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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본 연구는 문성에 한 새로운 인 GoodWork연구를 기반으로 

교사 문성에 한 등교사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교사 문성을 이

해하는 인식의 틀을 확장하고 문  수행의 발  과정을 탐색하기 해 

수행되었다.우리나라 등교사 문성에 한 새로운 의 이해가 필

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교사 문성에 한 선행연구와 GoodWork

의 논의를 토 로 연구의 이론  기반을 세우고 교사 문성에 한 

등교사의 인식을 분석하는 연구를 실시했다.특히 비교사와 문가 교

사로 참여자 집단을 구분하여 인식의 형성  발달과정도 살펴보았다.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해 서울,경기 지역의 비교사 11명과 문

가 교사 11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고 2011년 12월부터 면담을 실시했

다.연구 참여자  비교사는 교육 학교에 재학 인 학생을 상

으로 수행 경험이 인식에 향을  수 있다는 을 고려하여 교육실습 

경험이 있고 졸업 후 등교사 임용을 원하는 학생을 참여자로 선정했

다. 문가 교사는 교직경력,수상경력,동료의 추천을 참여자 선정의 

거로 설정하고 합한 교사를 선정했다. 거를 설정하여 문가 교사를  

사례로 선정한 것은 거에 해당하지 않는 교사의 경우 교사 문성에 

한 심이 부족하여 련된 경험을 회상하고 제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에게 제시되는 질문은 GoodWork면담과 딜 마 사례를 

활용한 면담으로 GoodWork면담은 기존 GoodWork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을 번역하고 두 차례의 비검사를 실시하여 문항을 추출하고 수정

하여 활용했다. 한 교직 수행은 딜 마의 연속이라는 과 딜 마 상

황에서의 입장 선택과 단 근거를 통해 수행의 유형을 규정할 수 있다

는 분석을 기반으로 딜 마 면담 문항을 제작하여 활용했다.딜 마 사

례는 훌륭한 수행에 한 안목을 고양하기 해 제작된 GoodWork

Toolkit에 수록된 딜 마  교사의 사례와 교직에서 직면할 수 있는 사

례를 선택하여 번역,수정하고 비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으로 세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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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 마를 선정하여 활용했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등교사는 개인에 따라 다른 유형의 교사 문성을 지향하고 

추구함을 확인했다. 등교사는 교육 학교에서 유사한 교육과정의 직

교육을 경험하고 시․도별로 동일한 기 에 의해 선발되어 교직에 임용

된다.유사한 교육과 동일한 선발 과정은 등교사에게 일정 수 의 

문성을 보장한다.그러나 등교사가 지향하고 실행하는 문성의 유형

은 동일하지 않다.교사에 따라 지향하고 실행하는 문성의 유형은 달

랐다.유사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동일한 기 에 의해 선발되기 때문에 

외형 으로 교사의 문성은 유사해 보이지만 개인 내  요소에 따라 

등교사가 지향하고 실행하는 문성은 교직몰입형, 계몰입형,자아몰입

형의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둘째, 등교사가 지향하고 실행하는 문성은 문성을 갖춘 개인인 

교사가 문직인 교직의 역  분야와 상호작용한 결과임을 확인했다.

문직업인인 교사는 문직인 교직 역의 기 을 획득하고 분야의 요

구를 수용하면서 교직을 수행한다. 비교사의 경우 수행에서 역의 기

과 분야의 요구를 고려하지 못하고 개인의 주  경험이나 신념에 근

거하여 입장을 선택하고 단했다.이에 비해 문가 교사는 역의 기

과 분야의 요구를 반 하여 자신의 직업  사명을 인식하고 그에 근거

하여 단하고 수행했다.

셋째, 등교사의 교사 문성은 비교사 시기부터 토 가 형성되고 

교직 수행 경험을 통해 확장  발달됨을 확인했다. 등교사는 교사 

문성의 구성요소에 해 비교사 시기부터 인식하기 시작했고 수행을 

경험하면서 형성된 인식이 확장 다. 비교사는 아직 교사로 임용되지 

않았고 교직 수행 경험도 제한 이지만 자신을 교사로 인식하기 시작했

고 역의 기 을 획득하기 시작했으며 분야와 간 인 계를 형성하

면서 교사 문성의 토 를 구성했다.요컨  교사 문성은 비교사 

시기에 이미 토 가 형성되고 교직 수행 경험을 통해 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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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교사의 개인 내  요소인 교사의 교직 입문 동기와 교사가 설정

한 삶의 목표에 한 인식이 교사가 지향하고 실행하는 문성의 유형을 

결정함을 확인했다. 비교사는 자아실 이 동기가 되어 자의 으로 교

육 학을 선택하여 진학하거나 차선책과 주변의 권유가 동기가 되어 타

의 으로 진학했다. 문가 교사도 자의 으로 는 타의에 의해 입문했

다.그런데 자의 으로 입문하지 않은 문가 교사는 교직 경험을 통해 

몰입과 만족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입문 동기를 운명으로 귀인하고 교직 

입문의 당 성을 부여했다. 한 등교사는 교직에서 삶의 목표를 추구

하기도 하고 교직과 별개의 삶에서 만족을 추구하기도 했다.이와 같은 

교직 입문 동기와 교사가 설정한 삶의 목표는 교사가 지향하고 실행하는 

문성의 유형을 결정했다.

다섯째,동료와의 소통 경험과 교직에서의 몰입 경험은 교사 문성의 

주요 요인임을 확인했다.타의에 의해 진학한 비교사는 자의 으로 진

학한 동료와 소통하면서 사명감을 갖고 교사로서 가치 을 확립했다.

문가 교사는 동료교사와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소통하면서 

지식  기술을 획득했고 동료 교사와의 정서  소통을 통해 지지와 격

려를 얻었다. 한 교직에서의 강한 몰입 경험은 교사로서의 유능성과 

윤리성 획득  문  수행에 원동력이 되었다.동료와의 소통  교직

에서의 몰입 경험은 개인과 역,개인과 분야의 상호작용을 진하며 

교사가 문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이 게 볼 때 등교사의 문성은 교사 개인의 자질이기보다는 교사

가 속한 교직 역,교직 사회라는 분야와 하게 상호작용하는 과정

이다.교사는 교직에 입문한 동기와 설정한 삶의 목표에 따라 다른 유형

의 문성을 형성하고 역  분야와 한 계를 형성하면서 교직을 

수행했다.특히 교사가 경험한 동료와의 계와 몰입이 문성의 련 

요인이라는 은 교직 수행과정에서 소통과 몰입을 통해 교사의 문성

은 신장하고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iv-

주요어: 등교사 문성, 문성의 구성요소, 문성의 속성, 문  

수행,GoodWork연구

학번:2004-3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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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필요성  목

우수한 인  자원의 개발을 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할 

때 가장 먼  논의되는 것은 교사 문성에 한 고찰이며 교사 문성

은 이미 다양한 에서 끊임없이 논의되어 온 교육학의 핵심주제이다.

그러나 교사 문성에 한 규정이나 문성의 계발 방안은 여 히 논의

되고 있다.이와 같이 교사 문성이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지만 합의된 

개념을 찾기가 쉽지 않고 지속 인 논의의 상이 되는 것은 교사 문

성이 단순하게 능력이나 자질 그 이상의 의미를 추구하기 때문이다(박종

덕,2007).교사 문성에 한 논의는 교직을 여러 직업  한 가지로 

생각하고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교사의 일반  특징에 해 탐색하는  

동시에 다른 직업과는  다른,교직이 가지고 있는 특별하고 고유한 

속성과 특징을 고려해야만 한다.

지 까지 이루어진 교사 문성에 한 논의는 주된 심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Carlgren,1999).첫 번째는 교사의 문  지

식(professionalknowledge)에 심을 갖고 교사가 갖추어야 할 문  

지식이 무엇이고 그러한 지식이 어떻게 조직되고 개발되는지를 주로 살

펴본다(추 재,2007).이러한 논의에서는 교사 문성을 구성하는 요소

를 세분화하고 그러한 문성 요소를 신장시킬 수 있는 로그램의 구안

과 발달,실천 원리 등을 제시한다(Tytleretal,1999;Hill,2004;Luke

etal,2009;원기호,1995;유신 ,2004).

두 번째는 교직의 문화(professionalization)에 심을 가지고 교직이 

사회학 인 의미에서 직업이 되는 과정은 어떠한지,교직과 다른 직업이 

구분되는 특징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제시한다(소경희,2003).'문화'

란 특정 직업의 권 와 지 에 도달하도록 이끄는 략 혹은 방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교직의 문화와 련된 논의는 이러한 규정을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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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교육의 보 단계에서는 정규 직업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교

직을 문직으로 규정하기 해 필요한 조건,방법,교사교육과 교사 개

에 해 논의한다(이윤미,2005).

