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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성장단계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 탐색

이      용     진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의 목적은 성장단계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연구 문제는 첫째, 성장단계 체육교사들의 삶의 과정은 어

떠한가? 둘째, 성장단계 체육교사가 가진 전문적 정체성의 세부요소는 무엇인

가? 셋째, 그래서, 성장단계 체육교사들의 전문적 정체성은 어떠한가? 로 설

정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사발달, 정체성, 전문적 정체성에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교사발달 이론을 통해 다양한 연구자들이 제시한 

발달단계 및 그 특징을 돌아보았고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는 성장

단계의 특징과 기준을 수립하였다. 정체성 이론에서는 자아를 중심으로 다양

한 학자들의 정체성 연구를 비교하고 특징들을 포괄하여 연구에 활용할 정체

성 분석 렌즈를 구성하였다. 전문적 정체성 이론을 통해서는 다양한 전문직

들이 가진 전문적 정체성의 세부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종합하여 성장단계 체

육교사와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로서 해석주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2017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11개월 간 수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공개모집과 추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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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모집된 10명의 중등학교 체육교사 중 성장단계 기준에 적합하며 풍부한 

이야기를 가진 5명을 선정하였다. 질적 자료는 개방형 설문 작성과 생애사적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자료 분석은 기술, 분석, 해석에 따라 단계적, 

순환적, 귀납적으로 이루어졌다. 더불어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 삼각검

증법, 구성원 간 검토, 동료 간 협의를 활용하였으며, 연구 윤리 준수를 위하

여 서울대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연구계획을 심의 받았다.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

단계 체육교사인 연구 참여자들의 삶의 과정을 드러내었다. 정체성의 요소와 

특징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구성한 정체성 분석렌즈는 연구 참여자들

의 삶을 드러내기 위해 활용되었다. 분석렌즈는 삶의 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

하여 각 단계마다 신념과 믿음, 제도문화사회적 환경, 행동, 미래상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드러나도록 했으며 부록 3에는 개인별 분석결과가 제시되었다. 

이에 따른 연구 참여자들의 삶의 과정은 ‘학생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성장하

는 체육교사’, ‘인문적 체육으로 전문성을 펼치는 체육교사’, ‘체육으로 

한 가지 기억은 남기고픈 체육교사’, ‘열등감에서 함께함으로 변해가는 체

육교사’, ‘선수를 넘어 교사로, 학교를 넘어 지역을 향하는 체육교사’로 

표현되었다.

둘째, 다른 전문직들의 전문적 정체성 세부요소 7가지를 중심으로 비교분

석 하여 14가지 코드가 범주분석 되었다. 소명의식에서는 ‘건강하게 체육 

속으로,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 교사, 나와 우리의 행복’으로, 사회적 책임감

에서는 ‘학생 변화의 믿음으로, 학교를 넘어 사회로, 나에게 주어진 기대’

로, 전문조직의 활용에서는 ‘일원이 되어 삶을 배우기, 관계로 실천하기, 더 

지속할 수 있는 힘’으로, 서비스 정신에서는 ‘학생을 위하여’로, 도덕적 

사고에서는 ‘교사로서 당연하게 체육교사로서 더욱’으로, 헌신적 태도에서

는 ‘헌신적 노력, 더 나은 우리가 되기 위해’로, 자율성에서는 ‘자율성의 

활용과 도전’으로 나타났다. 더하여 위 요소에 배치되지 않는 자료들을 범

주분석 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이해, 탁월함은 최고가 아니라 함께일 

때, 내가 좋아하는 체육, 워라밸 지키기’라는 4개의 코드를 추가하였다.

셋째, 성장단계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 모형을 구성하였다. 성장단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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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은 학생중심의, 체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려

는 ‘나의 사명’이 변화를 인식하고, 슈퍼맨이 되어, 높은 도덕성을 발휘하

길 바란다는 ‘기대 받는 나’와 공동체로 배우고, 실천하고, 지속하는 ‘함

께하는 나’와 더불어 살아가며, 학생의 역량을 성장시키며, 행복한 교사가 

되고자 하는 ‘꿈꾸는 내’가 서로 조화하고 갈등하며 역동적으로 형성해 가

는 것이다. 따라서 성장단계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 모형의 요소로 ‘나

의 사명’, ‘꿈꾸는 나’, ‘함께하는 나’, ‘기대 받는 나’라는 네 가지

를 제시하고 각 요소마다 세부적으로 ‘학생중심, 헌신, 체육사랑’, ‘더불

어, 역량, 행복’, ‘배움, 실천, 지속’, ‘변화, 슈퍼맨, 도덕성’이라는 총 

12가지 세부요소를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요소적으로 자아 개념과 연관되어

야 한다는 것과 나의 중심은 무엇이고,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행동하고, 

꿈꾸는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형태적으로는 나의 사명을 중심으

로 나머지 세 요소가 조화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삼태극 모양을 가지며 이는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고 상황과 위치, 시간에 따라서 그 크기와 모양이 달라

짐을 뜻했다.

이상의 결과를 3가지 주제로 정리한 종합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적 

정체성 분석과 현직교사교육에 대한 논의이다. 전문적 정체성 분석은 반성이

란 이론적 분야에 터하여 ‘교사교육의 대안으로서의 반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에 반성의 주체로 ‘체육교사로서의 나’를 강조하고, 반성의 내용으

로 ‘체육교과 및 교사로서 자신의 삶’을 다루며 성장단계 체육교사 전문적 

정체성 모형을 비교 기준으로 삼는 현직교사교육 방안을 논의하였다.

둘째, 전문적 정체성과 체육교사 자격기준에 대한 논의이다. 성장단계 체육

교사의 전문적 정체성과 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교직 인성·사명감을 중심으

로 전 영역에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전문적 정체성의 ‘함께

하는 나’와 자격기준의 ‘협력적 관계 구축’은 서로 큰 영역을 차지하며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실천은 더 이상 개인의 실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로서의 실천, 배움, 지속으로 이해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셋째, 성장단계 체육교사들의 정체성 협상에 대한 논의이다. 개인은 다양한 

I-positions 사이의 협상을 통해 다중적·역동적·불안정한 정체성을 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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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은 전문직으로서 체육교사라는 I-position을 중

심으로 정체성을 파악한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전문직으로서 체육

교사인 나’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나’라는 중요한 I-position을 

가지고 있었다. 전문적 정체성 세부요소 중 ‘행복’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의 나’와의 협상으로 드러난 요소이며 ‘나의 사명’과는 경쟁적 협상관계

를 가진다. 경쟁적 협상의 균형을 위하여 ‘함께하는 나’를 주목했으며 협

력적 관계를 통해 I-positions간 균형을 이끌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직교사교육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현직교

사교육은 첫째, 교사의 내면을 지향하는 ‘체육교사로서 자신의 삶을 재구성

하는 전문적 정체성 분석’이 필요하며, 둘째, 교사발달단계를 고려한 현직교

사교육 방안이 필요하다. 후속연구를 위해서는 첫째, 성장단계만이 아닌 다양

한 발달단계 구분에 따른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전문적 정체성의 모형을 

구성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수업 뿐 아니라 학생지도, 스포츠클럽, 학급

지도, 승진 등에 주요한 관심을 가지는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성장단계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문적 정체성이 어떻게 능동적 실

천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하여 행위주체성(Agency)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전문적 정체성, 체육교사, 교사발달

학 번: 2016-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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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나는 체육교사다. 농구에 빠져 살던 소년은 멋진 체육선생님을 만나 꿈

이 생겼고, 교생선생님이 남겨준 한 문장을 곱씹으며 꿈을 키웠다.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에 들어갔고, 더 열심히 준비해서 임용고시를 넘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교단 앞에 섰다. 학교는 꿈꾸던 곳이지만 꿈과 같진 않았다. 

현장은 현실이었고, 현실은 가혹했다. 학생, 학부모, 동료, 관리자 등 교사

를 흔드는 장애물들은 예측할 수 없이 튀어나왔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

고,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다. 하루하루 버텨내던 시간 속에서 한치 앞도 보

지 못했다. 모든 것이 서툴렀다.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생존의 질문은 고통스러웠지만 버텨내는 

만큼 시간은 흘렀다. 시간과 함께 있던 경험은 점차 쌓였고 고개 들 여유

를 주었다. 매순간 긴장하며 오늘만을 견디던 삶에서 한 달, 한 학기를 내

다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살아남는 법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초임교사의 

딱지를 떼기 위해 연수에 보내졌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그런 곳이었다. 

겨우 살아남는 법을 이해한, 그리고 누군가는 마치 학교의 모든 것을 알아

버린 것 같은 교사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3주간의 연수를 통해 생존을 넘

어 꿈을 실천하는 동료들을 만났고, 지난 4년간의 경험과 고민을 함께 꺼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생존을 위한 경험은 모두에게 수많은 좌절과 

고통을 주었지만 희망과 발전도 남겨줬다. 나의 경험뿐 아니라 동료들의 

이야기는 이제 생존의 질문을 넘어서 새로운 질문을 떠올리게 했다.

“체육교사로서 나는 누구인가?” 

이제는 그저 살아남기에 급급하지 않다. 체육교사로서 나는 무엇을․어떻

게․왜 가르치고자 하며, 그것은 학생과 내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궁금해 

한다. 이제 체육교사로서 내 모습을 제대로 이해해보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는 새롭게 떠오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과정의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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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떤 교사도 완벽한 모습으로 시작할 수 없다. 그 어떤 좋은 예비교

사교육도 완벽한 교사를 양성할 수는 없다(Darling-Hammond & Bransford, 

2007). 신규 체육교사들은 현장과 만나며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문제를 겪

는다(Stroot & Ko, 2006). 기대와 현실의 괴리인 ‘현실 충격’(Lawson, 

1983), 배운 지식을 실제 상황에 발휘 할 수 없게 되는 ‘세척 효

과’(Zeichner & Tabachnick, 1981), 수업 외 담당해야 할 수많은 일에 대

한 부담인 ‘업무’(Smyth, 1995), 체육 교과가 주변 교과로 치부되는 ‘주

변성’(Sparkes, Templin & Schempp, 1993), 경력 교사에 비해 다양한 측면

에서 소외감을 갖는 ‘고립’(Macdonald, 1995) 등의 어려움은 우리나라에

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신규 체육교사들을 어려움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

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교직을 떠나기도 한다(안재정, 

남윤희, 최돈형. 2008).

이 때문에 초임교사의 어려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와 교육방법 연구

는 다양하게 이뤄졌다. McCormack, Gore & Thomas(2006)은 초임교사의 경

우 전통적 방식의 공식 프로그램이나 멘토링이 유용하며, 동료와 선배의 

협력적이고 비공식식적인 학습 기회가 의미 있는 지원방법이 될 수 있음을 

밝혔고 이영국(2008), 이국재, 이재용, 이제행(2015) 또한 체육수업 멘토링의 

긍정적 결과를 확인했다. 장경환(2017)은 초임교사의 협력적 탐구공동체 실

천을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초임교사에 대한 교육연

구를 바탕으로 장학, 연수, 멘토링,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도움들 속에서 교사들은 초임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

응해 나간다. 이러한 관점은 기본적으로 ‘교사발달’을 배경으로 한다. 교

사발달은 교직 전체의 기간 중 일어나는 양적·질적 차원에서의 가치관, 

지식, 신념, 행동 등의 변화를 말한다(강경석, 김영만, 2006; 이정현, 2010, 

김태영, 2016). 교사발달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직선·순차적 발달과 복

합·순환적 발달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연구에서는 그 목적에 맞게 단계를 

구분하지만 두 구분 모두에서 교직경력은 중요한 요인이며 그 중 4~5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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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요한 기점으로 다루고 있다(이윤식, 1999; 최진영, 이경진, 2007). 4~5

년 정도의 경력이 교직문화 적응에 필요한 시간이기도 하며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해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사 자격체제 속에서 4년차부터 받을 수 있는 1급 정교

사 자격 또한 이 기점을 구분하는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 기점을 

이후로 교사는 신규교사로서 생존의 단계를 넘어서 경력교사로서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이들은 더 이상 생존만을 위해서 고분고투 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제 갈

림길에 선다. 하나의 길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실

천하는 성장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적응에 만족하고 기존의 것만을 답습

하는 안일과 안주의 길이다(강경석, 김영만, 2006).

많은 교사발달 연구에서 성장단계 교사들을 직무와 행정적 활동에 적응

하여(Huberman, 1989) 자신의 지식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갈망하여 탐구하기도 하고(Unruh & Turner, 1970; 강경석, 김영만, 2006; 

조우연, 2012) 더 넓은 목표를 가지게 되는(Watts, 1980) 시기로 바라본다. 

하지만 모든 교사가 성장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쌓아온 생

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을 이해하고 안목을 갖추며

(Katz, 1972; 김병찬, 2007) 교사로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 모습을 그릴 수 

있어야만 성장의 단계로 나아가고 지속할 수 있다. 교사로서 내가 누구인

지 대답하는 것, 그 과정을 전문적 정체성(Professional identity) 형성이라 

말한다. 다시 말해 성장의 길로 나아가느냐 안주와 안일로 멈춰 서느냐는 

전문적 정체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정체성에 대한 관심은 전통적으로 가졌던 ‘자산(assets)의 습득’이란 

관점을 넘어서는 것이다. ‘자산의 습득’ 관점에서는 교사가 지식과 역량 

같은 전문적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교사

의 자격기준과 전문 표준을 만들어 교사와 교사의 발달을 평가하게 된다

(Porter, Youngs, & Odden, 2001). 하지만 이런 관점은 교사발달을 자산의 

취득 정도로 보며 초보자에서 숙련자로 판단하는 누적과 직선성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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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교사를 위 또는 외부에서 바라보고 평가하려는 담론을 영속화

시킨다(Akkerman & Meijer, 2011). 이와 달리 교사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교사가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전체론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정체성 형성이란 '교사로서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가?'(Kelchtermans & Hamilton, 2004; Korthagen & Vasalos, 2005)와 같은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질문을 고려할 때 담론은 교사 

밖에서 교사 자체로 이동하게 된다.

정체성이란 어떠한 사람을 타인과 구분 지을 수 있게 하는 동일성과 연

속성을 지닌 주관적 감각, 정신적, 도덕적 태도이다(Erikson, 1968; 권미경, 

2016). 곧 정체성이란 생물학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

로 변화하며 형성되는 것이며(박은혜, 이성희, 2010), 개인의 삶의 과정과 

역할을 통해서 정의될 뿐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정치, 사회, 구조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개인이 정립하는 자아상과 가치를 통해서 정의되는 것이다(권

미경, 2016). 교사 정체성은 교사의 신념과 목표를 바탕으로 교사가 스스로

를 이해하고 전문성의 특성과 본질을 파악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다(박은혜, 이성희, 2010). 교사의 정체성은 교사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며, 교사의 실천에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정

혜정, 2013). 정체성은 교사의 총체적 이해이며, 교수학습과 학생과의 상호

작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정혜승, 2011). 뚜렷한 정체성을 

형성한 교사는 자신을 전문가로 규정하며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어떠

한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노력한다(박은혜, 이성

희, 2010). 능동적이고 올바른 전문적 정체성의 형성은 자기주도성, 효능감, 

자율성 등의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하며(정현주, 2011), 집단지성을 발휘

하여 학교의 혁신을 이끌기도 할 뿐 아니라(송경오, 2015) 지속적으로 자신

의 동기를 자극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Duckworth, 2016). 

교사교육에서 정체성 연구는 교육학 식단의 빵과 버터 같은 존재라는 

Hoffman(1998)의 말처럼 우리나라의 교사 연구에서도 교사 정체성은 주요

한 주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국외의 다양한 정체성 연구에 비하여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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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루어지는 정체성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유은정, 

2009). 정체성의 개념 도입 없이 정서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거나(유생열, 

2013), 설문을 통해 직업정체성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있다(서인정, 2012; 

오정수, 정병근, 2015).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들도 정체성 형

성과정을 생애사적, 현상학적, 자문화기술적 방법에 의거하여 자세히 기술

하고 있을 뿐(나주영, 고문수, 2016; 류태호, 2000b; 장서이, 2017)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이

론적 배경을 통해 정체성을 해석할 수 있는 렌즈를 구성하여 교사의 정체

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교사의 정체성을 분석한다는 것은 개인의 삶을 살펴봄으로부터 시작한

다. 교사의 정체성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이 가진 다양한 역할들 가운데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전

문가로서 교사의 모습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 1988년부터 2000년까지의 교

사 전문적 정체성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Beijaard, Meijer & 

Verloop(2004)은 교사 전문적 정체성의 요소들이 정말 전문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전문적으로 활용되는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체육

교사의 경우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학교 안에서 체육교사로서 수업에 대한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등 그 외에 분야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들어 체육교사가 그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

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서 체육교사의 정체성 중 전문적 부분은 무엇인

지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전문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들은 다른 전문직 분야에서도 중요하게 다뤄

지고 있다. 특히 전문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업 자체가 가진 전문성 

보다 구성원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주장(Gross, 1958)과 직

업에 대한 태도가 업무 수행과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

은 전문적 정체성이 하나의 연구 분야로 자리 잡게 하였다. Hall(1968)은 11

가지 전문직의 실증연구를 통해 전문직의 행동 준거를 5가지 차원으로 구

분하였고 이 연구를 시작으로 각 전문직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요소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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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르기 위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최근에는 Neil 

Hamilton(2011)이 카네기재단의 의학, 간호학, 신학, 공학, 법학 분야의 전문

직 교육 연구를 종합하여 전문적 정체성의 요소와 영향요인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체육교사의 정체성 중 전문적 측면을 구분해내기 위하여 전문직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전문적 정체성의 구성요소를 비교하고 

어떻게 활용해나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체육교사를 

전문직으로서 지속시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현직교사교육 방향의 이론적 기

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체육교사들의 전문적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은 그만큼 교사의 교육 실천

과 발달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이 예비교사의 정체성 

형성과정(김희경, 이나래, 2014; 류태호, 2000a; 박세원, 2012; 유은정, 2009; 

조기희, 이옥선, 2012; 진형란, 유태명, 2014; 한재영, 2012)이나 경력교사의 

회고적인 정체성 모습(김동원, 2012; 김미화, 2011; 류태호, 2000b; 박세원, 

김윤미, 2010; 정현주, 전영국, 2014; 정혜정, 2013; 홍영숙, 2013)만을 탐구

해 왔다. 또한 체육교사의 정체성을 탐구한 연구에서도 일반적인 모습보다 

무용전공, 초등, 여성 체육교사 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특수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김원정, 2016; 나주영, 

고문수, 2016; 임혜림, 2016; 장서이, 2017)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예비교사도, 고경력 교사도 아닌 성장단계 체육교사들의 전문적 

정체성 탐구는 부족하며, 혼란과 성장 속에 있는 이들의 정체성을 밝혀 지

속적으로 자신의 전문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현직교사교육에서 교사의 성장단계의 전문적 정

체성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은 교사의 

정체성이 교직 생의 전반에 걸쳐 변화하며 역동적으로 형성된다는 정의와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속적 전문성 개발(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매우 아쉬운 부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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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살펴본 연구의 필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의 주제적 측면으로 1) 교사의 성장과 지속적 실천에 영향을 주는 

전문적 정체성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방법적 측면으로 2) 정체성이라는 삶의 이야기를 분석하기 위해 

정체성 이론을 바탕으로 한 분석렌즈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3) 전문적 

측면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전문직들의 전문적 정체성 요소들을 어떻게 가

지고 활용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연구의 대상적 측면으로 4) 예비 체육교사의 정체성 형성 과정이나 고경

력 교사의 회고적 정체성이 아닌 생존을 넘어 발전하고 도전하고 있는 성

장단계 체육교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성장단계 체육교사들의 전문적 정체성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정체성 분석렌즈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삶을 드

러내고, 이들이 다른 전문직들의 전문적 정체성 요소를 어떻게 가지고 활

용하고 있는지와 더 발견되는 것들의 분석을 통해 세부요소를 구성하여, 

성장단계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 모습을 파악하고자 한다.

3. 연구 문제

첫째, 성장단계 체육교사들의 삶의 과정은 어떠한가?

정체성이란 개인적이며 삶의 과정을 통해 형성해 나가는 것임으로 항상 

과정의 상태로 밖에 드러나지 않는다(Settlage, Southerland, Smith & 

Ceglie, 2008). 따라서 그들의 생애를 정체성 분석렌즈를 통해 살펴보아 어

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내고자 한다. 특히 성장단계 체육교사는 

그동안 교직문화와 현장의 어려움들에 적응하며 경력교사로 발걸음을 내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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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려는 체육교육의 현재이자 미래이다. 따라서 이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

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현재의 학교체육을 이해하고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열쇠와 같다. 이를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그들의 삶의 모

습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한다. 

 

둘째, 성장단계 체육교사가 가진 전문적 정체성의 세부요소는 무엇인가?

체육은 학생들의 신체건강 뿐 아니라 인성발달을 담당하는 주요 교과여

야 하며, 체육교사는 학생들을 전인적 성장으로 이끄는 전문가로서 그 역

할을 해주기를 기대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체육교사들이 가진 전

문적 측면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다른 전문

직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전문적 정체성 요소를 토대로 체육교사들이 

이를 어떻게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그래서, 성장단계 체육교사들의 전문적 정체성은 어떠한가?

성장단계 체육교사의 정체성과 다른 전문분야에서 제시하는 전문적 정체

성의 요소를 토대로 체육교사와의 비교분석에서 더 나아가 성장단계 체육

교사에게만 드러나는 측면을 파악하고 이들을 종합하여 성장단계 체육교사

의 전문적 정체성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4. 용어의 정의 

○ 성장단계 체육교사

성인학습 및 교직 사회화 이론을 바탕으로 한 교사발달 과정의 한 단계

이다. 교직입문 후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마주하고 해결해가는 생존의 단계

를 넘어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며 교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적 교

육활동에 관심이 넓어지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방안에 관심이 많고 노력하

는 단계를 의미한다(Burke, Christensen & Fessler, 1984; Gregorc, 1973; 

Unruh & Turner, 1970; Watts, 1980; 김병찬, 2007; 조우연, 2012). 경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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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나 본 연구에서는 5~10년의 교직경력으로 

1급 체육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사 중 스스로 직무와 행정적 활동

에 적응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 느끼며, 학

교 안팎에서 체육교과와 관련된 역할을 맡아 수행하고 있는 체육교사로 한

정하였다. 이는 이론적 배경의 ‘성장단계 교사’에서 단계에 따른 특징과 

구분을 제시하였다.

○ 전문적 정체성

전문적 정체성(professional identity)은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 

혹은 그 직업에 종사하는 집단인 전문직의 구성원이 전문성을 실천하는 과

정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인식을 말한다(Ibarra, 1999). 

이는 사회적 환경 안에서 전문성의 실천 과정 동안 역할을 인식하고 적응

하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을 

다루며 교직문화 속에서 체육교사로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자신에 대한 내

적인식이란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정의는 이론적 배경의 

‘전문적 정체성의 개념’에서 더욱 자세하게 제시되었다. 

5.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는 정체성이란 개념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일반화에 대한 한

계를 가진다. 정체성은 개인마다 모두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체육

교사 중에도 자신의 모습을 담임교사로서, 학생지도교사로서, 운동부 감독

으로서 등 다양한 정체성으로 인식할 수 있다. 정체성이란 교사 개인의 삶

의 과정과 고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체육교사

의 본연의 업무라고 인식되는 체육수업과 그 제반에 집중하고 있는 교사였

다. 따라서 다른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교사와는 전문적 정체성의 모습이 

다르게 분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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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연구자 주관성에 대한 한계가 있다. 연구자 또한 성장단계라 생각

되는 6년차 체육교사이기 때문이다. 연구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자의 모습을 투영하여 연구를 수행할 위험이 있으며, 연구 참여자와의 관

계로 인하여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연

구자의 위치는 연구 대상자에게 더 의미 있고 중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의 진실성을 위한 절차를 통해 최대한 주관성을 

배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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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교사발달 이론

가. 교사발달의 개념

어떠한 교사도 예비교사교육만으로 완벽한 교사가 될 수는 없다. 교직에 

막 들어선 순간부터 수 십 년의 경험 이후 정년을 맞는 순간까지 모든 교

사는 변화 한다. 그 변화의 과정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은 “교사는 교직

기간 중 어떻게 변화 또는 발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고자 했고 교

사발달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교사발달은 연구자에 따라 교직사회화, 교사경력발달, 교사발달, 교직발

달 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본질적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연구자의 관심과 영역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 있다(이윤식, 박안수, 

2000). 예를 들어 용어의 접두사로 붙은 ‘교사’과 ‘교직’은 보고자 하

는 것이 교사 개인에게 있느냐 아니면 교직이라는 직업에 있느냐에 따른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며(최상근, 1992), ‘사회화’와 ‘발달’은 교사의 

변화를 사회집단 속의 개인의 변화로 바라보느냐, 개인이 사회 속에서 어

떻게 변화하느냐에 대한 관점 차이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교사발달’이란 용어는 교사라는 직업보다는 그 

직업을 가진 개인에게 관심이 있음을, 그리고 사회화 과정보다는 교사로서 

개인이 가진 변화에 더 관심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교사발달에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존재한다. 하나는 발달과업 이론이

고 다른 하나는 발달단계 이론이다. 발달과업 이론은 경력이나 연령에 따

라서 수행해야하는 과업이 교사의 관심 변화로 이어진다는 접근이다. 다른 

하나인 발달단계 이론은 교사의 주관적 경험 또는 인지발달 연구를 기반으

로 사고의 구조와 경험과정 단계를 구분하여 그 성질과 특성에 관심을 보

이는 접근이다(문미화, 2001; 조우연, 2012). 두 교사발달에 대한 접근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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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엄격하게 구분된 것은 아니나 본 연구에서는 발달단계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경력이나 연령에 따라서 교사의 수행과업이 달라지고 관심의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교사의 주관적 경험에 따른 사고 구조와 특

성을 더욱 강조하기 때문이다. 

교사발달의 개념을 이해하고 정의 내리기 위해서 다양한 학자들의 논의

가 있어왔다. 각 연구자들이 내린 교사발달의 정의를 통해 그 개념을 이해

하고 본 연구에서 가지는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Burden(1979)은 교사발달을 교직경험이 쌓여감에 따라 교수방법, 학생지

도, 교육과정 등의 교직에 관련된 여러 영역에서 가치, 신념, 욕구, 지식, 

기술, 행동, 태도 등의 변화로 설명하였다. 윤홍주(1996)는 교직생활을 하면

서 교직관, 교직에 대한 신념, 가치관, 관심과 같은 영역에서의 태도 및 관

점과 교육과정의 구성, 계획, 절차 및 실행과 같은 영역에서의 기술, 지식 

및 행동 등이 시간적 변화에 따라 교직 전 영역에 걸쳐 변화, 발전, 퇴보하

는 현상이라고 했다. 이윤식과 박안수(2000)는 교사가 교직 생활의 전체 기

간을 통하여 교직과 관련된 제반 영역에서의 가치관, 신념, 태도, 기능, 행

동에 보이는 양적·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했으며 강경석과 김영만

(2006)은 교사가 교직에 입문하여 교직을 떠날 때까지 전 기간 동안 교사로

서의 가치관, 신념, 지식, 기능, 행동 등이 변화되어 가는 일련의 과정이라

고 하였다. 이정현(2010)은 교사가 교직에 입문하여 교직생활을 떠날 때까

지 전 기간에 걸쳐, 교사로서의 가치관, 신념, 태도, 행동 등의 교직관 영역

과 수업기술 및 방법, 학생지도 능력, 학교·학급 경영능력, 교과 전문성 

발달 등 교사전문성 영역에서 변화되어 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 내렸

다. 김태영(2016)은 교사가 자신의 전체 근무기간 중에 개인 및 학교의 여

러 가지 요인에 의해 지식, 기능, 행동, 가치관 및 신념 등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며,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발달양상을 보

이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교사발달의 정의들을 통해 다음의 세 가지를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교사의 발달이 교직의 시작부터 정년까지 ‘전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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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난다는 것이다. 한 순간 일어나 멈추거나 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기간의 과정 자체를 바라본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단순한 행동이나 수업 뿐 

아니라 ‘모든 영역’을 다룬다는 것이다. 교사의 교수행동과 관련된 전문

성 뿐 아니라 가치관 및 신념 또한 교사발달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마지

막으로 발달은 긍정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부정적일 수도 있는 

‘변화’라는 것이다. 발달이라고 말하더라도 지속적 성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 퇴보 또한 함께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자들의 정의와 그를 통해 알 수 있는 특징을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교사발달의 정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임용 

이전부터 시작하여 정년에 이르기까지 교사 개인에게 일어나는 교수행동, 

가치관, 신념 등 모든 영역에 걸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변화과정’을 

교사발달이라 볼 수 있다.

나. 교사발달의 단계 및 특징

교사발달 정의가 다양한 것처럼 교사발달단계 또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

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제시한 교사발달단계를 살펴봄으로 교사발달의 방

향과 특징을 이해하고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발달 단계와 그 특징

을 밝히고자 한다.

다양한 교사발달단계의 구조는 연구마다 다른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난숙(1992)은 연령 및 생의 주기, 경력, 인지발달로 나누어 고찰하였고, 

이윤식(1999)은 직선적·순차적 발달모형과 순환적·역동적 발달모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 중 이윤식(1999)은 국내외 연구를 구체적으로 제시

하고 종합하여 현재까지 많은 연구자들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최근의 연구를 종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직선적·순차적 발달모형

직선적·순차적 발달모형은 교사발달이 시간과 경력에 따라서 순차적으

로 일어나며 다음 단계로 이동하게 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런 관점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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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외국에서는 Fuller(1969), Unruh & Turner(1970), Katz(1972), 

Gregorc(1973), Burden(1979), Watts(1980) 등에 의해 시작되어 우리나라에서

는 손병길(2004), 이두영(2009), 조우연(2012)의 연구에서 구체화되었다.

 Fuller(1969)는 초기 교사발달 연구로서 교직이전, 초기교직, 후기교직의 

3단계로 구분하였고 그 기준을 교사의 관심이라 말한다. 교직이전단계는 

예비교사과정으로서 교직에 특별한 관심이 없는 단계이다. 초기교직단계에 

이르러서는 학교 현장을 경험하면서 겉으로는 관심이 있는 척 하지만 내적

으로는 학교 현장을 파악하는데 더 큰 관심이 있는 단계이다. 후기교직단계

에서는 학생들의 능력을 이해하고 적절한 수업을 하는 등 자신의 존재 보다

는 학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단계이다. 이후 Fuller와 Bown(1975)는 기

존 연구를 수정하여 교직이전, 생존, 교수 상황, 아동관심의 4단계로 구분하

여 교사의 관심사의 이동을 중심으로 한 교사발달단계를 발전시켰다. 

Unruh와 Turner(1970)는 교사발달단계를 교직이전, 초기교수, 안전구축, 

성숙의 4단계로 구분하였고 이를 교사의 약점을 제거하고 성장을 이끄는 

지속적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연구를 통하여 드러내었다. 이를 통해 초기

교수단계는 1년에서 6년 정도의 시기, 안전구축은 6년부터 15년, 성숙단계

는 15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초기교수단계에서는 학생지도·수업조직·

교육과정개발·동료로부터의 인정에 관심을 쏟는 단계이며, 안전구축단계

로 넘어가며 교직자체의 만족과 안정감을 느끼고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

는 방안을 찾으려 하며, 성숙단계에서는 깊은 안정감을 바탕으로 교직 이

외에 다른 영역에도 관심을 넓히는 시기라 말한다.

Katz(1972)는 현직연수에 대한 욕구를 중심으로 유치원 교사의 발달단계

를 연구하여 생존, 보강, 갱신, 성숙의 4단계로 드러내었다. 단계별 경력은 

생존단계를 1년차, 보강을 2년차로, 갱신을 3~4년차로 성숙을 5년차로 구분

하였다. 생존의 단계에서는 현장의 문제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기술적 도움이 필요한 단계이며, 보강단계에서는 점차 자

신감을 가지게 되지만 아직 동료와 전문가에게 수업의 필요한 부분을 도움 

받아 보완해야 할 시기이다. 갱신단계에서는 수업의 변화를 요구하여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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숍, 전문단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성숙단계에서는 자신감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로서의 안목과 교직에 대한 관점을 가질 수 있으며 이 단계

에서는 대학원 과정 또는 학술지 등에 도움을 받는다. Katz(1972)의 단계에

서 비교적 적은 경력에서 단계가 세부적으로 구분되는데 이것은 연구의 대

상이 유치원 교사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Gregorc(1973)은 고등학교 교사들의 행동을 분석·연구하여 인지발달을 

중심으로 형성, 성장, 성숙, 원숙·전문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 형성단계는 

교육과정, 교육목적에 대한 교사의 역할기대, 학교의 역할 등 기본적 개념

을 발달시키기 시작하는 단계다. 성장단계는 형성단계에서 발달시킨 학생, 

교육과정, 교수학습에 대한 지식이 더욱 쌓이며 자신의 역할에 대한 주변인

들의 기대에 민감해지는 시기다. 특히 이 단계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을 

형성한다. 성숙단계에서는 주변인들의 기대수준 이상으로 헌신을 보이며 자

신이 기존에 가졌던 개념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경향이 있다. 원숙·전문단계

에서는 교육활동의 헌신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Burden(1979)은 생존, 조정, 성숙의 단계로 구분하여 교사의 직업 기능, 

지식, 행동과 태도 및 전망 영역에서 교사의 변화와 발달을 보고하였다. 생

존단계는 교직 1년차 정도, 조정단계는 2~4년차 정도, 5년차 이후는 성숙단

계로 구분하였다. 생존단계에서는 교사로서 교과내용지식, 학습 분위기, 교

수기술에 관심을 가지며 조정단계에서 점차 자신감을 가지며 안정감을 얻

고, 성숙단계에서 가르치는 일에 편안함을 느끼며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시

키는 새로운 교수방법을 시도한다고 한다.

Watts(1980)는 발달단계를 생존, 중간, 숙련단계로 구분하였고 생존단계에

서는 모든 관심의 대상이 자신이며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

여 생존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 중간단계는 조금 더 넓은 목표를 가지

고 있으며 교직생활에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단계이고 숙련단계는 학생들의 

요구와 행동을 분석하여 이들의 내면을 이해하고 학교조직과 경영을 내면

화하여 안락함과 자긍심을 가지는 시기이다.

손병길(2004)의 연구에서는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교원연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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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연구를 통해서 차별화된 연수를 운영하고자 교사발달단계를 경력중심으

로 3년 미만의 신임, 3~9년의 발전, 10~19년의 심화, 20년 이상의 원숙단계로 

구분하였다. 발달단계별 필요한 연수는 신임단계에서는 교직에 성공적 정착이

며, 발전단계에서는 교직 정착 후 교사들이 전문적 교육 활동 능력을 발전시

키기 위한 것이며, 심화에서는 안정기에 접어든 교사들이 전문적 교육활동 능

력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원숙단계에서는 전문성 고도화와 다른 

교사들에게 지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두영(2009)은 교사평가 준거 탐색을 위한 연구에서 교사발달단계를 경

력에 따라 5년 이하, 6~10년, 11년 이상의 입문, 성장, 안정단계로 구분했

다. 이는 직선적·순차적 발달모형이 우리나라 현장에서 경력에 따른 변화

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며, 직무 실천도 평균값이 위 단계에 따라 뚜렷

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조우연(2012)는 중등교사 연수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연구에서 다양한 학

자의 이론을 바탕으로 교사발달단계를 초임, 발전, 심화, 원숙의 4단계로 

구성했다. 초임단계는 4년차까지, 발전은 1정 자격을 취득하는 5년차부터 

10년까지, 심화는 11~20년, 원숙은 21년 이상의 교사로 구분하였다. 이는 

교직입문 후 순차적으로 경력을 밟아갈 수밖에 없으며 1정 교사와 관리자

로의 승진구조를 반영한 것이다.

발달모형 연구자
교사발달단계 구분
준비기 초기 중기 후기

직선적·
순 차 적 
발달모형

Fuller 교직이전 초기교직 후기교직
Unruh & Turner 교직이전 초기교수 안전구축 성숙
Katz 생존 보강 갱신 성숙
Gregorc 형성 성장 성숙 원숙전문
Fuller & Bown 교직이전 생존 교수 상황 아동관심
Burden 생존 조정 성숙
Watts 생존 중간 숙련
손병길 신임 발전 심화 원숙
이두영 입문 성장 안정
조우연 초임 발전 심화 원숙

<표 1> 직선적·순차적 발달모형(조우연, 2012 수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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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합적·순환적 발달모형

복합적·순환적 발달모형은 교사의 발달이 직선적이고 순차적이라는 기

존의 발달모형의 관점을 거부하고 환경적 조건에 따라서 역동적이고 복합

적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다시 말해 교사의 발달이 경력이나 

인지발달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조건과 환경

적 조건의 상호관계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으며 이는 발전과 성장의 지속

이 아닌 정체와 좌절, 침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연구의 

대표적 학자는 Burke, Christensen & Fessler(1984), Huberman(1989), 윤홍

주(1996), 이윤식, 박안수(2000), 강경석과 김영만(2006), 김병찬(2007) 등이 

있다.

