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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 체육교사의 교직 사회화 연구*

1. 서 론

강 신 J;L**
「

교직에 입문하기까지 12년 간의 초 · 중등교육과 교직과정 이수를 포함한 4년 간의 대학

교육， 그리고 수습교육에 해당하는 4-5주간의 교육설습을 거쳐 교직에 들어선 체육 교사

들은 직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후 생활 내내 다양한 특정을 지니면서 변화해 간다. 그

중에서도 초기의 교직 경험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전문직에서 초기 과정에서의 경험은 그 직업이 지향하는 목적 달성과 전문인으로서의

자기 발전을 위한 토대를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작용을 한다. 교사들이 평소에 갖는 교

육활동의 습성은 바로 이 시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박좋

준， 1992).
교직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초임 교사들은 오랜 학교생활을 거치지만 학생이 아닌 교사

로서의 재입문 과정을 희망과 기대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걱정으로 맞이하게 된다. 학생의

신분에서 교사의 신분으로 적응하는 것은 교육을 받는 편에서 교육을 하는 편으로， 질문

을 받는 쪽에서 질문을 해야 하는 쪽으로 역할이 바뀌는 것이다. 이때 초임 교사들은 교

직에 입문하기 전에 가졌던 기대와 실제 교직 생활에서의 체험과의 차이에서 ‘현실충

격’ (reality shock)을 경험하게 된다(Lawson， 1983).

초임교사들은 실제 현장에 발을 내딛기 이전에 벌써 여러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교사

로서의 자신의 상을 형성해 간다. 초임교사들의 역할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이

제까지 자라온 환경， 생활사， 교육배경， 교수경험， 전문지식의 소유정도， 교사교육기관의

영향 등을 틀 수 있다. 즉， 초임교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친구， 가족， 이웃들과의 관계와

스포츠나 체육과 관련된 많은 경험 속에서 자신의 독특한 성격과 인성 및 교육관을 은연

중에 형성하게 되고， 학교라는 교육제도 속에서 의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러 학습내용

들을 배우고 학습하면서 이상적인 교사의 모델을 동경하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교사상을

형성하게 된다.

초임교사가 하냐의 전문 직업으로 출발하게 되는 학교 현장은 그 자체가 삶을 가지고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발전기금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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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하나의 ‘축소된 사회’로서 다른 모든 사회처럼 학교도 조직체계， 문화， 규칙， 규범， 관

습 등을 공통적으로 가지면서 독특한 풍토를 조성해간다. 초임교사들은 이러한 학교 조직

의 풍토와 문화에 적응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전의 교사상을 변화해 가거나 더욱 고

정화시키며 자신의 역할 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초임교사들이 학교상황과 관련된 여러 규범， 가치， 태도， 지식， 기술을 배우고 내면화하

거나 나름대로 해석하고 반응해 나가는 과정을 초임교사의 교직 사회화라고 한다. 이러한

사회화 과정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기능적인 관점이며 다른 하나는

해석학적 관점이다. 전통적인 기능주의적 관점에 의하면 사회화란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주어진 역할을 학습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이 관점에서의 사회화는 사회적 역

할과 관련된 규범， 가치， 태도， 기술을 학습하고 내면화하는 과정 속에서 구성원은 조직의

역할과 가치의 수동적인 순응자로 간주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해석학적 관점에 의하면

사회화 과정에서 구성원은 지속적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면서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Templin & Schempp, 1989). 즉 구성원은 항상 자신

의 직업적 역할 기대나 규범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가치， 인식에 따라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이러한 점에서 교사사회화는 개인과 제도 사이의 연속적인 상호작

용을 포함하는 변증볍적 과정 (Zeichner， 1979)이 라 할 수 있다

지난 20년에 걸쳐 수행된 교사사회화에서의 연구는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학적 관점

으로 연구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Templin & Schempp, 1989). 꽤 오랜 동안 교사들

은 학교제도 속에서 학교의 관습， 전통，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수용하는 수동적인 존재

로 간주되어왔다. 그러나 이후 여러 연구가 진행되면서 교사들은 자신의 역할인식을 가지

고 학교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나름대로 타협하고 적응해 나가는 주체

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Dewar， 1989; Lawson, 1983; Zeichner & Tabachnick,

1985).