세 번째는 주로 교사가 수행하는 일의 성격(quality)에 심을 갖고 교

사 문성(professionalism)을 논의한다.이러한 방식의 논의는 교사의 일

이 갖는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교사의 문성을 규정한다.교사의 일을 

가르치는 일,학 을 운 하는 일,행정 인 업무의 처리로 구분하고 그

러한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제시한다. 장 교사들이 

수행하는 실제  활동에서 교사의 문성을 찾는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문직의 일차  요건이 일의 난해성이기 때문에 이 논의에서는 교사가 

하는 일이 어려운 일임을 밝히는 데 을 맞추고 있다(허병기,1994).

그런데 교사가 하는 일은 성격상 다른 문직업인이 하는 일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Lortie(1975)는 이와 같은 교직만의 특성을 불확실성이라고 

표 했다.교사들이 하는 일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효과를 확인

하기 쉽지 않다.뿐만 아니라 학생에게 향을 미치는 경로도 다양하다.

이런 특성들로 인해 교사의 일은 다른 문직의 일처럼 명확하게 설명하

기 어렵다.특히 등교사의 경우,다른 문직처럼 수  높은 지식을 독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교육 장에 용할 수 있는 체계화된 

지식체계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다. 한 문직 구성원의 능력을 보장

하기 한 자격 요건이나 활동 수행 요건이 엄격하게 규제되는 편이 아

니고 수 과 사회  지 도 다른 문직에 비해 낮다.이러한 등

교직의 특징으로 인해 교사 문성,그 에서도 등교사 문성과 

련된 논의는 한계가 있다(백승 ,1994).

그러나 등교사 문성에 한 논의가 한계를 갖는 것은 다른 문직

과 비교할 때 등교사의 일이 문 이지 않고,이로 인해 등교사가 

문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다. 등교사 문성에 한 논의가 

한계를 갖는 것은 문직을 설명하는 개념과 논의가 등교사가 하는 일

의 속성을 제 로 반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왔기 때문이고 이



-3-

에 더해 교사 문성을 논의하면서 문직으로서의 교직과 문인으로서

의 교사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성의 개념에는 문성을 갖춘 직업인 문직, 문직에 종사하는 

직업인인 문인, 문성의 향상과정을 의미하는 문화 등의 개념 모두

가 포함된다(서정우,1999). 문성 개념에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 문성에 한 논의 역시 직업인 개인으로서의 교사에 

을 맞추어 교사의 문성을 규정하거나 직업으로서의 교직에 을 맞

추어 문화 과정을 논의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교사 문성을 논의하면서 문직으로서의 교직과 

문성을 갖춘 직업인으로서의 교사로 을 구분하는 것은 문직과 

문성을 있는 그 로 이해하는데 한 이 아니다.왜냐하면 직업

으로서의 문직과 직업인의 문성은 개념 으로는 구분되지만 사실

으로는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문성을 갖춘 직업인에 한 고려 없이 

직업인이 속한 문직을 논의할 수 없고 문직과의 련에 한 이해 

없이 직업인이 갖는 문성을 설명할 수 없다.이 게 볼 때 교사 문

성에 한 논의는 직업인 교사와 교직 모두에 심을 갖고 근해야 한

다.그러나 기존의 교사 문성에 한 논의는 교직과 교사를 동시에 고

려하기보다는 주로 교사에 을 맞추기 때문에 교사의 문성을 온

히 제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한편 기존의 문성 연구에서는 교사를 온 한 문직업인으로 규정하

지 않는다.기존의 문성 연구에서는 문직을 이론 이고 체계 인 지

식을 가지고 사회에 한 사를 지향하는 직업으로 정의하고 그 유형을 

고  문직(classicprofession)과 신흥 문직(new profession),반 문

직(semi-profession)으로 구분했다(이  외,2008).고  문직은 의사,

변호사, 사,검사 성직자, 학교수 등과 같이 통 으로 문직으로 

여겨지는 직종이고 신흥 문직은 기술자,회계사,건축업자,신문기자,

방송인,컴퓨터 문가 등과 같이 최근에 권 와 자율성이 향상되고 있

고 높은 수입을 얻고 있는 직종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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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반 문직은 고  문직이나 신흥 문직에 비해 수입이 고 

자율성도 부족하며 여성 비율이 높은 간호사,교사,사서 등과 같은 직종

으로서 불충분하고 불완 한 문직이다.이와 같이 기존 문직의 구분 

기 을 기반으로 교사와 교직의 특성  문직에 일치하는 항목을 추출

하고 응시켜 확인하는 방식으로 교사 문성을 논의한다면,교사는 온

한 문직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등교사의 문성을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이 게 볼 때 등교사 문성에 한 논의는 

기존의 문성에 한 논의와는 다른,새로운 에 기반을 두고 논의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성에 한 새로운 을 기반으로 등교사

의 문성을 고찰하고자 한다.GoodWork연구1)는 Howard Gardner,

MihalyCsikszentmihalyi,William Damon이 주축이 되어 1995년 착수한 

로젝트로서 다양한 역의 문직업인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훌륭한 

수행(GoodWork)2)'을 개인 내  측면과 사회,문화와 같은 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악하는 사회과학 연구이며 문성을 구성하는 요소와 

문직을 둘러싼 사회와 문화와 같은 복잡한 주변 환경을 련지어 문

성을 논의한다.즉 문성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문직업인 개인에게만 

을 맞추기보다는 문직에 속한 직업인과 직업 역과 분야 등과 같

이 직업인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요소들 간의 역동 인 상호작용으로 

을 확장하여 연구한다.이 게 볼 때 GoodWork연구는 문성 연구

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문인과 문직을 동시에 고려하는,새로운 

의 문성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GoodWork연구를 기반으로 교사 문성을 논의한다면 기존의 

1) GoodWork연구의 정확한 명칭은 "TheGoodWorkTM Project"이며 연구개 과 연구에 한 모

든 정보는 http://www.goodworkproject.org에 공개되어 있다.

2) 2001년 출 된 GoodWork연구 의 첫 번째 도서인 "GoodWorkWhenExcellenceandEthics

Meet"는 2003년 문용린에 의해 동일한 제목으로 번역되었다.문용린은 GoodWork을 '훌륭한 

문직업인'으로 TheGoodWork연구는 '훌륭한 문직업인 되기 로젝트'로 번역했다.이에 

이 연구에서는 문용린의 번역을 따라 GoodWork을 훌륭한 문직업인,훌륭한 문인의 수행

으로 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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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 논의에서 주로 을 맞추었던 교사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과 같

은 내  측면뿐만 아니라 교직 역과 교직 사회 등과 같은 외  측면까

지 고려함으로써 교사 문성에 한 을 체계 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한  GoodWork연구에서는 ‘문  수행(GoodWork)'의 개념

을 질  수 에서의 유능성(excellence),개인 으로 느끼는 수행에 한 

유의미한 참여와 몰입(engagement)그리고 윤리  방식의 수행(ethics)이

라는 세 조건의 조화와 균형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교사의 수행에서 유능

성,윤리성,몰입의 의미와 련도 악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성에 한 GoodWork연구의 논의를 기반으

로 우리나라 등교사의 문성을 고찰하고자 한다.한국의 등교사가 

인식하는 문성에서 개인,문화,사회라는 GoodWork의 구성요소들은 

어떤 역동성을 보이는지, 등교사는 각 요소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

게 상호작용하는지 등을 살펴본다. 한 교직 수행에서 교사의 유능성,

윤리성,몰입은 어떻게 발휘되고 기여하는지,세 속성에 한 등교사의 

인식은 어떠한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등교사 문성에 해 비교사와 문가 교사의 인식을 살펴

으로써 문성의 구성 요소에 한 인식과 경험의 형성  발달 과정

을 확인하고자 한다.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등교사가 지향하고 

수행하는 문성을 수 이나 단계보다는 유형의 에서 구분하여 규정

하고자 한다.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등교사의 고유한 문성을 

탐색하고 등교사에게 요구되는 문성의 한 획득과 발달 과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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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교사 문성의 구성요소에 한 등교사의 인식은 어떻

게 형성되고 발달되는가?

1-1. 등교사로서의 자신에 한 교사의 인식은 어떻게 형성되고 발

달되는가?

1-2. 등 교직 련 지식  기술은 어떻게 획득되고 확장되는가?

1-3. 등 교직에 한 교사의 인식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가?

연구문제 2: 문성의 속성에 한 등교사의 인식은 어떠하며 문

 수행과는 어떤 련이 있는가?

2-1. 문성의 속성에 한 등교사의 인식은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

하는가?

2-2. 등교사의 문  수행에 한 인식과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등교사의 문성에 한 지향은 어떤 유형으로 구분되

는가?

3-1. 등교사의 문성 지향은 어떤 유형으로 구분되는가?

3-2. 등교사의 문성 지향에 향을 미치는 경험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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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용어의 정의

1)GoodWork연구와 문성 

GoodWork연구는 H.Gardner,M.Csikszentmihalyi,W.Damon이 

주축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로젝트 연구로 다양한 역의 문직업인

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문  수행(GoodWork)'을 직업인 개인의 내

 측면과 사회  문화와 같은 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논의한다.

