고 이에 대해 지혜로운 판단과 대처를 할 줄 아는 지휘관을 만들어야 한

다 최근 전문인 교육에서 학습은 전문적 정체성의 형성의 과정으로 개인이 . 

공동체 안에서 참여하고 규범을 받아들이면서 단순 모방에서 복잡한 과제수

행으로 발달하면서 일어난다고 하였다(Wenger, 1998) 학습은 단순 개인이 . 

지식을 습득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핵심 경험들을 공유하며 

성장하는 것이다 생도들이 개인의 씨맨십의 형성요인에 교과 교육보다 생도. 

생활이 더욱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체육교육의 . 

방법 역시 생도들이 스포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교육. 

은 사회가 공유하는 문화적 도구를 이용하여 사고를 촉진하고 개인의 세게를 

구축하는 기초를 제공해 준다 조용환 체육은 스포츠라는 문화를 통해 ( , 1998). 

학생들의 세계를 구축하게 해주는데 체계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쟁적이고, , 

비 협력적인 스포츠는 오히려 생도들에게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생. 

도들이 스포츠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것 이상으로 상대에 대한 우월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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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거나 자만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있다 스포츠를 통해서 승리의식도 고취. 

해야 하지만 스포츠에서조차 배려할 수 있는 덕목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하, 

는 것이다. 

교육 평가 개별성 협력성의 원리 4) : , 

개별성의 원리는 교육의 초점을 학습자 각 개개인에게 두고 의도한 교

육목표에 가능한 모든 학습자가 도달하기 위한 학습자 각 개개인의 적성, 

능력 동기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고 적절한 수업절차 자료선택 수업방법, , , , 

평가 등을 변별적으로 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회능 다시 말해( , 2005). , 

학습자 개개인의 인지 신체적 발달 정도 사회적 문화적 환경 차이 내· , · , 

재적인 동기와 흥미도 등 양태식 에 따라 다양한 학습능력의 차이( , 2008)

를 보이기 때문에 각 학습자 개개인의 개인차를 인정하고 고려한 수업을 운영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개별성의 원리는 전적으로 학습자 개개인의 지적능. , 

력과 학습능력에 따라 교수자의 눈높이 교육 이회능 이 이루지는 것으( , 2005)

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체육교육의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흥미 운동기능 체. , , 

력 성차 학습 유형 등의 개인차를 고려한 다양한 수준별 수업 운영을 제안한, , 

다 유정애 이러한 수업 운영에서의 개별성의 원리는 평가에 적용되었( , 2012). 

을 때 가장 강력하게 적용 될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 평가는 서열을 가리기 . 

위한 평가보다는 생도들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평가가 되어야 하며  

체육교육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학습의 평가 의 관점보(assessment of learning)

다는 학습을 위한 평가 가 되어야 한다(assesment for learnig) (Lund, Tanehill, 

또한 이러한 평가는 생도들간이 경쟁이 아닌 협력적인 방식으로 이루2005). 

어 져야 한다 나 혼자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평가 방식이 아닌 서로 좋은 것. 

을 공유하고 협력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교육 방법의 공. 

유성과 같은 맥락으로서 나보다 남을 위하는 것이 불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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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을 연습하는 교육을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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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Ⅴ

결론1. 

본 연구는 예비 해군장교가 갖춰야 할 전문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써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의 개념과 형성과정을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해군, 

사관생도의 씨맨십을 배양하기 위한 체육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구성주의 근거이론을 토대로 . 

다음과 같은 자료 수집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씨맨십의 개념 및 씨. , 

맨십 형성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해군사관생도 총 명을 119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지를 활용한 서술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해군. ,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년 현재 해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군장교 명과 2016 15

해군사관생도 명을 연구참여자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심층면담을 10

실시하였다 셋째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 등을 활용한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 . 

넷째 연구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연구자가 경험하고 내용 및 느낌 등을 기록, 

하는 연구일지를 작성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은 연구목적. 

에 따라 본 연구결과 절과 절에서는 귀납적 범주분석을 활용한 자료 분석1 2

을 절에서는 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씨맨십 기반 교육원리 도출 및 체육프로, 3

그램 개발을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 개념은 해사가치 해사역량 해사품성 해사실, , , , 

천의 개 대영역이 도출되었다 개의 대영역으로 분석된 각각의 씨맨십 개념4 . 4

에 따른 중영역을 확인해 보면 해사가치에는 군인정신 해사정신 공동체의식, , , 

의 개 중영역이 해사역량에는 해군전문지식 대인관계기술 신체적 능력 합3 , , , , 

리적 사고 국제감각의 개 중영역이 추출되었다 또 해사품성에는 기개 예,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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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덕성의 개 중영역이 해사실천에는 실천행동 자기수련 주도성 반성, 3 , , , , 

의 개 중영역이 분석되었다 또한 본 연구 절에서는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 4 . 1

개념으로 도출된 개 대영역에 따른 해군사관생도 및 해군장교의 심층면담을 4

토대로 한 씨맨십 개념의 구성 요소가 기술되었다.

둘째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은 출항 표류 난항 순항이 순환되면서 형성, , , ,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출항은 해군사관생도들이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하게 되. 

는 다양한 동기 및 사례들이 담겨있으며 표류에는 해군사관생도가 해군사관, 

학교에 입교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견디는 과정으로써 따라하고 깨지고, , 

버티는 단계의 과정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난항의 단계는 해군사관생도. 

가 해군사관학교를 입교한 후 적응해 가는 과정으로 학교생활에 스며들고 의, 

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순항은 해군사. 