초엄 체육교사의 사회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초임 체육교사가 자신이 속한 학교상

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역할 인식을 정립하고 학교상황과 관련된

여러 규범， 가치， 태도 지식들을 배우고 내변화하며 나름대로 해석하고 반응해 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초임교사가 한사람의 전문인으

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교사교육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으리

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교사사회화 연구’의 아이디어에 관련된 그 동안의 연구문헌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그것이 초임 체육교사들의 교직 적응과 사회화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를 탐색하는 한가지 시도이다. 두 번째 절에서는 교사사회화 연구를 기능주

의적， 해석학적 패러다임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세 번째 절에서는 초임 교

사의 사회화 연구에 대하여 알아본다. 네 번째 절에서는 초임체육교사의 사회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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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을 살펴보고， 끝으로 마지막 절에서는 초임교사 사회화 연구의 아이디어가 체육교사

교육에 던져주는 일반적 시사점을 탐색한다.

H ‘ 교사사회화 연구

‘교사사회화’ (teacher socialization)연구는 교실과 학교를 문화적 •사회적인 조직으로 간

주하고， 사회적 집단들이 그 안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며 각자의 하위 문화를 형성하는

가에 관심을 갖는다(최의창， 1996: 재인용， p. 47). 본 절에서는 이러한 교사사회화의 이론

과 연구룹 기능주의적 관점과 해석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아울러 교사사회화에 관한 최

근 연구동향을 개관한다.

1. 기능주의적 접근

기능주의적 관점의 기본 가정은 사회현상의 연구도 자연현상의 연구와 통일한 방식으로

행해진다는 것이다. 즉， 사회현상이나 사건들 사이에는 일정한 법칙이 존재하고， 이 법칙

을 발견함으로써 사회현상들을 설명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주의적 관

점에서는 사회화를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주어진 역할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인식

한다.

‘직업사회화’ (occupational socialization)의 개념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주어진 역할과

관련된 규범， 가치， 태도， 지식， 기술 등을 배우고 내면화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기능주

의적 관점에서 가장 잘 알려진 연구는 Merton(1957)에 의해 수행된 ‘수련의 ' (the student

physician)탐구이다. 본 연구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직업 사회화를 다루고 있는데， 의과대

학에서는 학생들에게 환자들을 처치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가치관들을 주입하고 있

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화는 학교교육과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밝히

고 있다(Wentworth， 1980).

한편， 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관료사회화’(bureaucratic socialization)연구(Hoy & Rees ,

1977)는 앞에서 소개된 Merton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교사사

회화 연구이다. 이 연구는 중등학교 교생들의 태도 및 유형의 변화를 알아보려는 목적으

로 수행되었는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생들이 교육실습을 통하여 그 이전보다 더 보수적

이고 관료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전에 수행된 Hoy (1968, 1969)의 연구도

PCI(Pupil Control Ide이ogy)도구를 이용하여 교육실습 후 교생들의 태도변화를 알아보려

는 것이었는데， 8주간의 교육실습을 통하여 교생들의 교육관이 개방적 · 자유적인 관점에

서 폐쇄적 • 관습적인 관점으로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교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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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을 경험하면서 교직사회의 보이지 않는 관료적 분위기에 순응해버리기 때문인 것

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실습과정에서 경험했던 이러한 교생들의 역할 인식이 초임교사 시

기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기의 교사사회화에 관한 연구는 이와 같이 기능주의적인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사회화의 의미는 교직사회의 적절한 역할을 학습하는 수동적인 과정과 그 사회의 지배적

인 사상과 관행에 순응하는 과정으로 풀이되었다.