기존의 문성 연구와는 달리 GoodWork연구에서는 직업인의 문성을 

구성하는 요소와 문직을 둘러싼 사회  문화와 같은 복잡한 주변 환

경을 련지어 문성을 논의함으로써 직업인의 문성에 한 새로운 

을 제시한다.본 연구에서는 문성에 한 GoodWork연구의 

을 기반으로 등교사의 문성을 교사 개인과 교사가 획득하는 지식  

기술,교사가 속한 교직과의 상호작용으로 악한다.

2) 문성의 구성요소, 문성의 속성

GoodWork연구에서 제시하는 문성의 구성요소는 직업인인 '개인',

직업 역의 지식  기술과 같은 상징체계인 '역', 역과 련된 사

람들과 사회인 '분야'를 의미한다.

문성의 속성은 '유능성','윤리성','몰입'으로서 유능성은 수행의 질

 수 을,윤리성은 도덕 인 수행 방식을,몰입은 수행에 한 직업인

의 유의미한 참여를 의미한다.

3) 문  수행

문  수행(GoodWork)은 직업인의 수행 유형  한 가지로 직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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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행에서 문성의 속성인 유능성,윤리성,몰입이 모두 반 되어 나

타나거나 직업인이 수행에서 직업 역의 기   분야의 요구를 고려하

면서 입장을 선택하고 단을 하는 수행을 의미한다.Gardner(2008)는 

문  수행과는 달리 문성의 속성이 모두 반 되어 나타나지 않거나 

직업인이 수행에서 직업 역의 기   분야의 요구를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의 수행을 타  수행(Compromised Work) 는 비 문  수행

(BadWork)이라고 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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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1.GoodWork이론과 문성

GoodWork 연구는 Howard Gardner, Mihaly Csikszentmihalyi,

William Damon이 주축이 되어 1995년 착수한 로젝트로 다양한 역

의 문직업인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훌륭한 수행에 한 연구이다.이 

연구는 문직업인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일에 근하는지를 탐색함으

로써 한 개인이 질 으로 수  높은 일을 하는 동시에 사회 으로도 책

임감을 가질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GoodWork연구에서는 훌륭한 문직업인에 한 심을 개인  차원

뿐만 아니라 윤리  책임과 의무라는 사회  차원으로 확장시켜 이해한

다는 에서 개인의 내  측면과 사회,문화 등과 같은 외  측면을 동

시에 고려하는 문직업인에 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은 문성을 개인의 특성으로 규정하는 기존의 문성 논의

와는 달리 직업인 개인과 문화(즉, 역)  사회(즉,분야)와의 상호작용

으로 가정한다.따라서 GoodWork의 을 기반으로 하는 문성 논의

는 직업인이 속한 문직과 직업인의 문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문성 

논의라고 할 수 있다.

1)GoodWork이론의 개요

GoodWork연구는 문직업인의 수행을 주로 다루지만 이 연구가 처

음부터 문직업인에 을 맞추었던 것은 아니다.세 학자가 처음 공

동 연구를 시작한 1994년에는 주로 창의성과 도덕성에 해 논의했고 개

인 으로 만족하는 성취를 이루는 동시에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간 인 

창의성(humanecreativity)'에 해 탐색했다.이 과정에서 창의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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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문화를 변형시키는 술가,과학자,발명가의 창의성에 한 심은 

타인을 한 체계 인 사를 하는 직업인의 문성에 한 심으로 옮

겨졌고 결국 연구는 문직업인이 어떻게 공정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에 

을 맞추게 되었다(Gardner,2008).

세 학자들은 다음 세 의 특성과 미래의 윤리에 한 문제의식을 바

탕으로 문직업인이 단순하게 일벌 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인 만족과 사회  책임감을 갖고 공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

을 갖게 되었다.이와 같이 연구의 이 인간 인 창의성에서 훌륭한 

문직업인으로 환되는데 향을  것은 변하는 시  상황에서 

유능한 문인의 도덕성,윤리성이 갖는 요성에 한 인식이었다.

GoodWork연구는 세 학자의 공동 연구이므로 세 학자의 주요 심

사가 반 되었다.GoodWork 에서는 직업인이 갖는 문성의 속성

을 유능성(excellence),윤리성(ethics),몰입(engagement)으로 규정하는데 

이  유능성은 Gardner에 의해,몰입은 Csikszentmihalyi에 의해,윤리

성은 Damon에 의해 제안되었다. 한 직업인 개인에만 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소속되어 있는 문직과 직업인의 문성을 동시에 고려하

기 때문에 장 실무 종사자를 상으로 직  면담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이하에서는 GoodWork연구의 이론  배경과 연구 방

법의 기 를 살펴 으로써 GoodWork  문성 논의의 타당성을 탐

색하고자 한다.

(1)GoodWork연구의 이론  기

Gardner(2008)는 GoodWork 연구의 이론  배경으로 Piaget와 

Kohlberg의 도덕 발달 연구를 제시했다.발달심리학자인 Piaget는 도덕

성 발달과 련해서 도덕  인식을 한 비 ,논리  사고의 기 에 

심을 가졌다.Piaget에 의하면 2~4세 정도의 어린 아이는 행 의 이유

와 계없이 더 많은 컵을 깨드린 경우에 더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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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 아동기에 해당하는 5~7세 정도의 아동은 우연이나 의도를 

고려하여 행 의 잘잘못을 구분했다.Kohlberg는 이러한 Piaget의 연구

를 확장하여 도덕  추론에 따라 도덕 단력의 여섯 단계를 제시했다.

Gardner는 Piaget와 Kohlberg의 연구에서 논의되는 도덕  추론이 

요하기는 하지만 도덕  추론이 도덕  행 를 항상 언하는 것은 아니

라고 주장했다(Fishman& Barendsen,2010). 단은 지 이지만 행 는 

비도덕 일 수 있고 낮은 도덕발달단계에 해당하더라도 도덕  용기를 

보여  수 있다는 것이다.Gardner는 인간 행 의 다양성을 확장하여 인

식하면서 행 는 도덕  단이나 가치 체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

고 개인은 개인으로서의 삶과 문인으로서의 삶에서 각각 다르게 행동

한다고 설명했다.도덕  행  여부의 결정에는 도덕 단력과 발달 수

도 요하게 작용하지만 결국 '개인'에 의해 도덕  행  여부가 결정

된다는 것이다.이러한 설명은 문인의 사회 으로 책임감 있는 수행,

윤리 이고 도덕 인 직업  행 는 결국은 문가 개인에 의해 결정된

다는 논의의 토 가 되었다.

Gardner는 Kohlberg의 딜 마를 통한 사고를 훌륭한 수행을 함양하

는 방법의 한 가지로 활용했다.GoodWork연구자들은 훌륭한 수행에 

한 인식과 안목을 함양하기 한 도구인 ‘GoodWorkToolkit(2010)’을 

개발했는데 이 도구는 Kohlberg의 딜 마 근법을 활용한다.딜 마를 

제시하고 학생들로 하여  복잡한 도덕  문제 을 고려하게 하고 도덕

 분 기를 조성한다.

한편 이 연구는 세 학자의 공동 연구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세 학자의 

심사가 고르게 반 되었다.지능에 심을 가지고 있던 Gardner는 

문직업인의 수행에서 질  우수성  유능성(excellence)을,창의성과 인

간 행동의 동기에 심을 가지고 있던 Csikszentmihalyi는 문직업인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개인 인 즐거움과 몰입(engagement)을,도덕발달에 

심을 가지고 있던 Damon은 문직업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에 기

여하는 도덕성,윤리성(ethics)을 각각 요한 개념으로 인식했다.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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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성,윤리성,몰입이라는 세 개념을 수행과 련지었고 '훌륭한

(Good)'이라는 표 을 활용하여 설명했다. Gardner(2010)에 의하면 

'Good'은 연구결과에 의해 도출된 개념이기보다는 독립 인 의미이며 훌

륭한 문직업인의 수행에 한 함축  표 이고 사회  합의에 의해 수

과 범 가 결정되는 의미이다.

(2)GoodWork연구의 경험  기  :연구 방법3)

GoodWork연구자들은 속한 변화의 시 에 개인이 어떻게 수  높

게,책임감 있게 일을 수행하는지에 을 맞추고 여러 직업 역에서 

일을 수행하는 개인의 다양한 장 경험을 포착하고자 했다.연구의 목

은 문직업인의 수행과 련된 상을 확인하고 궁극 으로는 그러한 

수행 방식을 고양하는 것이다.훌륭한 수행을 한 한 훈련과 역할 

모델이 있다면 더 많은 개인이 수  높고,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했기 때문이다(Gardneretal,2001).

GoodWork연구는 장에서 일을 수행하는 직업인의 다양한 경험을 

수집하기 해 여러 직업 분야(domain)의 문직업인과 면담을 실시했

다.연구 참여자를 선정할 때 훌륭한 수행을 한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역의 직업인을 선정했는데 크게 세 가지 방법을 활용했다.첫 번째는 권

 있는 국내․외 경시 회의 최종 결승  참가자를 섭외했고,두 번째

는 좋은 학교에 재학 인 우수한 성 의 학생을 섭외했다.세 번째는 

직업인에게 혹은 스스로를 지명하는 덩이 표집(snowballsampling)에 

의해 지원한 상자를 섭외했다.