Burke, Christensen & Fessler(1984)는 연구를 통해 교사발달사이클모델

(TCCM: Teacher Career Cycle Model)을 만들어 교사의 개인적 환경과, 조

직적 환경이 교사발달 사이클과 만나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중심으로 모델

을 구성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교사발달 사이클을 교직이전, 교직입문, 능

력구축, 열중·성장, 직업적 좌절, 안정·침체, 직업적 쇠퇴, 퇴직의 8단계

로 구분하였고 개인적 환경은 개인의 성향, 가정, 긍정적 사건, 직업 외 관

심사(Avocational Outlets), 종래의 경험, 위기적 사건의 6가지로 구분하고 

조직적 환경은 학교 규정, 학교경영 형태, 사회적 신뢰, 사회적 기대, 전문

단체, 교원노조의 6가지로 구분하였다. 복합적·순환적 모델로서 TCCM은 

직선적·순환적 모델에서 제시하는 기존 단계들과 유사하다. 하지만 직업

적 좌절과 안정·침체단계, 직업적 쇠퇴단계를 포함시킴으로써 교사발달에 

성장 뿐 아니라 현실안주나 현상유지에 머무르려는 일들도 발생한다는 사

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Fessler(1985)의 후속연구에서 교사 변화와 발달

이 역동적이고 불규칙적일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TCCM은 

변화의 영향요인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기존의 연구과 차별성을 가

진다. 조직적, 개인적 환경을 제시하고 그 안에 6가지 요소를 세분화하고 

또 5~8가지의 세부 내용들을 제시하여 교사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

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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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Burke, Christensen & Fessler(1984)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윤식, 박안수(2000)은 교사발달을 저해하는 조직적 개인적 요인에 관한 

연구를 통해 TCCM의 한국적 모델을 구상하였다. 이 연구에서 교사발달이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 발달의 형태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경력과 전문성을 축으로 하는 4가지 그래프로 구분하여 드러내었고 

이를 통해 교사발달이 직선적·선형적이 아니라는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 한국적으로 수정되어 제시된 모델에서 교사발달 사이클과 개

인적 환경은 외국의 연구와 같지만 조직적 환경은 학교 규정·제도, 관리

자 학교경영형태, 근무조건, 조직 내 인간관계, 교내·외 교원단체 활동, 사

회적 신뢰·후원으로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Huberman(1989)는 성인의 삶을 불연속적, 유동적, 변증법적이라고 하며 

발달단계를 5단계로 구분하여 검증하였다. 단계별로 경력주기의 관점에서 

생존과 발견(Survival and Discovery)은 1~3년차, 안정화(stabilization)는 4~6

년차, 실험 및 행동주의(Experimentation/Diversification) 혹은 재평가 및 자

기의심(Stock-taking/Interrogations)단계는 7~18년, 보수주의(Conservatism)와 

<그림 1> TCCM by Burke, Christensen & Fessler(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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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Serenity)은 19~31년차 그리고 31년차부터 40년차를 이탈

(Disengagement)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이 단계들은 경력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퇴보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선형적이고 바라

볼 수도 있지만 안정화단계 이후부터는 단계별 복합적이고 서로 이동이 가

능하다고 언급하여 복합적·순환적 발달모형으로 포함시켜 제시하였다.

윤홍주(1996)는 교직 기간의 관심사, 욕구, 지식 및 태도, 기능 등의 변화

에 따라서 발달단계가 변화한다고 밝혔다. 6가지로 구분된 발달단계는 생

존, 성장, 성숙, 직업적 좌절, 승진 지향, 쇠퇴의 단계로 구성되었다. 이는 

경력에 따라 구분되고 있지만 선형적이 아니며 직업적 좌절단계의 경우는 

교직 시작 이후 계속될 수 있으며, 성장은 6~13년차와 24년차 이후에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으로 복합적인 단계로서 제시하였다. 

강경석과 김영만(2006)은 직무능력과 직무만족을 교사발달단계를 통하여 

살펴본 연구에서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는 Burke, Christensen & 

Fessler(1984)의 TCCM을 중심으로 예비설문을 실시하였고 연구의 대상자가 

현직교사이기 때문에 교직이전단계와 퇴직단계를 제외한 결과로 단계를 입

문·수용, 능력구축, 열중·성장, 안일·안주로 구분했다. 이 단계에서는 연

령이나 경력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 조직적, 개인적 요

인에 따라 발달단계가 다르게 형성된다는 TCCM의 관점을 따르고 있다.

김병찬(2007)은 평교사로 퇴임한 교사 6명의 생애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교사들의 발달과정을 살펴보았고 7가지로 단계를 구분하였다. 시행착오기

(1~2년차), 좌절·성장기(2~5년차), 발달기(5~10년차), 성숙·안정기(10~15년

차), 회의·혼란기(15~20년차), 소극·냉소기(20~30년차), 초월·격리기(30년차 

이후)로 구분된 단계에서 특히 발달기에서는 학교의 실상과 자기 자신의 실

체를 알아가게 되고 이 경험들이 교사들의 성장,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5~10년차의 발달기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여 발달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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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모형 연구자 교사발달단계 구분

복합적·
역동적 

발달모형

Burke, 
Christensen 
& Fessler

교직

이전
교직입문 능력구축 열중·성장

직업적 
좌절

안정·
침체

직
업
적 
쇠
퇴

퇴
직

Huberman 생존과 
발견

안정화

실험/행동주의 평정

이탈

평가/자기의심 보수주의

윤홍주 생존 성장 성숙

승진

지향,
직업적 
좌절

안정·
침체

퇴직

강경석

·김영만

입문수용

능력구축

열중·성장

안일·안주

김병찬

시
행
착
오
기

좌
절· 
성
장
기

발달기
성숙· 
안정
기

회의· 
혼란
기

소극·냉소기
초월·
격려기

<표 2> 복합적·순환적 발달모형(조우연, 2012 수정 인용)

다. 성장단계의 교사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제시한 교사발달의 개념과 단계를 살펴보았

다. 연구자들은 그들의 연구 목적에 적합하도록 발달단계를 서로 다르게 

구성 하였고, 각 단계마다 발달 특징 또는 관심사가 달랐다. 본 연구에서는 

한 연구자의 발달단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구에서 밝히는 단계 

중 특정한 기간인 ‘성장단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각 단계별 발

달 특징과 관심사를 알아보며 그 중 본 연구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성장

단계’는 어디에 위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시기가 중요한지를 밝히

고자 한다.

<표 3>은 연구자별로 교사발달단계에 따른 특징과 관심사를 조우연(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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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 정리한 것을 수정 및 추가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의 가장 우

측에는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간인 ‘성장단계’가 각 연구자

의 발달단계 중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 ★을 통해 표시하였다. 각 단계에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이론에서 비슷한 시기를 언급하고 있으

며 유사한 발달 특징 또는 관심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 교사발달단계 발달 특징과 관심사 성장단계

Unruh 
& 

Turner

초기교수 학생훈육, 수업조직, 교육과정개발, 교직원의 인정

안전구축 자신의 지식과 배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
성숙 교직 외의 다른 영역에도 흥미와 관심

Katz

생존 교육현장의 여러 문제
보강 아동에 대한 관심, 전문가, 대학교수, 동료교사의 지원 ★
갱신 교사센터, 전문 학습단체, 학술지, 서적, 프로그램
성숙 학술세미나, 대학원, 전문연구기관, 학술지, 학술모임 참가

Gregorc

형성
교육목적, 교육본질, 교육과정의 역할, 학교의 역할 등에 

대한 기본적 개념 형성

성장 학생, 교과목, 교수기자재나 설비, 자신에 대한 지식 증대 ★

성숙
교육, 자기 자신과 타인, 교과, 외부환경에 대한 개념 점검, 

학교의 자원으로서 공헌, 현실에 대한 생각 재구성

원숙 다양한 교육상황 이해, 교육활동에 헌신

Burden
생존 교직활동과 교육환경에 대한 제한적 지식, 자긍심 부족

조정 아동, 교육과정, 교수법 추구 ★

성숙 새로운 교수법 시도, 전문식견 갖춤

Watt

생존 관심의 대상이 자기 자신,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에 집중
중간 조금 더 넓은 목표를 가지며 교직 생활에 대체적 만족 ★

숙련
학생의 내면을 이해하고 학교조직과 경영을 내면화하여 

안락함과 자긍심을 가짐

손병길

신임 교직에 성공적 정착을 도와주는 과정

발전 전문적 교육활동 능력 발전 ★

심화 전문적 교육활동 능력 심화
원숙 전문성 고도화 및 지도능력 함양 과정

이두영

입문
5년 이하 경력으로 직무실천도 평균값이 3년까지 오르다 

이후 5년까지 낮아짐

성장
6~10년 경력으로 직무실천도 평균값이 8년까지 오르다 

이후 10년까지 낮아짐
★

안정 11년 이상 경력으로 승진을 하거나 퇴직 준비를 포함함

조우연 초임 학생과의 면대면 교수 상황에 관심

<표 3> 교사발달단계별 특징(조우연, 2012 수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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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새로운 전문지식 습득을 갈망 ★

심화 교직에서의 승진, 지도 능력 함양에 관심

원숙
학교경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중간관리자, 

저경력교사의 멘토 역할 

Bruke, 
Christe
nsen 
& 

Fessler

교직입문 학교현장에서의 일상 활동에 익숙해져 감
능력구축 새로운 교수자료, 교수방법 및 수업전략 구축
열중·성장 전문성 향상 노력 ★

직업적 좌절 교직에 대한 회의와 좌절
안정·침체 현실안주나 현상 유지

직업적 쇠퇴 교직 은퇴 준비
퇴직 교직 은퇴

Huber
man

생존과 
발견단계 

현실충격-수업관리의 복잡성과 우연성에 직면

안정화 직무와 행정적 활동에 적응, 수업지도 통달 ★
실험/행동주의

재평가/자기의심
전문성에 도전과 자극, 중견교사로서 직업적 위기 경험

평정 교육에 대한 힘과 열정 감소
보수주의 과거에 대한 향수, 가진 것을 지키는 데 관심

이탈 직업에서 이탈하여 다른 일 추구

윤홍주

생존 학급경영과 업무수행에서 이론과 실제의 괴리 경험
성장 지적인 능력과 경험 갖춤 ★
성숙 직무관심, 학교조직 및 학교경영 기법 내면화

승진지향/직업
적 좌절

승진지향/교직에 좌절감

안정·침체 교직에 대한 활력과 정력 감소

퇴직 은퇴 준비 시기

강경석
·김영
만

입문수용 교사로서의 자질, 학급경영 능력

능력구축 교사로서의 자질, 학습지도 능력 ★

열중·성장
교사로서의 자질, 학습지도 능력, 학급경영 능력, 업무 

수행 능력

안일·안주
교사로서의 자질, 학습지도 능력, 학급경영 능력, 업무 

수행 능력 모두 부족

김병찬

시행착오기 업무관련 시행착오(행정, 수업, 관계맺음)

좌절·성장기
교직의 실상을 알고 환상이 깨지며 자신의 실체에 대해 

알아나감 ★
발달기 수업과 생활지도 등 학생교과 업무, 연구 향상 노력

성숙·안정기 학교에서의 중추 역할, 대학원 공부 등 자기발전 노력
회의·혼란기 승진 등 교사로서의 진로와 정체성 혼란

소극·냉소기
승진 포기 교사 학교활동과 수업에 소극적이고 자신감 

상실
초월·격리기 학교일로부터 소외감과 격리감을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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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론에서는 교직의 입문 후 초임교사 시기를 ‘생존’의 단계로 제

시하고 있다. 이는 초기의 교사가 학교에서 자신의 잠재적 교육, 예비교사

교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을 실천하려 할 때 현장이나 학생, 행정에 대

한 이해 부족, 지도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를 말한다. 

이 단계를 지나면 ‘성장’의 단계로 들어서는데 이 단계는 안전구축, 

보강, 조정, 중간, 발전, 열중·성장, 능력구축, 발달기 등 다양한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자신의 지식과 배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시기(Unruh & Turner, 1970), 자신감과 경험을 

바탕으로 안목을 만들어가는 시기(Katz, 1972),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을 형

성하는 시기(Gregorc, 1973) 등의 외국 연구자들이 제시한 특징들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시기(강경석, 김영만, 2006), 

자신의 실체를 알아가는 시기(김병찬, 2007)라고 하며 유사한 특징을 보이

고 있다. 다시 말해 ‘성장’의 시기에서는 교직에 첫 발을 딛고 전문성 

발휘에 어려움과 위기를 느끼며 생존에 집착하던 시기를 넘어 수업 전문성

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학교를 바라보며 교

사로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생존의 단계에서 성장의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를 다양한 연구에서 

경력 5년차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두영(2009)은 교사발달을 입문, 성

장, 안정으로 구분하며 성장단계를 경력 5년차부터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조우연(2012)의 박사논문에서는 교사발달 모형을 종합하여 초임, 발전, 원

숙, 심화로 구분했는데 각 단계는 5년 내지 10년 정도의 주기로 변동이 있

다고 밝히고 있으며 발전단계는 5년차부터 시작하며 우리나라의 연수체계

에 따라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게 되는 4년차 이후 발전단계에 접어듦

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헌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생존’의 단계를 넘어서 

‘성장’의 단계에 집중하려고 한다. 이 단계의 특징과 관심사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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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특징 및 관심사 기준

성장

- 학교의 경영, 행정, 업무 전반에 적응하며 
관심 분야가 넓어지고 

-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방안에 관심이 
많으며,

-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고자 함. 

- 교직경력 5년~10년의 1급 정교사

- 직무와 행정적 활동에 적응

-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 중

- 학교 안팎에서 교사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

<표 4> 교사발달 중 ‘성장’ 단계

2. 정체성

가. 정체성의 개념

정체성이란 국어사전에 나오는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

질’이라는 짧은 구절로 모두 설명될 수 없다. 정체성을 개념화 한다는 것

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대답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시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아 대한 질문에 대답해야한다. 곧 정체성의 개념을 정

의 내린다는 것은 자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따

라서 다양한 학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를 자아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체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본 연구에서의 정

체성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다.

정체성에 대한 전통적 논의는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자인 Mead(1934)와 발

달심리학자인 Erikson(1968)에 의해 시작되었다. Mead가 말하는 정체성이란 

자아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상호 작용하고 문화를 익히며 발달하는 것이

라고 보았다. 그에게 있어 자아는 기질이나 건강 등의 타고 난 조건 또는 

생리적 욕구와 충동을 가진 주체적인 나(I)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

들어진 객체적인 나(Me)로 구분되었다(김종길, 2008). 이러한 자아개념 속에

서 정체성은 I와 Me라는 주체와 객체로서의 자아가 상호작용 하여 동일시

되는 것을 뜻한다(정혜정, 2013).

Erikson은 자아를 사회와의 상호관계를 갖는 상호적 자아(mutual self)로 

파악하여 정체성이 자신 스스로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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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정체성은 한 시기에 이루

어져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동안 발달한다고 하였다. 그는 정체성

을 객관적 측면의 심리사회적 정체성(Psycho-social identity)과 주관적 측면

의 개별적 정체성(Individual identity)로 구분하였다. 심리사회적 정체성과 

개별적 정체성은 개인과 집단사이의 일체감과 독립성에 따라서 구분되었고 

고유한 존재로서 가지는 정체의식인 개별적 정체성은 다시 개인적 정체성

(Personal identity)와 자아 정체성(Ego-identity)로 나누어 설명한다. 개인적 

정체성은 시간이나 상황의 변화에도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자기에 대

한 자각을 말하며 자아 정체성은 내외부로의 요구와 압력들을 자신만의 방

식으로 조정하고 통합함으로써 자신만의 고유한 동일성을 말한다.

Erikson과 Mead의 정체성에 대한 초기 연구 이후로 심리학, 교육학, 사회

학 등에서 수많은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그 중 Castells(1997)은 

정체성을 자신에 대한 의미의 근원이며, 자신에 의한 개별화 과정을 통해

서 구성된다고 말한다. 정체성을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고 말하며, 

비록 정체성이 개인의 내부적으로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권력에 대한 의미 

부여와 내면화 과정을 통해서만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체성

을 정당화 정체성(Legitimizing identity), 기획적 정체성(Project identity), 저

항적 정체성(Resistance identity)의 세 가지로 구분했다. 정당화 정체성은 

사회의 지배적인 제도와 권력을 정당화하며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하기 위

해 도입되는 것으로, 저항적 정체성은 그 권력에 대항하여 비난 하며 생성

되는 것으로, 기획적 정체성은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개인이 가진 문화적 

재료를 기반으로 사회 속에서 새롭게 지위를 정의하며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유사한 시기에 교육학에서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Helms(1998)의 연구

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는 교사의 정체성의 구성요소와 그 사이의 관

계를 규명하기 위해 문헌 연구와 중등 과학교사 5명에 대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정체성의 다차원 모델을 개발하였다. 그는 개인적·전문적 정체

성을 함께 다루며 행동(actions), 사회·제도·문화적 기대(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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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ctations), 가치와 믿음(values & beliefs), 미래의 자아와 사회(future 

self/society)라는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그의 모델에서 각 차원들은 

신념과 가치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차원과 상호작용한다고 말하며 사회, 

문화, 경험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

은 신념과 가치는 모든 차원의 핵심이 되며 미래의 자아는 정체성의 방향

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교육학 분야의 정체성 연구

는 Gee(2000)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는 정체성을 4가지로 구분하여 정의

했는데, 타고난 상태로 본성의 힘에 의해 발달되는 상태인 자연 정체성

(N-identity), 기관이나 제도로부터 부여받은 공식적 지위의 제도 정체성

(I-identity), 다른 사람과의 담론을 통해 인식되는 담론 정체성(D-identity), 

소속된 친목집단의 경험으로 설명되는 친화 정체성(A-identity)이 그것이다. 

그는 정체성이란 특정한 맥락에서 존재로서 인식된 “어떤 종류의 사람

(certain kind of person)”으로 정의되며 특정한 시간과 맥락에 의해 어떻

게 변화하고 인식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특징을 언급하기도 했다. Gee

가 말하는 정체성에서 자아는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 상태 뿐 

아니라 맥락에 따른 인식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

체성이 구성된다는 것이다. 더하여 Howard(2000)가 설명하는 정체성이란 

개인이 두 개의 차원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나

는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자신만의 독특한 특징인 개인적 정체성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사회적 정체성이다. 이 두 정체성은 

맥락 속에서 마치 줄다리기를 하듯 상호작용을 하며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학 분야의 정체성 연구 중에서는 유은정(2009)의 연구가 다

양한 학자의 정체성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하고 있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

녀는 Gee(2000)의 연구를 중심으로 Settlage와 Ceglie(2008), Sfard와 

Prusak(2005) 등 다양한 학자들의 자아 정체성에 대한 선행 연구를 종합하

여 자신의 정체성 요소를 크게 ‘지향’과 ‘실제’라는 두 가지로 구분했

다. 각 요소 속에는 구체적으로 지향은 미래상-정체성(F-identity)으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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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본성적(N-identity), 담화적(D-identity), 제도적(I-identity), 친화적

(A-identity) 정체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혔다. 예비교사의 자아 정체성

을 탐색하려는 그녀의 연구목적에 맞게 미래상 정체성은 자신이 희망하는 

미래의 진로로, 본성적 정체성은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처한 상황이나 본

성에 의거한 성격으로, 담화적 정체성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로, 제도적 정체성은 공식적으로 인가 받은 자신이 속하

는 사회적 위치로, 친화적 정체성은 자신이 선택한 특별한 경험과 성향을 

공유하는 비공식적인 집단의 특성으로 설명하였다.

또 다른 국내의 정체성 연구 중 정혜정(2013)은 초등 사회과 교사의 정체

성 연구를 통해 들뢰즈의 철학을 바탕으로 정체성이 ‘이기’(being)로서의 

정체성과, ‘되기’(becoming)로서의 정체성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기로서의 정체성은 내가 ○○이기 때문에 ○○답게 행동해야 함을 의미

하며, 되기로서의 정체성은 주어진 꼬리표를 떼고 무엇인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기로서 정체성은 모방과 기억, 재현

(representation)이란 과정을 통해 스스로가 가진 동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다. 되기로서의 정체성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침(rencontre)을 경험하

고 정서적 변화를 이끄는 것을 말한다. 곧, 정체성을 존재의 안정된 상태와 

존재의 변화 과정으로 구분하여 동일성과 그의 상실을 통한 창조와 재구성

을 강조한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정체성은 연구자마다 그 자아에 대한 설명과 이

를 밝히기 위한 구성요소를 다르게 가지고 있다. 각 구성요소 간 연관이 

있는 것도, 독립적인 관점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자

별 정체성 구성요소를 유사한 개념끼리 배치하면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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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자아 구분

Mead(1934) 주체적 나 객체적 나

Erikson(1968) 개인적정체성 자아 정체성

Castells(1997) 정당화정체성 저항적 정체성
기획적 
정체성

Helms(1998) 가치와 믿음 제도·문화·사회적 기대 행동
미래의 
자아와 
사회

Gee(2000) 자연 정체성 제도 정체성 친화 정체성 담론 정체성

Howard(2000) 개인적정체성 사회적 정체성

유은정(2009) 본성적정체성 제도적정체성 친화적정체성 담화적정체성 미래상정체성

정혜정(2013) ‘이기’(being)로서의 정체성
‘되기’(becoming)로

서의 정체성

<표 5> 자아구분에 따른 연구자별 정체성의 개념

나. 정체성의 특징

수많은 연구자들은 정체성을 연구해 왔으며 서로 다르게 개념화하고 있

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는 흐름이 있고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존재

한다. 정체성의 역사적 흐름과 특징들을 살펴봄으로 정체성을 조금 더 구

체적으로 이해하고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 

 현대의 정체성은 포스트 모던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전의 사

고방식과 크게 달라졌다. Richardson, Rogers & McCarroll(1998)와 

Hermans(2006)은 근대 이전과 근대, 포스트모던 시대의 정체성을 구분하며 

개념화하였다. 근대 이전의 정체성이란 집단적 규범에 종속된 것이었다. 개

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종교적이고 초자연적인 규범 

속에서 개인의 삶이 귀속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계몽주의, 과학혁명

과 산업화로 대표되는 근대의 시대가 오고 점차 개인의 내부에 관심을 가

지게 되었다. 근대의 대표적 철학자인 르네 데카르트는 “cogito ergo sum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이란 말을 통해 자아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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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근대라는 시대 속에서는 어떻게 자기 자신의 기원과 정당화를 자신 안

에서 발견하는지 강조했으며, 개인의 개성이 통용되고, 내부의 통일된 자아

와 타자가 명확하게 구별되었다. 따라서 근대는 독자성, 곧 세계에 대한 독

특한 시각을 창출하는 개성을 가진 개인의 정체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하

지만 근대의 시대가 지나가며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와 같은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이 나타났고 개인의 중심적 위치에 대한 근대적 신념에 대해 의문

을 제기했다(Richardson et al., 1998). 이러한 학자들은 오히려 개인이란 자

신이 속한 사회 환경과 구분될 수 없으며 그 맥락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

다고 보게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정체성은 더 이상 포괄적이

고 통일된 틀이 아니며, 대신 사람들이 참여하는 여러 사회와 함께 나타나

게 되었다. 특히 게르겐(Gergen, 1991)은 개인이 항상 서로 다른 담론 공동

체에 어떻게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며 “communicamus ergo 

sum(나는 소통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말로 개인적 정체성 대신 사

회적 상호의존과 담론의 역할을 강조했다. 따라서 개인의 정체성은 서로 

다른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다양하고 사회적으로 배치된 맥락으로 분화되었

다. 결국 정체성은 더 이상 고정된 실재물이나 개인이 중심이 아니라 역동

적이고 지속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현대의 정체성은 맥락(Context) 속에서, 관계

와 감정(Relationship & Emotion)을 가지고, 불안정하고 다중적이며 역동적

인(Shifting, unstable and multiple), 이야기(Stories)라는 4가지 특징을 공유

하고 있다(Rodgers & Scott, 2008).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체성은 다양한 사회·문화·정치·역사적 맥락(Context)에 의존

적이고 그 안에서 형성된다. 정체성은 맥락과 동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으

며 개인이 그 맥락 속에서 능동적으로 관계 맺음으로서 형성된다는 것이

다. 이 특징을 바탕으로 Britzman(1993)은 맥락이란 규범과 마치 세트처럼 

존재하여 문화라는 압력을 통해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규범만이 강조되어 맥락에 의해 자아의 주체성이 사라진다는 것은 아

니다. 위에서 Castells(1997)이 개인의 정체성을 권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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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구성요소를 구분한 것처럼 문화의 의무 사항과 삶의 요구들을 개인이 

내면화하고 그 과정에서 대응하는 방식이 정체성 형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

는 것이다(Elliott, 2001). 두 번째 특징은 정체성이 타인과의 관계

(Relationship)에서 형성되며 감정(Emotion)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에

서 살펴본 Gee(2000)의 정의처럼 정체성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특정한 사람

으로 인지되어야 함으로 사회적 자아로서 관계는 필수적이란 것이다. 또한 

감정은 관계를 통해 겪는 변화가 존재하며 그것들이 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을 말한다. 세 번째 특징은 정체성이 불안정하고 다중적 성격

을 가지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 성격(Shifting, unstable and multiple)

을 갖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체성 형성이란 관

계적이고 맥락적이기 때문에 그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

으며 이는 자아가 현실에 고정된 것이 아닌 항상 변화하는 독립체임을 말

한다(Cooper & Olson, 1996). 마지막 특징으로 정체성은 시간에 따른 이야

기(Stories)를 통한 의미의 구성과정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정체성이란 복합

적 특징을 가진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측정도구를 통해 수행되

기 어려우며 이야기 말하기를 통해 폭넓게 파악될 수 있다(Rodgers & 

Scott, 2008). Kerby(1991), Howard(2000), 류태호(2000b)와 같은 학자들은 정

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 내러티브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연구를 수행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4가지 정체성의 특징은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맥락, 관

계 및 감정을 인식(Awareness)하고 자신의 목소리(Voice)로 다시 나타내도

록 해야 한다는 암시적 함의를 가진다. 맥락과 관계는 정체성 형성의 외부

적(External) 측면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야기와 감정은 내부적(Internal) 의

미 만들기의 측면이다. 따라서 인식과 목소리는 외부의 규범적 요구가 내

부적 의미 형성과 욕구를 만나게 하는 “경쟁이 벌어지는(Contested)” 장

소임을 나타낸다(Rodgers & Scot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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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체성 분석 렌즈

지금까지 정체성의 개념과 특징을 통해서 정체성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

틀을 렌즈라는 이름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지금부터 제시하는 렌즈가 모든 

정체성에 대한 이론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나 초보 연구자라는 연구자의 제

한 속 일어나는 자의적 해석을 지양하고자 이론적 배경에 기반을 둔 정체

성 분석 렌즈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연구에서 사용할 

정체성 분석 렌즈를 제시하며 선행연구들을 어떻게 수정·보완한 것인지 

설명하고 개념적 정의를 밝히고자 한다.

정체성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며 이는 자아를 기준으로 정체

성의 구성요소를 구분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표 5>는 선행연구자들의 

자아구분에 따른 정체성의 개념을 연구자별로 구분한 것이다. 그 중 

Helms(1998)의 모델을 기준으로 하여 정체성을 바라보고자 한다. 그의 연구

는 정체성의 중요한 차원으로 가치와 믿음(Values and belief), 미래의 자아

와 사회(Where people see themselves going), 제도·문화·사회적 기대

(Institutional, cultural, and social expectations), 행동(Actions)을 제시하고 있

다. 이 요소들은 다른 연구자들이 구분한 요소들을 포괄하고 있으나 이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신념과 믿음, 미래상, 제

도문화사회적 환경, 행동으로 수정하여 구분하였다. <표 6>은 연구자가 기

존 연구를 종합하여 구성한 정체성의 구성요소와 개념적 정의이다. 

정체성의 구성요소 개념적 정의

◯신  신념과 믿음 나머지 요소들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신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인식

◯미  미래상 앞으로 되고자 하거나 될 수 있는 자신의 긍정적, 부정적인 모습

◯기  제도문화사회적 환경 자신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자기 인식과 그에 따라 부과되는 규범과 기대 

◯행  행동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실천하는 모든 자발적 행위

<표 6> 정체성 구성요소 및 개념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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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ms(1998)의 연구는 요소들을 구분할 뿐 아니라 각 요소간의 관계와 

방향성을 밝히고 있다. 이는 제시하고 있는 정체성 분석 렌즈에서 조금씩 

수정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의 용어로 그 관계를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신념과 믿음은 정체성의 중심이 된다. 신념과 믿음은 서

로 다른 요소들과 관계를 주고받고 있으며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파악된

다. 신념과 믿음은 미래상과 가장 크게 영향을 받으며 미래상에 의하여 자

신의 정체성의 미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 말한다. 행동과 제도문화사회적 

환경이라는 요소는 서로 영향을 받으며 개별적으로 신념과 믿음이라는 핵

심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정체성의 구성요소와 그 관계에 더하여 정체성의 역사적 변화와 특징 또

한 분석렌즈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체성이란 맥락 의존적이며, 타인과의 관

계 속에서 형성되어 감정을 포함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 성격을 

가지고, 시간에 따른 이야기를 통한 의미의 구성과정을 포함한다(Rodgers 

& Scott, 2008). 따라서 이러한 정체성의 특징들은 구성요소와 관계를 만나 

<그림 2>와 같은 모습의 단일 시기 정체성 분석 렌즈로 형성되었다. 

<그림 2> 단일 시기 정체성 분석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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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의 전체를 감싸고 있는 선은 경험, 문화, 사회라는 맥락(context)

을 의미한다. 정체성이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특징을 바탕으로 우

리나라 사회 속 교직문화에 있는 교사의 경험이 해석될 것을 뜻한다. 좌상

단의 점선으로 표시된 공간에는 정체성 속에 드러나는 감정단어를 함께 나

타내고자 한다. 이는 제도·문화·사회적 환경을 통해 드러나는 관계적 모

습과 함께 감정이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라는 특징에 의해서 구성되었다. 

하지만 단일시기의 정체성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변

화하는 역동적 성격과 시간에 따른 이야기 구성과정을 포함한다는 두 가지 

특징은 교사의 정체성을 시기에 따라 구분하고 그 과정 속에 있는 정체성

을 판단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은 모습의 총체적 정체성 분석 렌즈로 구

체화 되었다. 개인에 따라 구분되는 삶의 과정을 범주로 삼아 변화에 따른 

정체성의 모습을 구분지어 나타내었으며, 정체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야기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미래상, 신념과 믿음, 제도․문화․사회적 환

경, 행동에는 구체적 사례를 적을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였고 상단 박스

에는 시기에 따른 정체성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 총체적 정체성 분석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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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적 정체성

가. 전문적 정체성의 개념

지금까지 정체성에 대한 개념과 특징 그리고 정체성을 살펴보기 위한 렌

즈에 대해서 알아보았지만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전문적 정체성

(Professional Identity)은 명확히 구분되어 드러나지 않았다. 전문적 정체성

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전문적 정체성에 대한 정의를 어

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고자 하는 바는 달라질 것이다. 다양한 의미의 전

문적 정체성의 의미를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전문적 정체성

의 개념을 정의내리고자 한다.

전문적 정체성이란 정체성의 범주를 직업 생활로 한정한 직업 정체성이

란 개념으로부터 파생되었다. 직업 정체성은 스스로를 직업인으로 인식하

게 만드는 일련의 경험과 인식이 통합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 정체성을 

말한다(오지영, 2014). 이 정의에서 직업인이란 모든 종류의 직업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직업 정체성이 전문적 정체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직업

이 전문직(Profession)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전문직이란 일반

직과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직무수행 시에 갖게 되는 자기결정성, 고도의 

이론적 지식과 기술에 바탕을 둔 직무, 직무 수행에 대한 윤리적 규범, 이

타적 봉사정신에 기초한 직무수행, 동료 중심의 참조 집단을 구비한 직업

을 말한다(김용주, 1999). 교직은 Lieberman(1956)이 ‘전문직으로서의 교

직’의 견해를 밝힌 이후로 1966년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와 UNESCO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의 내용 속에도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을 언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후 교직의 업무특성을 

분석한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있다(원기호, 1995; 한

만석, 2014).

하지만 전문적 정체성이 전문직을 가진 사람의 정체성이고 교직이 전문

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해서 교사의 정체성을 전문적 정체성의 동의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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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다뤄지는 전문적 정체성의 개념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교사의 정체성을 다루는 모든 연구는 전문적 정체

성이라는 용어를 포괄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사의 정체성 속에서 교

사가 가진 전문직으로서의 모습에 더 집중하여 정의내리는 과정이 필요하

다. 교사가 가진 전문직으로서의 모습은 전문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며 

전문성과 전문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더 명확한 개념이해를 할 

수 있다. 

전문성은 전문직의 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성이란 무엇인지를 중심으

로 꾸준히 분석되어 왔다. 전문성은 크게 인적자원개발의 측면에서의 이론

적 전문성(professionalism)과 직업적 태도 지향성을 규명해주는 실천적 전

문성(professionality)으로 구분할 수 있다(최의창, 2009; Evans, 2008). 첫 번

째로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의 이론적 전문성은 전문직이 가진 업무 영역

에서 구성원의 수행과 관련한 최적의 수준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측면

의 전문성은 그 특징을 분석하거나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문제 인지 및 해

결방식의 수준 차이 등을 비교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Swanson & 

Holton, 2001). 한편 실천적 전문성은 전문인이 전문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전문직이 가진 전문 지식 자체가 아닌 그 지식으로 무엇을, 어

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직과 비

전문직을 구분하는 것은 전문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닌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박종우, 1994). 이러한 실천적 전문성은 지식

을 바탕으로 직업에 대한 사명과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직 교육을 위한 핵심적이고 최종적 목표로 자리 잡고 

있다(Cruess, Cruess & Steinert, 2016). 실천적 전문성에 대한 논의에서 전

문인들의 실천 노력은 지식의 기능적 측면보다는 반성적 성찰을 행하는 반

성적 전문인, 사회 개혁과 불평등 개선에 앞장서서 주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비판적 지식인, 타인에 대한 사려 깊고 인애스러운 인간관계

에 역점을 둔 자애로운 실천인 차원에서 접근되어지고 있다(박미혜, 2017; 

최의창, 2009). 이와 같이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의 이론적 차원과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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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올바른 태도와 행동양식에 대한 실천적 차원으로 전문성이 구분될 수 

있으며 그 관계는 <그림 4>와 같이 구분되며 실천적 차원의 전문성

(professionality)이 본 연구의 전문적 정체성(professional identity)과 연관된 

부분이다.