이러한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들이 교직사회의 초임자들을 그 사회의 제도나

가치， 규범에 순응하는 수동적 역할자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일부의 시각에서는 그 타당성

에 대하여 비판을 제기하였다. Popkewitz 등(1979)은 결과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것은 교

사사회화 과정에서 개인의 역할을 섬층적으로 알아보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비판하며， 교

사사회화는 교사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외형적 · 가시적 결과물보다는 개인의 인식이나 경

험 등의 과정적 측면에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행해진 연구들은 개인의 사회적 성향이나 인식， 경험틀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았다.

2 해석학적 접근

기능주의적 관점과는 달리 해석학적 관점에서는 사회현상파 자연현상의 구별을 전제로

한다. 사회현상은 자연현상을 탐구하는 자연과학적 방법으로는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고， 사회현상에 맞는 독특한 방볍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해석학적 관점에

서는 우리가 인식 주체의 의식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대상을 단순히 오관을 통해서 경험하

는 것이 아니고， 의식이 포착하는 현상으로서의 대상이 있을 뿐이며， 그 대상의 의미는 우

리의 의식 ‘속’에 구성되어 있는 의미 세계의 틀 안에서 대상에게 주관적으로 주어지는 것

이라고 본다. 즉， 의미의 틀은 우리의 의식 속에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지， 대상

자체가 그 나름의 의미를 애초부터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최의창， 1996: 재인

용， pp. 40-41).

이러한 관점에서의 교사사회화는 학교사회와 교사들 개개인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이며 (Zeichner, 1979), 기능주의 적 관점과는 달리 교사들이 그들에 게

부여된 역할 기대와 규범에 그대로 순응하지 않고， 학교상황에 능동적인 주체로 참여하여

제한된 사회구조 속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고， 주변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Tern미in & Schempp, 1989).

해석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Hoyle(1977)은 새로운 교육사회학을 체

육교육 연구에 적용하려고 하였다. Hoyle은 현상학적 사회학의 주요 특정들을 파악하고，

이 관점이 개인이 지각하는 대로의 사회현상에 대해 어떠한 관심을 가지며， 우리가 당연



초임 체육교사의 교직 사회화 연구 89

한 것으로 여기는 가정들을 어떻게 문제시하는가를 보여주었다. 사회구조， 사회질서， 사회

화 등 개인의 의식 밖에 존재하는 대상들에 주로 관심을 두는 구조기능주의와는 달리， 해

석적 관점은 체육 수업 상황 내에서 학생과 교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주고받는 대화와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체육교과가 학교에서 차지하는 교과로서의 지위를 문제시하며， 이

데올로기， 이론 그리고 실제간의 괴리를 연구하였다.

해석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또 다른 연구 영역으로는 학교생활과 교직업무를 수행해 나

가는데 교사가 사용하는 ‘전략’ (strategies)에 관한 연구이다(Search， 1987). 전략이란 처한

상황을 벗어나거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들이 사용하는 행동이나 대응을 말한다.

여기에서 교사나 학생들은 당변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행동들 가운데 신

중하고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후， 어떤 구

체적 전략틀을 사용하는지에 관한 연구와 이러한 전략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촉진하는 사

회적 • 제도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는 연구들이 행해졌다(Graber， 1991; Griffin,

1986).

끝으로 교실과 학교를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조직으로 간주하고， 교사들이 그 안에서 어

떠한 과정을 거치며 각자의 하위문화를 형성하는가에 관심을 둔 연구가 있다. ‘사회화’의

개념은 협상， 해석 그리고 생성의 과정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Lawson, 1983). 이러한 ‘교사사회화’연구는 체육교사가 되는 과정과 다양한 사회화 요인

틀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Templin & Schempp, 1989) 이 사회화 과정은

변증법적이고 역동적이긴 하지만 참여자들에게는 명시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과정으로 이

해되고 있다(Zeichner & Gore, 1990) 교사 사회화 과정은 일반적으로 입문단계， 교사교육

단계， 초임단계， 중년단계， 퇴임단계 등의 다섯 부분으로 분류되며， 각 단계에 대한 연구가

간헐적으로 수행되고 었다. 한국의 교사사회화에 대한 연구도 몇편 보고되고 있는데， 박명

기(1993)는 전국 체육교사들의 전공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하였고， 이재용

(1993)은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초임체육교사들의 사회화 요인을 파악하였다.