연구자들은 연구를 시작한 1994년부터 1999년까지 략 90여명의 언

론인과 60여명의 유 학자들을 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했다.그 후 기

3) HowardGardner,AnneGregory,MihalyCsiksentmihalyi,William Damon,Mimi

Michaelson(1997).TheEmpiricalBasisofGoodWork:MethodologicalConsideration.

GoodWorkProjectReportSeries,Number3을 본 의 목 에 맞게 요약하여 수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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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경 자,연극배우,박애주의 단체의 자선 활동가,고등 교육 종사자,

의사와 간호사,법조인 등 다양한 역의 직업인을 추가하여 면담을 실

시했고 2004년까지 9개 직업 역에서 선정된 약 1,200명 이상의 직업인

을 면담했다.

연구에서 사용된 면담 질문은 직업 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

만 공통 으로 9개의 주요한 주제를 심으로 구체 인 질문을 제작했

다.9개의 주요한 주제는 ① 시작,② 목 과 목표,③ 신념과 가치,④

작업 차(자신감과 개인  특질),⑤ 일에서 느끼는 정 ․부정  압

력,⑥ 공식 인 향,⑦ 작업에 한 (차세 훈련,선호 역),⑧

지역 사회와 가족,⑨ 윤리  기 이며 어떤 역의 직업인을 면담하는

지와 계없이 9개의 주제는 반드시 고려되며 범주 내에 구체 인 질문

은 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정하거나 추가  삭제했다. 체로 9개

의 주제에 한 60개 정도의 질문을 개발하여 활용했고 상황에 따라 윤

리  딜 마를 활용하기도 했다.

연구자들은 면담 내용을 코딩하여 11개의 범주로 다음과 같이 제시했

다.첫 번째 범주는 '독립변인'으로 역 내의 역할,지 ,성별,연령,인

종,민족 등을 포함한다.두 번째 범주는 '더 큰 목 '으로 궁극 인 목

이나 문가의 임무에 한 내용이며 세 번째 범주는 '목표','장애',

'략'으로 연구에서 가장 요하고 핵심 인 범주이다.네 번째는 '기

회'이며 장애를 기회로 환하는 내용도 포함된다.다섯 번째는 '지원'으

로 직업 역에서 혹은 가정에서 받은 지원을 의미하며 여섯 번째는 '변

화 순간',특히 직업인의 경력에서 가장 요한 변화의 순간을 의미한다.

일곱 번째는 '정 ․부정  변화'로 직업 역,분야,혹은 사회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여덟 번째는 '직업 역에서의 기 여'이고 아홉 번

째는 사람이나 집단의 '공식 인 향',열 번째는 '멘토'와 '반면교사',

열한 번째는 '명상활동'이다.각각의 범주는 직업 역과 련하여 독특

한 용어로 세분화되고 구체 으로 표 된다.

연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될 수 있는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고



-14-

자 했고 이러한 수집 자료는 각각의 범주,즉 '얼마나 많은 직업인이 멘

토를 가지고 있는가?(멘토와 반면교사 범주)', 는 '언제 처음으로 역

에 여하는가?(직업 역에의 기 여)','직업 역의 실무 수행을 유

지하는 략과 역의 잠재력을 확장할 수 있는 략의 비율은 어떠한

가?( 략 범주)'등의 질문에 한 구체 인 상의 발견뿐만 아니라 직

업 역간의 비교 연구나 보 직업인과 경력 직업인의 비교,문화 간 

비교 등 다양한 역의 연구에 활용되었다.

2)GoodWork 의 문성 

GoodWork연구에서 훌륭한 수행이란 기술 으로 우수하게 수행하는 

'유능성',윤리  습에 따라 하게 수행하는 '윤리성',개인 으로 

유의미함을 인식하며 수행에 참여하는 '몰입'의 세 속성이 모두 련된 

직업인의 수행을 의미한다.여기서 문직은 특별한 훈련이나 자격증이 

필요한 법조계나 의료계 같은 분야에 한정되는 좁은 의미의 직업군이 아

니라 넓은 의미의 문직이다.넓은 의미에서 문직은 직업 역의 직

업인이 을 해서 높은 수 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자율성

이 있는 모든 직업을 의미한다.

훌륭한 수행의 한 속성인 '유능성(excellence)'은 문직업인이 자신의 

직무를 상 수 으로 수행함을 의미한다.유능성은 좋은 스승과의 도제 

계를 통해 한 개인에게서 다른 개인에게로 수되며 직업인이 직업 

역의 최신 지식  기술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유능한 문직

업인은 업무에 해 스스로 좋은 느낌을 가지고 기술을 총동원하면서 무

엇을 해야 할지 아는 상태에서 어려운 과제에 집 할 때 가장 큰 즐거움

을 느낀다.

훌륭한 수행에서 유능성과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윤리성(ethics)'은 

문직업인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갖는 사회  책임감으로 도덕성이라고 

볼 수 있다.연구자들은 윤리성과 련하여 직업인의 책임감을 특히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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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했다.연구에 의하면 직업인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책임감은 범주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첫 번째 책임감은 '사회에 한 

책임감'으로 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 역,분야에 미치는 

부정  향을 최소화하고 의 이해 계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책임감은 '역(domain)에 한 책임감'으로 직업인의 사명과 

역의 지식  기술의 핵심  실천과 계있는 책임감이다.세 번째 책

임감은 '타인에 한 책임감'으로 학생이나 고용인,환자,피험자,동료 

등에 해 느끼는 책임감이며 네 번째 책임감은 '자기 자신에 한 책임

감'으로 직업인의 목표나 헌신의 기 이 되기도 한다.다섯 번째 책임감

은 '일터,직장에 한 책임감'으로 직장에 한 심을 의미한다.이러

한 책임감을 가진 직업인은 동료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해 노력한다.

GoodWork연구에서는 책임감과 련된 많은 연구를 수행했는데 직업 

역 내에서 개인의 역할과 성별에 따라 인식하는 책임감의 범주가 달랐

다. 를 들면 유 학 분야의 경우,실무종사자의 60% 이상은 직장에 

한 책임감을 강조했지만 박사 학  소지자는 20%만이 직장에 한 책임

감을 언 했다. 한 여성 직업인이 자신과 타인,사회에 한 책임감을 

강조했고 남성 직업인은 역에 한 책임을 더 강조했다.

경력에 따라서도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보 직업인은 가족,친구 등과 

같이 직 으로 계된 타인에 한 책임감을 표 했지만 경력이 증가

함에 따라 책임감의 범 는 확장되어서 경력 직업인은 직장이나 직업 

역에 한 범 까지 책임감을 표 했다.직업 역별로도 요하게 인식

되는 책임감의 범주에 차이가 있었는데 의료계나 교육계와 같은 문직

업인은 사하는 개인인 환자나 학생에 해 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만 언론인은 더 범 한 ,민주사회,거  시장,정의,환경,질병 

등에 해 책임감을 나타냈다.

연구자들은 책임감이 직업 역의 기 을 문 인 혹은 비 문 인 

수 에서 수행할 것인지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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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에 따른 수행은 직업에 속한 직업인 개인이 주체 으로 결정한다

고 설명했다. 한 일반 으로 의사,법조인 등의 통 인 문가의 경

우에는 요구되는 책임감이 명확하지만 그 자체가 직업인의 책임감을 결

정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모든 의사나 법조인 등이 명확한 동시에 

강력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여기서 요한 것은 다

른 사람으로부터 혹은 역의 오래된 가치로부터의 지원 여부와는 상

없이 자신이 요하다고 생각하는 책임을 수행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직

업인 '개인'인 것이다.

GoodWork연구 의 일원인 Barendson(2004)은 교사의 책임감에 해 

연구했는데 연구에 의하면 교사는 인간 인 것에 을 맞추어 책임감

을 느 다.교사는 많은 사람에게 책임감을 느끼지만 요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는 직 으로 사하는 사람,즉 학생에게 을 맞

췄다.교사는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이 포기한 책임을 채우고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묘사했다.교사는 학생과 상당히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학생을 

가르치는데 헌신하는 시간 이상으로 역할 모델과 멘토로서의 역할도 수

행했다.교사는 가족이  분해됨에 따라 학생과 련된 모든 측면에 

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교수 이상의 추가 인 책임을 수용했다.

한편 최근의 연구에서는 훌륭한 수행의 개념에 일에 한 '유의미한 

참여(engagement)'혹은 '몰입'이라는 속성을 추가했다.'참여'혹은 '몰입

'은 문인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이나 만족감,유의미함을 느끼

며 몰입하여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은 일에 한 기여뿐

만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의 주  경험의 질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GoodWork'의 의미를 확장한 것이다.

몰입은 직업인이 훌륭한 직업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요한 단서가 

된다.왜냐하면 훌륭한 직업인은 스스로 좋은 느낌을 갖고 기술을 총동

원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면서 어려운 과제에 집 할 때 몰입의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이다.몰입을 연구한 Csikszentmihalyi(1997)에 의

하면 몰입의 경험 자체가 항상 '훌륭한 일'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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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성 윤리성 몰입

않으며 훌륭한 수행이 언제나 몰입을 유도한다고도 말할 수 없다.그러

나 최고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활동에 집 한 사람들에게 몰입이라는 보

상이 주어지는 것은 쉽게 확인 다.