          

<그림 4> 직업, 전문직, 전문성, 전문적 정체성의 관계

조금 더 교사 차원의 전문적 정체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교사 전문

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교사 전문성의 경우 미국의 교사 교육 

인증 평가 협회(National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Teacher Education)가 

교사 전문성을 지식(knowledge), 기술(skill), 성향(disposition)의 3가지 요소

로 구분했고 이는 교사 전문성의 주요한 접근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NCATE, 2001). 첫 번째로 여기서 지식이란 Shulman(1987)이 전문적 지식 

기반으로 제시한 7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①(교과) 내용 지식, ②일반 교

육학 지식, ③교육 과정 지식, ④교수 내용 지식, ⑤학습자와 그들의 특성

에 대한 지식, ⑥교육 맥락에 대한 지식, ⑦교육 목적·목표·가치와 그것

들의 철학적·역사적 배경에 대한 지식이라는 총 7가지의 제시는 ‘(교과)

내용’과 ‘교수법’간의 연결고리를 제공하여 지식으로서의 교사 전문성

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도록 도왔다(조대훈, 2015). 두 번째로 제시되는 기

술이란 이론적 지식이 실천적 지식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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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곧, ‘아는 것’을 실제로 ‘할 수 있게’하는 방법적 지식

(know-how)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교사 전문성과 관련된 기술은 교수·학습 

방법, 생활지도, 학급 경영 등 방법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김옥

예, 2006). 마지막으로 성향이란 다른 교사 전문성 요소와 다르게 개인의 

내적 측면이며 명확할 수 없는 측면이다. NCATE(2001)에서는 교사 전문성

으로서 성향을 제시하며 그 개념을 ‘신념과 태도’라는 측면에서 정의내

리고 있다. 교사전문성으로의 성향이란 개인의 신념과 태도가 가족, 동료, 

학생, 공동체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교사 개인의 전문적 발달뿐 아

니라 학습자의 학습, 동기,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가치를 말한다. 즉 성

향은 교육자가 내면화해야 할 도덕적 ‘가치’, 교육적 ‘신념’, 헌신적 

‘태도’ 등 정의적 측면과 그것이 일관되게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

한다(김하연, 2017). 이러한 성향을 Murrell 등(2010)은 ①지식과 기술에 의

존하며, ②도덕적·윤리적 행동에 관한 것이며, ③전문적 정체성과 관련하

여 ④개발, 함양될 수 있는 자질이라는 4가지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세 번째 특징으로 제시한 전문적 정체성과 관련성을 조금 더 살펴보면, 단

순히 성향이라는 것이 개인적 특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전문가

로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 지에 대한 자기 이해로서 성향을 설명하고 

있다. Murrell 등(2010)은 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을 교사에 대한 ‘개인 내적 

의사 결정’과 ‘외부로부터의 기대’에 의해 형성되며, 이는 ‘무엇을 하

고자 선택할 것인가(윤리적 주체)’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도덕적 행

동)’라는 것이 혼재되며 전문적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말한다. 이런 관점을 

통해 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은 역할이 가진 최소한의 의무부터 넓은 차원의 

도덕적 실천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본 연구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교사 전문적 정체

성은 교사 전문성 중 지식, 기술, 성향 중에서 성향과 가장 큰 관련이 있

다. 하지만 전문적 정체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태도와 도덕적 가

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식과 기술의 심층적 차원에서도 전문적 

정체성의 개념은 함께 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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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적 측면을 단순히 교과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명제적 지식(explicit 

knowledge)과 그것을 전달하는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으로만 

이해하지 않아야 하다. 지식의 더 심층적인 측면으로서 암묵적 지식

(implicit knowledge, tacit knowledge)에 대한 논의로 이어간다면 이는 전문

적 정체성과 연결될 수 있다. 암묵적 지식이란 ‘비록 알지만 말할 수 없

는 것’으로 언어로 표현하거나 전달될 수는 없고 때로는 의식하지 못하는 

묵시적 성격의 지식을 의미한다. 모든 지식은 일정 부분의 명시적 부분과 

암묵적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한다(Polanyi, 1962; 허경철, 조덕주, 

소경희, 2001). 암묵적 지식은 교사의 공식적 지도로서 교육되는 것이 아니

라 교사의 삶으로서 전수되는 부분이다. 교사의 삶이란 교사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구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전문적 정체성이

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기술이 단순히 업무를 위한 방법적 지식(know-how)

을 넘어 Aristotle이 말한 ‘프로네시스(phronesis, 실천적 지혜)’로 이해한

다면 전문적 정체성과 연결될 수 있다. 프로네시스란 ‘테크네(techne, 실

천적 지식)’와 구분되며 테크네가 도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적 지

식을 말한다면 프로네시스란 참된 이성을 동반하는 실천의 상태로서 좋은 

삶이라는 목적에 기여하는 기술로서의 지혜를 말한다(이창우, 김재홍, 강상

진, 2006). 교사가 가져야 하는 기술이 좋은 삶이라는 그 자체로서의 목적

이 내재되어 있는 실천적 기술(지혜)이라면 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의 영이라

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단지 성향 뿐 아니라 지식, 기술의 모든 측면에서 전문적 정체성

에 연관될 수 있다. 그리고 모두 단순한 형태가 아닌 심층적 차원에서 연

결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림 4>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지식적이고 이

론적인 전문성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과 태도, 신념을 바탕으

로 한 실천적 전문성이 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 전문적 정체성을 ‘전문직으로서 교사가 외

부로부터 가지는 기대와 내적인 의사결정(성향)을 통해 삶으로서 전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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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실천적 지혜로서 발휘되는(기술) 전문성의 심층적 측면’이라고 정

의내리고자 한다.

나. 교사 전문적 정체성 관련 연구

교사의 전문적 정체성(Teachers’ professional identity)는 Mead, Erikson 

등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90년대 이후 교사의 주요한 연구영역으

로 자리 잡았다. 이는 교사를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행하는 

기술자(technicians)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수업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

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전문인(professionals)으로 보았으며 더 나아가 교

육을 예술적 활동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Lieberman, 1956). 또한 

교직이란 학문적 지식체계와 교직 윤리를 바탕으로 자율성, 책임감, 봉사정

신을 발휘하여 교육 서비스를 소명으로 삼는 전문직(장서이, 2017)이라는 

관점은 교사의 정체성을 전문적 정체성으로 바라본 결과이다.

교사 자신의 전문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그들의 효능과 전문적 발달뿐 

아니라 교육 변화에 대처하고 자신의 교수법에 혁신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

과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Beijaard et al., 2000)는 연구와 함께 교사의 전문

적 정체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2000년대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Akkerman & Meijer, 2011). 급격히 증가된 연구들을 종합하여 의미를 찾기 

위한 리뷰연구들이 국내외로 실시되었고, 이 절에서 국외와 국내에서 이루

어진 교사의 전문적 정체성 관련 리뷰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Beijaard, Meijer & Verloop(2004)는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이루어진 교

사 전문적 정체성 관련 연구들의 메타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들

은 교사 전문적 정체성 연구를 배경과 관점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하여 연구

의 목적, 전문적 정체성의 정의, 관련된 개념, 연구 방법, 주요 발견들을 표

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 전문적 정체성의 세 가지 구분과 그

에 따른 교사 전문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전문적 

정체성 형성’에 중점을 두는 연구들로 총 11편을 다루었으며 이 관점에서 

교사 전문적 정체성이란 개인적 측면과 전문적 측면이 점차 통합되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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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정의 되었다. 두 번째는 ‘전문적 정체성의 특징’

에 초점을 둔 연구로 총 9편을 다루었고 여기에선 ‘교사의 직업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나 직업에 대한 자신의 역할이나 관련 특징에 대한 교사의 

감각이나 인식’으로 전문적 정체성이 정의되었다. 마지막은 교사의 ‘이

야기로 전문적 정체성을 재현’하는 연구로 2편이 있었고 교육자가 실천을 

통해 느끼는 삶의 이야기로 정의되었다. 

이와 같이 총 22편의 연구들을 통하여 Beijaard, Meijer와 Verloop(2004)은 

교사 전문적 정체성의 4가지 특징과 4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였

다. 특징으로는 첫째 전문적 정체성이란 경험에 의해 해석·재해석 되는 

계속되는 과정(ongoing process)이며, 둘째로 이는 개인적이면서 맥락적

(person and context) 영향을 받고, 셋째로 정체성의 하위범주

(sub-identities)가 존재하여 조화를 이루거나 갈등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사의 자발적 행위(agency)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해

결해야 할 문제로는 첫째로 정체성과 자아의 개념이 불명확하게 남아있고, 

둘째로 대부분의 연구가 개인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문적 측면이 

덜 강조되어 있으며, 셋째로 연구 결과로 제시된 교사 전문적 정체성의 특

징이 어떻게 전문적으로 받아들여지는지 불명확하여 앞으로 연구의 중심 주

제가 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연구 방법적으로 교사의 인지적 관점에 근거

한 포트폴리오나 면담에 의한 자료 수집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 또한 다양하게 이루

어져왔다. 대부분의 관심은 2000년 이후로 증가하였고 이를 주제 중심으로 

3가지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전문적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독특한 대상(특수교사, 가정방문교사, 보건교사, 비정규직 영

어교사, 수석교사, 사립유치원 원장, 초등학교에서의 남교사, 고령의 여교

사, 무용전공 체육교사 등)을 중심으로 하여 어려움의 극복과정 및 정체성 

형성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이 있다(강종구, 2015; 권진옥, 2014; 김정인, 신

창옥, 2014; 조연오, 2016, 김대욱, 김낙흥, 2015; 김진희, 2014; 안아라, 김

한별, 2013; 정현주, 2011, 장서이, 2017). 두 번째로는 예비교사교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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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바탕으로 예비교사들의 정체성 변화를 살펴본 연구들이 있으며(김

희경, 이나래, 2014; 류태호, 2000a; 박세원, 2012; 유은정, 2009; 진형란, 유

태명, 2014; 한재영, 2012), 마지막으로는 경력교사들에게 삶을 회고하며 정

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형성과정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김동원, 2012; 김미화, 2011; 류태호, 2000b; 박세원, 김윤미, 2010; 정현주, 

전영국, 2014; 정혜정, 2013; 홍영숙, 2013).

이러한 연구들 속에서 정순경과 손원경(2016)은 교사 정체성의 형성과정 

및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초점을 맞춘 질적 연구물 10편을 메타 

분석하였다. 10개의 질적 연구들의 메타분석을 통해 정순경과 손원경(2016)

은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크게 교사의 어려움(관계적, 개인적, 

구조적), 교사 이전 경험, 수업경험, 보람, 통찰과 반성의 5가지 요소로 범

주화 하였다.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은 두 가지로 나누었다. 교사에게 의미 있

던 개별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하나, 이렇게 형성된 정체성이 시기, 상

황에 따라 발전, 반전, 퇴보의 역동적 과정을 겪으며 실존의 의미를 찾아가는 

적응적, 실천적 정체성 과정이 다른 하나이다. 이러한 과정은 초임교사와 

경력교사의 경력이라는 기준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

를 통해서 정체성 형성의 핵심 요소는 반성과 통찰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를 

높일 수 있는 교사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

이 전문적 정체성 형성과정이 경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으나, 그 기준이 

경력만을 다뤘고 더 세분화되어 연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다른 전문직의 전문적 정체성 관련 연구

전문적 정체성 연구는 교육계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직 분야에서도 많은 관

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의학, 법학, 군사학 뿐 아니라 매우 다양한 전문분

야에서 전문적 정체성의 요소와 교육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이에 대한 선행적 연구로 Hall(1968)은 11개 분야의 전문직(의사, 간호사, 

회계사, 교사, 변호사, 사회사업가, 주식중개인, 사서, 공학자, 인사관리자, 

광고)의 328명을 대상으로 특성을 분석하여 구조적, 조직적, 태도적 측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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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전문적 정체성 

척도를 개발했는데 그 속성에는 ‘사고와 판단의 준거로 전문조직의 활용

(Professional organization as reference), 공공에 대한 서비스 정신(Belief in 

service to public), 자기규제에 대한 신념(Belief in self regulation),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Sense of calling to field), 외부 압력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Feeling of autonomy)’이 포함되어 있다.

Hall(1968)이 제시한 전문적 정체성의 척도를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사고와 판단의 준거로 전문조직의 활용으로, 이는 전문직업인이 일을 할 때 

사고와 판단의 주요한 원천으로써 전문분야의 공식조직과 비공식 조직을 모

두 고려하며 이는 전문직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Goode, 1957). 두 번째 차원은 공공에 대한 서비스 정신으로 

전문직이 수행하는 일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믿음이다(Gross, 1958). 세 번째 차원은 자기규제에 대한 신념으로 이는 직

업의 전문적인 업무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전문분야에 있

는 동료라는 신념을 말한다(Greenwood, 1957). 네 번째 차원은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그 보상의 크고 적음과 상관없이 그 일

을 하고자 하는 감정과 태도를 말한다(Gross, 1958). 마지막으로 외부적 압

력 없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율성이란 전문분야에서 대하는 고객

이나, 자신을 고용한 조직 등으로부터 압력으로부터 떨어져 자신의 전문성

을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Scott, 1965).

전문직이 가진 태도적 측면의 정체성 척도는 이후 전문적 정체성 연구의 

기틀이 되었고 각 분야에서 자신의 분야의 전문적 정체성 형성 과정과 영

향요인의 연구로 이어졌다. 본 장에서는 의학과 법학을 중심으로 다른 전

문분야의 전문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의학 분야의 전문적 정체성 연구는 캐나다 Mcgill 대학의 Cruess가 대표

적인 학자이다. 기존 의학전문인을 기르는 교육의 초점은 Miller의 피라미

드로 대변되었었다(Miller, 1990). 피라미드의 아래 부분부터 ‘지식을 아는 

것(KNOWS)’으로 시작해, 적절하게 행동할 줄 아는 역량과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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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S HOW), 적절한 감독 아래에서 수행하고 보여주는 쇼하우(SHOWS 

HOW), 의사에게 기대되는 것을 수행하는 행동(DOES)을 기른다는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Cruess는 Miller의 피라미드를 <그림 5>와 

같이 수정하여 전문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의학 교육의 꼭짓점이 되어

야 함을 주장했다. 그가 생각하는 의학 전문인 교육의 목적은 전문적 정체

성을 가지는 것이며 그것을 Is(identity)라고 표현하며 “의사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것”으로 정의 내렸다(Cruess, Cruess & Steinert, 2016). 

또한 Cruess와 그의 동료들은(Cruess, Cruess, Boudreau, Snell & Steinert, 

2015) 전문적 정체성의 형성 과정을 <그림 6>과 같이 도식화하여 제시하였

고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의 안에 있는 ‘롤 모델과 멘토’ 그리고 ‘임상/

비임상 경험’이 의식적 반성과 무의식적 습득에 의해 사회화에 가장 중요

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중심된 영향요인 이외에도 학습 환경, 의료보장제

도, 가족과 친구, 동료들로부터의 고립, 형식적 교수와 평가, 자기 평가, 상

징과 의식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음을 연구를 통해 도식화하였다. 이 과정

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영향요인은 의식적 반성이다. 전문적 정체성

을 형성하는 것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영향은 직접적

으로 또는 무의식적인 습득을 통해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

<그림 5> 전문적 정체성을 꼭짓점으로 수정된 Miller의 

피라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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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영향들은 전문적 정체성에 긍정적 측면만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된 관습과 태도 또한 형성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있음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전문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롤 모델

과 멘토, 임상/비임상 경험에 있어 의식적 반성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학 분야에서는 미국 St. Thomas 법대의 Neil Hamilton이 카네기재단에

서 실시한 의학, 간호학, 신학, 공학, 법학의 5가지 분야의 전문인 교육과정 

연구를 종합하여 전문적 정체성의 용어부터 그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영향

요인의 공통사항을 도출하였다(Hamilton, 2011). 우선 전문성 형성을 맥락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첫 번째는 인지적 과정(cognitive apprenticeship), 

두 번째는 실천적 과정(practical apprenticeship), 세 번째는 전문적 정체성

의 과정(apprenticeship of professional formation)이다. 인지적 과정은 직업

에 대한 지식과 사고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지식적 측면을 습득하는 것으로 

보았고, 실천적 과정은 효율적인 실천을 위해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습

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마지막으로 전문적 정체성의 과정은 전문 

집단이 가진 가치관과 목적, 태도에 집중하여 전문가와 같이 생각하고 행

동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중 전문적 정체성의 과정이라는 맥락이 본 연구

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며 각 전문분야에서 모두 전문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맥락이 최종적이고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그림 6> 의학 전문인의 사회화 과정에 대한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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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Hamilton(2011)의 연구에서 제시하는 전문적 정체성의 구성 요

소는 5가지 분야에 모두 포함되는 것부터 한 가지 분야에만 포함되는 것까

지 총 23가지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데 여기에서는 3가지 분야 이상에 

포함되는 7가지만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각 분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문적 정체성의 요

소는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학 전문인 교육

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을 도출하려 노력했다. 또한 그는 다섯 가지 

전문분야의 교육과정을 정리하여 전문적 정체성을 기르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

성을 탐색하고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서 공식적 교

육의 영향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적 정체

성의 요소와 동일하게 5가지 분야에 모두 포함되는 것과 한 가지 분야에만 

포함되는 것 모두를 16가지로 제시했고 그 중 3가지 분야 이상에 포함되는 

것만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의사 간호사 성직자 공학자 변호사
임상 교육과 실습 교육 X X X X X
코칭 X X X X X
모델링 X X X X X
의도적 교수 X X X X
비계 교육 X X X X
반성적 글쓰기 X X X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 교육 X X X

<표 8> 전문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

의사 간호사 성직자 공학자 변호사
고객에 대한 책임감 내면화 X X X X X
전문적 탁월성을 위한 역량과 헌신 X X X X
도덕적 사고 X X X X
대인관계 이해 X X X X
윤리강령 준수 X X X
청렴 X X X
사회적 책임감 X X X X

<표 7> 전문적 정체성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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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가. 연구의 패러다임 및 논리

본 연구는 성장단계 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들이 삶의 과정에서 

형성한 정체성은 어떠한 모습인지 드러내고, 다양한 전문 분야와 비교하여 

전문적 측면을 분석하여, 성장단계 체육교사가 가진 전문적 정체성을 이해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

법을 활용하였다. 전문적 정체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

과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심층적인 과정이며, 현상과 의미의 부차적 감환

이 최소화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는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 패러다임을 통해 연

구의 기본 신념체계를 밝힌다. 패러다임이란 한 시대의 과학적 가설, 법칙, 

이론, 믿음, 실험의 총체이자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사고의 방식이다

(Khun, 1970). 그리고 구성은 실재의 존재를 묻는 존재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를 묻는 인식론, 실재의 획득에 대한 방법론, 그리고 그것에 

부여하는 가치론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김영천, 2012). 본 연구에서

는 Lather(2007)의 현대 사회과학의 네 가지 패러다임인 실증주의, 해석주

의, 비판이론, 포스트모더니즘 중 해석주의 패러다임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

며 이를 4가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해석주의에서는 본질적으로 고유하고 다양한 실재가 존재하는 상대주의

적 존재론을 취한다. 실재는 인간의 지각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인간의 행위와 인식 속에서 의미를 찾고 해석하여 드러내는 것임으로 다수

의 실재가 존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재에 대한 인식은 주관주의적 

인식론을 취하게 된다(곽영순, 2009). 실재가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이를 해

석하는 사람에 따라 주관적으로 인식된다는 인식론 속에서 실재를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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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방법은 자연주의적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자연주의적 방법은 연

구 참여자들의 세계와 관점을 파악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그들을 

관찰하고 면담하는 것이다. 이때에 자료는 면담과 관찰 뿐 아니라 반성적 

토론, 깊은 성찰과 경험의 이야기 그리고 거의 모든 형태의 양적인 자료까

지도 수용한다. 다양한 자료는 해석에 있어서 종합적 맥락의 이해를 돕고 

실재를 구성하게 된다.

Lather(2006)은 자신이 구분한 네 가지 패러다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

록 색, 행사, 스포츠 등으로 비교하여 표로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해석적 패러다임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를 수정하

여 제시하면 <표 9>와 같다.

본 연구에서 중심으로 다루는 체육교사 전문적 정체성은 개인적 인식과 

사회적 기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실재를 

구성하고 있다. 다양한 실재를 개인의 인식과 회상을 통해 해석한다는 점

에서 해석주의 패러다임에 입각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의 

시각을 최대한 동원하여(Creswell, 2013) 그들의 맥락을 이해하고 어떠한 요

인이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생성하게 되는지 주목하고자 하였다.

성장단계 체육교사의 정체성이란 삶의 연속적인 발달 과정 속에서 복잡

연구자와 주제의 관계 연구자 주제

연구 패러다임의 특징
실재는 주관적이고 구성되어 진다. 진실은 많다.
담론은 대화적이며 실재를 창조한다.

연구 패러다임이 색이라면? 녹색 (자연스럽고, 유기적 성장의 상징)

연구 패러다임이 행사라면? 단체소풍 (협동적이고, 상호작용적이고, 인간적인)

연구 패러다임이 스포츠라면? 테니스 (상호작용적, 상호의존적, 노동집약적)

연구 패러다임이 인물이라면? 나이팅게일 (다양한 관점들을 받아들이는 능력)

<표 9> 해석주의 패러다임(Lather, 2006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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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태의 경험들로 발현되며 이는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르게 구성된다. 각 

개인의 정체성은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삶을 바라보며 재인식시키는 방법

으로 확인될 것이다. 이병준(2010)은 교사의 삶을 돌아보는 연구가 교육학

적으로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삶의 주체로서 등장하는 ‘개인(個人)’과 

역사의 보편성에 대응되는 개인들의 ‘기억(記憶)’이 전제되어야 함을 언

급했다. 곧,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주관적으로 기억해내고 이야기하는 

과정이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성장단계 체육교사의 정체성을 알아보고, 

전문가로서의 정체성 요소를 파악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비록 비

교적 길지 않은 교직 생활 속에서도 체육교사로서 전문적 정체성을 형성하

고 있는 ‘개인’의 주관적 ‘기억’에 집중하였다.

나. 연구 절차 및 단계

본 연구는 2017년 8월부터 시작하여 2018년 6월까지 총 11개월간 수행되

었다. 연구 절차 및 단계는 계획, 자료 수집 및 분석, 결과의 세 단계로 구

분되었다.

계획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개인적 관심과 고민으로부터 시작된 연구주제

를 3달간의 문헌분석으로 연구방법을 설정하고 연구 문제로 구체화시켰다. 

문헌분석은 연구의 세 단계 모두에서 지속되었다. 연구 문제에 적합한 연

구방법 및 자료 수집을 위하여 문헌분석을 통해 정체성 분석렌즈와 개방형 

설문을 구성하였다. 정체성 분석렌즈와 개방형 설문은 동료 연구자 및 지

도교수의 자문과 파일럿 테스트를 통하여 구성을 완료하였다. 이후 서울대

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연구 계획을 심의 받았다.

자료 수집 및 분석 단계는 연구 참여자를 확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모집되었다. 첫 번째는 공개모집의 방법

이었다. 체육교사들이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교과연구회에 공개모집 

문건을 올리고, 약 천 여명의 체육교사들이 함께하고 있는 SNS메신저에서 

연구 참여를 요청했다. 두 번째 방법은 주변에서 적합한 대상자로 추천받

은 체육교사들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방법을 통해 4명,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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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방법을 통해 6명, 총 10명의 연구 참여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메신저

와 전화 등을 통하여 연구의 구체적 사항을 설명한 후 개방형 설문 작성을 

요청하였다. 개방형 설문을 통해 연구의 목적에 맞는 성장단계 체육교사인

지,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이야기를 제공해줄 수 있는

지, 연구 참여에 의지가 높은지 등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를 최종 선정하

여 생애사적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해 부족한 부분과 연구 

과정 중 궁금한 부분은 전화 또는 메신저 등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과정은 연구 대상자가 모두 체육교사라는 점에서 주로 겨

울방학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워드 프로그램에 정리

하여 질적 연구 프로그램인 NVIVO 11에 입력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단계에서는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석하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으로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었다. 글쓰기로 연구의 최종 결과 

및 논의 작성이 학위논문으로 정리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구체적인 연

구 수행 절차 및 단계는 <표 10>과 같다.

                         기간

연구내용

2017년 8월 ~ 2018년 6월 (11개월)

2017 2018

8 9 10 11 12 1 2 3 4 5 6

계획단계

연구 주제 선정

문헌분석

연구 문제 및 계획 수립

수집 및 
분석단계

연구 참여자 선정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과단계

해석 및 결과

결론도출

글쓰기

<표 10> 연구 수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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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참여자

가. 연구자로서의 나

질적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도구는 바로 연구자 자신이다(padgett, 

2016). 연구를 더욱 타당하고 객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 도구인 자

신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주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장단계 체육

교사의 정체성을 탐구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 연구자의 주관성은 대상선

정, 자료수집, 글쓰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lan 

Peshkin(1988)은 질적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주관성을 인정하는 것

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연구의 과정 중 드러날 수 있는 자신의 주관성을 체

계적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의 주관성을 완전히 

배재할 수는 없어도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자의 주관성을 두 가지 역할로 드러내어 연구자 

스스로가 주관성을 인지하고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독자들에게 신

뢰를 받고자 한다.

1) 6년차 체육교사로서의 나

중학교 1학년 학생인 나에게 담임 선생님은 정말 멋있는 존재였다. 교실

과 운동장에서 아이들을 인솔했던 뛰어난 리더십과 수업 중 보여주는 멋진 

시범은 나에겐 동경의 대상이었다. 시간은 흐르고 꿈을 정하길 요구 받았

을 때 나의 짧은 삶 속에서 가장 멋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떠올렸고 바로 

그때의 담임 선생님이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교생 선생님은 떠나며 한 문장을 남겨줬고 그 문장은 나를 체육

교사의 길로 이끌었다. “운동장 한 바퀴를 돌기보다, 주변을 둘러볼 수 있

는 사람으로, 허들 하나를 넘기보다 인생의 어려움을 넘을 수 있는 법을 

가르치는 체육교사가 되렴.” 이 문장을 붙잡고 체육교사로서의 삶에 도전

했고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하고선 현실에 충격 받았고,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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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눌렸고, 나 홀로 고립되어 배운 것을 발휘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그럼에도 시간은 흘렀고 업무에 적응하며, 동료 교사와 관계를 맺어갔고, 

배운 것들을 하나씩 적용해보려 애썼으며 어느새 6년차 체육교사가 되었

다. 4년차부터 시작했던 대학원과 5년차에 받았던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좋은 동료들을 만나게 해줬고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 체육교사란 어떤 사

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했다.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 성장하는 

체육교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스포츠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으로서의 나

2014년 스포츠교육을 전공으로 대학원에 진학했다. 나의 부족함을 공부

함으로 위안하려했고, 더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대학원을 선

택했다. 대학원 과정은 체육교육을 더 넓고 학문적인 관점에서 배우게 했

고, 책보다는 논문들을 더 많이 읽었다. 2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정시제 대

학원생으로 교사와 학생이란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었다. 스포츠 교육학이란 학문은 실천 속에서만 살던 나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 시간이 흘러 학위논문을 계획해야 하는 시점에서 다시 고

민에 빠졌고 대학원에 진학한 이유를 떠올렸다. 좋은 체육교사란 무엇일

까? 열심히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수업을 하고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학원 수업 중 과제로 수행한 짧은 연구는 목표를 알

려주었다. 연구를 통해 평소 좋아하고 동경하던 선생님들을 만났고 그들에

게서 공통적으로 교사로서의 신념, 철학을 느꼈다. 자신을 좋은 교사로서, 

좋은 체육교사로서 여기는 것은 그것의 시작이자 과정이라 생각했고 이는 

정체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정체성을 이해하고 체육교사가 가져야 

하는 정체성이란 무엇인지 드러내는 것이야 말로 내가 연구해야 할 것이라 

생각했다.



- 52 -

나.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연구의 목적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

신의 정체성에 관한 삶의 이야기를 잘 말해줄 수 있어야 하여 연구자가 관

심을 둔 특별한 사례를 의도적으로 택하여 연구 참여자로 삼는 목적표집

(purposeful sampling)을 실시하였다(김영천, 2012). 생애사적 면담 방식은 

연구 참여자의 과거와 내면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풍부하게 드러내

는 것임으로 연구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라포(rapport)가 형성되었거나 짧

은 기간에도 형성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했다.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하

는 질적 연구방법에서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라포 

형성은 성공적 연구 수행의 기초적인 단계이다(김영천, 2013). 따라서 연구

자와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을 수 있지만 너무 밀접하

여 연구의 목적을 회손 할 수 있는 가족, 대학교 동기 및 대학원 동료, 같

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등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연구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는 연구자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성장단계 체육교사라 

예상되는 체육교사를 예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연구 참여 의사를 직접 

묻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개적으로 교과연구회, 체육교사모임 SNS에 모집 

글을 올리는 것이었다. 성장단계 체육교사를 연구 참여자로 모집하기 위하

여 객관적 기준으로는 5에서 10년의 교직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연간 20시

간 이상 전문성 신장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학교 안팎으로 체육

교육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로 한정하였다.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연구 참여에 희망한 체육교사는 총 10명이었으며 

이들 중 개방형 설문을 통하여 성장단계 체육교사라고 볼 수 있으며, 자신

의 경험을 풍부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된 연구대상자는 7명이었

다. 그리고 이 중 2명은 심층 면담 중 연구자와의 사전에 형성된 친분으로 

인하여 의도적으로 연구 목적에 맞는 구술을 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

다고 판단되어 제외되었다. 따라서 최종 연구 참여자를 <표 11>과 같이 선

정하였다.



- 53 -

순
번

성명

(가명)
성별 나이 경력

현 근무

학교 급

근무
지역

특징

1 윤규하 남 31 5년 중 성남
교직과 가정의 균형 속에서 

학생관을 정립해 나가려는 체육교사

2 황현수 남 35 6년 중
구리

남양주
인문적 체육을 내면화하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체육교사

3 김원희 남 34 8년 고 광명
다양한 대외활동 후 균형을 

찾으려는 체육교사

4 이주영 남 36 7년 중 충북
풍부한 대외 활동 후 함께하는 

법을 찾으려는 체육교사

5 고형식 남 34 5년 고 제주
엘리트 선수출신으로 지역의 
체육교육을 이끄는 제주교사

<표 11> 연구 참여자 기본정보

3. 자료 수집

가. 개방형 설문

자료 수집의 첫 번째 단계는 개방형 설문이다. 개방형 설문은 인생 전반

의 흐름을 스스로 고민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며, 그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를 적어 교사로서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해 표현해볼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으며 <부록 2>로 수록되어 있다.

개방형 설문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첫 번째로는 

2차 연구 참여자의 선정이다. 연구 참여자는 공개 모집을 통한 스스로의 

판단과 연구자의 선정일 뿐 진짜 연구에 적합한 참여자로 볼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개방형 설문으로 삶을 드러내는 것은 그들의 관심

사와 인식이 스스로를 성장단계 체육교사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생애사적 심층면담을 통해 삶을 풍부하게 드러내

야만 하는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의 적극성은 참여자 선정에 중요한 요

인이었다. 두 번째로 연구 참여자의 생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스스

로 중요한 사건과 단어, 은유적 표현으로 구분한 생애사는 과정과 내러티

브로 드러나는 정체성에 중요한 배경이 될 것이다. 또한 스스로 구성한 범

주는 다음 자료 수집 방법인 생애사적 면담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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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애사적 심층 면담

생애사적 심층 면담이란 연구 참여자들이 살아온 삶을 전체적으로, 발달

적으로 이야기하게 하는 면담을 말한다(김영천, 2012). 이 방식을 통하여 

개인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주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삶의 주체인 개인

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역사적 공간 안에서 주체를 인식하고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Seidman(2013)은 생애사적 심층 면담은 연구 참여자마다 3번의 면담이 이

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며 3번의 면담은 첫 번째 면담에서 생애사에 

집중하여 연구 참여자 경험의 맥락을 파악하고, 두 번째 면담에서 경험의 

세부사항을 파악하고 경험을 재구성하도록 도우며, 세 번째 면담에서 의미

에 대해 숙고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1차 자료 수집 

과정에서 개방형 설문지를 통하여 생애사 전반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했기 때문에 2번의 면담을 기본으로 하여 필요시 추가적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개방형 설문을 바탕으로 사전에 구성한 면담 

가이드에 의한 면담을 진행하되, 참여자의 답변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새로운 질문에 허용적 태도를 지닐 것이다. 면담 시간은 약 90분 내외였으

며, 구체적인 면담 가이드의 예시는 <표 12>와 같다. 좌측은 연구 참여 교

사의 현재까지의 삶을 범주화 한 것이며 그에 따른 예시 질문을 분석 렌즈

에서 제시한 4가지 요소인 신념과 믿음, 미래상, 제도문화사회적 환경, 행

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이는 개방형 설문에 따라 개인별로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나 그 또한 정체성 분석 렌즈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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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예) 내용(예)

학창시절

◯신 ◯행  학창시절 자신은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구체적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해주세요.
◯미  학창시절 꿈은 무엇이었고 왜 그 꿈을 가지게 되었나요?
◯환  부모님, 선생님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땠나요?

초임교사

◯신  초임 체육교사로 부임했을 때의 느낌이나 소감은 어떠했나요?
◯미  학교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까?
◯환  초임 교사로서 학생·학부모·동료교사·관리자들은 어떤 모습을 기대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신  초임 체육교사로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행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현재

◯신  체육교사로서 갖춰야 할 전문적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행  이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신  체육교사로서 스스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환  현재 주변에서 선생님께 체육교사로서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있나요?
◯미  체육교사로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질문요소 ◯신  신념과 믿음, ◯미  미래상, ◯환  제도문화사회적 환경, ◯행  행동

<표 12> 생애사적 심층 면담의 가이드(예)

4. 자료 분석 및 해석

연구 참여자의 삶을 돌아보고 정체성을 분석하는 것은 인간세계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위해 민감성과 감수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반성적이

고도 예술적인 활동이다(Guba & Lincoln, 1981). 수많은 질적 자료들 사이

에서 정체성을 분석하는 일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질적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Wolcott(1994)이 제시한 기

술(description), 분석(analysis), 해석(interpretation)의 단계를 따르고자 한다. 기술, 

분석, 해석은 단계적이지만 동시에 순환적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독자가 

마치 연구를 함께한 것처럼 연구자가 본 것을 보게 하고(기술), 연구자가 안 것

을 알게 하며(분석), 연구자가 이해한 것을 독자가 이해하게(해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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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료의 기술

자료의 기술은 질적 자료 분석의 가장 첫 단계로서 수집된 자료를 정리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설문과 심층면담을 통해

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의 틀에 구애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주요 자료 기술의 방법은 전사(transcribing)와 메모이다. 1차적

으로 개방형 설문을 요청하고 수령한 후 반복적으로 읽으며 떠오르는 생각

들을 작성하여 메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생애사적 심층면담의 질문을 구

성하였다. 2차적으로는 생애사적 심층면담이 끝난 후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에 워드 프로그램으로 대화의 내용 뿐 아니라 말과 말 사이의 쉼, 웃

음, 분위기 등 까지 그대로 전사하면서 문서화하였다. 이후 문서화된 자료

를 출력하여 의미 있다 여겨지는 표현에 표시한 후 떠오르는 생각과 은유

를 메모로 남겼다. 자료의 기술 과정에 있어서는 분석의 틀을 고려하지 않

고 메모를 남기며 이후의 분석과 해석 과정의 뒷받침 자료로 활용하였다.

나. 자료의 분석

자료 분석의 목적은 기술된 자료를 주제에 적합하게 재배치하여 연구자

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Wolcott, 1994). 연

구 문제 1번인 성장단계 체육교사의 정체성 분석을 위하여 질적 자료 분석 

프로그램인 NVIVO 11을 활용하였다. 정체성 분석렌즈를 통해 구성된 코드

에 개방형 설문과 생애사적 심층면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능한 세부

적인 의미단위로 노드(node)를 구성하여 집어넣었다. 개인별로 분류된 세부

적 노드들은 1차 분류 후에 반복적으로 읽으며 주제별로 다시 의미를 구성

하였다. 이와 같이 새로운 요소를 발견하는 과정은 코딩(coding)으로 파악하

였다. 코딩은 자료의 기술 단계에서 작성한 전사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

으며 주제를 찾아냄으로써 텍스트가 담고 있는 메시지와 의도를 최초로 개

념화 시키는 작업이다(김영천, 2012). <그림 7>과 같이 NVIVO 프로그램 속

에서 개인별로 분석렌즈를 통해 구분된 코드 속에서 개별 노드들은 새롭게 

구성되며 코드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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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2번과 3번에서는 전문적 정체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설정한 정체성 분석렌즈에 얽매이지 않기 위하여 새롭게 원자료를 읽으며 

최소 의미단위별로 노드를 구성하였다. 각 노드는 <표 13>과 같이 ‘개인

별-자료별-순서별’로 부호화되어 간단한 설명과 함께 <그림 8>과 같이 포스

트잇에 작성하였다.

모든 연구 참여자의 자료를 통해 노드를 설정한 후 연구 문제 2번을 위

해 7가지의 전문분야의 공통적인 전문적 정체성 요소에 적용될 수 있을만

한 모든 노드를 한 곳으로 모아 코드를 구성하였다. 1차 코드 구성 후 다

시 하나의 주제로 모일 수 있는 코드들을 모아 2차 코드를 구성하였다. 이

러한 과정은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Strauss(1987)의 개방적 코딩

(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적 코딩(selective coding)을 활용한 

연구 참여자 자료 순서
1 (윤 교사)
4 (황 교사)
5 (김 교사)
6 (이 교사)
7 (고 교사)

1 (개방형 설문)
2 (1차 심층면담)
3 (2차 심층면담)

자료별 순서

<표 13> 노드 부호화 방식

<그림 7> NVIVO 11 활용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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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납적 범주 분석이었다. 개방적 코딩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주

요 주제들을 설정하고 검토하는 방식이고, 축코딩은 주제 하나하나를 중심

축으로 설정하고 다른 주제들을 수렴시키는 과정이며, 선택적 코딩은 검토

한 모든 주제들을 하나의 체계로 정리하고 그 체계에 따라 자료들을 나열,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조용환, 1999). 개방적 코딩에서 인물을 중심으로 포

스트잇에 작성하여 큰 게시판에 붙여두고 이를 축코딩 과정에서 전문분야

의 전문적 정체성 요인이라는 축을 설정하고 1차 코딩으로 분류하였고, 이

후 선택적 코딩의 과정에서 의미별 단위로 묶어 2차 코딩으로 연구의 분석

에 사용하였다.