III. 초임교사의 사회화

초임교사들은 학교 현장 발령 이후 역할의 전이로 인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

상황 속에서 새로운 문제들을 접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이나 어려움들의 원인은 우선

현장 발령 이전에 자신의 경력적 요소와 교사교육을 통해 형성된 가치와 신념이 실제 학

교 상황과 차이가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Lawson(1989)은 이러한 차이점을 다읍의 두 가지 사실로부터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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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대부분의 교사교육프로그램은 학교상황으로의 자연스러운 전이가 가능하도록 하는 학

습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지극히 통제된 상태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학교 상황의

다양성으로 인해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일치되지 못하는 실정이며， 그로 인해 ‘세척효

과’ (wash-out effect)가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세척 효과란 초임교사들이 현장 발령 이

전에 가지고 있던 교수에 대한 신념， 대도 등이 실제 학교현장 발령 이후에 접하게 되는

학교 상황과의 차이로 인해 초임교사들이 가지고 있던 열정과 의욕이 좌절되고 씻겨져 버

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여러 학자들은 초임교사들이 교수 첫해 동안 접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와 제약들에 관해

연구하였다(Burden， 1981; Ryan , Newman, Mager, Applegate, Lasley , Flora , & Johnston,

1980; Veenman, 1984). Ryan 등(1980)은 18명 의 초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결

과， 수엽부담이나 아동들과의 생활 속에서의 긴장 및 적응상의 어려움， 교수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몇 가지 문제점을 밝혔고， 이로 인해 초임교사들은 결국 교직을 떠나게 된다고

결론짓고 있다. 또 Burden(198l)은 대부분의 초임교사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7가지의

난점들로， 교수활동에 대한 지식부족， 교수환경에 대한 지식 부족， 교사의 권위적 위계에

의 순응， 교육과정과 교수의 교과 중섬적 접근， 직업적 통찰과 인식 미비， 불명확， 혼란，

불안정한 감정， 새로운 교수방법 시도의 혼란스러움 등을 밝혀냈다. 또， Veenman(1984)은

초입교사에게 있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인 문제점으로 수업 규율， 동기유발， 개인차 고려，

학습 결과의 평가， 학부모와의 관계， 과제조직， 불충분하고 부적절한 교수자료， 개별 아동

을 대하는 방법 등 여넓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초임교사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에 봉착하며 어려움을 겪는 만큼

교직 첫해의 경험은 그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교직에 머무를지， 어떤 유형의 교사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Huberman(1989)은 이 입문시기를 ‘생존과 발

견’의 시기라 표현하면서， 초임교사들이 교사로서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동안 교수적 운영과 비교수적 책무성의 생존적 현실과 직면하게 된다고 밝혔다.

Lawson(1983)은 교직사회화의 진행과정을 다음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특징짓고 있다.

첫째， 기능적 영역 (functional boundarγ)은 직업적 책무성에 의해 특정 지워지는데 이는

직업 전문인을 구별시켜주는 과정으로 가르치는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

람을 구분시키는 단계이다. 초임교사들은 동료와 교장에게 교직관련 지식， 가치， 감각， 기

술에 대해 그들을 만족시켰을 때 기능적 영역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유입적 영

역 Gnclusionary boundary)은 문화의 인지와 집단에 수용되는 것으로 특정 지워지는데， 초

임교사들이 같은 관점을 가지고 일이나 여가를 공유하면서 교사모임에서 인정받는 단계이

다. 다시 말해서 초임 교사가 동료교사， 학생， 학교행정가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게 되는