Gardner(2008)는 직업인의 수행에서 기술  유능성(excellence)과 개인

으로 느끼는 일에 한 유의미한 참여(engagement),윤리  방식의 일

의 수행(ethics)이라는 세 가지 조건은 하나도 달성되지 않거나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만 달성될 수도 있는데 '훌륭한 수행'은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달성될 때의 일을 의미한다고 보았다4).연구자들은 유능성,윤리성,

유의미한 참여의 구조를 [그림 Ⅱ-1]과 같이 제시했다.

[그림 Ⅱ-1]GoodWork삼 나선(TripleHelix)

출처 :GoodWorkProjectⓇ Team (2008)

한편 Nakamura는 유능성과 윤리성,참여 혹은 몰입이라는 이 세 속성

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와 세 속성이 어떤 계를 갖는지에 해 고

찰했다(Gardneretal.,2010).Nakamura는 지 까지의 연구에서 세 속성

에 한 다면 인 의미는 악되었지만 각각에 한 구체 인 분류는 하

4)Gardner는 'GoodWork'의 세 속성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만 달성되는 상태의 일

을 GoodWork과 구분하여 '타  수행(CompromisedWork)'으로,세 속성  어느 

것도 달성되지 않는 일은 '비 문  수행(BadWork)'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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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했음과 즉 세 속성의 바람직한 혹은 그 반 의 형태는 확인하지 못

했음을 지 하면서 세 속성  주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몰입이외

의 유능성과 윤리성은 문화 ,사회  차원에서 합의되는 범 와 내용에 

기반을 둔다고 설명했다.

유능성은 정의 자체가 명백하지 않은 복잡한 개념으로, 문직 역에

서 경험 으로 논의되며 윤리성도 사회의 합의에 의해서 논의되는 개념

이라는 것이다.이러한 윤리성의 속성에 해 Gardner(2007)도 윤리  

문제에 한 한 가지 선택이 다른 것보다 우 에 있음은 사회  합의에 

의해 확인된다고 언 했다.직업 역과 분야에서 유능성과 윤리성에 

해 존재하는 사회  합의의 범 가 문성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Nakamura는 문성의 세 속성들이 어 나는 경우를 가정하여 속성의 

계를 고찰했다. 를 들어 장부를 조작하는 유능한 회계사처럼 질 으

로 높은 수 에서 일을 수행하지만 윤리  기 이 낮은 경우나 학생들이 

배우기를 원하지 않는 윤리 인 교사처럼 윤리 으로는 존경받지만 유능

함에 있어서는 제한 인 경우를 가정함으로써 이와는 비되는 경우도 

가정했다. 를 들면 윤리 으로 일을 처리하는 유능한 회계사나 잘 가

르치는 윤리 인 교사의 경우처럼 높은 질 ,윤리  수 을 동시에 갖

추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 경우 각 속성이 어 나지 

않고 동시에 수행과 련 있고 이러한 수행은 ‘훌륭한 수행’이다.

Nakamura는 세 속성들이 어떤 계를 형성하는지,상호작용하는지,

호혜 인지,경쟁하는지 등에 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림 Ⅱ-1]을 통해 세 속성의 계에 한 개념  기 를 확인할 수 있

다고 설명했다.Gardner(2008)는 Watson과 Crick이 발견한 DNA 이 나

선구조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GoodWork의 세 속성이 갖는 구조를 삼

나선으로 제시했다.여기서 나선구조는 오늘날 분자생물학의 발  기

가 된 요한 모델로서 두 가닥의 DNA 사슬이 서로 뒤틀리면서 '동

일방향으로 신장'하는 형태이고 분자가 '안정 으로 존재'하는데 유리한 

형태이다(한국식품과학회,2006).이 게 볼 때 나선 구조의 요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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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안정성과 동일방향성이다.

안정성을 GoodWork의 세 속성과 련지어 보면 삼  나선의 각 축인 

윤리성,유능성,개인의 몰입은 독립 으로 구분되는 속성으로서 각각이 

비교  동등한 지 를 갖는다.유능성,윤리성,몰입의 어느 한 속성이 

우월하거나 혹은 치우치지 않고 같은 크기의 회 각과 결합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즉 비교  동등한 지 를 갖기 때문에 나선의 형태가 유지

된다. 한 세 축의 진행 방향은 동일하다.유능성,윤리성,몰입이 동일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한다는 것은 훌륭한 수행의 요한 조건인 '일치

(alignment)'와도 련이 있다.삼  나선 구조의 특성을 고려할 때,세 

속성은 독립 으로 구분되며 각 속성이 비교  동등한 지 를 가지고 동

일한 방향을 지향하는 계라고 규정할 수 있다.

세 속성의 동등한 지 와 동일 방향성을 기반으로 연구자들은 세 속성

의 계를 연구하고 있다.Damon(2005)은 세 속성의 긴장과 균형 계

를 고찰하고 세 속성  몰입과 유능성의 계를 '열정(passion)과 숙련

(mastery)사이'라고 표 했다.즉 개인의 내 인 몰입(passion)과 문직

의 목 인 사를 한 기술의 사용(mastery)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있

을 수 있다는 것이다.Nakamura(2010)는 '인간 인 창의성'에 한 연구

가 GoodWork연구로 환된 가장 큰 이유는 일의 수행에 향을 미치

는 윤리성에 한 강조 음을 지 하면서 세 속성  윤리성이 가장 

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3)GoodWork 의 문성 구성요소 

GoodWork연구에서는 문직업인의 삶을 개인,문화,사회의 측면에

서 근한다.이러한 연구방법은 심리학자인 Csikszentmihalyi(1996)의 

체계  근 방식에서 기인한 것이고 Gardner는 이러한 근 방식을 비

범한 인물의 생애를 분석하는 모형으로 발 시켜 사용했다.체계  근 

방식에 의하면 창조 인 지  성취의 과정을 연구하기 해서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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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적 기준
가치, 

종 적 신념
아- 미지

사회적 조건
상호성, 신뢰
(직접-간접)

지역사회
(개 -비개 )

리 원회
(강력-약함)

문화적 조건
직무 조건
(명확- 명확)

전통
(존 - )
전문직 강령

( 속력-형식적)

GoodWork

성과 조건
적보상-

(낮 -높 )
력

(협소- )
신

(낮 -높 )

개 적 기준
가치, 

종 적 신념
아- 미지

사회적 조건
상호성, 신뢰
(직접-간접)

지역사회
(개 -비개 )

리 원회
(강력-약함)

문화적 조건
직무 조건
(명확- 명확)

전통
(존 - )
전문직 강령

( 속력-형식적)

GoodWork

성과 조건
적보상-

(낮 -높 )
력

(협소- )
신

(낮 -높 )

(individual), 역(domain),분야(field)로 구성되는 세 가지 요소의 상호

작용에 주목해야 한다([그림 Ⅱ-2]).

[그림 Ⅱ-2]GoodWork구성요소 모형

출처 :GoodWorkⓇProjectTeam (2006)

Csikszentmihalyi가 심을 개인뿐만 아니라 역과 분야로 확장시킨 

이유는 인간의 지  능력이 개인 내  요소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사실이

지만,그 지  능력이 비범한 성취로 발 되기 해서는 지  능력을 표

출할 수 있는 한 '역'과의 만남이 필수 이며,개인의 지  능력을 

지속 으로 발달시키는 동력은 개인에게 향력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타자들과,넓게는 사회 문화  환경으로 구성되는 '분야'와의 상호 작용

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이러한 체계  근 방식을 기반으로 연구

자들은 GoodWork 구성요소 모형을 [그림 Ⅱ-2]와 같이 제안했다

(GoodWorkProject,2008).

(1) 문성의 구성요소 Ⅰ :개인  기

연구자들은 구성요소를 설명할 때 이해를 돕기 해 의학 분야의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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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설명했다.개인  기 은,미국 의학 분야를 로 들면 실제 의학에 

향을 미치는 약 850,000명의 개인이다.개인  기 이란 직업인으로서

의 개인을 의미하며 직업인의 성격,기질,특성 등이 해당된다.개인  

기 은 '정체성'개념을 통해 가장 구체 으로 드러낼 수 있는데 정체성

은 각 개인의 배경,특징,그리고 가치들이 쌓여 이루어진 총체로서 한 

개인이 느끼는 신념이며 성격,특질,동기,지 인 약 과 강 ,개인 인 

선호 등을 의미한다(백아청,2010).GoodWork면담에서는 '거울 테스트

(mirrortest)5)'질문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연구자들은 이 질

문을 요하고 필수 인 질문으로 강조했다.