연구 문제 2번을 작성한 이후 전문분야의 전문적 정체성 요소에 포함되

기 어려운 포스트잇 중 새로운 의미로 묶일 수 있는 것을 찾아 새로운 1차 

코드를 구성하였다. 이는 연구 3번을 위해 성장단계 체육교사에게만 드러

나는 전문적 정체성 요소를 찾기 위함이었고 이후 다시 의미별로 묶일 수 

있도록 2차 코드를 설정하여 연구 문제 2번에서 정리한 내용과 함께 연구 

결과에 활용하였다. 

<그림 8> 포스트잇 활용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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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료의 해석

자료의 해석은 연구의 결과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단계이며 고도의 통찰

이 요구되는 과정이다. 기술과 분석이 자료를 변환(transform)하는 과정이라

면, 해석은 자료를 초월(transcend)하는 과정(Wolcott, 1994)이라고 할 정도로 

그 의미가 크다. NVIVO 11에서 정체성 분석렌즈를 통해 분석된 내용과 포

스트잇으로 전문분야의 전문적 정체성 요소와의 비교, 성장단계 체육교사

의 전문적 정체성을 분석한 코딩자료는 연구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연

구 목적에 비추어 구조화 되었다. 구조화된 자료는 더 큰 추상적 단위로 

조직화되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그것이 글로 작성되며 의미를 가

지고 이해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논의를 통하여 결과의 내용이 

선행연구들 속에서 어떤 의미를 주는지 설명하고 위치 짓고자 노력했다.

5.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

가. 연구의 진실성

연구의 진실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상상을 펼쳐

놓은 소설에 불과하다. 양적 연구에서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통해 그 연구

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믿을만한지를 결정한다. 이와 유사하게 질적 연구에

서는 진실성(trustworthiness)이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나타내는 개념으

로 사용된다(Guba, 1981).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진실성을 밝히기 위해  

Lincoln과 Guba(1985)에 의해 제시된 삼각검증법, 구성원 간 검토, 동료 간 

협의의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한다.

1) 삼각검증법

교사의 정체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 속에서 주된 자료수집 

방법은 생애사적 심층면담이었다. 하지만 짧은 기간의 면담만으로 정체성

이란 연구의 진실성을 충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심층면담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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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비교하는 것은 질적 연구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Mathison, 1988).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개방형 설문자

료를 수집했고 이를 바탕으로 생애사적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진실성을 확

보하고자 노력하였다. 

2) 구성원 간 검토

연구자의 이해는 연구 참여자의 본래 의도와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간의 여러 차례의 소통을 통해 검토를 실시하

였다. 첫 번째 개방형 설문을 통해서 이해한 것을 심층면담의 과정에서 확

인하였고 의미가 모호하거나 부족한 것은 다시 질문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

였다. 또한 자료수집이 끝난 이후에 분석과 해석의 과정에서도 모호하거나 

명확히 하고자 할 때 메신저와 이메일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직접 질

문하며 의미를 찾아가려 노력하였다.  

3) 동료 간 협의

동료 간 협의는 연구자의 부족한 연구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질적 연구의 경험이 풍부한 지도교수와 같은 연구실에서 함께 하는 

동료들과 함께 협의하였다. 특히 연구실의 동료들은 스터디를 구성하여 매

주 함께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함께 하며 연구자의 

한계를 넘어서고 자의적 관점을 극복하여 연구가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도록 노력하였다.

나. 연구의 윤리

연구의 윤리를 지키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자의 윤리의식과 연

구윤리에 대한 이해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

회의 CITI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였고 지도교수 및 동료들과 연구 윤리를 

위한 사전 협의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이 현직 교사이며 그들의 삶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드러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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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 윤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윤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고 연구 

대상자에게 알리는 것을 통해 연구 윤리를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연구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연구의 목적과 전반적 과정, 연구의 윤리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서면으로 제공하여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부여하였다. 

이후 연구 대상자에게 어떠한 강요나 상황적 압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였으며 연구 과정 중 언제든지 불편함 또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느끼면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정보를 안

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모든 성명 및 기관명은 가명으로 부호화되었고 원

자료는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의식하지 못할 수 있는 연구 윤리 문제를 검토 받고 연구

를 승인 받고자 연구 계획 단계에서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하여 

연구 절차와 방법, 내용 등 전반적인 문제를 철저하게 검증 받고 승인받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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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과 및 논의

1. 성장단계 체육교사의 삶의 이야기

성장하는 체육교사들은 모두가 가치 있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었다. 정체성 분석 렌즈를 통해 바라 본 이들의 삶은 렌즈에 비쳐 구조

화된 모습으로만 제시될 수 없다. 정체성의 특징과 같이 다중적이고 역동

적인 그들의 정체성은 이야기로만 드러낼 수 있었다(Rogers & Scott, 2008). 

따라서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드러내고 렌즈로 분석된 정체성은 <부록 

3>에서 제시하여 그 이해를 돕고자 한다. <표 14>는 성장단계 체육교사 5

명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다. 각 교사의 이야기로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

고 정체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가. 윤 교사 - 학생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체육교사

1) 흘러가는 강물 속에 몸을 던져 체육교사의 길로

허송세월, 윤 교사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표현한다. 아무런 생각

이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던 시절, 집에서 이것저것 시켜줘도 끝까지 해내

지 못했고 공부에도 관심이 없었던 초·중학교 시절이었다. 평범하다면 평

범한, 아무 것도 없는 그런 생활을 하던 와중에도 계속 하던 것은 농구였

다. 늦게 들어오시는 부모님 덕분에 매일 늦게까지 친구들과 농구할 수 있

었고 그건 하나의 일상이었다. 고등학교 진학하고 여자 친구를 만나며 이

제야 미래를 조금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의 시선은 운동장을 달리던 체대입

시반에서 멈췄다. 야자대신 하던 운동과 교실까지 들려오는 파이팅 소리는 

윤 교사 학생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체육교사

황 교사 인문적 체육으로 전문성을 펼치는 체육교사

김 교사 체육으로 한 가지 기억은 남기고픈 체육교사

이 교사 열등감에서 함께함으로 변해가는 체육교사

고 교사 선수를 넘어 교사로, 학교를 넘어 지역을 향하는 체육교사

<표 14> 5명의 성장단계 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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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멋있음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몸을 체육이란 

강물 속에 던지게 했다. 자연스레 체육교사의 길을 향했고 체대입시반을 

지도해주셨던 체육선생님들은 그 강물을 이끄는 길잡이였다. 길잡이의 열

정과 헌신은 윤 교사뿐 아니라 체대입시반 학생들의 우상이자 롤모델이 되

기 충분했다.

근데 매일매일 밤 10시까지 남아서 야자감독 하시고. 체대입시 운동할 때 모든 
걸 같이 하셨어. 모든 걸. 인터벌 그런 것도. 진짜 그런 헌신과 책임,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진짜 우리 반 애들 다 감화를 받았지. 
감화를 받아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니까…… (중
략)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걸 보면서 진짜 저런 체육선생님이 
돼야겠다… 그 당시에 우리끼리만 얘기를 나누던 게 우리의 롤모델이다, 우상
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윤 교사-1차 심층면담)

체육교육과에서의 4년은 돌이켜보면 후회가 남는 생활이었다. 체육과 문

화는 2년간의 의무 기숙사 생활과 겹쳐지며 규율과 억압이 먼저였고 대학 

문화는 배움보다는 노는 것에 초점이 있었다. 3학년이 되고서야 해방감을 

느꼈지만 다가오는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기간의 시작이었다. 대학에서의 

공부는 임용고사와는 먼 이야기였고 따로 모여 인강을 들으며 임용고사를 

준비했다. 모두가 체육교사란 하나의 길을 가고자 했지만 TO는 부족했고 

어떤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여유는 주어지지 못했다.

그 당시 안 뽑을 때잖아. 이렇게 안 뽑으면서 모두 몰빵한다? 내 눈엔 다 실업
자로 보였어. 그 당시에… 나 포함해서 TO나고 나서 다 실업자들 걸어 다니
네? 나는 그런 생각만 했었거든. 이건 무슨 학교가 이상하다. 특수 목적으로 
교사가 되기 위해 들어왔는데, 결국엔 교사가 될 수 있는 비율은 이렇게 제한
적이라는 게……

(윤 교사-1차 심층면담)

다행히도 합격의 기쁨은 빨리 찾아왔고 장교로 군 입대를 하게 되었

다. 3년의 장교생활은 비인간적 대우와 수많은 행정업무 사이에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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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었지만 그에게 일을 처리하는 방식과 행정처리 능력을 남겨주었다. 

그리고 그는 전역을 명받으며 윤 교사가 되었다.

2) 관계를 위해 움직이는 체육교사

윤 교사는 2학기에 중간 발령을 받은 신규교사였으며 열정이 넘쳤다. 아

이들을 사랑했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학생에 대한 고민 없이 무

작정 노력하는 것은 이제와 돌이켜보면 잘하는 게 아니었다. 잘해주려 최

선을 다하지만 알아주지 않는 학생들에게 서운했고, 일관성 없이 잘못을 

지적하며 혼을 냈으며, 감정에 따라 움직였던 일들은 학생들과의 관계를 

어그러트렸다. 그 결과는 너무 썼고 힘들었다.

나도 적응이 안 되고 애들도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나도 학생이란 존재에서 
생각해보지 않고 막연히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온 거지.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 근데 내가 잘한 게 아니었어. 그래서 애들이랑 틀어
지고 막 그러면서 되게 힘들고… 애들과의 관계지… 관계가 힘들었어, 관계가… 
그 당시에… 그래서 진짜 막… 힘들었어… 막판쯤에 돼서는 진짜, 진짜 술 엄청 
먹고……

(윤 교사-1차 심층면담)

2년차, 상처받은 윤 교사는 관계에 엄격함을 붙였다. 의도적으로 더 엄격

해졌고 학생들을 억눌렀다. 그리고 때로는 챙겨주며 관계를 조절하기 시작

했다. 과거의 실패는 반면교사였고 나름 만족스러웠다. 그 시기 윤 교사에

게 수업은 고민할 거리가 아니었다. 정해져있는 평가계획이 있었고 같이 

수업하는 선배교사가 있었다. 열심히 수업 했지만 흘러가는 대로 따라갔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수업보다는 관계였다. 담임교사로서 학급을 어떻게 관

리하고 운영할지, 그리고 업무를 통해서 어떤 구조를 만들어 줄지가 먼저

였다.

나한테 최우선은 뭔가 학급. 그리고 뭔가 이런 관계? 체육수업이 나에게 1순위
는 아니야. 거의… 물론 체육수업도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1순위는 아니고 
한… 나는 또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업무도 중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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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순위를 정하자면 교과가 3순위라고 할 수 있지. 물론 그렇다고 소홀히 
하는 건 아니고 내 마인드에 있어서는 그런 것 같아. 학급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는 것 같아.

(윤 교사-1차 심층면담)

함께 근무했던 부장님은 윤 교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다. 학

생을 대하는 마음, 학생과의 관계,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옆에서 배울 수 있

었다. 특히 ‘학생중심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은 부장님의 아이디어

로 시작해 윤 교사가 함께 만들며 2~3년간 지속되었다. 학생들에게 조금씩 

역할을 넘겨주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던 활동은 

점차 다양해졌고 연구대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또한 윤 교사는 

운영하던 플라잉디스크 스포츠클럽을 학생중심으로 운영하기 시작했고 그

의 생각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카리스마로 학생들을 이끌던 윤 교사

는 학생들에게 권한을 넘겨주고 역할을 구성해주며 학생들을 지지했고 이 

경험은 성공으로 돌아오며 학생을 바라보는 시선을 변화시켰다.

일단 학교스포츠클럽 체계구축 했고. 그때 이제 학생심판 제도를 발전을 시켰
어. 학생심판 제도를 발전 시켜서 타이틀은 학생 중심의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운영. (중략) 그렇게 내가 학생 중심의 활동들을 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아. 
그러고 나서 나는 놀랐어 사실. 첫 번째 학생심판을 하고 나서는 진짜 놀랐어. 
(중략) 대회운영이라는게 기획부터 해서 심판, 잘못된 거 피드백 하고 평가하고 
보완해 서 개선하고. 애들끼리 매주 회의도 하고 막. 플라잉디스크 클럽도 마찬
가지고. (중략) 그게 학생중심의 활동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더라고.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잖아. 근데 그거 보니까. 교사가 
빠져도 아이들끼리 돼. 그런걸 되게 많이 느꼈어. 

(윤 교사-1차 심층면담)

학생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윤 교사에게 나는 어떤 교사이며 어떤 교사

가 되어야하는 가란 질문을 던져주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학생과의 관계는 3년여 간의 경험을 통해 단순히 학생에게 잘해주는 것도 

아니었고, 엄격하게 규율을 강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학생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었던 학생중심 활동은 결국 윤 교사 스스로가 



- 66 -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지, 나는 어떤 교사인지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

고 혼란스러워 하며 방황하게 되었다. 

조금 이제 내가 전환점이라고 했던 게. 생각의 변화 마인드의 변화, 정체성의 
혼란? 작년에 만났을 때 내가 방황하고 있다고 했잖아. 방황을 많이 했어 작년
에. 두 번째로 힘든 시기가 작년이야. 그걸 지나고 나서 되게 많은 고민과 생각
을 했지.

(윤 교사-1차 심층면담)

3) 끝없는 변화와 성장을 위해 공부하는 체육교사

윤 교사는 고민으로 힘들어 했지만 고민은 그가 사용하는 중요한 성찰방

법이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돌아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숙

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윤 교사는 성장하기 시작했다. 학생중심 활동을 통

해서 윤 교사는 사회가 교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교사의 역할은 지식의 전달이나 통제에 있지 않고 상

처 받은 아이들을 보듬고 같이 생활해주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다.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하던 윤 교사에게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혼란으로 다가왔다. 

이 시기에 윤 교사는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아야 했고 이 시기를 전후로 하

여 성장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학생의 진정한 성장은 무엇인가, 함께 해주는 것만이 내가 할 일인가? 다

양한 고민들 속에서 윤 교사가 선택한 방법은 다양한 공부였다. 우선 대학

원에 진학했다. 대학원에서의 공부는 생각만큼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많

은 성찰의 기회를 주게 되었다. 특히 대학원에서 들었던 이야기로 자신을 

설명하기도 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변하지 않는 다는 사실 뿐이

다’라는 이야기를 기억하며 자신은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고 있으며 성장

을 위해 공부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대학원과 같은 공식적인 

공부 뿐 아니라 공동체로 배워나기기 시작했다. 1정 연수 직전부터 나가기 

시작한 지역의 체육교과 연구회는 그에게 공부였고 자극이었다. 주 관심사

가 수업보다는 관계에 있었던 윤 교사였지만 1정 연수와 연구회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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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업에 대한 관심도 점차 많아졌다. 수업이야 말로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로 그것을 표현했는데, 학생중심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면서 교

사의 질을 넘는 학생의 활동을 보며 느꼈던 것과 다르게 교사가 기획하고 

준비하는 수업은 그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이것은 다

시 그에겐 배움이었다.

나의 체육 수업은 배움이다. 그 이유는 수업을 통해 교사인 저 자신이 가장 많
이 배우기 때문입니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에 대해 배우고, 수업 
방법에 대해 피드백 받으며 오히려 학생들보다 교사 자신이 더 큰 발전을 한다
고 생각합니다.

(윤 교사-개방형 설문)

그는 두 아이의 아빠이다. 교직에 들어서기 전 결혼한 후 아이를 빨리 

가졌고 가정은 그의 삶에서 가장 큰 부분이었다. 특히 그는 그의 정체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가족을 뽑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자신의 가정을 만들고 그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면서 학생들을 바라보는 관

점이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열정적인 그의 모습 

속에서도 가정은 항상 첫 번째로 자리 잡고 있었고 가정에 가장 많은 시간

을 사용하고 있었다. 성장단계로 접어들면서 윤 교사는 걱정이 있었다. 교

사로서의 성장과 가정에서의 아빠로서의 역할이 상충되며 그 사이에서 어

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자신의 노력으로 가

정에 더 충실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그에겐 걱정으로 남아 있다.

그는 스스로를 ‘정수기’같은 교사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자신의 

교육, 다양한 고민, 공식적 교육,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해 접하는 다양한 경

험들을 자신이라는 정수기에 넣고 학생들에게 전달할 때는 좋은 것만을 전

달해주고자 했다. 정수기와 같은 교사로서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다양한 것

들을 자신에게 집어넣는 것이었다. 그는 심층면담이 끝난 다음 학기에 육

아휴직을 선택했다. 실제로 아이들을 기르는 것에도 이유가 있지만 학생들

에게 더 많은 고민 후 자신의 생각을 정립하고 싶다는 것도 큰 이유 중 하

나였다. 아직 그는 고민하고 성찰하는 중이다. 그의 성장단계는 학생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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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중심으로 끝없는 변화와 성장을 위해 공부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공부는 공식적인 공부 뿐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고 교육적으로 실천하려는 고민일 것이다. 

제일 좋은 수업이 뭐지? 에 대한 정답은 없어. 그 좋은 수업이라는 건 결국 관
계에서 시작해. 결국 관계라는 게 학생들하고 관계가 내가 호의를 베풀어 준다
고 좋아지는 게 아니야. 학생이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 좀 다른 차원의 관계야. 
그래서 내가 고민을 많이 한 거야. 모든 것의 시작은 관계고 관계를 위해서는 
정체성을 바로 잡아야해.

(윤 교사-1차 심층면담)

나. 황 교사 - 인문적 체육으로 전문성을 펼치는 체육교사

1) 아버지의 그늘 속, 내가 좋아하는 체육

그의 아버지는 학생부장 체육교사였다. 체육교사인 아버지와 함께 한 어린 

시절은 다양한 운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였고, 숙직과 수련회를 따라다녔던 

기억은 학교와 교사의 삶을 알게 했다. 아버지는 전형적인 학생부장 이었다. 

성실하지만 엄격했고 학생들에겐 무서운 선생님이었다. 그의 경험은 남들보

다 뛰어난 운동신경을 주었지만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황부장의 아들이

라는 시선을 남겼다. 그래서 그에게 학창시절은 농구였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는 황부장의 아들이었다. 친구들과 새벽부터 모여 했던 연습은, 대회에 출

전하며 쌓았던 경험은 그에게 값진 추억으로 남아있다. 농구로 인정받았고 

자신감을 얻었다. 반면 황부장의 아들로 바라보는 시선들은 그에게 스트레스

였다. 그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아들로 보여진다는 것은 그의 행동을 제약했

고 다행히 그는 성실이란 방법을 택해 그의 삶을 구성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그는 체육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체육을 좋아했

고 교사가 되고 싶어서였지 아버지를 통해 바라본 체육교사의 모습이 좋아

서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시대의 체육교사와는 다른 모습이길 바랐다. 엄하

고 무서운 사람, 학생지도만 하는 교사는 그가 바라는 모습은 아니었다. 존

경하는 아버지였지만 그런 체육교사가 아닌 다른 체육교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는 체육교육과에 지원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체육교사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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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바라지 않으셨다. 체육교사라는 삶은 고되고 힘들다고 생각했고 다른 

길을 가길 바랐다. 하지만 그가 좋아하고 인정받을 수 있던 체육은 그를 

체육교사의 길로 이끌었고 몰래 예체능계열을 준비했고 체육교육과에 입학

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선택하자. 그래서 체육교육과를 선택하게 됐고, 그 당시 아
버지께서는 사실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반대 이유는 물론 뭐 안정적이고 뭐… 
뭐… 이런 자신도 체육교사였고… 하지만 본인도 체육교사의 삶이 좀 고되셨는
지 체육교사를 선뜻 추천해주시고 권해 주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체육교사가 되면 뭔가를 좀 변화시키거나 변화에 좀 모습
을… 그런 아버지 때에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은 변화할 수 있게끔 하자라
는 동기가 있었죠.

(황 교사-1차 심층면담)

2) 인문적 체육을 전수받는 예비체육교사

우연한 기회에 학부생 조교로 생활하게 된 체육교육연구실은 그의 대학

생활이었다.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연구실과 함께했다. 강의가 없는 시간에

는 대부분 연구실에 있었고 교수님과 연구실의 일을 도와드리며 함께 생활

했다. 그리고 그곳의 삶을 경험할 수 있었다. 연구실에서 추구하던 인문적 

체육은 그에겐 혁명이었다. 아버지를 통해 가졌던 체육교사의 모습과는 완

전히 달랐다. 그리고 그의 생각과 딱 맞아 떨어졌다. 성실함을 아버지께 물

려받은 그는 인문적 체육을 마치 도제교육을 받듯이 배워나갔다.

대학교에 체육교육과 안에 스포츠교육연구실, 선생님 방이죠. 교수연구실인데 
학부… 대학원생 말고 학부생들이 뭐 일명 방돌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중략) 1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졸업할 때까지 계속… 계속 있
었어요. 사실은 뭐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학원 강사처럼 뭐 이렇게 가르쳐주는 
건 하나도 없는데… 어… 그런 건… 간접교수죠, 간접 교수. 칸막이가 이렇게 
있고 저는 문 쪽에 책상에 앉아 있으면서 선생님이 뭐 있으실 때도 같이 있고, 
공강이면 거기서 있어야 되니까. 선생님 책 보시면 같이 보고, 논문 작성하는 
것도 같이 좀 도와드리고, 어디 강의하러 나가시면 외부 학회 나가실 때 자료 
만들 때 피피티 자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지냈어요……

(황 교사-1차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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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교육은 아니었다. 함께하는 연구실 생활 그 자체가 교육이었다. 

특히 인문적 체육을 바탕으로 하는 교과연구회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다

양한 선생님들을 만나고 배울 수 있었다. 좋은 수업을 위해 노력하는 선생

님들 사이에서 그는 수업을 위해 고민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 인문적 체

육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할 수 있었다. 또한 그 

체육교사들을 기꺼이 새로운 체육교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미 대학 때, 대학 때도 연구회는 결성돼 있었으니까 제가 합격하기 전에도 
활동을 했고… 워크숍 같은 것도 하고 회의도 참석하고 그랬어요… 누가 보면 
선생님인가 대학원생인가 할 정도로… 그 여기… 학교 현장의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황 교사-1차 심층면담)

3) 함께하며 노력하는 참 좋은 체육교사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는 다르게 황 교사는 교직에 입문하고 적응하는 단

계가 거의 없었다. 이는 아버지로부터 배운 교직문화 때문일 수도 있겠지

만 그보다는 대학시절의 경험 덕분이었다. 연구회에서 만난 선생님들은 다

양한 사례들과 어려움을 나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었

다. 그의 경험은 어려움을 느끼고 교직문화에 적응하는 단계를 넘어 수업

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게 했다. 

황 교사는 대학시절부터 내면화해온 인문적 체육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

고자 했다. 처음 수업을 하면서 패와 터와 같은 인문적 체육수업 모형을 

고수하는 것의 어려움을 느꼈지만 단순히 수업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

라 인문적 체육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더욱 강하게 가지며 수업을 

실천했다.

하나로 수업도 수업이지만, 일단은 그 수업 이전에 교사가 먼저 그 하나로 수
업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고 또 그 전에 인문적 체육교사가 돼야지만. 이 
하나로 수업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뭐 직접적으로 
하나로 수업 모형을 막 전문가처럼 터별 활동 뭐 이렇게 저렇게는 하는 게 아
니라. 그 이전에 교사가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이들에게 간접적으로 교
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더 그게 뭐 크게 작용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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컸기 때문에. 그런 인문적 체육 교육 철학을 좀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황 교사-2차 심층면담)

황 교사는 수업과 학교 내부의 업무 뿐 아니라 외부의 일에 다양하게 참

여하게 됐다. 육상부 감독을 하면서 시작한 교육청의 일들은 지역 체육 서

포터즈 뿐 아니라 꿈의 학교를 만들어 운영하게 했고, 연구회에서 진행하

는 다양한 연구들은 점차 확장되며 교육부 사업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기

도 했으며 점차 다양하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다. 또한 황 교사는 혼자

가 아니었다. 그의 주변에는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동료들이 있었다. 나이

대가 비슷한 친구들이 모여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수업 친구가 있었고, 대

학 때부터 함께해오던 수업모형 연구회가 있었고, 현재는 도 단위 교과연

구회에서 역할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함께한다는 것은 배움의 기회를, 나

를 터놓을 수 있는 기회를,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었고 황 교사를 성장시켰다. 

친구들이 있어요. 수업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시
겠지만, 사적인 모임이에요. 연구회도 아니고. 1년에 한 2번 정도 씩 모여서 
얘기 나누고, 수업 얘기도 나누고 돌아가는 얘기도 하는 모임인데. 이런 좀 이
런 노력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얘기 나누면서. 뭐 다른 공식적인 뭔가 연수에 
따라. 강의 뭐 이런 것 쫓아다니면서 하는 거보다 내가 마음을 터놓고 진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통해서 내가 좀 성장이 될 수 있다는 거
죠…… 

(황 교사-1차 심층면담)

황 교사는 아버지를 통해 본 체육교사의 모습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다. 스포츠클럽이라는 거대 사업과 함께 체육교과는 양적으로 굉

장히 많이 성장 했고, 교직문화 속에서 체육교사의 위상 또한 굉장히 높아

졌다고 느낀다. 그 환경 속에서 체육교과가 인정받기도 하지만 일반 교사

가 스포츠클럽을 맡으며 전문성을 위협받는 것 같은 우려도 가지고 있다. 

양적 성장 속에서 질적인 내실을 다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황 교사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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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활동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

는 암묵적으로 체육교사가 학생지도를 전담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황 

교사는 느낀다. 학생들을 체육교사가 물리적으로 잘 잡아서 사고를 안 나

게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예전 체육교사인 아버지를 바라보던 것과 바뀌

지 못한 부분이라 느낀다. 이러한 황 교사의 인식은 체육교사가 체육 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춰나가야 하며 인성이 중

요하다는 생각으로도 이어진다. 인문적 체육으로부터 시작한 체육교사 인

성의 중요성은 스스로가 정직하다는 말을 듣기 좋아하며 인성이 좋은 사람

이 되어야겠다는 말로 이어진다. 또한 체육교사에게는 교직사회가 가진 개

인주의적, 이기주의적 측면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소통의 아이

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체육교사에게 기대되는 것은 가장 먼저 올바른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직사
회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치게 개인주의, 이기주의, 편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체육교사들이 소통과 협력의 아이콘으로서 활약을 꼭 해주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황 교사-개방형 설문)

하지만 요즘 황 교사는 자신의 교직 생활에서 일과 관심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계속 자신이 하는 일을 확장해 간다

면 오래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지역을 옮기기로 결

심했다. 가장 큰 이유는 가정을 더 잘 돌보기 위함이었다.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온 아내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며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가장

으로서 가정의 생활을 더 잘 돌보기 위함이었다. 그에게 가정과 일의 밸런

스를 맞추는 것은 앞으로 체육교사로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꼭 필요

한 일이다. 

지나치게 다양한 업무를 하다보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
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가
정에 대해 조금은 소홀해 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황 교사-개방형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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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옮기는 건 가정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사실 가정이 먼저 안정이 돼야. 
그래야지 뭐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아내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얘기했거든요. 

(황 교사-2차 심층면담)

그는 체육교사로서 그의 모습을 “용기에 담긴 물”로 표현한다. 그의 

체육수업은 마치 물처럼 황 교사라는 용기에 담겨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있

다. 필수적이고 가치 있는 물은 어떤 용기에 담겨 전달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 마시는 물이 될 수도, 씻는 물이 될 수도, 변기

에 담겨있는 물이 될 수도 있다. 그에게 체육수업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고 결국은 필수적인 물이다. 인문적 체육이라는 용기에 담아낸 그의 의

도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용기가 되어 전달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마음으로 

그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물? 물이라고 해야 하나? 물이 어디에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잖아 
요. 제 수업도 또는 내가 교사로서의 삶도 내가 어떻게 그런… 화분에 담길 수 
도 있고, 변기에 담길 수 도 있고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거
를… 그거를 대하는 사람들… 학생이 될 수 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될 수 도 
있지만. 내가 이왕이면 금 접시는 아니더라도 그 필요로 하는 어떤 용기가 되
어줄 수 있는? 그 안에서 물이라는 내 수업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
할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다양하게 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쓰일 수 
도 있고…… 

(황 교사-2차 심층면담)
 

다. 김 교사 - 체육으로 한 가지 기억은 남기고픈 체육교사

1) 스포츠클럽으로 맛 본 스포츠문화

김 교사의 어린 시절, 축구는 소통의 방법이었다. 새로운 지역으로 전학 

간 중학생이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방법은 함께 축구하는 것이었다. 함께 

팀을 만들고 대회에 출전하면서 쌓았던 경험은 그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스포츠클럽이라는 제도도 없었고 누가 먼저라고 말할 

것도 없었지만 자율적으로 클럽을 만들었고 연습했고 대회에 참가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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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그 당시 체육수업은 지금 돌이켜보면 딱히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나는 

건 체육선생님에 많이 맞았다는 것과 그로 인한 두려움. 그의 기억 속 체

육의 모습은 역설적이었다. 내가 좋아하고 친구들과 열정을 다하는 것이었

지만 학교에서의 수업은 기억나지 않고 체육선생님은 무서웠다. 고등학교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같은 반 친구들과 쉬는 시간, 점심시간 가릴 것 

없이 축구했고 유니폼을 맞춰가며 함께 시합에 참가했다. 그리고 그 기억

들은 스포츠문화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체육교사로 

이끌었다.

 

그 때 했던 그 축구의 경험들이 나한텐 되게 소중했던 거야. 그렇게 재밌게 학
교를 다니면서 스포츠를 즐기고 애들끼리 뭉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
니까. 나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체육교사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었는
데 그때 애들한테 스포츠 문화를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걸 많이 만들어주고 싶
은 교사가 되고 싶다…… (중략) 진짜 그랬던 것 같아. 애들이 재미있게 스포츠
를 즐기는 그런 것들을 학창시절에 만들어줄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김 교사-1차 심층면담)

2) 좋아하는 것을 가르치며 좋은 교사 되어가기

체육교육과에 진학했지만 사실 계속 체육교사가 되길 희망한 것은 아니

었다. 다른 길을 찾기도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은 앞을 막았고 졸업 직전 

임용 준비를 시작하며 학교로 들어오길 결심했다. 갑작스레 들어온 학교였

지만 김 교사는 다행히도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었다. 

함께 할 수 있었던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김 교사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함

께 만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그에게 체육은 그가 좋아하는 것

이었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행복한 일이었다. 처음 그가 한 

수업은 그가 임용고사를 위해 준비했던 기능들을 알려주는 수업이었다. 높

이뛰기, 허들 등 육상부가 있던 학교에서 할 수 있었던 다양한 것들을 열

정적으로 가르쳤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체육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고 열정적으로 수업을 이끌어갔다. 그리고 그런 수업 

방식은 그의 학창시절 남아있던 어렴풋한 기억속의 체육수업과 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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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수업을 시작 할 때는 임용 준비했던 것 때문에 높이뛰기 수업을 했었
어. 학교에 육상부가 있고 높이뛰기대가 있으니까… 우와 이거 짱이다. (중략) 
바로 옆에서 소리치면서 피드백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대단
한 열정이다 생각이 들면서… 높이뛰기 수업도 되게 기능 중심 수업이었던 것 
같아. (중략) 내가 계속 체육수업시간에 예전에 배워왔던 그런 방식의 체육수
업을 했었던 것 같아. 

(김 교사-1차 심층면담)

이 당시는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는 게 어려웠다. 한 학년에 많게는 17

학급까지 있었고 자신이 원하는 수업형태로 이끌어갈 기회도, 마음도 부족

했다. 마음에 맞는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즐거운 수업을 했지만 

그가 가진 열정을 표현하고 다양하게 발산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는 2

년차부터 맡기 시작한 육상부 감독교사로서의 생활에 치중했다. 경력이 싸

이며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을 보고 다양한 것들을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지

금 돌이켜보면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당시 그는 어떤 교사가 

되고 싶다는 뚜렷한 생각은 없었다. 선배 교사가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했던 말에 공감했고 최선의 체육 경험을 제공

하는 좋은 교사가 되고자 했지만 어떤 수업이 좋은 수업인지,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근데 서른다섯 살의 부장님의 영향도 받아서 사실 교육직도 어떻게 보면 아이 
들에게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고 나
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애들한테 최선의 체육경험을 하게 
해 줘야 한다는 것을 했던 것 같아.

(김 교사-1차 심층면담)

3) 학교 안팎에서 실천하고 배우고 노력하는 체육교사

김 교사에게 있어 성장단계의 시작은 혁신학교로의 이동 시기였다. 경력

이 쌓이고 운동부 감독교사를 하면서 다양한 주변 지역 선생님들과 알게 

된 김 교사는 그들과 함께 다양한 일들을 시작했다. 지역 체육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선생님들과 교류도 했고 함께 스터디를 만들어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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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연구하기도 했다. 특히 2014년의 스터디는 수업에 대한 그의 생각을 

변화시켰다. 평가 개선 연구를 연구회 활동을 통해서 진행하며 교육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교육 정책들에 대한 공부를 이어가면서 체육 수업이 단순히 

기능을 전수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역량을 키울 수 있어야 하고 그것

이 평가로 어떻게 드러나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했다. 매주 아침 주변 선생

님들과 모여 함께 공부한 것을 나누고 발표하는 과정은 그를 성장시켰고 

더욱 많은 일들을 하도록 유도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열정

을 발산하는 일을 그에게도 즐거움이었다.

 우리 학교에서도 많이 했지, 아침 7시에 모여서 했었지. 같이 막… 아 이건 제
가 공부해온 경기도 교육과정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막 설명하고 이게 이거다
라고 하면서, 맥도날드 **역 앞에 있는 맥도날드 에서 모여서 스터디 하고 사
진도 찍고 그랬지……

(김 교사-1차 심층면담)

동시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이동, 혁신학교로의 이동은 이런 스터

디를 바로 적용하고 수업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기존에 가지

고 있던 모든 제약을 푼 혁신학교에서 교사 하고 싶은 일들을 모두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 안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했다. 교사별 수업, 평가, 

예산과 공간의 협조 속에서 새로운 수업 디자인을 시도했고 자신의 수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 그 속에서 김 교사가 가진 신념은 독특한 

한 가지를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김 교사에게 중고등학교 체육 수

업에 대한 기억은 뚜렷하지 않았다. 체육을 좋아했지만 수업을 통해서는 

뚜렷한 기억을 가질 수 없었던 그에게 수업을 학생들 기억에 남겨주는 것

은 하나의 중요한 목표였다. 기억이 남는 수업은 행동의 변화와 삶의 의미

를 생각해주는 것이라는 그의 생각은 자신의 수업을 통한 경험을 대학 입

시에서 활용했다는 학생들을 만났을 때, 마지막 수업에서 평가를 받을 때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강화되었다. 점차 기억에 남는 수업은 어떤 수업일

지 고민하고 그것이 배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업을 디자인하기 시작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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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고등학교 때 기억에 별로 남아있지 않는 체육수업을 떠올리며 '뭔가 독특
한 것 한 가지는 체육수업에 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독특한 것 하나가 체력이 될 수도 있고 인성이 될 수도 있고 재미나 스포츠에 
대한 몰입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수업은 아이들의 기억에 
남고 행동의 변화나 삶의 의미까지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
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교사-개방형 설문)

 수업 중에서 한 가지씩은 꼭 힘들거나 재밌거나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한다. 
밋밋하게 지나가는 수업보다 뭔가 한 가지라도 기억에 남는 경험을 하도록 해
야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색다른 활동들을 
수업활동에 넣으려고 노력한다. 경험상 엄청 힘들어야 기억에 오래 남는다. 수
업시간에 힘들어서 죽겠다고 고래고래 소리치던 녀석들이 대학입시를 위해 자
기소개서를 쓸 때 제일 힘들었던 체육수업에서 쓸 거리를 찾아내는 것을 보면
서 느꼈다.

(김 교사-개방형 설문)

자신의 수업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은 그가 수업을 열심히 하는 이유였고 더 많은 공부와 연구를 하

게 한 이유였다. 그는 혁신학교로의 이동을 기준으로 자신의 활동 범위를 

학교 안에서 학교 밖까지로 확장시켰다. 지역에서 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만들어서 연수를 진행하고, 공개수업을 구성하는 

등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고, 도 단위 교과연구회에서 연구위원 역

할도 했다. 지역뿐 아니라 연구 활동은 다양하게 이어졌고 방학 중에는 대

학원에서 공부를 했다. 특히 그의 어린 시절 그가 체육교사를 꿈꾸게 했던 

스포츠문화를 조직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지역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

들을 중심으로 그 학생들 스스로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 대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처음에는 5개 학교로 시작하여 점차 학교들을 늘려갔다. 학

생들이 스포츠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업 외적으로 그가 자발

적으로 하는 즐거운 일이었다. 또한 학교 안에서는 체육과의 업무 뿐 아니

라 다양한 업무를 맡았다. 그는 매해 새로운 역할을 맡아보고자 하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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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고 학년부장과 자치업무는 그가 기억하는 재미있던 일 중 하나였

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배움이 일어나

고 문화가 만들어지는 경험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다.