부분이다. 셋째， 위계적 영역 (hierachical boundary)은 공식적 명칭과 지위인식으로 특정

지워지는데， 형식적 권위나 파워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구분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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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초임 교사들은 종종 동시에 두 영역을 거치기도 하고， 한 영역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영역을 통과하는데도 영향을 준다. 만약 초임 교사들이 수업을 계획하지 못

하고 실제로 가르칠 수 없다변 경력 교사들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초임교사들은 입문단계를 거치면서 점차 학교의 여러 상황 속에 적응해 나가게 되는데，

이 사회화 과정에서 몇 가지 유사한 전략들을 찾아볼 수 있다. Lacey(1977)는 다음의 세

가지 전략적 방볍들을 밝히고 있다. 첫째， 내변화적 적응<internalized adjustment)방법으로

교사가 학교 현장의 가치나 규범에 충분히 동의하면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둘째， 전략적 순응(strategic compliance)은 교사가 학교의 가치나 규범에 상반된 신념을

가지지만， 상황의 요구에 적절히 순응해 버리는 방법이다. 셋째， 전략적 재정의 (strategic

redefinition)의 방법은 교사가 그 상황의 장애 요소와 충돌하면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상

황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Lee(1994)의 중등 체육교사들의 교사사회화의 연구를 보면， 13

명의 교사 중 대부분의 교사들이 전략적 순응의 방법을 이용하였고， 엘부 교사들이 전략

적 재정의의 방법을 이용하변서 학교에 적응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Tabachnick와 Zeichner(1985)는 교생들과 초임교사블의 전략적 재정의에서 성공적이고

비성공적인 시도를 비교함으로써 Lacey의 개념적 틀을 확장시켰다. 그들은 처음에 13명 의

교생의 교수관을 조사했고， 그들 중 4명을 초임 교사의 교수 첫해로 연결시켜 조사를 계

속했다. 3명 의 초임교사들의 근무조건들은 교육실습동안 교생으로서 경험한 것과는 매우

다르다고 밝혔다. 교생기간 동안 사회적 전략의 지배적 형태는 전략적 순응이었으나 모든

초임교사들은 전략적 재정의의 형식을 나타내었다. 또， 각 교사에 의해 사용된 다양한 전

략에도 불구하고， 각 교사의 경험을 특정짓는 지배적 전략이 있었다. 4명의 교사들 중 3명

은 학교에서 바람직한 행동의 범위를 재정의 하고자 하였다. 3명의 교사들 중 2명은 ‘비유

사 상황’에서 모두 전략적 재정의를 채택했다.

초임교사들은 다양한 학교상황 속에서 여러 공통적인 전략적 영역을 이용하지만， 한가

지 분명한 점은 교사 개개인의 생각， 가치， 신념이 중요하게 간주된다는 점이다. Bullough

(1987)는 Crow(1987)의 교사역할인식 (teacher role identity)의 개념을 지지하면서 초임교사

의 가치와 교수관은 자신의 교수를 해석하고 책임감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Knowles(1988)는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부터 교수 첫해의 기간동안 형성되는 초

임교사들의 경력과 역할에 대해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 그는 교사교육 프로그램은 초임교

사의 신념， 태도와 관련된 교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전에 형성된 경험들

이 교사로서의 역할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교사의 사회화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 학생은 교사들의 사회화에 강

력한 영향을 미지는 것으로 알려졌다(Blase， 1985, 1986; Bullough , Knowles, & Crow,

1989; Doyle, 1979; Templin, 1981, 1989). Blase(1985, 1986)는 학생들이 교사들의 근무 관

점에 변화를 가져오는 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교사 태도 변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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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주의 단계와 합리주의 단계의 두 가지를 밝혀냈다. 인간주의 단계는 “학생과의 개인

적 상호작용으로부터 나타나는 교사의 태도적 행동적 변화”라 할 수 있다. 합리주의 단계는

“학습관리나 수업과 관련된 교사의 태도와 행동에서의 변화”를 말한다(Blase， 1985: p. 237).