개인은 직업인으로서 타인과 네 유형의 계를 형성한다.첫 번째는 

발달에 요한 향을 미치는 부모,친구,형제,자매와 같은 사람과의 

계이고 두 번째는 직업 분야에서의 '수직 ' 계로서 개인은 교사,멘

토,감독,반면교사,개인 으로는 잘 모르지만 감을 주는 모범 인 인

물 등과 수직  계를 형성한다.세 번째는 직업 분야에서 '수평 '

계로서 동료와의 계는 경쟁 이거나 동 인 수평  계이다.네 번

째는 개인과 그가 갖고 있는 가치 체계와의 계로서 이 계는 개인이 

가장 요하다고 여기는 신념이나 가치 이 개인의 삶에 향을 미치는 

범 를 의미한다.특히 신념이나 가치 체계는 수행에서 역과 분야를 

고려하는 높은 기 을 고수할 것인지, 안 으로 쉬운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무책임하게 일을 수행할 것인지 등을 결정한다.

직업인으로서의 개인은 훈련을 통해 직업 역에 소속되며 개인 이고 

문 인 목표를 추구한다.이러한 개인이 실무에 종사하면서 소속된 직

업 역만의 특정 지식,기술,실무 수행,규칙,가치를 획득하고 있을 때 

개인은 문직업인이라고 할 수 있고 개인이 속한 그 직업 역은 문

직이라고 할 수 있다.다시 말하면 개인  기 은 사회  문화 모두의 

향을 받는다.

5) 거울 테스트(mirrortest)는 정체성에 한 감각을 확인하기 한 질문으로 "거울을 

들어다 보았을 때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느끼는가?","어떤 말을 할 것으로 생각하

는가?"등의 질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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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회  보상이나 비난과 계없이 수행에서 모든 심은 결국 

직업인 개인이다.개인의 가치,신념,목표,동기,성격,기질 등은 역의 

기 과 응 계를 형성하게 되고 분야에 의해 보상 혹은 처벌을 받는

다. 문직업인은 역과 분야의 요구조건을 자신의 이상  이미지로 내

면화한다. 를 들면 은 의사는 환자의 고통을 최소로 완화시키기 

해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즉 '환자를 돌보는 사람'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내면화한다.

(2) 문성의 구성요소 Ⅱ :문화  조건 

문화  조건은 체제  근에서 ‘역(domain)’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직의 인 규범과 행,신념이나 가치 체계,오랜 시간을 통해 형

성된 문직의 '상징체계(symbolsystem)'를 의미한다.의학 분야의 경

우,히포크라테스의 선서가 고 부터 해 내려오는,여 히 유효하고 강

력한 문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은 핵심  가치 기 은 모

든 직업에 존재하며 수 십 년 동안 진 으로 발 하여 그 직업 역의 

직업인에게 공유되고 일정 수  이상으로 수행되는 일종의 기 이자 규

약이다.

Gardner는 이러한 핵심 인 가치 기  혹은 상징체계를 Feldman이 

제안한 '역'이라는 용어로 표 했다6).직업과 련하여 역은 그 직업

의 지식  기술이 성문화되어 있어서 새로운 실무 종사자들에게 쉽게 

수될 수 있을 때, 수된 결과로서의 상징체계를 의미한다.문화는 다

6) Feldman은 인간의 발달을 보편 인 역에서 특수한 역으로의 역별 발달이라고 

설명했다.즉 상 속성과 같은 '보편  역'의 발달 후 형식 으로는 가르칠 필요

가 없으나 자동 으로 발달하는 '범문화  역',문화의 모든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의 수 에 도달할 것으로 기 되는 읽기,쓰기,셈하기 등과 같은 '문화  역',특별

한 재능,특성 는 문성과 련된 법칙들과 같은 기본 인 규율, 문성이 표 되

거나 부가 인 훈련을 요구하는 유기 인 화학작용이나 특허법과 같은 '색다른 역',

존재하는 역의 한계를 넘어선 코르크 마개의 발명이나 모던 스의 창조와 같은 '

독특한 역'의 순서로 발달한다고 주장했다(Gardner,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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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상징 역들로 구성되며 역의 총합은 문화를 구성한다.

GoodWork연구에서는 문직이라는 용어 신 역이라는 표 을 선

호했다.명확한 의미가 규정되어 있는 '문직'이라는 용어는 정해진 교

육과정과 면허를 특징으로 하는 직업을 의미한다. 문직은 불확실한 상

황에서 복잡한 단을 내리는 요한 역할과 개별  혹은 사회  문제

을 신 하면서도 공평한 방식으로 다루는 특정 자치권과 지 를 가진 개

인들의 집단이다.법학,의학,유 학 등은 명확하게 문직의 자격을 가

지고 있다.

그러나 GoodWork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가, 술가 등은 일반

인 문직의 범 에 포함되지 않는다.모든 사업가나 술가가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면허를 취득하거나 자치권이나 지 를 가지고 있다

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리스트나 박애주의  자선단체 직원의 

경우도 유사하다.그러나 문직의 범 에 포함되지 않는 각 직업 역

에도 충족시켜야 하는 핵심 인 기 이 있고 기 을 고수하는 직업인이 

있다.따라서 이러한 직업은 기존의 에서 문직으로 규정할 수 없

지만 문 직업 '역'으로는 볼 수 있다.

한편 역의 상징체계는 일종의 상징 규약(domaincode)이라고 할 수 

있고 아이디어,정보인자(mimesis)7)차원의 상징 규약과 윤리  차원의 

규약으로 구분된다.아이디어 는 정보인자 차원의 상징 규약은 바람직

한 목 을 이끄는 행 의 순서이다. 를 들어 의학 역의 목 은 환자

의 고통을 방하거나 경감하고 삶을 연장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목 을 

한 아이디어 차원의 상징 규약은 의사들이 진료를 허가받기 에 배워

야만 하는 지식  기술이다.지식  기술은 입으로 할 수 있는 말,

문구,문헌,교재를 통해 수될 수 있는 단어,표어,그림,등식 등으로 

7) 정보인자(mimesis)는 국의 생물학자 R.Dawkins가 1970년 에 유 인자(gene)의 

응개념으로 만들어낸 말로 모방하다(imitation,mimesis)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어원

에서 나온 표 이다.정보인자(meme)는 모방과 학습을 통해 행동에 한 지식을 부

호화시키며 이런 에서 화학 으로 부호화된 지시라고 할 수 있는 유 인자(gene)와

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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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화되는 상징  특성을 갖는다.

이에 비해 윤리  차원의 규약은 지식  기술 이상의 규약으로 히포

크라테스의 선서처럼, 역의 지식  기술이 직업 역에 소속된 직업

인 개인의 이익만을 해서도,공동의 이익에 반해서도 사용되지 않게 

하기 한 규약이다.이러한 규약(즉,강령)은 직업의 기 이자 요구 조

건으로 구 인 것도 있고 시․공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있다.윤리

 규약은 직업 역마다 존재하는데 직업에 따라 구속 이거나 형식

일 수도 있고,요구조건이 명확하거나 불명확할 수도 있다.외과 의사의 

규약은 명확한 편이어서 훌륭한 외과 의사는 트라우마나 과다 출  없이 

잘라진 를 제자리에 돌려놓으면 된다.반면 소화기 내과나 정신과 의

사의 규약과 요구조건은 덜 명확한 편이다. 문직에 따라 직무 수행의 

성공 여부를 평가 할 명확한 기 이 있는 편이지만 없는 경우도 많다.

교직의 경우,"교사는 도덕  본보기로서 교양 있고 모든 학생을 공평

하게 하고 사 인 계를 피해야 한다."와 같은 일반 인 수행 기 이 

있다.뿐만 아니라 여러 교원 단체에 의해 선포된 교원 윤리 강령도 있

다.우리나라의 경우,1958년 한교육연합회가 교직의 존엄성과 교원의 

윤리성을 강조하는 '교원윤리강령'을 제청했다.교원윤리강령에는 교육의 

목   방향,교직의 존엄성,교육의 정신과 학생,학생의 가정,사회에 

한 자세와 바른 역할을 규정했고 교사로서 지녀야 할 교직 ,교양

을 포함한 총 26개 항의 실천 덕목을 규정했다.

강령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에게 요구되는 수행 기 은 교원으로서 

민주 인 생활방식을 통해 학생으로 하여  고상한 인격과 자립정신을 

가지고 국가 사회에 사할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이 되게 해야 하며,학

생의 성장 발달을 돕기 해 부모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교사는 학교  지역사회와의 우호 이고 조 인 상호작용에서 

핵심이 되고 교직의 권 와 요성을 인식하고 교직에 충성을 다해야 하

며 국민의 사표이자 학생의 거울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서울 학

교 교육연구소,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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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와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한교육연합회는 1981년에 이 강령을  

'사도강령'으로 변경하여 선포했고,2005년에는 교원의 윤리 의식을 재무

장한다는 의미로 기존의 사도헌장을 수정하고 시 의 요구를 고려하여  

'교직윤리헌장'과 '우리의 다짐'8)을 다시 발표했다.이와 같은 윤리강령들

은 모두 교사에게 요구되는 일종의 수행 기 이자 요구 조건으로 윤리  

차원의 규약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인은 이와 같은 역의 기 과 요구 조건을 '사명(mission)'으로 

받아들인다(Gardner,2010). 한 직업 역에 한 사회의 기본 인 요

구를 수용하고 구 하기 해 념한다.GoodWork연구에서는 역의 

기 과 분야의 요구가 직업인이 인식하는 사명이 일치하거나 조화를 이

룰 때 훌륭한 수행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3) 문성의 구성요소 Ⅲ :사회  조건

8) 2005년 제정된 교직윤리헌장과 우리의 다짐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문화  기 으

로서의 윤리  규약은 우리의 다짐에 더 잘 나타난다.'우리의 다짐'의 구체 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1.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 하며,합리 인 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한다.