 내가 진짜 이때 꿈꿨던 게 뭐냐면은… 애들끼리 진짜 커뮤니티… 뭐 이런 거 
농구 동아리 동호회 이런 거 가면은, 동호회 어디 시합하실 팀 모아서 이렇게 
시합하고 그러잖아. (중략) 근데 고등학교 와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시에 
있는 선생님들을 꽤 알게 되니까. 우리 리그 한 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제일 처
음에는 학교 5개가 참여하는 축구 리그를 만들었어. 그러다가 올해는 더 많은 
학교들이 한 9개 학교들이 참가하는 축구 리그로 발전을 해가지고 애들끼리 
스스로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축구대회 스포츠클럽 대회를 하나 만들었어. 이
때 되게 갈증을 느꼈던 거를 이제는 만들게 돼서. 요새는 되게 보람찼던 것 같
아.

(김 교사-1차 심층면담)

그의 활동은 3~4년 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다. 점차 김 교사가 맡는 학교 

안팎의 일들이 다양해지고 주변에서도 김 교사에게 거는 기대들이 많아졌

다. 그는 혁신학교의 교사이기도 하지만 교과연구회의 연구위원이기도, 지

역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회장이도, 지역 스포츠클럽리그를 운영하는 교사이

기도 하다. 그리고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일을 지속해오면

서 가정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지만 아이가 둘이 생기고 나서 점차 확장해

오던 일들로 인해 피로함을 느끼기도 했고 지치지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쳤다. 세상에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 2017년
에는 학교일도 많았고 대학원도 다녀야 했고, 참석해야 하는 자리도 많았고, 
기획해야 하는 것도 많았고, 애도 둘이나 생겼고, 자식 노릇도 해야 하고… 온
전히 가르치는 일만 하기에는 너무 버거웠다.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겠지.'
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좀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매일 들었다. 

(김 교사-개방형 설문)

앞으로 그는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있다. 학교 내부의 

일 뿐 아니라 다양한 과제들에 참여하고 있고, 외부적으로 벌려놓은 일들

이 많다보니 진짜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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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육교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를 다

시 생각해보고 있다. 그 중심에는 힘을 빼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있다. 그

리고 그 중심에는 학생들이 있었다.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

지만 내가 만나는 학생들을 위해 더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그가 앞

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내가 앞으로 할 일은 '힘 빼기'이다. 지난 8년 동안 열
정에 넘쳐 보다 좋은 교사, 더 나은 교사, 뛰어난 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에 발
을 들여놓은 것이 참 많았다. 여러 곳에 힘을 쏟다보니 나는 힘에 부쳤다. 학
생들에게 쏟아야 할 관심들이 다른 곳으로 쏠리게 되었다. 7년차 때는 학교 밖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 입시상담을 해 줄 시간이 부족했던 일도 있었다. 8년차 
때 역시 내가 온전히 고민을 하고 있는 일이 학교 일 보다 학교 밖 일이었다는 
것에 한탄을 했던 기억이 난다. 

(김 교사-개방형 설문)

그의 고민 속에서 그는 체육교사로서 자신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미

스터리 서클을 그리는 농부’라고 표현한다. 예전 들판에 색깔이 있는 

벼를 심으며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래서 결국 하늘에서 봤을 때는 멋진 

그림이 되도록 한 농부에 대한 영상을 바탕으로 김 교사는 자신과의 만

남을 통해서 학생들이 특별한 기억을 가지게 되고 학생들이 삶 속에서 

멋진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사로 살고 싶다고 말한다. 

라. 이 교사 - 열등감에서 함께함으로 변해가는 체육교사

1) 체육과에 실망하고 체육교사 도전하기

그는 조그만 시골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한 학년에 17명밖에 

안 되는 작은 초등학교에서 주변 어른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는 따뜻

한 시간들 속에서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자랐다. 집안에는 존경할 만

한 선생님들이 있는 있었다. 그의 집은 시골 마을에서 동네 사람들의 인

정을 받으며 항상 북적이는 곳이었고 어린 아이들은 그곳에서 함께 컸

다. 요즘에 말하는 마을공동체처럼 함께하는 어른들 속에서 그와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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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함께 컸다. 중학교에서도 한 학년에 두 학급 밖에 없는 작은 학교를 

갔다. 육상부원이었던 그는 아버지 같았던 체육선생님을 만나 모범적인 

선생님, 따뜻한 선생님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다. 체육선생님의 권

유로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그리고 아버지 

같았던 체육선생님은 함께 그 학교로 이동해 3년을 더 같이 보냈다. 대

입을 앞두고 있었던 고3에게 2002년 월드컵은 체육과를 진학해야 할 명

분을 줬고 스포츠마케터라는 목표를 가지고 주변 가족과 선생님들의 반

대를 무릅쓰고 진학을 결정했다. 주변에는 아무도 체육과를 지원하지 않

았고 아무도 그에게 추천하지 않았지만 무언지 모르게 그에겐 확신이 있

었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대학의 분위기는 기대했던 것과 달

랐다. 너무나 실망했고 방황을 하며 1년을 보냈다. 많은 고민 속 그의 

결론은 체육교사였다. 실망했던 학과의 분위기에 적응하기 보다는 어린 

시절 선생님들을 보며 기억했던 모습을 떠올렸다.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

한 임용고사 준비는 그를 졸업과 함께 교직의 길로 이끌게 되었다.

대학에 와서는 좀 방황을 했죠. 학교 오니깐 운동부 출신도 아니고, 운동을 그
렇게 좋아하거나 전공했던 것도 아닌데, 학교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보니까 아
주 구시대적이고도 저는 그래도 **대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이고 나름대로 
그런데…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좀 실망감이 컸어요. 학과가 돌아가는 방식이라
든가 학부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봐서… 좀 철없는 생각
이었지만 실망감이 컸고 방황을 했었고. 방황하고 돌아와서 부터는 군대도 안
가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쭉 임용 준비를 한 거예요. 군대를 안간 상태에서 
졸업하면서 동시에 합격을 했고…

(이 교사-1차 심층면담)

2) 체육교사로서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

이 교사가 체육교사로 부임하며 들었던 말 중 가장 기억나는 단어는 

‘마당쇠’다. 청소도 좀 열심히 하고, 풀도 좀 뽑고 하면서 일꾼이 돼

야 한다는 교감선생님의 말은 자괴감으로 돌아왔다. 수업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학생,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는 나쁘다 할 게 없었지만 수업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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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벌 교과라 표현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인간적으로는 좋았는데 그 체육교사라는 직군에 대한 인식이 전문가라거나 뭐 
아니면 이렇게 좀 더 중요하다거나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고. 여벌 교과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여벌 교과, 마당쇠 특기. 

(이 교사-1차 심층면담)

체육교사로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교직은 그에게 답답함이었고. 무언가 

노력했지만 그것은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잘하는 

아이들만 열심히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지 않았다. 체육교사로 존중받지 

못한 그가 가르치는 체육수업은 체육이 이렇게 뛰어나다, 이런 것들도 

배운다는 열등감의 표출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무

언가 개선되는 느낌은 받지 못한 채 1년 반이 지났다. 실망감 속에 그는 

군대를 선택했다. 3년 3개월이라는 학사장교 생활은 그에게 그리 힘들지 

않았다. 상하관계보다는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군 문화 속에서 장교로서 

중요한 역할을 경험할 수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을 겪을 수 있었다. 3년

이 넘는 긴 군 생활 동안 그는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또 지

원을 해서 합격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EBS 프로그램 중 체육교사

를 다룬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한 체육과

는 다른 수업을 하는 교사들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건 그에게 아쉬움

으로 남았던 교직으로 돌아오게 했다. 그는 보여주고 싶었다. 체육과를 

선택한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EBS 프로그램 중에 최고의 교사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본 거예요. 그래서 
와… 저런 선생님도 있었단 말이야? 그게 ◇◇◇ 선생님 하고, □□□ 선생님
을 TV에서 본 거예요. 저런 사람이… 저런 체육 선생님이 있는데 난 뭐 한 거
지?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고, (중략) 제대하는 날부터 ◇◇◇ 선생님과 □□
□선생님을 찾아다녔어요. 

(이 교사-1차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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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심히 배우고 많은 걸 하며 교사로서 나를 찾아가기

복직한 학교에서부터 그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기 시작했다. 수업

을 개선하고 스포츠클럽을 기획하고 학교 안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교과연구회에 참여했고 지역의 교육지원청의 사업들에도 하나씩 

참여하기 시작했다. 군 생활을 통해 얻은 행정력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줬고 많이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싶었다. 잘하고 싶다는 욕심은 

그를 이끌었다.

2013년 복직한 이후부터는 한 번도. 뭐 최근에 제가 충북으로 가기로 마음 결
정짓기 전까지, 그래서 최근에 지금 겨울방학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열두시나 
뭐 한 2시전까지 그냥 자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오로지 수업연구, 문헌연구 뭐 카페에 글 올리고 그런 거 위주로 계
속 살았던 거 같아요. 2013년부터 지금까지 그냥 매일 똑같이 살았던 거 같아
요. 

(이 교사-1차 심층면담)

이 교사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해왔다. 복직한 학교에는 그를 교과연구

회로 이끌어준 선배교사와 함께 도 지정 교과연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

기도 했고, 지역의 교육청과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체육 서포터즈 활동

으로 범위를 넓혔다. 도교육청에서는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른 체육과 도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기도 했고 그걸 이어서 교과군 교육과정 총괄 진

행하기도 했다. 교육부 사업으로 체육 교육을 이끄는 사업에 참여하기도 

하고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기도 했다. 그는 학교일에 그치지 않고 정

말 많은 일에 참여했다. 그것은 그가 좋아하는 일이었고 열심히 하는 방

식이었다. 참여하면서 그는 정말 재미있었다. 교직에 처음 들어섰을 때 

느꼈던 감정과는 달랐고 다양한 위촉장과 상장은 그가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 같았다. 그렇게 4~5년이 지났고 그는 그가 하는 일

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좋은 많은 교

과의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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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거에요. 승진체계는 이렇고, 조직체계는 이렇고, 
인사는 이렇게 돌아가고, 예산은 이렇게 돌아가고, 학교에서의 역할과 교육청
의 역할이 이렇게 좀 변화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면서 만났던 우리교과 외의 다른 고
수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이 교사-2차 심층면담)

더 많은 것을 하고 더 넓은 것을 경험하고자 했던 그의 노력은 그에게 

성과를 주었고 관점을 확장시키기 시작했다. 체육교사로서 인정받을 수 

없었던 과거에서 이제는 인정받는 교사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체육

교과와 교육이라는 흐름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었다. 그러며 그는 혁신

학교로 전입했다. 그동안 넓혀왔던 관점은 혁신학교에서 더 많은 시도와 

노력들 사이에서 실천될 수 있었다. 그리고 교사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

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교사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된 거죠. 내가 교사로 살아가
는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래서인지 지금이 지금의 그때 2016~2017을 거
치면서 저는 학교에서 교육 혁신부장이라는 중책을 맞게 됐고 그걸 통해서 결
국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수업을 열심히 하는 것과, 또는 개인의 발전, 전
문성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최고일 필요는 없다. 어느 정
도 수준에서 남들과 어깨를 맞춰서 같이 갈 수 있는 것들 고민하지 않으면 아
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에는 외로운 나 자신과의 싸움 밖에 안 되지, 실제로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세상에 기여할 수 없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한 
거죠.

(이 교사-2차 심층면담)

교육이란 무엇이고 교사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함께 행복하

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지 시작한 이 교사는 인

문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인터넷과 유튜브를 검색하다 만난 건명

원이란 비인가 대학원은 그에게 변화를 이끈 중요한 요소였다.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수업에서 시작해서 학교로 커지고, 좀 더 지나 교육 

공학과 교육에 대한 고민으로 커져 결국 사상과 철학으로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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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마치 취미생활처럼 공부를 계속 하게 됐다.

 여기를 사실은 뭐 100회 이상 본 강의도 많아요. 그때서부터 습관이 되어서 
출퇴근을 항상 멀리 해서 인문학강의를 듣는 게 습관이 됐거든요. 결국에는 
교사로서의 나를 넘어서서 인간으로서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삶의 의미를 
두고 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2015년부터 하게 된 것 같아요. 마침 혁신학교도 
만났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역할행동이 아니라 본연의 나로
서 나오는 말과 행동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교사
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교사-2차 심층면담)

이 교사는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항상 앞만 보고 있다가 이제야 살

짝 옆을 돌아보는 상태’로 표현한다. 체육교사로서 인정받고 잘하고 싶

어 노력했던 많은 일들 사이에서 그는 견문을 넓힐 수 있었고 이제는 인

문학을 살펴보며 삶을 통찰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에게 

이러한 노력은 아마 성장을 넘어서 성숙의 단계로 이끌 것으로 보인다. 

교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 그것은 자신의 관점을 넓히고 전

문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성장단계에 이은 다음이 될 수도 있을 것

이다.

마. 고 교사 - 선수를 넘어 교사로, 학교를 넘어 지역을 향하는 체육교사

1) 무한경쟁 속 선수생활과 체육교사로의 도전

어린 시절 운동을 좋아하던 제주도의 소년은 초등학교 선생님의 권유

로 탁구 선수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 선수의 길은 즐거웠다. 몸을 움직

일 수 있었고 실력도 좋았다.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운동 하는 일상의 

반복 속에서 1년에 3~4개월은 다른 지역으로 전지훈련을, 시합을 나가 

있었다. 하지만 사춘기가 지나가면서 승리, 경쟁, 일등이라는 단어만 강

조하는 선수 생활은 압박으로 돌아왔다. 매일이 운동이었지만 실력은 늘

었지만 성적은 떨어졌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오며 깨달았다. 나는 내 인

생을 산 게 아니구나. 고 교사의 삶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대학에서부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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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일을 했다. 남들 다 해봤다는 소풍, 체험학습 한 번 가보지 

못했던 것들을 수영으로, 스쿠버다이빙으로 풀었고 공부해보지 못해 아

쉬운 마음을 노력으로 풀었다.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것, 그것이 경쟁

보다는 나의 흥미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를 행복하게 했다. 그리고 그

는 사회에 나오기 위해 준비했고 직업적으로도 좋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체육교사에 도전하기로 했다. 대학을 편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고 임용을 준비했다. 그리고 체육교사가 되었다. 

 진로를 어떻게 찾아볼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것은 운동이니까 운동
을 좀 살려 봐서 했음 좋겠다 했는데 그쪽에서 가장… 이제 직업적으로도 그
렇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게 체육교사고. 체육교사도 애들하고 서로 가르치
면서 그래서 즐기면 하면 유대 관계도 형성되고, 애들이나 저한테 좋을 것 같
아서 아, 이 길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체육교사를 생각했죠.

(고 교사-1차 심층면담)

2) 충격 속에서 노력하며 경험 넓히기

꿈에 부풀에 들어온 학교는 ‘충격’이었다. 선수로 생활하며 알던 학

생들과 지금은 학생들은 너무나도 달랐고 그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보지 못했다. 당황했고 힘들었다. 그리고 초임교사에게, 체육교사

에게 주어지는 일들은 너무도 버거웠다. 담임, 주당 21시수의 수업, 스포

츠클럽 전담, 운동부 감독 등 수많은 업무는 그에게 당연했을 뿐 아니라 

쉬는 시간에 고 교사의 자리에는 다른 선생님이 생활지도를 해달라고 보

낸 학생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다. 당연히 체육선생님은 수업보다는 업

무를 하는 사람으로, 무서운 선생님으로 여겨졌다. 초임 3년이란 시간동

안 대부분은 항상 야근이었고 그의 퇴근 시간은 9~10시였다.

그는 배운 대로 가르쳤다. 선수를 하며 배운 것을, 임용을 준비하며 배

운 것을 가르쳤다. 매트를 운동장에 끌고 나와 구르기를 시켰고 허들을 

끌고 나와 뛰어 넘었다. 장소는 쉽게 허락되지 않았다. 공간은 부족했고 

수업하기 편한 장소는 선배교사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사실 제주에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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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체육교사를 뽑지 않았고 젊은 선생님들이 많지 않다. 의욕 넘치는 

신규교사와 함께 도전하려고 노력하는 선생님들을 같은 학교에서 만나기

는 쉽지 않았다. 기능위주의 수업은 그가 배운 것이었고 그가 할 수 있

는 것이었다. 그리고 힘들어하던 그에게 수업 개선을 위한 워크숍이 있

다는 메시지가 왔고 거기서 그의 멘토를 만날 수 있었다. 힘들고 어려웠

던 환경 속에서도 수업을 잘하고 싶었고 배우고 노력하고 싶었던 그에게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알려줬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나의 멘토, 선배 체육 선생님이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양한 체육
수업 방식, 교과연구회 활동 그리고 업무 처리 부분에서 많은 조언을 주셨고 
체육교사로서의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고 교사-개방형 설문)

 아 이렇게 체육수업을 내가 해선 안 되겠구나. 옆에서 또 보고 배울 선생님도 
없고. 그때부터 체육수업 어떻게 해야 되냐 엄청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주도 교육청 메신저라고해서 그 중에서 메신저 한 통이 왔거든요. 그… 
수업 활동에 관심 있는 선생들끼리 워크숍을 진행하니까 참석을 하시면 좋겠습
니다. 프로그램을 딱 하루짜리 이렇게 보내 오셨더라고요. 이거 재밌겠다 싶어
서 바로. 이렇게 너무 가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냐. 연락
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가서 참석하고, 그분한테 체육수업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 조언도 구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잘 들어서 저의 멘토로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고 교사-1차 심층면담)

고 교사의 학교는 체육교사 임용 실기를 실시하는 장소였다. 그러다보

니 교육청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업무를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있었고, 

함께 있던 선생님 중 한 분이 장학사가 되면서 자연스레 교육청의 일들

을 하게 되었다. 제주도 선도 교원으로 육지를 나가기도 하고 다양한 TF

팀에 참여하며 견문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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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 체육을 이끄는 멘토교사가 되기로

3년간의 고생은 학교를 옮겼지만 끝나지 않았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로, 그 중에서도 특성과 고등학교로의 전입은 또 새로운 어려움을 주었

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체육은 인정받지 못하는 교과였다. 전문 교과

도 아닌, 주지 교과도 아닌 체육은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시간이었고 

열심히 수업을 하고자 하는 고 교사에게 새로운 어려움을 주었다. 또한 

학교에 체계적이지 않은 체육 문화는 고 교사가 보기에는 안타까웠다. 

함께 즐기고 재밌게 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던 고 교사

에게 열심히 하기보다는 아이들과 열심히 운동이나 하라는 동료 선배 교

사의 말은 어려움이었다. 하지만 그에겐 함께 열심히 하고자 하는 주변 

동료들이 있었고 교육청 등 지역에서 함께 하며 넓어진 견문이 있었다. 

그러며 이제는 좋은 체육수업에 대한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다. 예전 무

작정 열심히 노력했던 것에서 점차 나와 학생이 만족하는 수업에 다른 

주변 선생님들까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수업이 정말 좋은 수업이라 생

각하기 시작했다. 교육이란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수업도 함께하지 않으면 좋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이전에는 무조건 열심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했다고 하면. 지금은 
조금 뭔가 행동을 할 때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학생들과 동료교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내가 좋아서 했는데 학생들
이 좋아하지만 다른 선생님이 안 좋아할 수 있으니까… 행동이 조심스러워 지
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했다고 하면. (중략) 나 혼자만 좋다고 해서 되
는 게 아니고 같이 어울려서 해야 되는 거라.

(고 교사-2차 심층면담)

고 교사는 체육교사에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라 

말한다. 수업 중에는 수업을 통해 기능 뿐 아니라 인성적인 요소를 함양 

할 수 있도록 수업환경을 구성해 주는 것으로, 수업 외적으로는 신체활

동에 최대한 많이 참여해서 스포츠의 즐거움을 알려줄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는 게 체육교사가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자신의 일을 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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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싶다는 마음은,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고 싶다는 신념은 

그를 최선을 다하는 교사로 만들었고 실천을 이끌었다.

 체육교사 역할… 그런 환경을 구성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학생들
이 그런 협동할 수 있는?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 애들도 팀을 짤 
때도 애들 간의 관계나 이런 것도 약간씩 고려하면서 서로 눈치 못 채 이렇게 
다른 편으로 넣고 같은 편으로 넣는다거나 운동시설 기구 같은 것들 미리 준비
도 해주고 없으면 좀 사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게끔… 그런 환경적인 것을 마
련해 주는 게 제일 가장 크다고…

(고 교사-1차 심층면담)

 어쩔 때는 막 1시간에 열 개 학급이 나와서 체육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 그
래서 교과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공간 협의가 잘되면 또 이 제 문제가 없지만. 
매 차시 그렇게 또 협의할 수도 없고 또 선생님들도 협의 해 서 수업 하는 것
도 껄끄러워 하기 때문에. 시간 때우기 식 수업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없애 보자 최소화 하고자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고 교사-2차 심층면담)

고 교사는 스스로를 ‘체육을 통해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마법사’라고 표현한다. 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수업을 구성하며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그의 마음은 

그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 그는 많이 지쳐있다. 외부에

서는 많은 일을 더 요구하고 있고, 가정은 생겨서 아이가 태어났고, 아

직도 주변에서는 좋은 수업 보다는 편한 수업을 원하고 있다. 상황이 변

했을 수 도 있고 권태기라 할 수 도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멘토와 함

께 했던 수업연구회도 점차 사람들이 함께하는데 어려움을 말하고 있기

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겨나가고 싶어 한다. 그가 가진 성

실함을 바탕으로 더 나은 교사가 되길 원하고, 함께 더 나은 체육교육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결국 제주 지역의 체육교육의 멘토교사가 되어 함

께 성장하고 싶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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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자기계발과 노력으로 제주도 체육 멘토교사! 그리고 체육교육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체육교사!

(고 교사-개방형 설문)

부끄럽지 않은 체육교사. 후배들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 고00 선생님
은 정말 열심히 한 선생님이야. 정말 참 스승이야. 학생한테도 학생들이 저를 
봤을 때도 고00 선생님은 정말 열심히 하는 선생님이야, 멘토가 될 수 있는 그
런 선생님……

(고 교사-1차 심층면담)

2. 성장단계 체육교사 전문적 정체성의 세부요소

연구에 참여한 성장단계 체육교사들의 정체성은 정체성 분석을 위한 

렌즈를 통해 이야기로 표현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로서의 정체성은 다양

한 자아가 다중적이고 역동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성

장단계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을 알아보고자 했던 연구의 목적에 따

라서 그들은 체육교사로서의 자신은 중심에 두고 정체성을 이야기해주었

다. 물론 그들의 정체성은 체육교사를 중심으로 분석되었지만 그 속에는 

떨어질 수 없는 개인적이고 사회적 이야기들도 함께 구성되어 있다. 이

러한 그들의 정체성 속에서 성장단계 체육교사가 공통적으로 가진 전문

적 정체성이라 부를 수 있는 측면을 발견하고자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공

통적으로 제시하는 전문적 정체성 요소와 비교하였다. 전문분야들이 공

통적으로 가진 전문적 정체성 요소로는 Hall(1968)의 연구와 카네기재단

의 연구를 종합한 Hamilton(2011)의 연구를 종합하여 ‘직업 소명의식’, 

‘사회적 책임감’, ‘전문조직 활용’, ‘서비스 정신’, ‘도덕적 사

고’, ‘헌신적 태도’, ‘자율성’의 총 7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선정하

였다. 연구를 통해 성장단계 체육교사들이 어떻게 이 7가지 요소를 가지

고 있으며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는 귀납적 범주분석

을 통하여 <표 15>와 같은 코드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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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의 요소

NODE 1st CODE 2nd CODE

소명의식

1-3-5, 5-2-15 인생에 체육 하나 들어오게 하는 것 건강하게

체육 속으로
6-3-8, 1-1-13 건강한 신체로 행복한 삶으로
4-2-11, 7-3-10 체육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
4-3-4, 6-3-12 지식 생산의 촉매자로서의 교사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 교사
5-2-3, 1-2-10 역량을 키워주는 체육수업
6-1-6, 1-1-14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을 체험시키기
1-3-1, 7-2-3, 6-3-3, 
6-3-8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교사

나와 우리의 행복
5-1-17, 6-2-6, 6-3-16 내가 행복하고 교직 문화가 행복해야 해

사회적

책임감

5-3-1 내 수업이 변화를 이끈다는 믿음

학생 변화의 믿음으로
7-1-8 체육수업은 변화를 이끄는 희망

1-3-13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로 학생의 인생이 
달라진다

6-1-7, 1-1-8, 5-1-7 슈퍼맨, 만능인으로의 기대 속 나의 역할 고민 나에게 주어진 기대

5-3-3, 5-3-4 나의 역할을 학교 안으로 한정 짓지 않기
학교를 넘어 사회로4-3-9, 5-2-12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체육교사의 역할

6-3-7 공무원으로서 사회의 공적 이익을 추구할 것

전문조직

활용

1-3-12, 6-1-1, 4-2-3, 
6-3-10

교과연구회에서 배우는 체육교사의 일, 삶
의 태도

일원이 되어 삶을 
배우기4-2-1, 4-2-4, 6-2-4 외부 활동 참여로 시야 넓히기

6-2-2, 4-2-2, 7-2-1 학교 밖 다양한 조직 속에서
관계로 실천하기1-1-8, 6-2-11, 5-3-5 학교 안 함께하는 사람들과

1-3-8, 4-2-17 정리하고 새롭게 돌아보기
더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힘5-3-4, 4-3-8, 4-2-16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지속할 수 있

는 힘 얻기

서비스

정신

5-3-1, 1-1-14, 1-3-2 수업의 목표는 학생 

학생을 위하여
1-1-3, 6-1-8 눈 마주침의 학생 중심 수업
1-1-15, 6-1-8, 6-3-11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사
1-3-3 학생의 행동 그 내면을 보려는 노력
7-2-3, 4-3-4, 1-2-4 학생을 성장시키는 조력자

도덕적

사고

1-3-18, 4-1-1 교사로서 당연하게

교사로서 당연하게, 
체육교사로서 더욱

7-2-10, 4-1-7 고정관념을 넘기 위해 더욱 철저해야 하
는 체육교사 

4-2-7, 6-3-14 스포츠맨십이 체육교사에게 가야 할 것

헌 신 적 
태도

4-2-4, 5-2-4, 6-1-11 따라다니며 배우기
헌신적 노력4-1-3, 5-2-6 헌신적 노력으로 수업과 내가 변화

4-3-12 학생과의, 교사간의 관계로의 헌신
더 나은 우리가 되
기 위해7-2-9, 7-1-5, 4-1-14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고 이끌어줄 수 있

는 존재가 되도록

자율성
4-3-11, 5-3-8 체육교과의 자율성은 100%

자율성의 활용과 도전
5-2-5, 6-2-11 고정된 자율성을 넘어 새롭게 도전하기

<표 15> 전문분야의 요소별 코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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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명의식 

성장단계 체육교사의 정체성에서 드러난 소명의식은 ‘건강하게 체육 

문화 속으로’,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 교사’, ‘나와 우리의 행복’

이라는 세 가지 코드로 분석되었다. 이 세 가지 코드의 소명의식은 서로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했다. 

각 코드들은 교과의 내용을 잘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교과의 

내용을 넘어 삶의 역량을 키우는 수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교육이란 행복을 지향하며 그 행복한 삶을 전달하기 위하여 

교사 스스로와 교직문화 또한 행복해져야 한다는 것을 세 번째로 바라볼 

수 있었다. 교과에서 삶으로 그리고 행복한 문화로 넓어져가는 연결고리 

속에서 성장단계 체육교사는 소명의식을 형성하고 있었다.

1) 건강하게 체육 속으로

소명의식은 체육교사라는 위치에서 자신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로 발견되었

다. ‘인생에 체육 하나 들어오게 하는 것’, ‘건강한 신체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안내하는 것’, ‘체육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란 코드는 체육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러한 내용들은 체육교사로서 가진 자신의 소명이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

지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학생들에게 체육과 스포츠라는 문화를 경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으로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 인생에 체육이 하나 들어오는 것. 내 인생, 내 삶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체
육이라는 것이 하나 들어와 있는 거지. 그게 뭐 아침에 1시간 걷기라든가 아니
면 나중에 애들이 출퇴근을 걸어서 한다거나 자전거를 타고 간다거나… 꼭 스
포츠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자립했을 때 그게 아이들의 
삶에 체육이라는 부분이 하나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목적인 것 같
아.

(윤 교사-2차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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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신체를 갖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자기 기준에 맞춰서 알게 해
주는 게 가장 큰 사명감이에요. 자기 상황과 수준에 맞게, 내 몸을 케어 해 나
갈 수 있는,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행복을 느끼는 것. 그게 가장 체육교사로
서 가장 큰 사명이구요.

(이 교사-2차 심층면담)

2)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 교사

체육교사로서 건강한 삶으로, 체육 속으로 학생을 들어오게 하는 것 

뿐 아니라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 교사가 되고자 하는 소명의식 또한 발

견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교과교사로서 뿐 아니라 학생을 성장시키

는 교사로서의 역할 인식일 뿐 아니라 최근 개정 된 2015 개정 교육과정

이 교사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소명으로까지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식 생산의 촉매자로서의 교사’, ‘역량을 

키워주는 체육수업’,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을 체험시키기’라는 코드

로 나타난 역량에 대한 소명의식은 이제 체육수업에서 지향하는 바가 단

순한 건강과 스포츠 문화에서 그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사의 역할이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지식을 학생들이 생산할 수 있거나 뭐 
삶의 양식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매자가 되자 그런 맥락이 다 같다고 
생각해요.

(이 교사-2차 심층면담)

일단 수업 첫 시간에 들어가면 애들에게 얘기를 해. 너희들이 체육시간에 배워
야 할 내용은 역량이야. 라고 하면서. 이런 역량들을 키우기 위해서 사실 체육
시간에는 방법적으로 선생님은 신체활동들을 사용한다고 생각한다. 너희들이 
신체활동들을 참여하면서 그런 쪽으로 배워야 하는 것은, 키워야하는 것은 역
량이다.

(김 교사-1차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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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와 우리의 행복

성장단계 체육교사들은 교사로서 스스로 행복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는 언급을 자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교직문화 또한 행복해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어지

고 있었다. 이는 ‘나와 우리의 행복’이라는 말로서 정리되어 체육교사

의 소명의식으로서 정리할 수 있었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교사’, 

‘내가 행복하고 교직문화가 행복해야 해’ 라는 코드로서 정리된 그들

의 언급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문화를 

말하고 있었다. 교사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행복을 위함이 아니라 그것이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우리가 함께 행복해 

지는 문화가 될 것이라는 소명의식이었다.

교사로서 해야 하는 일… 한 가지를 꼬집기는 힘들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애들
의 행복을 위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게 체육 교사의 역할이 아닌가…… 

(고 교사-1차 심층면담)

지향하는 혁신 철학이 저에겐 잘 맞았고. 결국에는 교사가 행복해야 학교가 행
복하고 교육이 잘 이뤄진다고 본다면…… (중략) …… 교직 생활을 하면서도 아
이들이 무엇을 느끼는 가 무엇을 배우는가를 생각해보면, 그 사람을 온전히 배
운다고 보는 거예요.

(이 교사-1차 심층면담)

나. 사회적 책임감 

성장단계 체육교사가 가진 사회적 책임감이란 전문적 정체성은 ‘학생 

변화의 믿음으로’, ‘학교를 넘어 사회로’, ‘나에게 주어진 기대’라

는 세 가지 코드로 정리되었다. 사회적 책임감의 세 코드는 학생을 가르

치는 교사로서 학생에게로 향하는 것이 첫 번째, 교사인 스스로에게 향

하는 것이 두 번째, 그리고 학교 밖을 넘어 사회 속으로 책임감을 가지

고 행동하는 세 번째로 구분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가진 사회적 책임

감은 단순히 내가 하는 일이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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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었다. 학생 개개인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을 변화시킨 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활

동까지로 이어나갈 것이라는 책임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 학생 변화의 믿음으로

스승과 제자로 만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학생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킨다는 것은 그들의 책임감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만난 

학창시절의 선생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만나는 학생들도 나

를 기억할 것이라는 사실은 크나큰 책임감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선생님을 통해 자신이 변화했듯이 그리고 지금 체육교사의 길로 이

끌어 주었듯이 그 기억이 긍정적인 모습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모습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학생이 교사와 그 수업을 통해 

변화한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그것을 책임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내 수업이 변화를 이끈다는 믿음’, ‘체육수업은 변화를 이끄는 희

망’,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로 학생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로서 

그들이 학생의 변화를 통해 느끼는 사회적 책임감을 파악할 수 있다. 

내 수업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조금이라도 되게… 모든 사람이 내가 수업을 하는데 이만큼의 그걸(손으로 큰 
동작을 그리며) 다 달라지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몇에게는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김 교사-2차 심층면담)

진짜 선생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한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고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중략) 그렇게 겪어보면서 진짜 교
사가 중요하구나… 나도 반성을 많이 하지.

(윤 교사-2차 심층면담)

2) 나에게 주어진 기대

연구 참여자들은 초임도 아니고 의욕이 없이 안일한 채 있는 교사도 

아니며 많은 경력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결정한 사람들도 아니다.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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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심사 속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성장시키고 있는 교사들이고 이들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기대가 매우 많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 많은 기대를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것은 단순히 월급을 받는 직업인이기 때문이 아니

었다. 다른 누구보다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사회적 책임감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슈퍼맨, 만능인으로의 기대 속 

나의 역할 고민’이란 코드로 정리된 그들의 언급 속에서는 분명 갈등도 

있지만 그 기대들을 수행해나가야만 한다는 교사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대의 체육교사는 말 그대로 만능인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렵
고 힘든 업무는 모두 체육교사의 몫이고, 학교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언제
나 체육교사들이 메우고 있지요. 

(윤 교사-개방형 설문)

학교 현장에서 체육교사의 역할이 점점 중추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이 보
이더라고요. 물론 학교에서 역할도 있고, 교사로서의 역할도 있는데. 일단 학교 
안에서는 체육교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안 돌아
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는 체육교사 한 명이 조금 이렇게 의식
을 가지고 활동한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지나고 
보니깐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게 비단 학교에서만이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흐
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체육교사가 대충하면 안 되겠
다……

(황 교사-2차 심층면담)

3) 학교를 넘어 사회로

성장단계 체육교사들의 관심사 그리고 하는 일은 점차 학교 밖까지 넓

어지고 있었다. 교육청을 통해 또는 연구회나 다른 기회들로 학교 밖 활

동을 하고 있었고 자신의 교육적 역할이 학교를 넘는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나의 역할을 학교 안으로 한정 짓지 않기’, ‘사회적으

로도 중요한 체육교사의 역할’, ‘공무원으로서 사회의 공적 이익을 추

구할 것’이라는 코드를 통해 모아졌다. 체육교사가 하는 역할은 학교 

안의 학생들을 넘어 지역사회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지역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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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대회를 운영하기도 하고 교육부 또는 연구회와 

함께 교육 자료를 구성하거나 과업들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학교 

밖 활동들은 그들에게 강제된 것은 아니었다. 체육교사의 역할을 학교 

안으로 한정 짓지 않고 사회로 향해야 한다는, 공적인 일을 수행하려고 

한다는 책임감이 그 근저에 존재하고 있었다.

가장 아이들이 운동을 어떻게 하고 체력수준이 어떻다는 걸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체육교사니까.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 (중략) …… 진짜 중요한 역
할은 체육교사가 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면 체육교사가 학교에서 체육
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체육교사의 역할을 좀 더 넓게 봐
야한다고 생각해.

(김 교사-2차 심층면담)

교사로 본다면 전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라는 게 공적인 일을 하라고 평생
을 보장해준 거잖아요. 그 말에 맞게 살고 싶어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
고 철저하게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그래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거고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때도 좀 덜 상처받는 사회가 될 것 같아요.