Blase (1986)는 교사사회화에 학생의 강력한 영향이 있다면， 학교행정가， 교사， 부모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교사에게 적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Doyle (1979)은 학생 영향의 중요성은 행정가나 동료교사들과 다른 교사의 성향과 밀접하

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밖에도 수엽， 교사 효율성， 교직생활의 유지에 대한 변인블은 초임교사를 둘러싼 근무

조건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밝히는 연구들도 있다(Goodlad， 1983, 1984;

Little, 1987; Lortie, 1975). 이러한 사회화의 상호작용 이론들은 초임교사들의 근무조건을

초보자와 학교 사이의 상호적 수용을 통한 역동적 의미로 파악한다. 즉， 다시 말해서 초임

교사들은 학교의 다양한 개인적， 제도적， 문화적， 환경적 요인의 영향하에서 다른 방식으

로 반응하고 사회화되는 것이다.

N. 초임체육교사의 사회화

스포츠교육학 연구에서도 교사사회화(Tern미in， 1981), 근무조건 (Templin， 1989), 교사역

할정체감(Solomon et al., 1991), 초임교사(O ' Sullivan， 1989)를 주제로 하는 질적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이밖에도 초임체육교사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학생， 교장，

동료교사， 학부모와의 관계， 교육과정， 교사와 코치 사이의 역할 갈등을 주제로 한 연구들

이 있다.

O'Sullivan(1989)은 초임체육교사의 입문과정은 다른 교과 교사들과는 다른 차이를 나타

낼 것이라 가정하고， 이러한 가정은 다른 교수환경， 움직임 지향 교과내용， 교사들의 다양

한 배경， 체육교육의 주변적 지위와 같은 체육교육의 특수성에 따라 설명될 수 있을 것이

라고 밝히고 있다. 또， 체육교사들의 생활을 분명히 파악하려는 의도에서 Griffin(1986)은

체육교사들의 근무조건에서 8가지의 공통된 특징들을 조사하였다. 그 특정들로는 (1)프로

그램 평가의 부족， (2)교직 보수의 부족， (3)전문적 지원이나 후원의 부족， (4)부적 절한 시

설， 용구， 시간계획， (5)의사결정 과정에서 체육교사의 제외， (6)교수 외 활동인 행사활동에

의 동원，(7)일반적 수용， (8)소외 등으로 요약된다.

0’Sullivan (1989)은 면담과 체계적 관찰기법을 이용하여 두 명의 초임교사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이 교직 첫해 동안 수업에서 강한 관리적 통제기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

고 있다. 이 연구의 논의 부분에서 그는 잘 계획된 교사교육 프로그램은 초임 체육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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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수기술과 전문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직전 교사교육 프

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제안하고 있다.

초임 체육교사들의 역할인식에 초점을 둔 연구들도 관심을 끈다. 이러한 연구들은 초임

체육교사들이 이미 직전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교사로서의 자신에 대한 강한 신

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Crow(1987)는 교생들은 잘 설정된 교사역할 인식을

가지고 형식적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경험에 의미를 끌어내기 위해 이러한 교사역할

인식을 필터로 이용한다고 주장한다. Solomon 등(1991)은 6명의 체육 교생들의 교수판을

조사하고 각 연구대상자의 교사역할 인식과 교수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의 양상을 연구하였

다. 이 연구는 병확한 교사역할인식을 가진 연구대상자들이 학교 상황에 잘 대처하고 교

사의 역할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적응하며， 자신의 교수스타일을 정립해 갔고， 교사로서의

분명한 역할인식을 하지 못한 연구대상자들은 지도교사를 모방하면서 의지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초임교사들의 사회화에서도 학생들은 초임교사들의 교수관에 영향을 미