1.나는 학생의 개성과 가치 을 존 하며,나의 사상․종교․신념을 강요하지 않는다.

1.나는 학생을 학업성 ․성별․가정환경의 차이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며,부 응아와 

약자를 세심하게 배려한다.

1.나는 수업이 교사의 최우선 본분임을 명심하고,질 높은 수업을 해 부단히 연구하

고 노력한다.

1.나는 학생의 성 평가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며,각종 기록물을 정확하게 작

성․ 리한다.

1.나는 교육 문가로서 확고한 교육 과 교직에 한 지를 갖고,자기개발을 해 노

력한다.

1.나는 교직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학생과 동료,그리고 직무에 한 정보를 악용하지 

않는다.

1.나는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사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사교육기 이나 외부업체와 

부당하게 타 하지 않는다.

1.나는 잘못된 제도와 행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며,교육  가치를 우선하는 건 한 

교직문화 형성에 극 참여한다.

1.나는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교육의 동반자로 삼아 바람직한 교육공동체 형성을 해 

함께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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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건은 ‘분야(field)’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야는 같은 역

(domain)내 사회  범 라고 할 수 있다.모든 문직은 훈련을 한 

회,상 책임자,목  달성을 해 정렬된 체계,징계 기  등에 둘러싸

여 있다.의사는 의과 학 입학 허가 기 ,의학 회,의과 학의 학장단,

문직의 정보 리자 등의 규제를 받는다. 역의 총합을 문화라고 규정

할 수 있다면 분야의 총합은 사회라고 할 수 있다.문화  조건인 '역'

이 아이디어나 가치,기록되어 있는 일련의 상징체계인 형태라면 사회  

조건인 '분야'는 사람들에 의해 그러한 상징이 구 되고 체계화된 실재

를 의미한다.수학자와 농부,노동자와 의사 등은 각각의 상징체계를 구

하면서 각 분야를 이루고 많은 분야들은 연결되어 사회를 구성한다.

GoodWork연구에서는 한 분야의 직업인을 주요 역할에 따라 상 책

임자(gatekeeper), 문 실무 종사자(expertpractitioner),도제 혹은 학생

의 세 부류로 구분했다.상 책임자는 직업 역을 통솔하고 그 역에

서 어떤 변화가 인정되어야 하는지를 단하며 명성과 존경을 받기도 한

다.주로 기  내 요직의 임명에 여하는 실무진에게 이 역할이 부여된

다.의학 분야로 를 들면,국가의료기구의 의사 표와 주요 의과 학

의 학과장이나 학장,존경받는 학술 잡지의 편집장들이 상 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실무 종사자는 자신의 역에서 수행을 하는 개인으로 이들

이 없다면 문직은 존재하지 않는다.도제 혹은 학생은 재는 특별한 

권 가 없지만 직업 역의 연속선상에서 필수 인 존재이다.

연구에서는 실제 수해에서는 역과 분야가 쉽게 일치하거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를 들면 은 의사가 책에서 읽은 의사의 

강령(즉, 역)과 실제 선배 의사의 행동(즉,분야)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 많은 것이다.의사의 수행이 바람직할 때 역과 분야는 서로를 강화

해주지만 실제로 역과 분야는 쉽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역과 분야의 일치 혹은 불일치가 훌륭한 수행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훌륭

한 수행에 특별한 향을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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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성의 구성요소 Ⅳ :성과 조건

성과 조건은 개인의 수행에 향을 미치는 외부로부터의 힘이다.분야

에 속한 개인은 유용한 기회나 보상  처벌 체계,언론이나 여론 등 

범 하게 외부의 향력을 받고 있다. 를 들어 쟁 일 때와 평화

인 시기에는 훌륭한 수행이 의미하는 바가 달랐다. 는 어떤 문직이 

갑자기 사회로부터 각 받게 된다면,'훌륭한 수행'보다는  보상에 

이 먼 사람들이 그 문직에 몰리면서 부패를 래할 수도 있다.이와 

같이 수행의 결과로서 얻게 되는 보상이나 이윤은 다시 수행에 향을 

미치는 조건이 된다.

[그림 Ⅱ-3]창의성 체계 모형

출처 :Csikszentmihalyi(1998)

Gardner(2008)는 구성요소 모형과 련하여,직업에 항상 존재하는 조

건으로 네 요소는 어떤 방식으로든 작동하고 있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훌륭한 수행의 가능성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GoodWork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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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모형을 활용하여 Csikszentmihalyi(2003)는 가설을 설정하고 일반화

했다.Csikszentmihalyi에 의하면,경 자들은 훌륭한 수행에 개인  조

건,즉 개인의 종교  가치나 신념,정체성이 더 큰 향을 미친다는 것

을 확인했고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직업 역의 문화  조건(즉, 역)

이나 사회  조건(즉,분야)이 약하거나 부족할 때 훌륭한 수행은 개인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한 국선 변호사는 형 법률회사의 

변호사보다 고객과 쉽게 타 하지 않는다는 발견을 기반으로 사회  조

건(즉,분야)과 개인의 상호작용이 직 인 경우에 훌륭한 수행이 이루

어지기 쉽다고 설명했다.

[그림 Ⅱ-4]GoodWork체계 모형

출처 :Nakamura(2009).

Nakamura는 Csikszentmihalyi의 창의성 체계 모형([그림 Ⅱ-3]을 기반

으로 기존의 GoodWork요소 모형을 보완하여 'GoodWork체계 모형

([그림 Ⅱ-4])'을 제시했다(Gardneretal,2010).Nakamura는 GoodWork

체계 모형이 기존의 모형보다 GoodWork의 역동성을 잘 드러내고,의

료나 법률 분야와 같은 통 인 문직보다 사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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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문직을 설명하는데 더 합하다고 주장했다.

두 모형을 비교하면 창의성과 GoodWork의 공통 은 둘 다 개인,

역,분야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세 요소는 양방향으로 작용하는 동

인인 동시에 표 이 된다. 그러나 [그림 Ⅱ-4]를 통해 설명되는 

GoodWork체계 모형의 경우에는 범 한 사회  문화의 역할과 문

직업인인 개인의 기여,추가 으로 주어지는 개인의 삶과 개인사 등도 

고려한다. 한 개인과 역  분야를 포함하는 문화  사회체계의 

련을 추가함으로써 문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직업인의 훌륭한 수행에 

한 정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다.이것은 '훌륭한'의 의미 규정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훌륭한 수행은 사회  합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

문이다.

훌륭한 수행은 창의성과 유사하게 개인, 역,분야의 세 요소로 구성

되고 상호작용을 한다.그러나 훌륭한 수행은 개인이 역  분야뿐만 

아니라 범 한 사회  문화 체계와 직 으로 련을 맺기 때문에 

정의 자체가 사회  합의를 기반으로 하고 문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역동 인 속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GoodWork 의 문  수행

GoodWork연구에서는 직업인의 훌륭한 수행(GoodWork)을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했다.첫 번째는 직업인이 인식하는 사명이 역의 기  

 사회의 요구와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수행의 유형을 구분했다.

훌륭한 수행을 하는 직업인은 역의 기   사회의 요구를 고려하여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고 수행에 반 했다.두 번째는 문성의 세 속성

인 유능성,윤리성,몰입이 직업인의 수행에서 어떻게 발휘되는지에 따라 

수행의 유형을 구분했다.직업인의 유능성,윤리성,몰입 모두가 직업인

의 수행에 향을 미칠 때 직업인의 수행은 훌륭한 수행이라고 할 수 있

다.이하에서는 훌륭한 수행을 설명하는 사명의 일치여부와 문성의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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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기여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직업인의 수행 유형에 해 살펴보

고자 한다.

(1)일치(alignment)의 의미 

GoodWork연구에서는 문성의 구성요소가 일치할 때 훌륭한 수행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직 공동체가 개별 문직업인에

게 요구하는 기 ,개별 직업 문인의 자아에 내면화된 가치와 기 ,시

장과 정치,사회와 같은 강력한 외부의 힘이 모두 동일한 방향을 지향하

고 조화를 이룰 때,그 직업 역의 직업인은 훌륭한 수행을 하기 쉽다

는 의미이다.이 게 본다면,일치는 훌륭한 수행을 한 제 조건이 된

다.Gardner(2010)에 의하면 '진정한 일치(authenticalignment)'란 문화  

조건(즉, 역)과 사회  조건(즉,분야)의 가치가 조화를 이룰 때를 의미

한다.이러한 상황에서 직업인은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

에 직업인의 사기는 향상되며 그 직업 분야는 풍성해진다.