(이 교사-2차 심층면담)

다. 전문조직 활용

전문조직 활용이란 요소는 Hall(1968)의 연구 중 ‘Professional 

organization as reference’에 대한 해석으로 적용되었다. 영어 그대로 

해석하자면 자신의 행동 기준을 전문조직과 비교하여 결정한다는 것으로 

전문가라는 직업은 단순히 자신의 판단만이 아니라 전문조직을 그 실천

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장단계 체육교사에게 전문조

직이란 무엇일까? 연구 참여자들이 어떻게 전문조직을 활용하고 있는지 

물었을 때 그들의 대답은 교과연구회, 전문적학습공동체와 같은 공식적 

전문조직에 그치지 않았다. 교육이란 단순히 교과를 지도하는 것을 넘어

서는 일이며, 그 학생의 삶을 돌아봐야하는 일임으로 공식적 조직만이 

전부가 아니라 것이다. 따라서 전문조직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하기 보

다는 자신이 교육 실천을 위해서 전문조직이라 생각하는 집단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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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는 ‘일원이 되어 삶을 배우

기’, ‘관계로 실천하기’, ‘더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힘’이라는 코드

로 정리되었다. 그리고 각 코드는 결국 성장하는 체육교사로서 뿌리를 

내리는 배움, 연결되어 함께하는 것, 그리고 지지해주며 지속하는 것으

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 일원이 되어 삶을 배우기

연구 참여자들은 성장단계 체육교사이다. 이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넓

히고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의 중심에는 전문조직을 활용하는 과

정이 있었다. 특히 ‘교과연구회에서 배우는 체육교사의 일, 삶의 태

도’라는 코드와 ‘외부활동 참여로 시야 넓히기’라는 코드는 그들이 

체육교사로서 일원이 되어 삶을 배우는 것이었다. 그들은 전문조직을 통

해서 직접적으로 지식을 배우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보

다 전문조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삶의 모습을 배운다는 것에 중요

성을 두고 있었다.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전문가로서의 체육교

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전문조직 속에서 일원이 되어 배워나갈 수 

있던 것이다.

계속 연구회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경험했던, 그 소통했던 그런 공간, 모임들
에서 이미 *** 선생님이나 ### 선생님이나 이미 지금에 와서 많이 알려진 체
육선생님들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겠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하면 되겠
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황 교사-1차 심층면담)

그런 시야가 더 넓어졌죠. 하다보면 전체 제주도 체육이 그런 실정이라는 이런 
것들 어떻게 했는지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학교는 이렇게 하는 구나. 저런 
학교는 저렇게 운영하는구나. 다른 과목에서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고 교사-1차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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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로 실천하기

연구 참여자들의 다양한 교육 실천은 혼자 할 수 있는 아니었다. 모두 관

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는 ‘학교 밖 다양한 조직 속에서’, ‘학

교 안 함께하는 사람들과’라는 코드로 정리되었다. 학교 밖에서 연구 참여

자들은 다양한 조직 속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교과연구회는 물론이고, 전문

학습공동체, 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한 서포터즈, 각 연구 주제별 조직되는 

TF팀 등 다양한 조직 속에 소속되어 있다. 그들의 관심이 확장되고 영역을 

넓혀가는 것은 다양한 조직 속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외부활동을 통한 연구와 행사 진행도 중요하지만 실제 나의 수업을 진

행하는 것은 학교 안이다. 그리고 나의 수업일지라도 나만의 수업은 아

니었다. 그 또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위해 

교사 공동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나, 수업 친구라는 이름으로 함께 

수업을 구상하고 방법을 고민해가는 것,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을 배려하

며 수업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은 모두 전문 조직의 활용이란 요소 속

으로 포함될 수 있었다.

교외로 하면은…… (중략) 어떻게 보면 TF 팀들이 많아서 관내에 있는 좀 이
렇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그런 교육청에 업무를 많이 감당하고 있
고요. 예를 들어 운동부 점검이나 스포츠클럽대회 운영이랑 이런 뭔 계획부터 
해서 팀들이 있어요. 그런 서포터즈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체육중앙지
원단이라는… 작년부터 생겼죠. 작년에 생겨서 작년에는 시설개방 파트를 맡아
서 뭐 자료집도 만들었고… 올해는 그… 학교체육중앙지원단에 포털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자료를 탑재하는 연구위원을 하고. 교육과정 2015 개정되면서 
000 선생님하고 당시의 어떤 선생님, 박사님들 하고 성취 기준 개발하는 데도 
프로젝트 참여를 했었고. 성취기준 개발하고 교수학습자료 만드는 작업도 했었
고. 지역에서 꿈의 학교도 했었어요. 꿈의 자전거 학교라고… 지금 삼 년째 활
동을 하고 있고.

(황 교사-1차 심층면담)

저희 특별히 다섯 선생님이 수업 시간을 다 동일한 시간대에 맞췄어요. 교사 
공동교육과정 설계라고 교육청에 보고 하기도 했었는데. 그 아이디어가 생기는 
걸, 실천하는 거죠. 선생님들이 같이 쉬고 같이 하다보니까 애들이 무슨 불만
이 있는지를 금방 아는 거죠. 저가 알 때도 있고 00 샘이 알 때도 있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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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세워서 그 다음 수업에 들어와서 다섯 개 반이 같이 수업하니까, 애들 다 
모여라. 저번 수업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고민은 그 순간에 있는 거지 해결되지 않는 고민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다 
같이 하면 다 할 수 있다. 못할게 없구나. 심지어는 최근에는. 도덕 음악 영어
과 수업 3개를 체육관에 다 모았어요. 영어 쌤, 도덕 쌤, 음악 쌤 다 모여서 같
이 수업 하는 거예요.

(이 교사-1차 심층면담)

3) 더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힘

전문조직의 활용 속에서 그들은 더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적게

는 5년에서 많게는 8년이 넘는 교직 생활 속에서 이들은 학교의 흐름과 

문화에 적응하게 되었다. 이들이 그 속에서 정체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수업을 개선하고 새로운 연구에 참여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전문조직의 활용 속에 있었다. ‘정리하고 새롭게 돌아보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라는 코드로 정리된 그들의 이야기는 지속이란 

힘을 주는 것이었다. 교과연구회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

고 리프레시를 하게 된다거나 자신이 직접 발표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정리하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곳

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좋았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었다는 것들은 그들

에게 분명 전문조직의 활용이 주는 지속의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달에 한 번씩 워크숍을 하고 해서, 가서 주제를 잡고 테마를 잡고 돌아가면
서 연수를 해. 그러고 나서 수업 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 갔다 
오면 되게 리프레시 되는 거야. 

(윤 교사-2차 심층면담)

그리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선생님들, 동료 교사들을 만났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었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지속적으
로 계속 지금까지 왔던 것 같고… 아니었다면 나 힘들어 이러면서 하나씩 정리
한다든지, 아니면 뭐 중간에 직접 빵구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 됐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지금까지 온 거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동기가 있었지 
않았을까…… 

(황 교사-2차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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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서비스 정신 

연구 참여자들에게 서비스 정신에 관해 물었을 때 거부반응을 보이기

도 했다. 교육에 있어 서비스란 말은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서비스가 마치 호텔 로비에서 맞이하는 사람들처럼 느껴지고 교사

가 학생들에게 무조건 주기만 하는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이란 학생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며 그 속에서 함께 성장해나간다고 

생각한다는 관점에서 다시 돌려 생각했을 때에 결국 교사에게 서비스 정

신이란 학생을 위한 것이었다.

1) 학생을 위하여

그들은 수 없이 학생을 언급했다. 그들은 학생을 향하고 있었다. 수많

은 일을 하는 성장단계 체육교사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는 일들은 모두 학

생을 위한 것이었다. 목표도, 내용도, 대상도, 방법도, 그리고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법조차 학생을 향하고 있었다. 이는 각각 ‘수업의 목표는 

학생’, ‘눈 마마주침의 학생 중심 수업’,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

는 교사’, ‘학생의 행동 그 내면을 보려는 노력’, ‘학생을 성장시키

는 조력자’라는 코드로 표현되었다.

교사의 목표는 학생의 성장에 있다. 아주 당연한 말이라 생각할 수 있

지만 성장하고 있는 그래서 관심이 다양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넓히고 있

는 교사들에게서 그것이 들어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자신이 뛰어남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노력의 

목표에는 자기 자신이 아닌 학생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다. 

나에게 체육교과는 학생들의 행복이다. (중략) 체육교과는 학생들이 진정한 자
립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이 성장하여 훗날 스스로의 건강을 관리하고, 다양한 스포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교사-개방형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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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내용 또한 학생이었다. 수업의 내용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바

로 학생에게 달려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생을 온전히 이해하고 학생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수업 내용을 구성하고자 노력하는 마음은 그들에

게 큰 학생을 위한 서비스 정신이었다.

나의 체육 수업은 눈 마주침이다. 그 이유는 수업을 준비하고 실천하면서 한 
명, 한 명의 눈빛을 바라보고 모든 학생과 눈을 마주치고자 노력한다. 그래서 
오늘의 수업이 어떤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 되었는가 고민해본다. 그리고 오
늘의 주인공이 아니었던 학생들을 위해 다음 수업은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한
다. 

(이 교사-개방형 설문)

그들이 가르치는 대상은 학생이다. 당연하다. 하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학생은 한 명이 아니다. 수 백 명의 학생을 가르치면서 한 명을 가르치

는 것처럼 행동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명을 

가르치듯 수업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 서비스 정

신이었다. 개별화 교육이라는 말로는 표현하기 부족한 교사의 노력이었

다. 

나는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교사다. 체육 수업을 통해 배울 수 있
는 가치를 학생들의 기능수준이 다르다고 해서, 운동을 잘 못한다고 해서 배우
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 수준이 다르더라도 체육 교과에
서 추구하는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지도하는 교사
입니다.

(윤 교사-개방형 설문)

그러니까 서비스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극단적으로 뒤집자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 더 개별화의 요구를 맞춰줄 수 있는 교육과정 편제나 수업 내용
이나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게 되는 거죠.

(이 교사-2차 심층면담)

그들이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는 방법은 개별화 교육보다 더욱 더 들어

가 학생 개개인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었다. 성장단계 체육교사라 하고 

있지만 그들은 결국 선생이다. 학생의 마음을 보살피고 학생의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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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는 존재로서 학생의 외면적 행동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 학생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가진 것이다.

그래서 뭐 애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담배를 피거나 그랬을 때, 그런 행동 하
나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는 이제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냐? 비행행동을 하거나 그런 잘못된 행동들이나 뭐 그
런 것들을 이유를 먼저 봐야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게 따지고 들
어가 보면 다 상처가 있는 애들이거든, 상처가 다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표면적인 행동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처를 보는 
거지. 상처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윤 교사-2차 심층면담)

그리고 결국 그들은 서비스 정신을 학생을 중심으로 스스로를 인식하

는 것으로 까지 나아간다. 교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정

립하기에 앞서서 학생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에 맞춰 자신

의 모습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교사라는 자신의 모습을 결정하고 그것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학생을 중심으로 한 강한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발

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야. 일단 학생관. 교사가 어떤 존재냐를 정리하기에 
앞서서, 학생관을, 학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것에 대해 생각해봐
야 되는 것 같아.

(윤 교사-2차 심층면담)

마. 도덕적 사고 

다른 전문 분야에서 전문적 정체성으로서 도덕적 사고를 언급하는 것 

보다 교사에게 있어서 도덕적 사고의 중요성은 이미 더욱 중요하게 다뤄

지고 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어느 

교과에서나 어느 수준에서나 어떤 단계에서나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

다. 하지만 체육교사라는 것을 앞에 붙인다면 조금 느낌이 달라진다. 교

사에게 있어서 당연하던 것이 체육교사가 앞에 붙었을 뿐인데 그 느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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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달라진다. 성장단계 체육교사들의 모든 도덕적 사고에 대한 생각이 

통일 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교사로서 당연하게 도덕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체육교사로서 더욱 그것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

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었다.

1) 교사로서 당연하게, 체육교사로서 더욱

 세 가지 코드로 도덕적 사고의 전문적 정체성을 교사로서 당연하게, 

체육교사로서 더욱 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었다. ‘교사로서 당연하

게’, ‘고정관념을 넘기 위해 더욱 철저해야 하는 체육교사’, ‘스포

츠맨십이 체육교사에게로’라는 코드는 교사 중심적으로, 교과 교사로, 

교과 내용으로서 도덕적 사고를 바라봤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교사로서 도덕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건 교사에게도 교사가 아닌 사

람에게도 성장단계 교사에게도 초임 교사에게도 모두 같을 것이다.

도덕성 중요해~ (웃음) 어려워. 진짜 어려워. 나는… (웃음) 밤에 인적 드문 
횡단보도에서, 아… 거리가 이만큼 밖에 안 되는데 무단횡단 해 말아… (웃음) 
결국 하긴 하거든, 그럴 때 마다 자괴감이 들더라고. 고민하지. 그리고 쓰레기 
같은 것. 나는 거의 안 버려. 그런 것들인 것 같아. 교사니까 당연히. 
모델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뭐.

(윤 교사-2차 심층면담)

하지만 교과교사로서, 곧 체육교사로서 도덕적 사고를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 체육교사에게는 도덕적으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있음을 느끼고 

있다. 체육교사가 잘못한 것들에 있어서는 체육교사를 명확하게 드러내

는 것들이 과거부터 존재해왔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요즘 시대에 있

어서 더욱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감지하고 있다. 편협하고 부정적인 과

거의 고정관념이 점차 변하는 체육교사들로 인해서 사라지고 오히려 승

화되고 있다고 또한 생각하고 있었다. 

요즘… 보면 폭력교사하면 이상하게 체육교사 쪽만 더 걸고넘어지는 거 같아
요. 성추행 성희롱 교사하면 분명 타 교과 선생님이 만약에 한다면… 그냥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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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님 뭐 성희롱 성추행… 할 텐데 체육교사가 딱 하면 모모 체육교사 학교 폭
행, 성추행. 뭐 이런 게 굉장히 그런 식으로 뉴스나 신문이나 영화도 그런 쪽
의 제작해서 약간 몰고 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더 철저해야 
될 것 같아요 체육선생님이.

(고 교사-2차 심층면담)

물론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체육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아직 잔존해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협하고 부정적인 고정관념들
은 많이 사라졌고, 오히려 승화시켰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 교사-개방형 설문)

교사로서 당연하게, 그리고 체육교사가 가졌던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것 이상으로 체육교사로서 전문적 정체성으로서의 도덕적 사고는 교과의 

내용과 연관되기도 했다. 교과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기능 중심적인 

것에서 체육이 지닌 가치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건강, 도전, 경쟁, 표

현, 안전이라는 요소로서 더욱 강조되었다. 그저 말뿐인 전인교육이 아

니라 이를 가르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교육의 과정은 교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결국 도덕

적 사고라는 전문적 정체성 영역은 체육의 가치가 교사에게 내면화되어 

실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체육교사로 살면서 나 스스로 전인이 되어 간다는 느낌을 받는다. 교육의 최대 
수혜자가 교사라는 말에 공감하며, 나 스스로를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 교육활
동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좀 더 의욕이 생긴다. 그리고 배움의 과정이 어떤 
교과보다 행복하다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체육교과의 핵심가치로 생각해
보면 건강을 실천하며 음주와 흡연을 멀리하고, 도전을 위해 늘 나의 한계를 
점검한다. 경쟁은 이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표현은 
온몸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을 느끼게 한다. 안전을 위해 삶에서 직면하는 모든 
상황을 예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교사-개방형 설문)

바. 헌신적 태도 

헌신적 태도라는 전문적 정체성 요소는 Hamilton(2011)의 연구 중 

‘competency and a commitment to excellence in all domain of the 



- 105 -

profession’에 대한 부분이다. 전문직 모든 분야의 탁월성에 대한 헌신

과 역량이라는 말 대신에 헌신적 태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전문적 

정체성을 더욱 태도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연구 참

여자들은 헌신적 태도를 개인적인 ‘헌신적 노력’과 관계적인 ‘더 나

은 우리가 되기 위해’라는 코드로 보여주고 있었다. 결국 헌신적 태도

는 나에 대한 노력과 우리에 대한 노력으로 구분되어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 헌신적 노력

헌신적인 노력은 개인적 활동이다. 성장단계 체육교사에게 있어서 강

력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초임 시절의 어려움을 헌신적 노력으로 이겨내

고 실천해나가고 있는 성장단계 체육교사들은 ‘따라다니며 배우기’와 

‘헌신적 노력으로 수업과 내가 변화’라는 코드로 헌신적 노력을 설명

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초임시절의 어려움을 그리고 체육교사로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따라다니며 배우기 시

작했다. 그곳이 교과연구회이기도 했고 좋은 수업을 하고 있다는 체육교

사이기도 했고, 다양한 연수이기도 했다. 그들은 자신이 부족한 것, 배우

고 싶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직접 발로 뛰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은 

그들의 수업을 변화시켰고 더 나아가 그들 자체를 변화시켰다. 그리고 

그들이 체육수업에 가지던 관점은 변화했다.

그동안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보는데 집중하였다. 그리고 존경할만한 선생님들
은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배우고, 실천하고자 하였다. 오직 수업, 교육 얘기로만 
밤을 지새운 시간이 많았다.

(이 교사-개방형 설문)

그때부터 체육수업 어떻게 해야 되냐 엄청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주도 교육청 메신저라고 해서 그 중에서 메신저 한 통이 왔거든 요. 그… 수
업 활동에 관심 있는 선생들끼리 워크숍을 진행하니까 참석을 하시면 좋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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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그램을 딱 하루짜리 이렇게 보내 오셨더라고요. 이거 재밌겠다 싶어서 
바로. 이렇게 너무 가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냐. 연락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가서 참석하고, 그분한테 체육수업 뿐만 아니라 여러 가
지 업무 조언도 구하고 하면서…… 

(고 교사-1차 심층면담)

2) 더 나은 우리가 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노력은 자기 자신의 헌신적 노력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들 스스로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었다. 성장단계 체육교사는 이제 자

신의 영역을 확장하며 전문성을 높이고 있었고 그 헌신적 노력에는 다른 

주변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더 나은 

우리가 된다는 것은 ‘학생과의, 교사간의 관계로의 헌신’과 ‘후배들

에게 모범이 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이라는 코드로 정리

되었다.

교사들의 헌신적 태도가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먼저 닿는 것은 학생에

게 였다. 학생과의 관계를 고민하고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끊

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은 헌신의 한 장면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동료 

교사에게 였다. 동료교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하는 일의 범위를 

확장시키며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헌신적 노력의 태도였다.

모든 것의 시작은 관계야. 그렇잖아. 수업 제일 좋은 수업이 뭐지? 에 대한 정
답은 없어. 그 좋은 수업이라는 건 결국 관계에서 시작해. 결국 관계라는 게 
학생들하고 관계가 내가 호의를 베풀어 준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야. 학생이랑
은 그런 게 아니잖아. 좀 다른 차원의 관계야. 그래서 내가 고민을 많이 한 거
야.

(윤 교사-1차 심층면담)

교사라면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교사라면… 제가 이 전에 어떤 글에서도 
남겼는데, 학생하고 교사의 관계뿐만 아니고 교사와 교사와의 관계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교과라든지 타교과라든지 그 안에서 어떤 관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질 수도 있고. 또는 그
게 진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확장될 수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경험
을 했기 때문에 저 혼자 아등바등 한 번 하면 저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걸 조



- 107 -

금은 내려놓고. 주변을 좀 돌아보고 얘기도 많이 듣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
(황 교사-2차 심층면담)

헌신적 태도는 학생과 교사 간 관계로서의 헌신에서 한 발자국 더 나

아간다. 성장단계 체육교사들의 헌신적 태도는 후배들에게로 향한다. 이

제는 초임교사를 벗어나 후배들을 생기고 이들을 이끌어가야 할 책임감

을 느끼고 있다. 자신이 겪었던 힘들었던 부분이나 앞으로 변하고 발전

해야 할 체육교육을 위해서 후배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교사가 되길 

바란다고 하며 노력한 다는 것을 통해 이를 파악할 수 있다.

존경받는 교사, 모범이 되는 교사,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교사. 동료교사들에
게 모범이 되는…… (중략)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교육청 일도 하니까 후배들
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전화도 오고 메신저를 통하기도 
하고. 좀 우리가 모르면 고 선생님은 알거야. 그래서 더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일을 할 때 후배들이 뭔가 물어봐서 대답을 못하고 그런 선생님은 되지 말자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도와줄 수 있는… 그래야 후배 교사들도 이제 잘 이렇게 
빨리 업무 같은 거 그렇게 따라오면서 체육에 대한 인식을 좋게 긍정적으로 가
져오면… 얘네들도 뭔가 열심히 하나 하지 않을까.

(고 교사-2차 심층면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동료, 후배교사들에게 좋은 교사로 보일 수 있도록 앞으로
도 꾸준하게 수업을 실천하고 활동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황 교사-개방형 설문)

이제 지역에 있는 체육 선생님들 중에… 후배들에게 이제 이거 해라고 해야 하
는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나는 생각을 해. 나도 열심히 한창 일을 할 때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정체되어 있음 안 된다는 생각을 해. 우리 관내에 보면 전문
적학습공동체도 있지만 꿈의 학교라든지 자전거 학교라든지 거의 다 커뮤니티
들이야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이제 신규를 발령 받은 지 이제 2~3년 된 친
구들이 있어 그 친구들을 보면서 얼른 자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1년 뒤고 2
년 뒤에는 너희들이 이 일들을 맡았으면 좋겠다. 우리끼리만 이렇게 돌리고 있
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

(김 교사-2차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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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자율성

성장단계 체육교사들에게 자율성이라는 전문적 정체성 요소는 ‘자율

성이 있다’라는 말로 끝나지 않았다. 체육교사로서 가지고 있는 자율성

은 다른 교과에 비해 더욱 많이 부여되고 있으며 그 자율성을 어떻게 활

용하고 도전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었다. 보장된 자율성을 어떻게 활용

하는가, 그것으로 새로운 수업, 의미 있는 수업을 위해 활용하고 도전하

는지 그리고 그들이 체육교사로서 고정된 자율성을 어떻게 넘어서 새롭

게 도전하고 있는지가 전문적 측면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자율성이 보장되었다는 것은 실천을 의미한다.

1) 자율성의 활용과 도전

자율성을 활용하고 도전한다는 것은 두 가지 코드로 정리되었다. ‘체육

교과의 자율성은 100%’이라는 코드 속에서는 체육이라는 교과 특성을 중

심으로 자율성을 바라보았다. 체육이란 교과는 신체활동 가치를 지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다. 신체활동이라는 넓은 교과 범위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교사는 모든 자율성을 부여받고 자신의 수업을 구성할 수 있다. 

나는 거의 100% 자율성이 있었던 것 같아.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다 해. 
자율성. 근데 그건 상황에 따라 워낙 다양하니까. (중략) 발휘 해왔어. 수업도 
사실 내가 우리 학교 체육교육과정 자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초임 때부터 다 
반영을 해주셨거든. 내가 이렇게… 플라잉디스크가 없었었어. 꼭 해야 된다고 
하고 넣고 하니까 그러면서 좋은 효과를 항상 보니까 다 내 얘기를 들어주시고 
따라주시고 했지. 그래서 수업 좋은 아이디어 없냐고 맨날 물어보시고, 결국에 
내가 찾아서 알려드리면 그대로 수업 다 진행이 되고. 수업도……

(윤 교사-2차 심층면담)

자유도를 1부터 10까지 하는 거라면 나는 10이라고 할 것 같아. 특히 우리 학
교에서는 거의 10이야. 내가 제약을 받는 게 거의 없어. 내가 다음 학기에 수
업을 하고 싶은데 다른 선생님이 탐탁지 않아한다. 그럼 제가 저대로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이 모자라면 돈 더 주세요 하면서 요청할 수 있으
니까. 예산적 차원에서나 그런 차원에서 전혀 제약이 없어.

(김 교사-2차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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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자율성을 넘어 새롭게 도전하기’라는 코드에서는 보장된 자

율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도전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자율성

이 단순히 교과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성으로 보지 않고 업무를 맡

는 것에 대한 제한을 넘어서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교육 방법

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신과 신념에 대한 보장의 개념으로 확장되

는 것이다. 성장단계 체육교사들은 그동안의 교육경험과 외부활동들에 

참여하면서 점차 이러한 자율성을 도전으로 바꾸어 실행하고 있었다. 단

순히 자율성이 부여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자율성을 새로운 도

전으로 실행하였고, 그것이 내가 가진 신념으로부터 자율적으로 나온 것

임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아까도 얘기 했듯이 학교에서 체육교사의 역할들이 많아지고 다고 생각하거든
요. 근데 아직도 많아진다고 하지만 그런 노력에 비해서. 대부분에 부여되는 
보직이나 아니면 업무가 좀 제한적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 선생
님들을 보면 그런 제한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좀 다른 주요 역할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역량을 좀 키워나가려고 노
력하는 중이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능력이 있든 없든 막 여러 가지 사
업을 지원 해 보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교육과정이면 교육과정, 뭐 체육 파트
에서 어떤 사업이 이런 게 있으면, 어… 선정되든 안 되든 일단은 좀 질러보는 
스타일이어서. 어… 만약에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좀 그 쪽에 전문적으로 활동
하고 계신 선생님들한테도 좀 도움을 구하고, 때로는 뭐 직접 내가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시 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황 교사-2차 심층면담)

저는 지금 제 자율성은 점점 더 높아져 가지고, 지금 이 최상인거에요 사실은. 
점점 높아졌어요. 지금은 자율성에 구속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전문
성 하고, 사실 전문성과 일맥상통 하는 것 같아요. 교과전문성에 국한되지 않
고 학교 조직이나 여러 교육청 조직까지 한 번 경험해본 건 있잖아요. 완벽하
진 않지만.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이 되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는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
율성에서 중요한건 남의 평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나의 소신이 생긴 것 
같아요. 비난이나 미움이 그렇게 두려워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남이 좀 이
렇게 미워하거나 비판하더라도 내가 사는 방식 자체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일정 부분에서는 누군가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것 같아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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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점 점 더 자율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나태함이나 태만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진정한 노력으로써 자율성, 고민으로서의 자율성은 높아지고 
있고. 하고 싶은 어떤 교육활동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
는 능력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교사-2차 심층면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장단계 체육교사가 전문분야의 전문적 정체

성 요소를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지 알아보

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각 요소별로 제시되는 세부코드로 정리하

면 <표 16>과 같다.

전문분야의 요소 세부 코드

소명의식

건강하게 체육 속으로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 교사

나와 우리의 행복

사회적 책임감

학생 변화의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기대

학교를 넘어 사회로

전문조직 활용

일원이 되어 삶을 배우기

관계로 실천

더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힘

서비스정신 학생을 위하여

도덕적 사고 교사로서 당연하게, 체육교사로서 더욱

헌신적 태도
헌신적 노력

더 나은 우리가 되기 위해

자율성 활용과 도전

<표 16> 전문분야의 요소별 세부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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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더 발견되는 요소

지금까지 전문직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전문적 정체성 요소를 연구 참

여자들이 어떤 코드로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는 성장단계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의 모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

다.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전문적 정체성의 모습은 다른 전문직들

과의 공통적인 측면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이 전문적

이다, 전문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비교를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다른 전문직들의 삶에서 찾기 어려우나 그들의 

삶 속에서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것, 체육교사란 직업의 실천을 위해 중

요하게 여겨지는 것 또한 전문적 정체성이 될 수 있다.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이해’, ‘탁월함은 최고가 아니라 함께일 

때’, ‘내가 좋아하는 체육’, ‘워라밸 지키기’ 라는 코드로 정리된 

그들의 이야기는 성장하는 체육교사로서 그들이 가지는 태도이자 가치였

고 전문적 정체성이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17>과 같다.

NODE 1st CODE 2nd CODE

5-3-9, 7-3-11 체육수업에서 추구하는 것의 변화
변화하는 시대에 대
한 이해

6-2-8, 6-1-5 교과 경계는 사라지며 교육의 전문가로

1-2-6,7, 1-3-11, 4-3-9 교사에게 기대하는 것 달라졌다

7-1-2, 7-2-8, 6-3-3 좋은 수업이란 함께 만족할 때
탁월함은 최고가

아니라 함께일 때
5-3-6, 6-2-6 집단지성으로 함께

6-2-7, 4-3-8 서로를 인정하며 함께

6-1-9, 4-1-10 체육은 심장, 나를 살게 한다
내가 좋아하는 체육

5-1-11, 7-1-10 내가 좋아하는 체육을 가르칠 수 있어 행복

6-2-13, 4-3-7 가정에 충실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역 변경
워라밸 지키기

1-1-7, 5-1-8, 7-2-5 학교일과 가정에서 걱정하며 균형 잡기

<표 17> 성장단계 체육교사의 공통적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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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이해

‘현실 충격’ 신규 체육교사들은 현장과 만나며 기대하지 않았던 문

제들을 겪고 그 중에서 현실 충격이란 기대와 현실간의 괴리를 말한다

(Lawson, 1983). 그들의 이상 속의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이 말하

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을지 모른다. 아니 적어

도 그들이 학교를 다녔던 10여 년 전의 모습과 유사하길 바랐을지 모른

다. 하지만 그들이 만난 현장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다. 수업에서 요구

하는 것도, 학교의 모습도, 교사에게 기대하는 것도 달라졌다. 연구에 참

여한 성장단계 체육교사들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겪

은 매일의 경험들은 이제 ‘현실 충격’이 아니었고 ‘변화 이해’의 모

습이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체육수업에서 추구하는 것의 변화’, 

‘교과의 경계는 사라지며 교육의 전문가로’, ‘교사에게 기대하는 것

이 달라졌다’는 코드로 파악할 수 있었다.

체육 수업이라면 마땅히 달리고 뛰고 기술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그들

이 경험한 체육수업은 그랬고 당연히 체육수업이라면 그래야 했다. 하지

만 성장단계 체육교사들은 이제 그것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

었다. 축구공을 잘 차는 법, 허들을 잘 넘는 법 등은 그들이 알려줘야 

할 것의 일부분일 뿐이었다. 이제 체육수업에서 추구하는 것은 변화했다

는 것,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제 기능적인 것만 너무 추구해서는 체육교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능만 
중시하는 것은 이제 배드민턴 코치, 탁구 코치 같은 전문 선생님들이 있기 때
문에 그 분들이 전문적인 기술적적인 면을 해주시는 거고 저희 체육교사들은 
다양하게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인 걸 다양하게 고르게 아우를 수 있도록. 요즘 
교육과정 표현을 빌리자면 역량을 함양할 수 있게끔…… 

(고 교사-2차 심층면담)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역량 함양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성

장단계 체육교사들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역량을 어떻게 수업 시간에 

함양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다. 그것에 체육수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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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뜻하기도 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간 생각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연구에 참여한 성장단계 체육교사들은 학교 안에서의 경험 뿐 아니라 다

양한 방식으로 외부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작게는 교과연구회에서의 

수업연구였지만 더욱 큰 범위에서 교육청의 연구로 교육과정을 연구하거

나 교과서 작업도 했다. 이런 경험들 속에서 교과를 넘는 시야를 가질 

수 있었다. 체육교과 내에서 역량을 어떻게 함양해야하는가를 넘어 교육

과정이 추구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을 종합하여 이제 학교

에서 추구하는 것이 학생의 역량이라는 것, 그리고 역량을 추구한다는 

것은 점차 교과의 경계는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

과의 경계가 점차 사라져가면서 체육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의 대답으로 교육의 전문가가 되어야 함을 추구하고 있었다.

수업이라는 게 단순히 그동안 교과의 지식을 전달하는 측면에서 벗어나고 있다
고 본다면, 뭐 역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체육도 역량으로 본다
면 앞으로 교과의 구분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냥 활동하는 그 자체 속에서 뭔가를 배우고 있다고. 지금 자꾸 이게 희석이 
되면서, 교육과정 편제 자체도 공동의 영역이 점점 커지죠. 교과 영역이 줄어
들고 공동, 창의적 체험활동을 비롯한 자유학기제 영역이라는 이름으로 주제 
선택 이렇게. 공동의 영역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체육은 어떻게 
뭐 자존감을 발휘할까? 저는 이런데 별로 관심 없어요. 아이들이 진짜 배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제가 10년 뒤 20년 뒤에는 과연 체육교사로 불릴까도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교육자, 교육자지. 그 인생의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위
한 어떤 조력자, 선도자로서 역할을 해야겠다. 지금은 교과 체육교사라는 한정
된 큰 범주 안에서 가르쳐야 되지만, 사실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도 교과
에서 많이 할 수 있다고 교육과정 연구해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사, 교육자로 일단 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자.

(이 교사-1차 심층면담)

교육과정 적 측면이 아니더라도 교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했다는 

것 또한 느끼고 있었다. 예전 한 반에 60명이 있던 시기의 교사의 모습

과 이제는 2~30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예전에 자신이 배워왔던 



- 114 -

방식을 고수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시대에 변화에 발 맞춰 자신의 모습

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교사 전체에게. 교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송두리째 변하고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과거의 그런 교사는 살아남을 수 없어. 기존에 지식 전달이나 통제적이
거나 그런 교사들은…… (중략) 이제는 학교의 역할, 교사의 역할 자체가 변해
야 된다. 사실 시대가 요구해. 교사가 뭘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역할도 달라지
는 것 같아. 더 이상 지식 위주의 학교도 아니잖아. 다 이제 시험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는 거지. 

(윤 교사-1차 심층면담)

2) 탁월함은 최고가 아니라 함께일 때

현실의 충격 속에 남겨진 초임 체육교사들은 그들의 열정과 경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해나간다. 열정은 높은 자율성과 함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성

장의 과정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한 그들은 돋보이고 있었다. 수업은 

색달랐고, 연구회에서는 발표도 했고, 연구를 참여하며 상장·위촉장이 

날아오기도 했고, 불러주는 곳들도 생겼다. 그들은 뛰어난 교사로 인정

받고 있었다. 하지만 성장이라는 과정에서 그들은 그들의 탁월함만을 지

향하지 않았다. 분명 탁월함을 느낀 순간도 있었지만 성장의 과정에서 

그들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은 ‘좋은 수

업이란 함께 만족할 때’, ‘집단 지성으로 함께’, ‘서로를 인정하며 

함께’이란 코드로 정리되었다.