친다고 밝힌 바 있듯이 체육 교육에서도 Tem이in(198 I)은 학생들이 교생들의 사회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특히， 교생들은 학생들의 수행 수준과 관리 규칙

에 순응하는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연구 대상 교생들은 학생들의 일

탈을 막기 위해 전통적 통제 방식을 유지하고 채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emplin은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체육교사들은 학생들의 영향과 이러한 영향의 의미가

교사들의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교사로서 초임교사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 이상으로 교사와 코치로서의 이중 역할로 인

한 역할 갈등은 초임체육교사들의 적응을 더욱 힘들게 한다는 연구도 주목된다. Kneer

(1987)는 교사/코치 역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권장하고있다:(1)교사와

코치 역할을 함께 맡을 경우 교수 역할의 일부분으로 코치를 포함시킨다. (2)교사와 코치

역할을 통합하지만 실천 시간과 계획 기간을 줄인다. (3)교수와 코칭을 분리하고 정규 코

치를 고용한다. (4)교수와 코치를 직업으로서 분리하고 학교로부터 선수들을 구분한다.

그리고 행정가들의 기대와 초임교사들이 교직 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

다. 행정가들은 초임교사들에 대해 개인적 특성， 전문성 신장， 책무성， 학생과의 관계， 동

료교사들과의 관계，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학급관리와 관련한 특정 기대를 가진다

(Templin, 1989). 이러한 기대가 비록 표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행정가들은 초임교사

들이 무엇을 어떻게 성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바램이 초임

교사의 교직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일터로서의 학교" (The School as Workplace)

라는 연구에서 Good1ad(1983)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교장과 교사간의

상호 신뢰， 교장의 교사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전문인으로서의 상호존중은 건강한 학교

분위기를 만드는데 중요 요소들이다 "(p. 52).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교사들이 체육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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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과 교수내용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교장이나 행정가들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교사 소외에 관한 Templin(1989)의 연구에서도 초임체육교사들이 교직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초임교사들이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며 교직

을 떠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V. 초임교사 사회화 연구의 아이디어가 체육교사교육에 주는 시사점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수행된 교사 사회화에 관한 연구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 나라 체육교사교육에 주는 시사점

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외에서 수행된 대다수의 연구들이 초임체육교사들이 처음 발령을 받고 나갈 때 그

들이 받은 교육과 현장 사이의 괴리로 인해 충격을 경험하게 되고， 교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Griffin， 1986; Lawson, 1988; O'Sullivan, 1989; Templin, 1981;

Lee, 1993)

Lawson(1983)의 지적처럼 이론 중심의 직전교사 교육은 현장에서 ‘세척효과’(wash-out

effect)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직전 교사교육은 다양한 학교 현장

상황을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이론과 실제가 통합될 수 있는 실제적인 교사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도법과 교육과정과 같은 교직 이수 과목

들이 강의실에서 이론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양하고， 교육학적 지식과 실기

종목이 통합되는 현장 중심의 실제적인 수엽지식으로 가르쳐 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재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또 디른 방법은 직전교사 교육 기관과 학교현장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여 공조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입장 속에서 함께 일한다는 것이 사실

상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학과 학교현장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경험과 보다 포괄

적인 원리적 측면을 서로 필요로 한다면 이 둘의 결합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대학과 현장

의 이론과 실제가 통합된 실천적 지식을 초임체육교사들을 위해 제공하는 것은 초임교사

들의 혼란과 충격을 감소시키고 전문성을 지닌 교사로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한편， 많은 수의 선행연구들이 초임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할 기대와 규범

에 순응하기보다는 오혀려 자신의 근무 환경과 상호작용 하거나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노

력한다고 밝히고 있다(Blase， 1985, 1986; Crow, 1986, 1987; Goodman, 1985; Lacey , 1987;