관생도로서 정체성이 형성되는 단계로 균형을 잡고 반성하고 함께하는 과정, , 

을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진다. 

또한 본 연구결과 절에서는 씨맨십 형성과정의 영향 요소를 개방형 설문2

을 통한 귀납적 범주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공식적 교육 비공식적 교육 개인, , , 

적 요소의 개 대영역이 도출됐다 구체적으로 공식적 교육에는 체육교육 군3 . , 

사교육 교육환경 전공교육 교양교육 극한체험의 개 중영역이 분석되었다, , , , 6 . 

또 비공식적 교육에는 공동체 생활 멘토 인간관계 간접체험의 개 중영역이 , , , 4

추출됐으며 끝으로 개인적 요소에는 자아성찰 개인정체성의 개 중영역이 , , 2

도출됐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 절에서는 연구결과 절과 절을 토대로 한 해군3 1 2

사관생도의 씨맨십 형성과정에 따른 핵심 구성 요소를 탐색하고 이에 따른 , 

교육원리를 포함한 체육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씨맨십 기반 교육프로그. 

램의 원리로서 통합성 교육성 단계성 개별성 협력성 공유성 맥락성 인문, , , , , , , 

성의 여덟 가지 교육원리를 제시하였고 이러한 교육원리를 토대로 씨맨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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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체육프로그램을 구성하였는데 교육목표에는 통합성과 교육성이 교육내용, 

에는 맥락성과 인문성이 교육방법에는 단계성 및 총체성이 평가에는 개별성, , 

과 협력성이 주요 교육원리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끝으로 본 . 

연구에서는 이상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 배양을 위한 

체육교육프로그램의 제시하고 있다.  

제언2. 

지금까지의 본 연구를 토대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해군사관생도를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 

이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 개념을 제안하였다 그러. 

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은 해군 장교로서 갖추게 될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 

해군 장교로서 요구되는 정체성을 탐색하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의 개념과 형성과정을 토대. , 

로 체육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해군사관생도의 전문적 정. 

체성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체육교육프로그램은 목표 내용 방법 평가가 통, , , 

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지향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교육과정에 대한 개괄적 방법만 제안할 뿐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함에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해군사관생도의 씨맨십. 

과 형성과정에 따른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체육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해군사관학교 체육교육의 . 

발전을 위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씨맨십 기반 체육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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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 개발 및 실행 연구 해사 체육교육자들의 실천공동체 접근을 통한 씨, 

맨십 기반 체육교육프로그램 실천 사례 연구 등으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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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loration on a Seamanship-Based Physical 

Education Program For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of Korea Naval Academy Midshipmen.

Park, Mihye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oncept of seamanship 

and the process of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of midshipmen, and to 

develop a seamanship-based physical education (PE) program. In order to 

address the purpose, three research questions were designed: i) what is the 

concept of seamanship and its elements, ii) how midshipmen build their 

seamanship, and iii) how a seamanship-based PE program is developed.

This study was undertaken from June 2015 to June 2017 and employed 

constructivist grounded theory (Charmaz, 2014). In order to obtain a 

range of data five different methods were used: i)literature review and 

document analysis, ii) open-ended questionnaire with a total of 119 

midshipmen, iii) in-depth interviews with 15 Korea Naval officers and 10 

midshipmen, iv) researcher diaries, and v) experts meetings with 3 

professors in Korea Naval Academy. Data were analyzed using a unit of 

meaning(s) coding (Miles, Huberman & Salda a, 2014), and a qualitative 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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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software NVivo 10 was used throughout this project. In order to 

enhance the credibility of analysis, researcher’s journals, triangulation, 

peer-debriefing, member-check were employed. In terms of research 

ethics,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RB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security check of the Korea Naval Academy. 

The findings consist of four themes. Firstly, the concept of seamanship 

was a virtue that midshipmen should have in order to become a Korea 

Naval officer, and consists of four elements: i) values including the 

military spirit, the Naval spirit and a sense of community, ii) competency 

which consists of professional knowledge, physical condition, 

communication skill, reasonable thoughts, cosmopolitan outlook, iii) 

character refers to manners, morality, or  and grit, and iv) practices 

indicates that practice oneself, reflection and initiative midshipmen should 

pursuit. Secondly, the process of building seamanship of midshipmen 

follows a developmental line: ‘Get under way Set a drift Sailing – – 

rough sea Cruise’. This developmental aspect consists eight types : – 

Copy Scolded Bearing assimilation Finding the meaning – – – – –
Counterbalancing Reflecting Identifying’. Thirdly, the formation of – – 

seamanship was influenced by i) formal education which consists of PE, 

military education, educational culture, major education, liberal education, 

and lessons of experiencing extreme conditions, ii) informal education 

refers to community life, mentoring, relationship, and in-direct 

experiences, and iii) personal traits including identity and 

self-examination. Fourthly, a total of 8 different principles including 

integration, pedagogical approach, gradualism, individualism, cooperation, 

sharing, contextuality and humanities were analyzed. 

Finally, suggestions for effective seamanship formation of midshipmen 

are as follows: firstly, a PE program aims effective midship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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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manship formation should integrate goals, contents, pedagogies and 

evaluation. Secondly, educators teach PE in Korea Naval Academy should 

consider a range of pedagogies in which midshipmen could initiate in 

sports. Thirdly, exploring developing and applying a seamanship-based PE 

curriculum and a case study of educators’ developing and practicing a 

seamanship-based PE program through employing community of practice 

approach are suggested for future research. 

Keyword : seamanship,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pif), Naval 

academy physical education, integrated approach

Student Number : 2013-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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