수업은 체육교사에게 기본이었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체육교사로서 

그리고 체육을 가르치는 전문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개선하는 것은 수업이었다. 그리고 성장의 과정을 거치며 조금씩 

뒤돌아볼 여유가 생겼을 때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수업을 개선하겠다고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함께하는 

동료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했다. 나의 노력이 다른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나만의 노력으로 그쳤을 때 그것은 좋은 수업이라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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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깨달았다. 좋은 수업이란 나와 학생들 뿐 아니라 동료교사들과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수업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예전엔 약간 혼자만의 그런 거 같아요. 다른 사람, 다른 동료도 생각지 않고 
책에 서 말하는 교사다운 모습들. 학생… 학생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해야 된
다 했을 때 그런 개인적인 것만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고 교사-2차 심층면담)

좋은 체육수업이라는 것은 나만의 만족하는 수업이 아닌 학생 그리고 동료교사
들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나 
혼자만 독단적인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모든 인적요소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하여 체육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 교사-개방형 설문)

결국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수업을 열심히 하는 것과, 또는 개인의 발전, 
전문성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최고일 필요는 없다. 어느 정
도 수준에서 남들과 어깨를 맞춰서 같이 갈 수 있는 것들 고민하지 않으면 아무
리 열심히 해도 결국에는 외로운 나 자신과의 싸움 밖에 안 되지, 실제로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세상에 기여할 수 없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교사-2차 심층 면담)

교사는 전문가로서 학습공동체 안에서 평생에 걸쳐 실천적 지식을 생

성하고 반성적으로 실천하도록 요청된다(곽영순 외, 2013). 실천적 지식

의 모습은 예비교사교육처럼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전문적인 것을 전수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고 수업을 개선하는 집단

지성이 실천적 지식이었다. 결과 2번에서는 성장단계 체육교사들은 ‘일

원이 되어 삶을 배운다’는 코드로 전문조직을 활용하고 있다고 정리했

다. ‘집단지성으로 함께’라는 코드는 위와 유사하게 생각할 수 도 있

지만 그 초점을 배움에서 함께로 옮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사공동체

와 같은 전문 집단 속에서 있음으로써 전문적인 것을 전수하고 전수 받

는 것이 아니라 ‘함께’라는 의식 속에서 같이 발전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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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것을 전수해주는 게 아니라 체육교사 개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
든. 집단지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 나 하나는 힘든데 둘이서 이야기하고 
셋이서 이야기 하면은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되게 큰 것 같아. 다들 전문가
들이라. 이게 지역 내에서 이런 커뮤니티들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김 교사-2차 심층면담)

경쟁하는 것은 성과를 높인다. 열심히 노력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뛰어남을 증명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활동일지 모른다. 그래서인지 합

리적 교원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연구(정영수, 2009)와 같이 교사들의 전문

성 재고를 위해 경쟁을 위한 연구들이 나와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성장단

계 체육교사들은 그들의 전문성을 다른 교사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분명히 수업을 제대로 하

지 않는 체육교사들을 걱정하고 있었고 자신의 수업을 개선하는 것에 관

심을 가져 노력하는 교사들이다. 하지만 그들의 성장의 과정을 통해 그들

은 변화를 겪고 있다. 완전히 변화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지향점이 

생겼다고 할 수도 있겠다. 교직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배움을 이끌고 사회

를 성숙시키는 일이자 하나의 삶이라 인식한다. 삶은 누군가가 뛰어나거나 

그 뛰어남을 증명하는 과정이 아님을, 대신에 잘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중요함을 말한다. 결국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 함께 잘할 수 있도록 서로를 인정하며 함께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 노력의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 노력의 크기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
요. 교직 생활은 평생 하는 거니까요. 어떨 땐 열심히 했지만 오늘 내가 본 순
간에는 열심히 안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은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배격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집단의 시너지는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나는 나대로… 저도 뭐 그래서 파이팅 하자는 느낌
으로 많은 강의를 하고 다녔지만 또 그 역할을 다른 사람도 하게 되고. 선순환 
구조를…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조들을 순환하고 경험하게 하
는 것들에 스펙트럼을 넓히면 넓힐수록 체육 교과로만 본다면… 체육교사들의 
집단지성의 어… 실천력들은 더 높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중략) 
그 어떤 중요한 순간을 제외한 모든 그 시간들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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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 이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증명하는데 여러 시간을 쏟을 필요가 있는가? 
뭐 그런 고민들이 제 교직 생활에 많은 영향을 계속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교사-1차 심층면담)
3) 내가 좋아하는 체육

성장단계 체육교사이기 때문이 아닐 것이다. 체육교사라면 아마 모두 그럴 

것이다. 연구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그럴 것이다. 아

니 모든 교사들이 그럴지도 모른다. 자신의 교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은 너무도 중요해서 빼놓을 수 없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삶 속에서 내가 좋

아하는 체육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잘 가르치고 싶

다는 것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이를 ‘내가 좋아하는 체육을 가르칠 수 있어 

행복’, ‘체육은 심장, 나를 살게한다’라는 코드로 정리할 수 있었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의 어린 시절에는 체육이 강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학생선수의 경험이 있거나, 친구들과 팀을 만들어 대회에 나갔거나 그들의 

기억 속에서 그 순간들은 빛나고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순간들을 전달해줄 수 있는 자리에 왔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행복이었다. 개방

형 설문을 통해서 연구 참여자들은 ‘나에게 체육교과는 (   ) 이다’라는 

질문에 답했다. 서로 다른 답을 이야기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체육, 내가 존

재하게 된 이유인 체육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나에게 체육교과는 ‘복’이다. 남들은 없는 시간 쪼개서 운동해야 하는 데 나는 
축구하고, 농구하고, 배드민턴 치고, 달리는 게 일이다. 물론 그걸 가르치는 게 
일인데 내 적성에 딱 맞는 것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으니 참 복이다……

(김 교사-개방형 설문)

나에게 체육교과는 ‘소금’이다. 세상의 물질 중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
가 바로 소금입니다. 그 만큼 저에게 있어서 체육교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
가 경험했던 체육교과도 그러했고, 앞으로 내가 경험시켜 줄 체육교과 역시 소
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 교사-개방형 설문)

나에게 체육교과는 ‘심장’이다. 심장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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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뛰는 이유는 심장을 위한 일이 아니다. 온몸을 살아가게 한다. 체육이라는 
심장으로 온 세상의 교육을 살아가게 한다. 

(이 교사-개방형 설문)

4) 워라밸 지키기

연구자로 성장하고 있는 체육교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을까 궁금했다. 학교 안에서 자신이 맡은 수업

과 업무만으로도 쉬운 게 아닌데, 학교 밖에서 역할을 맡아서 활동을 하

기도 하고 연구와 공부를 지속하고 있기도 했다. 그리고 다른 전문분야

의 전문적 정체성 요소와 비교할 때 헌신적 태도라는 요소로서 ‘나’와 

‘우리’라는 의미로 활용한다는 것으로 그 부분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에게 헌신적 태도는 스스로 당연한 것이었고, 우리를 위

해 꼭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헌신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들의 노력이 당연히 

진행되는 것은 아니었다. 연구에 참여한 5명 모두에게 자신의 헌신에 대

한 그만큼의 어려움이 존재했다. 모두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었다. 체육

교사로서 전문인의 삶이 있을 뿐 아니라 가정에서 개인의 삶은 너무나 

중요했다. 그들의 헌신 뒤에는 직업인으로서의 나와 개인의 나 사이의 

균형을 지키려는 노력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

고 그것은 ‘학교일로 가정 소홀해지지 않게 균형 잡기’, ‘가정에 충

실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역 변경’이라는 코드로 정리되었다.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나와 학교일에 매진하는 나의 사이에서 서로 

소홀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

고 있었다. 가정과 학교에서 모두 소홀해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

는 참여자도 있었고 가정과 학교에서 그리고 학교 밖의 일들을 너무 많

이 하다 보니 어려워서 이제는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교사도 있었다. 이들 모두에게 가정과 학교에서의 균형은 중요한 

요소였고 헌신을 지속하기 위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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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매일 정시에 퇴근하여 퇴근 이후의 시간은 대부분 집에서 자녀들과 함
께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말, 방학 등 시간이 있을 때 언제나 가족
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일에 보다 매진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발전
과 성장을 위해 가정에는 전보다 소홀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마저도 이
전보다 더 노력하여 가정에도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윤 교사-개방형 설문)

나는 ‘지쳐있는’ 교사다. 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쳤다. 세상에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 2017년에는 학교일도 많았고 대학원도 다녀야 했
고, 참석해야 하는 자리도 많았고, 기획해야 하는 것도 많았고, 애도 둘이나 생
겼고, 자식 노릇도 해야 하고… 온전히 가르치는 일만 하기에는 너무 버거웠다.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겠지.’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좀 버려야겠다.’라는 생
각이 매일 들었다. 그래서 2018년에는 많이 내려놓기로 했다.

(김 교사-개방형 설문)

실제로 가정과 학교에서의 갈등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새로운 방법을 선택한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학교를 

옮겨야 하는 시기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더욱 넓혀가는 것도 중요하

지만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 그

리고 가정에 더 많이 신경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을 옮기

는 것을 선택했다. 지역을 옮긴다는 것은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환

경으로 주변을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고 집과 학교를 가까이에 

위치시켜서 자신이 가정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기도 

했다. 그동안 지역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던 연구 참여자들이 지

역자체를 옮기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학교 자체에서 하는 일의 

변화는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지역 내에서 함께 연구하던 사람들과 멀어

진다는 것은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옮긴다는 것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욱 자신의 일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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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옮기는 건 가정적인… 가정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사실 가정이 먼저 안
정이 돼야. 그래야지 뭐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
아서, 일단은 아내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얘기했거든요. 부부교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 내가 이런 활동에 대해서 이해를 해 줄 수 있고. (중략) 아내에게 
이런 모습들 속에서 안정을 좀 취 안정적인 포지션 좀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옮기게 됐고……

(황 교사-2차 심층면담)

 그래서 제가 도간 내신 내는 게 그런 총제적인 고민의 해결을 위한 거예요. 
애들 은 키워야 돼. 열심히 할 시간은 없어. 애들은 계속 자라고 있고. 제가 어
렸을 때 자랐듯이 좋은 어른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데, 맞벌이 하다보
면 애들이 방치돼요. 그래서 본가로 들어가는 거죠. 본가가 충주에 있고 부모
님도 저도 이제 같이 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 교사-1차 심층면담)

위의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워라밸 지키기’라는 말로 코드화했다. 

워라밸이란 일과 삶의 균형1)이란 영어 표현(Work and Life Balance)의 

준말이다. 높은 업무 강도와 잦은 야근 등으로 개인의 삶이 없어진 현대

사회에서 개인적인 삶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는 

‘워라밸’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됐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7년 

7월 워라밸 제고를 위해 ‘일·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

무혁신 10대 제안’을 발간하면서 워라밸 점수를 제시해 점수가 높은 중

소기업을 평가해 ‘2017 워라밸 실천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고용노동

부, 2017). 성장단계 교사들은 자신의 열정과 다양한 분야의 관심으로 자

신의 역할을 확장시켜나가는 교사들이다. 이들이 하는 수많은 일 사이에

서 워라밸은 현재 모습이 아닌 앞으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꼭 이뤄

야 할 방향이자 자신과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 말해지고 있다.

1) 개인의 일(Work)과 생활(Life)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원래 일하는 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한정되어 사용되다가 노동관(勞動觀)
의 변화와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를 배경으로 남녀, 기혼·미혼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
를 대상으로 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HRD 용어사전, 2010. 9. 6., ㈜중앙경제)



- 121 -

3. 성장단계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 모형

정체성 분석렌즈를 통해 재구성된 연구 참여자들의 정체성은 결과 1번

에서 개인별 내러티브로 제시되었다. 결과 2번에서는 전문직들의 전문적 

정체성 요소를 연구 참여자들이 어떻게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그

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에 대답하고자 한다. 그래서, 성장단계 체육교사

의 전문적 정체성이 어떠한 모습인가?

가. 구성 원리

다시 정체성 분석렌즈로 돌아가 보자. 다양한 자아를 중심으로 구성된 

정체성은 Helms(1998)의 구성요소를 활용하고 Rodgers와 Scott(2008) 등

이 제시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정체성 분석렌즈를 구성했다. 정체성이라

는 이름 속에 있는 신념과 믿음, 미래상, 행동, 제도·문화·사회적 기대

의 네 가지 요소가 생애 단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연구 참여자들

의 생애를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제시한 렌즈로는 전문직으로서 체육교

사의 정체성이 명확히 표현되기 어려웠다.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체육교사로서의 전문적 측면이 강조되는 새로운 형태가 필요했다. 따라

서 새로운 모형에 대한 구성 원리를 요소적 측면과 형태적 측면으로 나

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요소적 측면이다. 전문적 정체성은 세부적 자아들이 존재한

다. 각 세부적 자아들은 서로 역동적으로 경쟁하고 조화하며 전문적 정체

성을 형성한다. 하지만 기존에 정체성 분석렌즈에서 제시된 요소들은 명확

하게 경쟁하고 조화하는 자아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 Beijaard, Meijer

와 Verloop(2004)의 연구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로 정체성과 자아 개념이 불

명확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제시한 것을 배경으로 더 명확하게 자아를 드

러내기 위해서 각 요소를 ‘나’라는 표현이 들어가도록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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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신념은 ‘나의 사명’으로 수정되었다. 나라는 사람의 가장 핵심

적이고 중요한 믿음으로서 내 안에서 쉽게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채 남아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는 개인의 성격이나 특징과는 다르다. 스

스로 전문직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사람이며 어때야만 하는지를 

말한다.

미래상은 ‘꿈꾸는 나’로 수정되었다. 전문직으로 인정받더라도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활동은 시간에 따라 계속 변화한다.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인이 되고 싶은지, 직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어떤 식으로 발

휘하고자 하는지를 나타낸다. 더하여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것 뿐 아니라 전문가로서 체육교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

한다. 성장 단계의 교사로서 나를 넘어서 우리가 함께 지향해야 할 바를 

포함하는 자아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행동은 ‘함께하는 나’로 수정되었다. 전문가로서 체육교사는 자신의 

행동을 전문 집단 속 관계로 실천하고 있었다. 나라는 개인의 행동은 전

문 집단이라는 행동의 준거를 바탕으로 한다. 또한 많은 활동들은 단순

히 행동 준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사들과 함께 실천하

고 지속하고 있었다. 따라서 모든 행동과 실천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

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함께하는 나라는 자아를 드러내었다.

제도·문화·사회적 기대는 ‘기대 받는 나’로 수정되었다. 전문직으

로서 체육교사는 정말 많은 자율성이 부여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자

율성은 사회적 압력을 가진 자율성이었다. 제도, 문화, 사회적으로 체육

교사라는 전문직이 수행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다양한 요구가 존재하고 있

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외면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외적인 요구를 

내면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자아로서 표현되어야 했다.

두 번째는 형태적 측면이다. 정체성 분석렌즈에서 제시한 요소들 간의 

관계는 신념과 믿음을 중심으로 한다. 제도·문화·사회적 환경과 행동

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각각이 신념과 믿음에 관계를 가진다. 미래

상은 독립적으로 신념과 믿음에 강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는 점차 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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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변해간다는 방향성을 가진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에게 드러난 

모습은 분석렌즈의 관계와는 조금 달랐다. 각 세부적 자아는 완벽히 구

분될 수 없을 정도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었다. ‘나’라는 이

름으로 표현된 것 과 같이 각 요소들은 분석을 위한 구분일 뿐 모두 그 

개인을 뜻한다. 따라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상황과 시간에 따라 어느 

부분의 자아가 크게 드러나기도, 작게 드러나기도 한다. 따라서 각 요소

를 삼각형 형태가 아닌 원형으로, 그리고 그 내부는 서로 돌고 있는 모

습으로 표현했다. 

나의 사명은 어느 곳에서든 핵심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중심을 

잡고 있다. 그리고 꿈꾸는 나, 기대 받는 나, 함께하는 나는 서로가 관계

를 맺으며 돌고 있다. 원형이지만 원형이 아니다. 어느 순간에는 꿈꾸는 

나의 크기가 커져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기대 받는 나에 

의해 다른 모든 것들이 변할 수 도 있다.

따라서 <그림 9>와 같은 모형을 활용해서 성장단계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이름을 “체육교사 전문적 정체성 

모형: PE Teacher Identity Hurricane”이라고 부르려 한다. 

Korthagen(2004)은 교사 교육에 대한 연구에서 교사 변화의 단계로 

“the onion – a model of levels of change”을 제시했다. 양파로 표현

하여 변화의 단계를 쉽게 이해시켰던 그의 모델과 같이 전문적 정체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자 했다. 전문적 정체성이란 마치 태풍

과 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전문가로서 직업에 가진 사명은 태풍

의 눈에서 그 중심을 잡고 있다. 그리고 함께하고, 꿈꾸고, 기대 받는 나

는 서로 조화하고 경쟁하며 크기를 결정하기도, 방향을 만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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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체육교사 전문적 정체성 모형 : PE Teacher Identity Hurricane

이러한 모형은 <표 18>과 같은 분석의 결과로 구성되었다. <표 15>에

서 제시했던 전문분야 전문적 정체성 요소에 대한 귀납적 범주분석과 

<표 17>에서 제시했던 성장단계 체육교사에게서 드러나는 공통적 측면은 

<표 18>과 같이 정리되었다.

‘Paralysis by analysis’란 표현이 있다. 너무 세부적인 분석으로 사고

가 마비되는 것을 뜻한다. 수많은 질적 자료를 귀납적 범주분석 한 본 

연구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경영 분야의 Langley(1995)는 분석의 

목적을 4가지로 범주화했다. 정보를 제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끌고, 

의사결정을 위한 방향과 통제를 유도하고, 상징을 통해 주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조차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

구의 결과가 분석을 통해 사고를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분석을 통해 의미를 가지는 

최소한의 단위인 단어로 내용을 구성했다. 전문적 정체성의 요소로서 가

진 자아의 모습은 세 가지 단어로 상징되었다. 이는 정보를 제공하여 전

문적 정체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 이후 논의의 방향을 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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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징된 내용이 곡해(曲解)되지 않도록 그것이 어떤 자료

를 통해서 어떻게 범주화 되었고 그것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구체적으

로 설명해야만 한다. 따라서 전문적 정체성의 요소를 중심으로 어떤 세부

요소들이 구성되었고 그것이 어떤 코드로부터 왔는지 <표 18>로 제시하

고자 한다.

코드 세부요소 전문적 정체성 요소

학생 변화의 믿음으로
학생중심

나의 사명

학생을 위하여

헌신적 노력
헌신

활용과 도전

건강하게 체육 속으로
체육사랑

내가 좋아하는 체육

탁월함은 최고가 아니라 함께 일 때
더불어

꿈꾸는 나

더 나은 우리가 되기 위해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 교사 역량

나와 우리의 행복
행복

워라밸 지키기

일원이 되어 삶을 배우기 배움

함께하는 나관계로 실천 실천

더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힘 지속

변화하는 시대 이해
변화

기대 받는 나
학교를 넘어 사회로

나에게 주어진 기대 슈퍼맨

교사로서 당연하게, 체육교사로서 더욱 도덕성

<표 18> 성장단계 체육교사 전문적 정체성의 요소별 세부요소와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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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나의 사명

개인의 특징과는 다르다. 본성적 성품, 성향과는 다르게 성장단계 체육

교사로서 가지는 내적 신념을 뜻한다. 나는 체육교사로서 이런 사람이

고, 이래야 한다는 생각들은 ‘나의 사명’이라는 요소 속에 세 가지 세

부요소로 모였다. ‘학생 중심’, ‘헌신’, ‘체육사랑’은 연구 참여자

들이 가진 나의 사명이었다. 

 ‘학생 중심’이란 세부요소는 사회적 책임감 중 ‘학생변화의 믿음으

로’라는 코드와 서비스 정신의 ‘학생을 위하여’라는 코드로부터 도출

되었다. 결국은 학생을 위한 것이었다. 다양한 일을 하고 자신의 전문성

을 개발시키려는 노력의 끝에는 항상 학생이 있었다. 나의 수업이 학생

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의 교육서비스 제공은 모두 학생을 

위한다는 것은 그들이 사명으로 학생을 가운데 두고 있음을 알게 했다.

학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교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학생 중심이란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체육교사이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교사이기 때문에, 학

생을 지도하는 스승이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 학생이 중심되고 있다는 것

으로 생각한다. 물론 안정이나 원숙의 단계에 있는 교사들에게는 학생 중

심이라는 내적 요인보다는 자신의 승진이나 은퇴 준비와 같은 것이 세부

요소로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이두영, 2009; 조우연, 2012).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이 가진 ‘학생의 변화의 믿음을 가지고 학생을 위하여 행동하는 

학생 중심의 교사’라는 사명은 성장을 이끄는 내적 인식일 수 있다.

‘헌신’이란 세부요소는 헌신적 태도의 ‘헌신적 노력’이라는 코드

와 자율성의 ‘활용과 도전’이라는 코드로부터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

자들은 교사로서 내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여러 곳을 다니며 배우고 노

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업과 내가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 그것의 바탕은 자신이 가진 자율성을 100%로 활용하기 위

한 헌신에 있다고 생각한다. ‘헌신적으로 수업과 나의 변화를 위해 노

력하고 내가 가진 자율성을 활용하고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교사’라는 

사명은 체육교과의 특징을 바탕으로 성장을 지속하게 하는 내적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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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이는 정광희, 박상완, 김병찬(2008)의 헌신적 교사의 특성을 

개인 차원, 조직 차원, 과업수행 차원으로 구분한 것과 연관하여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헌신적 노력은 개인 차원으로, 자율성의 활용과 도전은 

과업수행의 차원에서의 헌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후 연구 

참여자들의 주요한 자아로 드러난 함께하는 나에서 조직 차원의 헌신을 

발견할 수 있다. 

‘체육사랑’이란 세부요소는 소명의식 중 ‘건강하게 체육 속으로’

와 공통적으로 드러났던 ‘내가 좋아하는 체육’이라는 코드로부터 도출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체육교사로서 학생들을 건강한 삶을 위하여 체

육을 소개하고 삶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체육이란 심장을 가진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체육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그

들의 모습은 ‘건강하게 학생들을 체육 속으로 안내하고 내가 너무도 좋

아하는 체육을 가르칠 수 있어 행복한 교사’라는 사명으로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세부요소들로 자신의 사명을 구분하여 표현했다. 하지만 

세 가지 세부요소는 개인의 내부 속에서 각 세부요소들 간에도, 다른 요

소 속 세부요소들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연결된 나의 사명은 전문적 정체성의 핵심이 되어 중심을 잡는다. 

다. 꿈꾸는 나

연구 참여자들은 성장 속에 있으며 그 단계를 지속하거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자신의 미래를 꿈꾼다. 외부적 상황이 변했고 자신의 경험과 위치

가 변했다. 변화는 꿈꾸는 나의 모습을 혼란 속에 두기도 하고 명확하지 않

게 만들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더불어’, ‘역량’, ‘행복’이라는 세 

가지 세부요소는 혼란 속에 발견되는 미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미래가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마치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단어들이 때로는 

체육교사로서 전문적 정체성과 만나며 부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더불어’란 세부요소는 헌신적 태도 중 ‘더 나은 우리가 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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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 공통적으로 드러났던 ‘탁월함은 최고가 아니라 함께일 때’란 

코드로부터 도출되었다. 결국 같이 가기를 꿈꾼다.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낀다. 또는 나 혼자 잘한다고 자랑하는 것이 주변을 불편하

게 함을 알기도 한다. ‘나만의 전문성이 아니라 체육교사 모두가 더불

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나’라는 것은 ‘더불어’란 단어로 정리되었다.

‘역량’이란 세부요소는 소명의식 중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 교사’

로부터 도출되었다. ‘체육으로 학생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사가 되

고자 하는 나’라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제 체육

만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더욱 체육수업의 목적을 역량

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Tao & Gao(2017)은 교육과정 개정이 교사의 정

체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개념화했다. 이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2015개정 교육과정은 역량이란 개념을 제시했고 현장에서 노

력하는 성장단계 체육교사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역량이 체육수업의 목

표가 되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그들의 지향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것은 전문적 정체성으로 내면화되고 있다.

‘행복’이란 세부요소는 소명의식 중 ‘나와 우리의 행복’이란 코드

와 공통적으로 드러난 ‘워라밸 지키기’라는 코드로부터 도출되었다. 

‘나 뿐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학생, 동료, 후배들이 함께 행복하길 바

라며 가정과 일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는 나’라

는 의미는 행복을 지향하는 성장단계 체육교사의 모습을 나타낸다. 행복

이라는 단어는 전문적 정체성에서 긍정적인 역할만을 하지는 않았다. 성

장단계 체육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을 개선시키고, 전문성을 쌓으며 발현

하는 과정은 분명 행복이었다. 하지만 체육교사로서의 삶을 넘어 개인의 

삶으로 보았을 때는 갈등의 부분이기도 했다. 첫 번째로 함께하는 사람

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실천은 주변 동료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마치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힘쓴

다고 느끼기도 했다. 앞으로 같이 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행복을 지향

하는 그들의 정체성이었다. 두 번째로 개인적 삶에 대한 이야기였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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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참여한 성장단계 체육교사들은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고 있었

다. 그들에게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일이기도 했다.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다는 것은 그만

큼 행복하지 못한 일이었다. 체육교사로서 자신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일에서 양립할 수 있어야 함을 이해하고 있었

다. 행복을 지향하기 위해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 또한 그들

이 지향하는 정체성이었다. 행복에 대한 정체성은 다른 세부요소들 보다 

그들이 성장단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무조건적인 노력을 해

왔던 그들이, 이제 가정을 형성하고 아이를 키우게 된 그들이 새롭게 지

향해야 할 정체성으로 행복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관경, 최두진 & 류밍위에(2017)는 행복의 선순환을 낳는 교사의 역

할 8가지를 제안했다. 그 중 첫 번째는 ‘상생과 자아실현의 배움터로 

전환시키는 의지와 열정을 가진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였다. 성장단계 

체육교사들의 꿈꾸는 나인 ‘함께, 역량, 행복’은 그들의 첫 번째 제안

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상생은 함께로, 자아실현은 역량으로 생각할 

수 있다. 결국 행복을 낳아 선순환 하려는 노력은 본 연구의 결과와 공

통점이라 할 수 있다. 

라. 함께하는 나

성장단계 체육교사들은 독립성, 자율성을 부여받았지만 독단적으로 행

동하지 않았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관계 속에 있었다. 다양한 종류의 

전문조직 속에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삶은 ‘배움’, ‘실천’, ‘지

속’이란 세부요소를 가진 나의 모습이었다. 

‘배움’이란 세부요소는 전문조직의 활용 중 ‘일원이 되어 삶을 배

우기’란 코드로부터 도출되었다. 함께함을 통해 성장단계 체육교사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어떤 태도로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고, 다양한 함

께함을 통해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교사 선발 과정은 예비

교사에게 수많은 것을 알기를 요구한다. 지식적 전문성이 매우 뛰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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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만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그만큼 지식적 전문성이 뛰어난 

것은 인정받았지만 체육교사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는 선발과정의 준비로 알 수 없다. 성장단계 체육교사들은 

그들의 정체성으로 함께하는 나를 가졌고 그 가운데 배움은 그들의 삶에 

대한 배움이었다. 결국 ‘함께함으로 체육교사로서의 일과 태도를 배우

고 넓은 시야를 가지도록 배우는 나’라는 의미였다. 성장단계 체육교사

들은 공동체로부터 배움을 지속하고 있었다. 교사학습공동체가 교사의 

학습과 전문성 신장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McLaughlin & Talbert, 2001). 성장단계 체육교사들은 공식적인 공동체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구성되는 조직이나 동료교사들의 관계 속에서 배

우고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전문성을 넘어 체육교사라는 전문직의 삶을 

배우는 전문적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했다. 

‘실천’이란 세부요소는 전문조직의 활용 중 ‘관계로 실천’이란 코

드로부터 도출되었다. 성장단계 체육교사들의 전문적 실천은 그 내용이 

수업이건, 자기계발이건, 연구건 상관없이 모두 관계 속에 있었다. ‘학

교 안팎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조직 속에서 함께 실천하는 나’라는 인식

은 전문직으로서 체육교사가 가진 업무의 특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자

신의 수업에 독립성을 보장받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수업을 준비하고 개

선하고 연구하는 과정은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구성해야 

한다는 전문적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Hall, 1968). 

‘지속’이란 세부요소는 전문조직의 활용 중 ‘더 지속할 수 있게 하

는 힘’으로부터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지치고 힘든 순간에 어려

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고민하며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관계 속에서 

얻었다. 또한 전문조직에서 자신의 사례를 발표하는 것은 나를 새롭게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이었고 좋은 사람들이 함께한다는 것은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힘이었다. ‘함께 하며 더 지속하고자 하는 나’라는 인식은 

지속적 전문성 개발(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의 관점

에서 이해될 수 있다. 지속적 전문성 개발은 ‘교사가 교직 생애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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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종사하는 일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관여하는 모든 종류의 활

동’이라는 의미(Day & Sachs, 2004)로 최근 스포츠교육학의 주된 연구 

분야가 되고 있다. ‘지속’은 이옥선 등(2017)이 체육교사의 효과적 지속

적 전문성 개발 조건으로 제시한 긍정적 유대관계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긍정적 유대관계가 효과적으로 전문성개발을 이끌며 이는 전문적 

정체성으로 받아들여져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개발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마. 기대 받는 나

전문가로서 체육교사는 기대 받고 있다. 성장단계 체육교사로서 자신

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이 나의 정체성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는 ‘변화’, ‘슈퍼맨’, ‘도덕성’이란 세 세부

요소의 나로 구성되었다. 전문적 정체성으로서 ‘기대 받는 나’는 완전

히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다. 외부에서 요청하는 모습을 자신의 내부적으

로 가지고와서 자신의 모습을 구성한 형태를 말한다.

‘변화’라는 세부요소는 공통적으로 드러난 ‘변화하는 시대 이해’

라는 코드와 사회적 책임감 중 ‘학교를 넘어 사회로’란 코드로부터 도

출되었다. 체육수업에서 추구하는 것이 달라졌으며 점차 교과의 경계를 

가진 형태가 아니라 교육의 전문가로서 교사에게 기대하는 것이 달라지

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드러났다. 또한 성장단계 체육교사로서 자

신의 역할을 학교 안으로 한정 짓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변화하는 시대를 이해하고 학교를 넘어 사회를 향하

도록 기대 받는 나’라고 인식하고 있다. Hargreaves(2000)는 최근의 사

회적 변화는 교과 교사들 간의 협동을 넘어서 학교 밖의 지역사회 및 학

부모와의 적절한 관계를 맺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Young(2002)은 교사들의 역할이 교과 전공의 고립적 전문가로부터 연계

적 전문가로 전환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소경희

(2003)는 교사는 변화된 학교교육의 환경을 이해하고 학교 밖의 지역사

회 및 학부모와 적절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전문성에 대한 재개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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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장했다. 성장단계 체육교사가 기대하는 나로서 변화라는 키워드로 

시대를 이해하고 학교를 넘어 사회를 향하도록 요구받는 다는 것은 위와 

같은 논의들을 이들이 인지하고 변화를 위한 전문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슈퍼맨’이라는 세부요소는 사회적 책임감 중 ‘나에게 주어진 기

대’라는 코드로부터 도출되었다. 성장단계 체육교사는 모든 일을 잘 해

내고, 어디서든 나타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길 주변에서 요구받고 

있었다.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꾸는 나가 아닌 주변에서 슈퍼맨

이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것들을 해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슈퍼맨처럼 모든 일을 해나가야 하는 나’라는 인식은 성장단

계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의 한 측면이지만 그들을 피로하게 하는 요

소이기도 했다. 교사에게 주어지는 너무 많은 업무와 스트레스는 소진

(burnout)으로 이어져 교직을 이탈하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안일·안

주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도 있다(강위영, 1997; 정광희, 2014). 또한 슈퍼

맨과 같이 교사의 전문성이 지나치게 확장되었고, 교사가 착취되고 있다

고 볼 수 도 있다. 교사의 전문성을 학생 지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 불확실성과 복잡성에 대처하기 위해 전문성의 

범위를 확장시키며 교사의 역할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다(Hargreaves, 

2000). 따라서 성장단계 체육교사가 슈퍼맨으로서 기대 받는 나를 전문

적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체육교사의 역할을 지나치게 확장하

고 그들이 착취되고 있지 않은지를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도덕성’이란 세부요소는 도덕적 사고 중 ‘교사로서 당연하게, 체

육교사로서 더욱’이란 코드로부터 도출되었다. 교사적, 교과교사적, 교

과내용적 측면의 의미를 가지던 코드는 전문적 정체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덕성이란 이름으로 단순화하였다. ‘교사로서 당연하게, 체육

교사로서 더욱 도덕적이어야 하는 나’라는 의미는 전통적으로 교사에게 

요구하는 도덕성 뿐 아니라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에 대한 관점의 변화로 

인해 전문가윤리(Professional ethics)의 관점이 강조되고 있다는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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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의 연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성장단계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을 코드로부터 세부요소

를 도출하고 요소를 구성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살펴본 내용을 전문적 

정체성의 요소별로 세부요소가 드러날 수 있도록 정리하면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성장단계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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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 논의

지금까지 성장단계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을 이해하고자 연구 참여자

들의 삶의 과정, 전문분야의 요소와 비교, 공통적 측면을 탐색하여 전문적 

정체성을 도출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 결과 및 논의를 종합적으로 해석

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전문적 정체성 분석과 현직교사교육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정체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정체성 분석 렌즈를 구성하였다. 자신의 삶에 대한 개방형 설문

과 생애사적 심층면담은 그들의 삶을 드러냈고 분석 렌즈를 통해 재구성 

되었다. 그리고 결과 1번에서 내러티브적으로 표현되었고 결과 2번에서 전

문적 측면을 발견하였으며, 결과 3번에서 성장단계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

체성 모델로 구성되었다.

교사의 정체성을 분석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 개인이 가진 

수많은 이야기들 중 체육교사로서 자신을 구성하고 영향을 주는 것들을 파

악해내는 것은 쉽지 않다. 스스로도 자신이 체육교사로서 가진 정체성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 공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정체성이란 이름으로 ‘체육교사로서의 나’를 재구성하는 과정은 

혼재되어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 체육교사로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을 선

정하는 일이다.

교사의 정체성은 교사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교사의 실천에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정혜정, 2013). 예를 들어 

‘학생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체육교사’라고 정리된 윤 교사의 

정체성은 그가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실천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

떤 교육을 지향할지 알 수 있게 한다. 윤 교사는 연구에 참여하기 전부터 

자신이 학생을 중심으로 가치관이 변화해나가고 있다고 스스로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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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는 않았다. 자신이 교사가 되기 이전의 경험부터 교육의 실천들을 하

나씩 되짚어보며 재구성한 모습을 통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체성

은 교사의 총체적 이해이며, 교수학습과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결정하는 중

요한 요인이기도 하다(정혜승, 2011). 윤 교사는 정체성의 이해를 통해 자

신을 전문가로 규정하며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어떠한 지원을 할 것

인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박은혜, 이성희, 

2010).

정체성의 분석은 연구를 통해 그 형태가 파악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

다. 많은 교사들이 스스로 어떠한 전문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

고 다른 체육교사들과 비교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종합논의

에서는 정체성 분석을 현직교사교육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현재 현직교사교육의 공식적 경로는 대게 교원연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매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

리고 그 방향의 목표로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7). 하지만 아무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동기를 자극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자발적 원동력

이 없으면 그 방향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 자발적 원동력은 정체성의 

확립으로부터 나온다(Duckworth, 2016). 따라서 자신의 전문적 정체성을 파

악하고 구성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교사에게 꼭 필요하다.

체육교사로서의 전문적 정체성을 파악하는 과정은 이론적으로는 ‘반

성’의 분야에 터하여 논의해볼 수 있다. 교사 반성에 대한 연구는 서구에

서 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국내 스포츠교육학에서는 90년대 중반부터 

자주 등장하고 있다(김무영, 조남용, 2013). 반성적 체육전문인 교육은 체육

을 가르치는 일이란 단순히 ‘체육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기능적 합리성만을 가진 기술 중심 체육교사교육

(competency based physical education teacher education)만으로는 실제 교

육 현장에서 적응하고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시작되었다(최의

창, 1996, 2004, 2008). 그 동향을 정리한 김무영과 조남용(2013)은 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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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는 관점을 4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 중 본 연구의 전문

적 정체성 분석 과정은 ‘교사교육의 대안으로서 반성’으로 구분될 수 있

다.

‘교사교육의 대안으로서 반성’의 시작은 Lawson(1990)의 반성적 판단

능력과 실행능력을 갖춘 체육전문인의 육성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한다. 

이후 Graham(1991)이 반성적 성향(reflectivity)을 체육교사교육의 목표로 제

시하며 그 흐름을 이어갔다. 이후 Hellison과 Templin(1991)은 『반성적 체

육수업』이란 교재를 집필하여 적극적 반성과 실천을 강조하였으며, 

Tsangaridou와 O’Sullivan(1994, 1997), Tsangaridou와 Siedentop(1995), 

Paré(1995)등의 연구는 교육학과 스포츠교육학에서의 반성적 접근을 다양

하게 종합하고 논의하여 반성에 대한 체육교사교육 연구를 확장시켰다.