Templin & Schempp, 1989; Zeichner, 1986; Zeichner & Tabachnick, 1985). 이 러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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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체육교육에 대한 정체성을 확림하고 교사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의 개인적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즐 위해 교사교육의 첫 단계로 반성적언 태도

가 장려되어야 한다. 몇 몇 연구에서는 교사역할 인식이 뚜렷한 연구 대상자들이 그렇지

못한 연구대상자블보다 교육 실습에서 보다 성공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은 자신이

장차 맡게 될 교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내면화하는 활동을 통해 명확한 교사역할

인식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효과적인 교수 전략은 사전에 따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반성적인 태도를 통해 개발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자기 이해 및 정체감 형성을 위해 자신의 경력을 분석 · 평가하거나， 개인일지를

작성한다든지， 수업에 대한 반성， 동료들과의 토론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교사교육에서의 반성적인 태도는 개인의 신념， 인식， 교사역할 정체감의 형성에 큰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한다. 따라서 직전교사교육은 예비교사들이 반성적 능력과 자질

을 가진 교사로 준비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직전교사교육 프로그램

에서 예비교사의 반성적 능력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접근방법 (Schon， 1983; Posner, 1985;

Zeichner & Liston, 1985; Van Manen, 1977; 최의 창， 1996)을 사용해야 할 것 이 다.

그러나 교사가 아무리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충실히 수행하고 반성적인 태도에 입각하여

자신의 진문성 신장을 위해 스스로의 노력을 기울일지라도 현장의 상황은 너무나도 다양

하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교사 개인의 노력에 그 탓을 돌릴 수는 없다. 직전교

사 교육과 교사 자신의 개인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초임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현직 연수

프로그램의 제공과 행정적 지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초임 교사를 위한 현직 연수의 내용으로는 교사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

공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교사들의 수업을 참관할 기회를 제공하여 그 수업

상황에서 다른 교수 대안을 창안해 볼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는 일， 혹은 교육청

단위로 전문 지도교사 (mentor)제를 실시하여 초임교사가 부임하는 학교의 경우， 이 지도

교사를 파견하여 초임교사들이 어느 정도 교직에 적응하며 전문성을 획득해 나갈 수 있을

때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초임교사에

대한 행정적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이 기본 전제가 된다.

교사는 학생교육의 질과 효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므로 지금까지보다 학문적

으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탐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직에서 초기 과정에서

의 경험은 그 직업이 지향하는 목적 탈성과 그 직엽에 종사하는 직업인들의 자기 발전을

위하여 가장 핵심적인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초임교사의 사회화에 대한 연구는 더욱 더

시급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임체육교사의 사회화에 관한 연구는 양적으로 또

는 그 범위에서 모두 제한점이 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이 우리 나라와는

사회 · 문화적 여건이 다른 서구 사회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우리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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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체육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 연구 결과들을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나라의 교육 상황에서 초임교

사들이 어떻게 교직에 적응하며 교사로서의 정체감을 형성해 가는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

이고 다양한 사례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도출된

결과들은 교사의 교직 사회화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 데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교사교육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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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acher Socialization of Beginning Physical

Education Teachers

Kang, Sinbok*

Socialization may geneally be described as a process in which an individual’s

values, attitudes , interests , skills, and knowledge are influenced and altered as one

interacts and learns within social and occupational worlds (Templin, 1981:71). According

to Lawson (983), teacher socialization processes occur in the following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called anticipatory socialization, focuses on factors that influence a

teacher' s decision to enter the teaching profession. The second stage of teacher

socialization, professional education, occurs during the training program of prospective

teachers. The third stage, called occupational socialization, takes place in the

workplace. The workplaces of the teacher show how administrative and faculty

attitudes toward physical education can affect the teacher' s work ethic and sense of

the value of physical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literature related to the beginning

teacher ’s socialization in physical education. This paper specifically discusses with the

current status of research in teacher socialization in physical educ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teacher education programs. Future research directions with the matter

are also given.

* Professor,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