본 연구에서 다룬 전문적 정체성 분석 과정은 반성의 관점으로 바라보았

을 때 반성의 주체로서 ‘체육교사로서의 나’를 강조하고, 반성의 내용으

로 ‘체육교과 및 교사로서 자신의 삶’을 다루고 있다. 이는 체육교사가 

자신의 교육활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든 과정을 주관하는 형태이다. 이러

한 요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교사교육으로

서 반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반성(reflection)이 전문적 정체성이라는 

이론적 틀을 만나 체육교사로서의 나(Physical Education Teacher’s 

Professional Identity)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단지 자신이 가진 체육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파

악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체육교사들이 가진 정체성과 비교

하는 것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상적 정체성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

겠지만 우수하게 체육교사로서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교사들의 전문적 

정체성과 비교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부(2017)의 연수 추진방향에서 교직 

경력별(생애별), 자격·직급에 따른 과정을 운영하는 연수 내실화 방안을 

제시한 것처럼 교사의 발달과정에 따라 정체성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장단계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의 모

습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정체성 분석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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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계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 연수

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

나. 전문적 정체성과 체육교사 자격기준에 대한 논의

최의창(2004)은 어떻게 하면 체육교사가 될 수 있는가의 기능적 문제

의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세태를 꼬집고 교직이라는 형식에 의식이라는 

내용을 채워야 함을 주장했다. 이후에도 체육전문인에게 요청되는 전문

성 자체에 대한 개념적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기능적 자

질이 아닌 심성적 자질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최의창, 

2011). 본 연구는 위 연구의 흐름 속에서 체육교사의 의식에 관심을 가

지고 있으며 기능적, 심성적 자질을 모두 다루는 총체적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체육교사로서의 전문적 정체성을 다루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2008년 제시했던 체육교사 자격기준을 그동안의 

교육 현황과 학문의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새롭게 제시하였다(한

국교육과정평가원, 2016). 크게 ‘교직 인성·사명감, 학습자 이해, 교과 

지식, 교육과정 개발·운영, 체육수업 계획·운영 및 환경 관리, 학습 모

니터 평가, 프로그램 설계·운영·평가, 학교체육 정책의 이해 및 실행, 

협력관계 구축 및 전문성 개발’이란 9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각 영

역에는 각 3가지 세부자격기준을 명시했다. 이 기준들은 중등교사임용 

후보자선정경쟁시험(임용고사)의 타당도를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자료이

며 국가가 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 체육교사라면 가지고 있어야 할 총

체적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의도했던 총체적 모습에 대한 이해는 국가에서 

제시하는 체육교사의 자격기준과 서로 비교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자격기준의 9가지 영역과 성장단계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 

세부 요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았다. 각 범주간의 유사성을 기준

으로 시각화하면 <그림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연결을 통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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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전문적 정체성과 자격기준의 밀접한 관련성’이다. 자격기준

의 모든 분야는 성장단계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 세부 요소와 연결되

어 있었다. 이 연결은 자격기준 각 영역에 전문적 정체성의 세부요소가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는 전문적 정체성을 지식

(knowledge), 기술(skill), 성향(disposition)의 심층적 측면으로 정의 내렸으

며 이는 자격기준이 태도(disposition), 지식(knowledge), 수행

(performance)을 일반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

지만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자격기준에서 제시하는 범주의 심층적이고 

세부적 내용을 성장단계 체육교사 전문적 정체성에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연결 관계 중 자격기준의 교직인성·사명감은 전문적 정체성과 

가장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다. 학생중심, 헌신, 체육사랑, 행복, 도덕성

과 연결되어 있는 교직 인성·사명감을 성장단계 체육교사가 어떤 식으

로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자격기준에서는 

세부요소로 ‘구성원 모두의 존중과 평등, 교직의 사회적 영향 인식과 

<그림 11> 체육교사 자격기준과 성장단계 체육교사 전문적 정체성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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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수범, 신체활동 생활화와 체육문화와 복지 정착 노력’이라는 세 가

지를 제시하고 있다. 세 가지 요소는 각각 학생중심, 헌신, 체육 사랑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음으로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 더 직접

적인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행복이란 요소는 자격기준에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성장하는 체육교사가 워라밸을 지키며, 나와 우리

의 행복을 위해 행복이라는 요소를 꿈꾸는 나로 설정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직 인성·사명감이 교사의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는 목표를 잃고 방황하며 성장의 길을 벗어날 수 있다. 교사가 인

성·사명감이라는 요소에 교사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행복을 포함하여 이

론적 논의를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함께하는 나의 중요성’이다. 전문적 정체성에서도 하나의 

요소로 ‘함께하는 나’를 제시하며 강조하고 있고, 자격기준에서도 하

나의 영역에서 ‘협력적 관계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협력적 관계의 

중요성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세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가르치는 일이 

개인주의적 접근으로는 충분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시작되었다(소경희, 

2003). 또한 교사에게 중요한 지식이란 ‘개인이 가진 지식’에서 사회

적 맥락 속 생겨나는 ‘실천적 지식’(Cochran-Smith & Lytle, 1999)으로 

관점이 옮겨가며 이를 습득하기 위한 사회적 공동체 참여의 중요성(Lave 

& Wenger, 1991)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후 수많은 학습공동체에 대한 

연구가 학문의 현장에서 지속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도 그 강조가 지속되어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점화

를 추진하여 공동의 성장과 집단효능감 형성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2018). 이와 같

은 흐름은 교사자격기준에 협력적 관계를 하나의 영역으로 구축할 수 있

도록 했고, 현장에서 경험하며 성장하고 있는 체육교사들의 전문적 정체

성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특히 함께로서 실천하고자 하는 

전문적 정체성은 체육교사 자격기준의 교육과정, 수업, 평가, 프로그램 

등의 실천과는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이다. 더 이상 교사의 실천은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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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로서의 실천이라는 것으로 이해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

다. 성장단계 체육교사들의 정체성 협상에 대한 논의

‘성장단계’와 ‘전문적 정체성’을 정체성 협상(identity negotiation)

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정체성은 맥락 속에서, 관계와 감

정을 가지고, 다중적이며 역동적인, 이야기들로 구성된다(Rodgers & 

Scott, 2008). 그리고 체육교사라는 전문직으로서 가진 맥락, 관계·감정, 

이야기들은 다중적이며 역동적인 정체성 속에서 전문적 정체성으로 위치

한다. 전문적 정체성이란 개인이 가진 다중적인 정체성 중 하나의 측면

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전문적 정체성은 불연속적인 특징을 지닌다(Beijaard et al., 2004). 본 

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교사 발달 단계에 따라 다르게 드러날 것으로 예

상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성장단계 교사에게 집중했다. 교사

발달에서는 그 단계를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이론적 배경에서 다양

한 연구자들이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특징들을 종합하여 성장단

계를 설정했고 그 기준을 ‘5~10년의 교직경력, 직무와 행정에 적응, 전

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 지속, 학교 안팎에서의 체육교사로서 역할 수

행’으로 정하였다. 이 중에서도 5~10년의 교직경력이라는 기준은 연구 

참여자들의 나이와 삶의 시기를 유사하게 만들었다. 결혼과 출산으로 가

족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삶의 시기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나’ 중

요한 I-position을 생성시켰다. 

정체성 협상(identity negotiation)의 관점에서 협상하는 다양한 나의 정

체성들을 I-positions라 표현한다(Akkerman & Meijer, 2011; Arvaja, 2016, 

Assen, Koops, Meijers, Otting & Poell, 2018). 다양한 I-positions가 시간

과 상황이란 맥락 속에서 서로 협상하며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정

체성 협상은 ‘전문적 정체성 세부 요소간의 협상’이란 관점을 가질 수

도 있지만 본 장에서는 체육교사를 하나의 I-position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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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sition들 간의 협상’의 관점으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이다. 특히 성장단계 체육

교사로서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 

얻은 결과2)이다. 개인이 가진 다양한 I-positions 중에서도 체육교사로서

의 나의 모습을 중심에 두고 있으며 그 의미가 크게 차지하고 있는 모습

으로 생각할 수 있다. 성장단계 체육교사라고 할지라도 체육교사로서의 

I-position만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으며 이상적이지도 

않다. 개인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며 지속적으로 체육교사로서의 자

신을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I-positions간 균형을 맞춰야 한

다.

이 과정에서 가정은 매우 큰 역할을 한다. 가정은 ‘가족 구성원으로

서의 나’라는 매우 큰 I-position을 형성하게 한다. 특히나 성장단계 체

육교사들은 결혼과 출산 등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

문에 더욱 그렇다. 연구 결과 중 꿈꾸는 나에 세부 요소로 제시된 ‘행

복’은 자신의 행복 뿐 아니라 나와 우리의 행복이었고 워라밸에 대한 

이야기였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에는 가정과 체육교사로서

의 나의 균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내

는 것이다.

교직에 있어서 일과 삶의 균형은 과거로부터 당연시되었다. 빠른 퇴근

과 방학은 가정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게 했다. 

하지만 다양한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교사에게는 너무 많은 업무가 쏟

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누군가는 과로사라는 최악의 결론을 마주하

기도 했다. 전문적 정체성 중 기대 받는 나에 ‘슈퍼맨’이라는 세부요

소를 가진 것도 체육교사에게 거는 수많은 기대를 보여준다. 체육교사로

2) 같은 성장단계 체육교사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경우가 있다. 
특히 체육교사의 경우에는 학교 안에서 교과교사로서 뿐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
길 기대 받는다. 운동부 감독, 학생지도, 학급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이 대표적인 역할
이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체육교사로서의 다양한 I-position을 구분하고 각 I-position
에 따라 어떻게 협상하고 전문적 정체성을 형성하는지 또한 탐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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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많은 역할과 과부하 된 자신의 모습이 전문적 정체성으로 표현된 

것이다. 성장단계 체육교사는 전문적 정체성 중 나의 사명으로 ‘헌신’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중심’으로 최선을 다한다. 개인이 가진 

다른 I-position보다 헌신하는 교사로서의 내가 강조되는 것이다. 그만큼 

가정에서의 나는 뒤로 미뤄지고 꿈꾸는 나에서 ‘행복’이란 세부요소의 

일부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이 가질 수밖에 없는 다양한 I-positions 중 특히 가족의 일원으로

서의 나와 전문가로서의 내가 양립하고 균형 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

고 이를 위한 논의 또한 전문적 정체성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함

께하는 나’가 전문적 정체성의 한 요소로 차지할 만큼 크다는 것, 그리

고 꿈꾸는 나에 ‘더불어’라는 세부 요소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모

든 일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며 함께 실천하는 것에 있다는 것은 교사

가 겪는 부담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또한 꿈꾸는 

나의 모습에도 ‘더 나은 우리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탁월함은 최고가 

아니라 함께’임을 기억한다는 것은 경쟁을 넘어 협력이란 가치를 품고 

있다는 큰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전문가로서 체육교사가 하는 일의 질

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기존의 교사의 실천이 교사 개인으로부터 이루어

졌다면 이제는 교사의 ‘배움, 실천, 지속’이 모두 ‘함께’하며 이루

어지고 서로 협력을 지향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질적인 변화가 다양한 

I-positions 간의 협상 과정에서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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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성장단계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을 탐색하는데 있

다. 이를 위한 구체적 연구 문제는 첫째, 성장단계 체육교사들의 삶의 과정

은 어떠한가? 둘째, 성장단계 체육교사가 가진 전문적 정체성의 세부요소

는 무엇인가? 셋째, 그래서, 성장단계 체육교사들의 전문적 정체성은 어떠

한가? 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 및 논의를 종합

적으로 아우르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단계 체육교사인 연구 참여자들의 삶의 과정을 드러내었다. 정

체성의 요소와 특징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한 정체성 분석렌즈는 연구 참

여자들의 삶을 드러내기 위하여 활용되었다. 분석렌즈는 삶의 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마다 신념과 믿음, 제도문화사회적 환경, 행동, 미

래상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드러날 수 있게 했으며 부록 3에는 개인별 분

석결과가 제시되었다. 이에 따른 연구 참여자들의 삶의 과정은 ‘학생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체육교사’, ‘인문적 체육으로 전문성을 펼

치는 체육교사’, ‘체육으로 한 가지 기억은 남기고픈 체육교사’, ‘열등

감에서 함께함으로 변해가는 체육교사’, ‘선수를 넘어 교사로, 학교를 넘

어 지역을 향하는 체육교사’로 표현되었다.

둘째, 다른 분야 전문직들의 전문적 정체성 세부요소 7가지와 비교분석 

하여 14가지 코드가 범주분석 되었다. 소명의식에서는 ‘건강하게 체육 속

으로,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 교사, 나와 우리의 행복’으로, 사회적 책임감

에서는 ‘학생 변화의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기대, 학교를 넘어 사회

로’으로, 전문조직의 활용에서는 ‘일원이 되어 삶을 배우기, 관계로 실천

하기, 더 지속할 수 있는 힘’으로, 서비스 정신에서는 ‘학생을 위하여’

로, 도덕적 사고에서는 ‘교사로서 당연하게 체육교사로서 더욱’으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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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 태도에서는 ‘헌신적 노력, 더 나은 우리가 되기 위해’로, 자율성에

서는 ‘자율성의 활용과 도전’으로 나타났다. 더하여 위 요소에 배치되지 

않는 자료들을 범주분석 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이해, 탁월함은 최

고가 아니라 함께일 때, 내가 좋아하는 체육, 워라밸 지키기’라는 4개의 

코드를 추가하였다.

셋째, 성장단계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 모형을 구성하였다. 성장단계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은 학생중심의, 체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

하려는 ‘나의 사명’이 더불어 살아가며, 학생의 역량을 성장시키며, 행복

한 교사가 되고자 하는 ‘꿈꾸는 나’와 공동체로 배우고, 실천하고, 지속

하는 ‘함께하는 나’와 변화를 인식하고, 슈퍼맨이 되어, 높은 도덕성을 

발휘하길 바란다는 ‘기대 받는 나’가 서로 조화하고 갈등하며 역동적으

로 형성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성장단계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 모형

의 요소로 ‘나의 사명’, ‘꿈꾸는 나’, ‘함께하는 나’, ‘기대 받는 

나’라는 네 가지를 제시하고 각 요소마다 세부적으로 ‘학생중심, 헌신, 

체육사랑’, ‘더불어, 역량, 행복’, ‘배움, 실천, 지속’, ‘변화, 슈퍼맨, 

도덕성’이라는 총 12가지 세부요소를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요소적으로 

자아 개념과 연관되어야 한다는 것과 나의 중심은 무엇이고,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행동하고, 꿈꾸는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형태적으

로는 나의 사명을 중심으로 나머지 세 요소가 조화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삼태극 모양을 가지며 이는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고 상황과 위치, 시간에 

따라서 그 크기와 모양이 달라짐을 뜻했다.

따라서 성장단계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 탐색을 위한 본 연구 전반

의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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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성장단계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 탐색

이상의 과정을 3가지 주제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주제는 

전문적 정체성 분석과 현직교사교육이다. 전문적 정체성 분석은 반성이란 

이론적 분야에 터하여 ‘교사교육의 대안으로서의 반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반성의 주체로 ‘체육교사로서의 나’를 강조하고, 반성의 내

용으로 ‘체육교과 및 교사로서 자신의 삶’을 다루며, 성장단계 체육교사 

전문적 정체성 모형과 비교하는 것은 중요한 현직교사교육 방안이다.

두 번째 주제는 전문적 정체성과 체육교사 자격기준이다. 성장단계 체육

교사의 전문적 정체성과 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교직 인성·사명감을 중심

으로 전 영역에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전문적 정체성의 

‘함께하는 나’와 자격기준의 ‘협력적 관계 구축’은 서로 큰 영역을 차

지하며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실천은 더 이상 개인의 실천에서 그

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로서의 실천, 배움, 지속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세 번째 주제는 성장단계 체육교사들의 정체성 협상이다. 개인은 다양한 

I-positions 사이의 협상을 통해 다중적·역동적·불안정한 정체성을 구성하

고 있다.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은 전문직으로서 체육교사라는 

I-position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파악한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전

문직으로서 체육교사인 나’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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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I-position을 가지고 있었다. 전문적 정체성 세부요소 중 ‘행복’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나’와의 협상으로 드러난 요소이며 ‘나의 사명’

과는 경쟁적 협상관계를 가진다. 경쟁적 협상이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하는 나’를 주목해야 한다. 협력적 관계는 체육교사라는 전문직의 

질적 변화이며 이를 통해 I-positions간 균형을 이끌 수 있다.

2. 제언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성장단계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에 대

해 살펴보았다. 마지막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향

후 현직교사교육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후속 연구를 위해서도 제언

하고자 한다.

가. 현직교사교육을 위한 제언

현직교사교육은 교사에게 지식이나 테크닉을 전달하는 제한된 방법이 

아닌 포괄적 방법이 필요하며(이경화, 최미정, 2013) 전문적 지식과 기술

습득보다는 교사의 자신감, 신념 등의 정의적 측면에서 더욱 효과가 있

다(송경오, 허은정, 2012). 따라서 현직교사교육은 교사의 내면을 지향해

야 하며 그 내용은 전문적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체육교사로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는 것’을 제언한다.

이러한 교사교육은 교사 개인의 과거 경험을 중시하는 방법이다. 교사

들은 교직에 들어왔을 때 이미 그들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교직관 및 

교사상을 수립한 상태로 교직에 입문한다(Hammerness, 

Darling-Hammond & Bransford, 2005). 그리고 경력에 따라서 자신의 수

업, 관계 등 다양한 경험이 쌓여 자신을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교사 개

인의 경험은 ‘체육교사로서의 나’를 중심으로 하여 재구성되었을 때 

의미를 가진다. 그 의미를 전문적 정체성으로 이해 할 수 있을 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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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현직교사교육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이상적인 전문적 정체성이란 존

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상적인 모습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뀔

지 모른다. 하지만 현직교사교육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도록 그 내용과 방

법을 구성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동기를 자극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Duckworth, 2016)인 전문적 정체성이 될 것이다.

또한 ‘체육교사로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는 것’은 내러티브에 의한 

현직교사교육으로 볼 수 있다. 강현석, 이자현(2006)은 기존 교사 전문성 

논의의 성격과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내러티브적 사고의 필

요성을 제시한다. 이들이 기존의 전문성의 관점을 기술적 합리성을 보

고, 그 문제점을 내러티브에 기초하여 제시한 것은 본 절의 제언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전문적 정체성을 내용으로 하고 내러티브를 방법으로 

하는 현직교사교육 방법은 개인의 실재 혹은 행위 그 자체에 뿌리를 둔 

것이며 경험론에 근거한 지식의 구성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교사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현직교사교육이 필요하다.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교육부, 2017)에서도 교직 경력에 따라 

입직기-성장기-발전기-심화기로 구분하여 교직 핵심역량을 연수할 것을 제

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자신이 체육교사로서 재구성한 삶의 모습을 

교사발달단계에 따라 전문직으로서 체육교사가 가지는 전문적 정체성의 모

습과 비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5명의 체육교사의 삶을 바탕으로 ‘성장단계 체육교사의 전

문적 정체성’을 도출했다. 이들을 선정하고 연구한 것은 그들의 경력과 

관심사, 현재 전문성 성장을 위한 노력 여부 등의 기준 덕분이었다. 그

리고 5명의 연구 참여자 선정은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시간적, 

물리적 제한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연구에는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후속연구에서는 이와 다른 기준과 연구 참여자의 숫자로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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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성장단계만이 아닌 다양한 경력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교사발달 단계는 교사의 경력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경력이 주는 경험과 주어지는 역할이 다르며, 경력과 유사하게 

생애 주기가 변화함에 따라 관심사가 변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그들이 가진 체육교사로서의 전문적 정체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

라서 다양한 경력을 가진 체육교사가 가진 전문적 정체성 각각을 이해하

고, 경력에 따라 전문적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해나가며, 전 경력을 아우

르는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체육교사들은 대체로 수업에 관

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체육교사들은 현장에서 수업 뿐 아니라 스

포츠클럽에, 운동부에, 학생지도에, 시설 및 환경 관리에, 승진에 더 큰 

관심을 가지기도 한다. 이들 또한 헌신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의 전문

적 정체성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전문적 정체성의 모습과는 분명 다를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가진 전문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체육교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어떤 것으로부터 그들의 관

심사가 성장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세 번째로 성장단계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 정체성의 모형 

구성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 모습이 어떤 것들에 영향을 받아 구성되었는

지는 밝히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영향요인들이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이후 교사교육과 정책적 제언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문적 정체성이 어떻게 능동적 실천으로 연결되는지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국제적으로 교사 및 교사교육 연구들은 점차 

정체성(Identity)에서 행위주체성(Agency)에 대한 관심으로 초점이 변화하

고 있다(Billett, 2014; Katja, 2015; Kayi-Aydar, 2015; Priestly, Bies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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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inson, 2015, Tao & Gao, 2017). 이는 교사의 내적 측면이 어떻게 능

동적 실천 행위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한다. 우리나라

에서도 일반 교육학 분야에서 행위주체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다

(소경희, 최유리, 2018; 이성회, 2017). 이러한 논의는 다양한 자아와 역할

로 혼재된 정체성을 가진 교사가 어떻게 전문적 정체성을 꺼내고, 어떻

게 실천으로 이끌어 가는지에 대한 관심인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

서는 체육교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어떻게 그들

이 교육적 실천을 이끌어 가는지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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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in the growing stag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life process of PE teachers in growing 

stage? Second, what are the details of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the PE 

teacher in the stage of growing? Third, what is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the PE teachers in the growing stage?

In order to carry out research, literature review on teacher 

development, identity, professional identity was conducted. Through the 

teacher development theory, I looked at the developmental stag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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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various researchers. In the identity theory, researches of 

various scholars are compared with the self, and the identity analysis lens 

to be used in the study is composed by the features. Through the theory 

of professional identity, the detailed elements of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the various professions are presented to be compared with the growing 

stag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The study was conducted for a total of 11 months from August 2017 to 

June 2018 based on the interpretivism paradigm as a qualitative study.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selected 5 middle school physical education 

teachers who were recruited through open recruitment and 

recommendation. Qualitativ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open 

questionnaires and in - depth personal interviews, and data analysis was 

done step - by - step, cyclically, and inductively according to 

tran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In addition, the triangulation, 

member checks, and peer debriefing were used to enhance the 

authenticity of the study.

The results and discussions are as follows. First, this research showed 

the process of life of the participants in the growing phase physical 

education teacher. The identity analysis lens that synthesized previous 

studies on the elements and characteristics of identity was used to reveal 

the lives of research participants. The analytic lens divides the life 

process into three stages. Each step reveals four elements: Values and 

beliefs, Institutional·cultural·social expectations, Behaviors, and Future. 

Annex 3 presents individual analysis result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process of life of the participants was ‘a PE teacher who changes and 

grows around students’, ‘a PE teacher who spread professionality 

through humanities-Oriented PE’, ‘a PE teacher who wants to 

remember at least one thing by physical education’, ‘A PE teacher 

changing from inferiority to being together’, ‘a PE teacher who goes 

beyond the athlete, and beyond the school to the outside’

Second, 14 codes were categoriz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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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identity details of other professions. In the sense of calling to 

field, ‘Guide into PE healthily, develop competences of the student, To 

our happiness’, in social responsibility, ‘Believe in students' change, 

Expectation to me, Beyond school to society’, in professional organization 

as reference, ‘Learn the life as a member, Practice in relation, Power 

to be able to continue’, in service mind, ‘for students’, in the moral 

attitude, ‘Devoted effort, To be better us’, and in autonomy,  

‘utilization and challenge of autonomy’ In addition, I categorized the 

data that is not placed in the above element and added 4 codes such as 

‘Understanding the changing age, The best as together, PE as I loved, 

Work and life balance’

Third, the professional identity model of th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in the growing stage was constructed.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the 

growing stage PE teacher is based on four I’s which are ‘My mission’ 

as student-centered, loving physical education, trying to devote, 

‘Dreaming-I’as wants to be a happy teacher, continue to live with, 

grow the competency of student, ‘Cooperating-I’ as learning, practicing, 

continuing with community, 'Expecting-I' as understanding the change age, 

to become a superman, and to demonstrate high morality as. Therefore, 

four elements of ‘My mission’, ‘Dreaming-I’, ‘Cooperating-I’, 

‘Expecting-I’ are formed professional identity in harmony, conflict, 

dynamism. There are 12 kinds of detail elements which are ‘Student 

centeredness, Devotion, Love of PE’, ‘Together, Competence, 

Happiness’, ‘Learning, Practice, Sustained’, ‘Change, Superman and 

Morality’. This model is structured so that it should be related to the 

concept of self in element, that is what my center is, how I can accept, 

act and dream. In terms of morphology, it has a triangular pole shape 

which is harmonized and influenced by the other three elements centered 

on my mission, which means that there is no directionality and its size 

and shape change according to the situation, location and time.

A comprehensive discussion based on these results is as follows.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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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erms of professional identity and in - service teacher education, 

professional identity analysis can be classified as ‘reflection as an 

alternative of teacher education’ from the theoretical field of reflection. 

Therefore, it emphasizes ‘I as a physical education teacher’ as the 

main subject of reflection, discusses ‘physical education subject and its 

own life as a teacher’ as a content of reflection, and discusses 

measures of in-service teacher education.

Second, it is a discussion about the professional identity and qualification 

standards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In the growing stage,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th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and the 

qualification standards of th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are closely 

related to the whole aspect, centered on the teaching personality and 

mission. Especially, ‘collaborative relationship building’ of qualification 

standards with ‘Cooperating-I’ of professional identity occupies a large 

area and is emphasized. Therefore, teacher's practice should be 

understood and discussed as practice, learning, and continuing as a 

together, not as an individual practice.

Third, it is a discussion about the identity negotiation of th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in the growing stage. Individuals construct I-positions 

according to their various roles and construct multiple, dynamic, and 

unstable identities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I-positions.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a physical education teacher is the identity as a 

profession I-position. Participants were in the age of building a new 

family because of a 5 to 10 year career standard. As a professional, they 

had an important I-position not only as a physical education teacher but 

also as a ‘family member’. Among the detailed elements of professional 

identity, ‘happiness’ is an element revealed through negotiation with 

‘I as a family member’ and has a competitive negotiation relationship 

with 'my mission'. In order to balance the competitive negotiations, we 

should pay attention to ‘Cooperating-I’.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implies a qualitative change in the work of the PE teacher as a spe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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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may lead to a balance between I-positions. 

Finally, suggestions for in-service teacher education and follow-up are 

as follows. First, in - service teacher education is needed to analyze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reconstructing his / her life as a physical 

education teacher’, which is aimed at the inner side of the teacher. 

Second, it is necessary to educate the in - service teacher considering 

the development stage of the teacher. For future researche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model of professional identity by selecting 

research participants according to various stages of development as well 

as growing stages. Seco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who have a major interest not only 

in PE class, but also in student guidance, sports club, class instruction, 

promotion etc. Third,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th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in the growing stage. Fourth,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agency's 

perspective on how professional identity leads to active practice.

Keywords : Professional identity, Physical education teacher, Teacher 

development

Student number : 2016-21630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문제
	4. 용어의 정의
	5. 연구의 제한점

	II. 이론적 배경
	1. 교사발달 이론
	가. 교사발달의 개념
	나. 교사발달의 단계 및 특징
	다. 성장단계의 교사

	2. 정체성
	가. 정체성의 개념
	나. 정체성의 특징
	다. 정체성 분석 렌즈

	3. 전문적 정체성
	가. 전문적 정체성의 개념
	나. 교사 전문적 정체성 관련 연구
	다. 다른 전문직의 전문적 정체성 관련 연구


	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가. 연구의 패러다임 및 논리
	나. 연구 절차 및 단계

	2. 연구 참여자
	가. 연구자로서 나
	나. 연구 참여자

	3. 자료수집
	가. 개방형 설문
	나. 생애사적 심층 면담

	4. 자료 분석 및 해석
	가. 자료의 기술
	나. 자료의 분석
	다. 자료의 해석

	5.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
	가. 연구의 진실성
	나. 연구의 윤리


	Ⅳ. 결과 및 논의
	1. 성장단계 체육교사들의 이야기
	가. 윤 교사 - 학생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체육교사
	1) 흘러가는 강물 속에 몸을 던져 체육교사의 길로
	2) 관계를 위해 움직이는 체육교사
	3) 끝없는 변화와 성장을 위해 공부하는 체육교사

	나. 황 교사 - 인문적 체육으로 전문성을 펼치는 체육교사
	1) 아버지의 그늘 속, 내가 좋아하는 체육
	2) 인문적 체육을 전수받는 예비체육교사
	3) 함께하며 노력하는 참 좋은 체육교사

	다. 김 교사 - 체육으로 한 가지 기억은 남기고픈 체육교사
	1) 스포츠클럽으로 맛 본 스포츠문화
	2) 좋아하는 것을 가르치며 좋은 교사 되어가기
	3) 학교 안팎에서 실천하고 배우고 노력하는 체육교사

	라. 이 교사 - 열등감에서 함께함으로 변해가는 체육교사
	1) 체육과에 실망하고 체육교사 도전하기
	2) 체육교사로서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
	3) 열심히 배우고 많은 걸 하며 교사로서 나를 찾아가기

	마. 고 교사 - 선수를 넘어 교사로, 학교를 넘어 지역을 향하는 체육교사
	1) 무한경쟁 속 선수생활과 체육교사로의 도전
	2) 충격 속에서 노력하며 경험 넓히기
	3) 제주 체육을 이끄는 멘토교사가 되기로


	2. 성장단계 체육교사 전문적 정체성의 세부요소
	가. 소명의식
	1) 건강하게 체육 속으로
	2)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 교사
	3) 나와 우리의 행복

	나. 사회적 책임감
	1) 학생 변화의 믿음으로
	2) 나에게 주어진 기대
	3) 학교를 넘어 사회로

	다. 전문조직 활용
	1) 일원이 되어 삶을 배우기
	2) 관계로 실천하기
	3) 더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힘

	라. 서비스 정신
	1) 학생을 위하여

	마. 도덕적 사고
	1) 교사로서 당연하게, 체육교사로서 더욱

	바. 헌신적 태도
	1) 헌신적 노력
	2) 더 나은 우리가 되기 위해

	사. 자율성
	1) 활용과 도전

	아. 더 발견되는 요소 
	1)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이해
	2) 탁월함은 최고가 아니라 함께일 때
	3) 내가 좋아하는 체육
	4) 워라밸 지키기


	3. 성장단계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 모형
	가. 구성 원리  
	나. 나의 사명  
	다. 꿈꾸는 나
	라. 함께하는 나
	마. 기대 받는 나

	4. 종합논의
	가. 전문적 정체성 분석과 현직교사교육에 대한 논의
	나. 전문적 정체성과 체육교사 자격기준에 대한 논의
	다. 성장단계 체육교사들의 정체성 협상에 대한 논의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가. 현직교사교육을 위한 제언
	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표목차
	<표 1> 직선적·순차적 발달모형
	<표 2> 복합적·순환적 발달모형
	<표 3> 교사발달단계별 특징
	<표 4> 교사발달 중 ‘성장’ 단계
	<표 5> 자아구분에 따른 연구자별 정체성의 개념
	<표 6> 정체성 구성요소 및 개념적 정의
	<표 7> 전문적 정체성의 구성요소
	<표 8> 전문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
	<표 9> 해석주의 패러다임
	<표 10> 연구 수행 단계
	<표 11> 연구 참여자 기본정보
	<표 12> 생애사적 심층 면담의 가이드(예)
	<표 13> 노드 부호화 방식
	<표 14> 5명의 성장단계 체육교사
	<표 15> 전문분야의 요소별 코드북
	<표 16> 전문분야의 요소별 세부 코드
	<표 17> 성장단계 체육교사의 공통적 코드
	<표 18> 성장단계 체육교사 전문적 정체성의 요소별 세부요소와 코드

	그림목차
	<그림 1> TCCM by Burke, Christensen & Fessler(1984)
	<그림 2> 단일 시기 정체성 분석 렌즈
	<그림 3> 총체적 정체성 분석 렌즈
	<그림 4> 직업, 전문직, 전문성, 전문적 정체성의 관계
	<그림 5> 전문적 정체성을 꼭짓점으로 수정된 Miller의 피라미드
	<그림 6> 의학 전문인의 사회화 과정에 대한 도식
	<그림 7> NVIVO 11 활용 자료 분석
	<그림 8> 포스트잇 활용 자료 분석
	<그림 9> 체육교사 전문적 정체성 모형: PE Teacher Identity Hurricane
	<그림 10> 성장단계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
	<그림 11> 체육교사 자격기준과 성장단계 체육교사 전문적 정체성의 연결
	<그림 12> 성장단계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 탐색



<startpage>13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7
 3. 연구 문제 7
 4. 용어의 정의 8
 5. 연구의 제한점 9
II. 이론적 배경 11
 1. 교사발달 이론 11
  가. 교사발달의 개념 11
  나. 교사발달의 단계 및 특징 13
  다. 성장단계의 교사 20
 2. 정체성 24
  가. 정체성의 개념 24
  나. 정체성의 특징 28
  다. 정체성 분석 렌즈 31
 3. 전문적 정체성 34
  가. 전문적 정체성의 개념 34
  나. 교사 전문적 정체성 관련 연구 39
  다. 다른 전문직의 전문적 정체성 관련 연구 41
III. 연구 방법 46
 1. 연구 설계 46
  가. 연구의 패러다임 및 논리 46
  나. 연구 절차 및 단계 48
 2. 연구 참여자 50
  가. 연구자로서 나 50
  나. 연구 참여자 52
 3. 자료수집 53
  가. 개방형 설문 53
  나. 생애사적 심층 면담 54
 4. 자료 분석 및 해석 55
  가. 자료의 기술 56
  나. 자료의 분석 56
  다. 자료의 해석 59
 5.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 59
  가. 연구의 진실성 59
  나. 연구의 윤리 60
Ⅳ. 결과 및 논의 62
 1. 성장단계 체육교사들의 이야기 62
  가. 윤 교사 - 학생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체육교사 62
   1) 흘러가는 강물 속에 몸을 던져 체육교사의 길로 62
   2) 관계를 위해 움직이는 체육교사 64
   3) 끝없는 변화와 성장을 위해 공부하는 체육교사 66
  나. 황 교사 - 인문적 체육으로 전문성을 펼치는 체육교사 68
   1) 아버지의 그늘 속, 내가 좋아하는 체육 68
   2) 인문적 체육을 전수받는 예비체육교사 69
   3) 함께하며 노력하는 참 좋은 체육교사 70
  다. 김 교사 - 체육으로 한 가지 기억은 남기고픈 체육교사 73
   1) 스포츠클럽으로 맛 본 스포츠문화 73
   2) 좋아하는 것을 가르치며 좋은 교사 되어가기 74
   3) 학교 안팎에서 실천하고 배우고 노력하는 체육교사 75
  라. 이 교사 - 열등감에서 함께함으로 변해가는 체육교사 79
   1) 체육과에 실망하고 체육교사 도전하기 79
   2) 체육교사로서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 80
   3) 열심히 배우고 많은 걸 하며 교사로서 나를 찾아가기 82
  마. 고 교사 - 선수를 넘어 교사로, 학교를 넘어 지역을 향하는 체육교사 84
   1) 무한경쟁 속 선수생활과 체육교사로의 도전 84
   2) 충격 속에서 노력하며 경험 넓히기 85
   3) 제주 체육을 이끄는 멘토교사가 되기로 87
 2. 성장단계 체육교사 전문적 정체성의 세부요소 89
  가. 소명의식 91
   1) 건강하게 체육 속으로 91
   2)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 교사 92
   3) 나와 우리의 행복 93
  나. 사회적 책임감 93
   1) 학생 변화의 믿음으로 94
   2) 나에게 주어진 기대 94
   3) 학교를 넘어 사회로 95
  다. 전문조직 활용 96
   1) 일원이 되어 삶을 배우기 97
   2) 관계로 실천하기 98
   3) 더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힘 99
  라. 서비스 정신 100
   1) 학생을 위하여 100
  마. 도덕적 사고 102
   1) 교사로서 당연하게, 체육교사로서 더욱 103
  바. 헌신적 태도 104
   1) 헌신적 노력 105
   2) 더 나은 우리가 되기 위해 106
  사. 자율성 108
   1) 활용과 도전 108
  아. 더 발견되는 요소  111
   1)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이해 112
   2) 탁월함은 최고가 아니라 함께일 때 114
   3) 내가 좋아하는 체육 117
   4) 워라밸 지키기 118
 3. 성장단계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 모형 121
  가. 구성 원리   121
  나. 나의 사명   126
  다. 꿈꾸는 나 127
  라. 함께하는 나 129
  마. 기대 받는 나 131
 4. 종합논의 134
  가. 전문적 정체성 분석과 현직교사교육에 대한 논의 134
  나. 전문적 정체성과 체육교사 자격기준에 대한 논의 137
  다. 성장단계 체육교사들의 정체성 협상에 대한 논의 140
Ⅴ. 결론 및 제언 143
 1. 결론 143
 2. 제언 146
  가. 현직교사교육을 위한 제언 146
  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147
참고문헌 150
부    록 162
Abstract  173
표목차
 <표 1> 직선적·순차적 발달모형 16
 <표 2> 복합적·순환적 발달모형 20
 <표 3> 교사발달단계별 특징 21
 <표 4> 교사발달 중 ‘성장’ 단계 24
 <표 5> 자아구분에 따른 연구자별 정체성의 개념 28
 <표 6> 정체성 구성요소 및 개념적 정의 31
 <표 7> 전문적 정체성의 구성요소 45
 <표 8> 전문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 45
 <표 9> 해석주의 패러다임 47
 <표 10> 연구 수행 단계 49
 <표 11> 연구 참여자 기본정보 53
 <표 12> 생애사적 심층 면담의 가이드(예) 55
 <표 13> 노드 부호화 방식 57
 <표 14> 5명의 성장단계 체육교사 62
 <표 15> 전문분야의 요소별 코드북 90
 <표 16> 전문분야의 요소별 세부 코드 110
 <표 17> 성장단계 체육교사의 공통적 코드 111
 <표 18> 성장단계 체육교사 전문적 정체성의 요소별 세부요소와 코드 125
그림목차
 <그림 1> TCCM by Burke, Christensen & Fessler(1984) 18
 <그림 2> 단일 시기 정체성 분석 렌즈 32
 <그림 3> 총체적 정체성 분석 렌즈 33
 <그림 4> 직업, 전문직, 전문성, 전문적 정체성의 관계 36
 <그림 5> 전문적 정체성을 꼭짓점으로 수정된 Miller의 피라미드 43
 <그림 6> 의학 전문인의 사회화 과정에 대한 도식 44
 <그림 7> NVIVO 11 활용 자료 분석 56
 <그림 8> 포스트잇 활용 자료 분석 58
 <그림 9> 체육교사 전문적 정체성 모형: PE Teacher Identity Hurricane 124
 <그림 10> 성장단계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 133
 <그림 11> 체육교사 자격기준과 성장단계 체육교사 전문적 정체성의 연결 138
 <그림 12> 성장단계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 탐색 145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