수행 상황에서 일치는 '사명(mission)'을 통해 확인된다.직업인이 역

의 기   사회의 요구를 사명으로 인식한다.직업인에게 사명은 직업 

역에 한 사회의 기본 인 요구인 동시에 직업인 개인을 그 직업 

역으로 이끈 원천이기도 하다.이런 이유로 직업인은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사명을 수행에서 구 하기 해 념한다. 를 들어 의사의 사명

은 아 고 고통 받는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고 교사의 사명은 역사가 남

긴 가장 요한 지식을 수하고 미래를 해 학생을 비시키는 것이

다.직업인이 구 하고자 념하는 방향과 사회의 요구,직무의 규약의 

일치가 바로 훌륭한 수행에서 가정하는 진정한 일치이다.

그런데 직업인과 직업인이 사하는 은 항상 미묘한 균형을 유지

하고 있다. 문직업인은 더 많은 권리를 확보하는 것에 심을 갖고 

은 더 많은 서비스를 추구하는,이른바 호혜  계이다.이런 이유로 

주어진 환경에서 개인  기 (즉,개인),문화  조건(즉, 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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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즉,분야)이 조화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다.때문에 연구자들은 진

정한 일치는 실제 상에 한 기술이기보다는 이상 인 상태에 한 가

정이라고 표 했다.

한편 일치는 직업인 개인의 통합이나 몰입 상태와는 별개로 생각해야 

하는 상태이다. 역과 분야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직업

인 개인이 역  분야와 통합된 상태로 몰입을 경험하는 훌륭한 직업

인이 되는 것 자체가 도 인 일이다.하지만 그 다고 해서 역과 분

야의 일치가 직업인이 훌륭한 직업인이 될 수 있음을 무조건 보장하지 

않는다.왜냐하면 명백하게 나타나는 일치는 직업 역의 실무 종사자들

로 하여  표면 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일을 수행하는 데 치명

인 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와 반

로 확연히 드러나는 불균형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를 들면 역과 분야의 불일치,부조화 상황은 훌륭한 직업인이 되는 것

을 방해하는 으로 작용하지만 이 으로 인하여 직업인이 생산

으로 항하고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면서 높은 가치를 포용하고 정체성

을 재확인하는 에 지를 얻을 수도 있다.

요컨  역과 분야가 일치를 이루는 상황은 이상 이기는 하지만 반

드시 추구되어야만 하는 인 지향 은 아니다.왜냐하면 역과 분

야는 무 복잡해서 일치 상태로 단순하게 상을 기술하기 어렵고 설령 

역과 분야가 일치나 조화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는 일시 이

기 때문이다.연구자들은 일치 상태가 형성되지 못하거나 일시 인 일치 

상태가 되는 요인으로 직업 역의 외  상황,정치․경제의 향,직업 

역 내부의 변화 등을 제시했다.

(2)수행의 유형

Gardner(2008)는 훌륭한 수행의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하여 훌

륭한 수행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의 수행을 '타  수행(Comprom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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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과 '비 문  수행(BadWork)'으로 규정하고 수행 유형의 구분을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했다.첫 번째는 '훌륭한 수행'을 직업인이 갖추고 

있을 것으로 기 되는 세 가지 속성인 유능성,윤리성,몰입의 계로 설

명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직업인이 역의 기   사회의 요구를 사

명과 '일치'시켜 인식하는지에 따라 설명하는 방식이다.

Gardner는 유능성,윤리성,몰입의 구조를 삼  나선 구조라고 설명하

면서 수행에는 이 세 속성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이 세 속성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만 존재하거나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

다고 설명했다.이 때 세 속성이 모두 존재하며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

는 경우를 훌륭한 수행이라고 규정했고 이와 구분하여 세 축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조건만 달성되는 경우의 수행을 타  수행으로,세 조건 

 어느 것도 달성되지 않는 수행은 비 문  수행으로 규정했다.

수행은 '일치'여부에 따라서도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일치는 사회

 조건인 분야의 요구와 문화  조건인 직무 기 의 일치로서 실제 상

황에서는 직업인의 '사명'을 통해 드러난다.즉 훌륭한 수행은 직업인이 

인식하고 실 하기 해 노력하는 사명과 직업 역의 기 ,분야의 요

구가 동일한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Berg,Csikszentmihalyi와 Nakamura(2004)는 사명에 한 일치 여부와 

수행의 계를 [그림 Ⅱ-5]와 같이 제시했다.

이들에 의하면 직업인 개인은 외부 계자와 사회,문화  배경,직업 

역  분야의 향을 받는다.직업인은 외부 계자들로부터는 기 를 

요구받기도 하고 자원을 지원받기도 한다.문화  요인으로부터는 가치,

원칙,자원 등을 제공받으며 직업 역과 분야로부터는 바람직한 모형과 

구체 인 내용에 한 안내를 받는다.직업인 개인은 이러한 향을 받

으며 직업  수행을 하는데 이 때 직업  수행의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

은 바로 직업인이 인식하는 사명의 일치 여부이다.즉 직업인이 인식하

는 사명과 향을 주는 여러 요인이 일치하는 경우만을 훌륭한 수행이라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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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Gardner(2001)는 수행의 유형을 를 들어 설명했다.GoodWork

연구에서 면담에 참여했던 CarolMarin과 PatriciaSmith의 사례를 통해 

훌륭한 수행과 타  수행을 구분했다.기자인 CarolMarin은 기본 인 

언론의 기 을 반하고 뉴스를 냉소 으로 격하하는 진행자의 로그램 

운 에 반 하며 방송국의 취재기자 직을 사임했지만 통 인 언론의 

임무와 기 을 끊기 있게 지켜낸 행동으로 인하여 의 지지를 얻었

다.이러한 수행은 유능함을 갖춘 직업인이 소속된 직업 역에서 윤리

성을 확보하기 해 노력했기 때문에 훌륭한 직업인으로 인정받은 훌륭

한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Ⅱ-5]훌륭한 수행과 타  수행

출처 :Berg,Csikszentmihalyi&Nakamura(2004).

반면 칼럼리스트인 PatriciaSmith는 가상의 취재원을 허 로 조작하여 

몇몇 칼럼에서 인용하 다가 칼럼리스트 자리에서 해고당했다.Smith는 



-34-

수행의 유형 수행의 특성

훌륭한 수행

(GoodWork)

․ 유능성,윤리성,몰입이 모두 발 되는 수행

․ 직업인이 역의 기 과 분야의 요구를 고려하는 수행

타  수행

(CompromisedWork)

․ 유능성,윤리성,몰입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속성만   

발 되는 수행

․ 직업인이 역의 기 과 분야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신념과 가치에 의존하는 수행

비 문  수행 

(BadWork)
․ 유능성,윤리성,몰입  어느 것도 발 되지 않는 수행

'장르의 혼합(genreblending)',즉 '언론과 문학의 격  혼합'을 지지하

면서 장르의 혼합이라는 형식을 사용하여 을 쓰는 등 수행 능력에서는 

유능함을 갖추고 있었고 그러한 유능함으로 인하여 미국 신문 편집자회

가 수여하는 상도 받았다.하지만 그녀는 언론에서 요구하는 기 을 고

려하지 못했고 독자와의 신뢰 계를 무 뜨렸기 때문에 수행에서 윤리

성은 확보하지 못했다.이러한 수행은 유능함은 인정받았지만 윤리성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지 까지 살펴 본 직업인의 수행 유형별 특징을 정리하면 <표 Ⅱ-1>과 

같다.

<표 Ⅱ-1>수행 유형별 특성

본 연구에서는 훌륭한 수행을 보이는 교사의 문성을 이상 인 교사 

문성 유형으로 가정한다.교사가 교직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유능성,윤

리성,몰입을 발휘할 때의 수행을 문 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교

사의 유능성은 교육 장면에서 학생에게 직 인 향을 미치고 윤리성

은 가치 지향 인 교육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사에게 요구되는 필수 인 

자질이다.몰입은 교사 자신에게 교직을 지속 으로 수행하게 한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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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수행 상황에서 자신의 신념에만 의존하지 않고 교직 역의 기

을 획득하고 분야의 요구를 수용할 때 교사의 단이나 결정은 교육 일 

수 있다.이 게 볼 때 훌륭한 수행은 이상 인 교사 문성의 발  상

황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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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교사와 문성

본 연구의 상인 등교사의 문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기 해 이하에서 문성의 의미를 살펴보고 교사 문성에 한 

선행 연구를 개 한다. 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등교사 문성을 

다루는 연구들을 살펴보고 등교사 문성의 개념과 속성을 규정하고자 

한다.

1)교사 문성의 의미

등교사의 문성에 한 논의는 교사 문성에 한 이해를 기반으

로 하고 교사 문성을 이해하기 해서는 문성의 의미에 한 탐색이 

선행되어야 한다.일반 으로 '문성'이라는 표 을 '문직'이나 '문

화'등과 유사하게 사용하지만 각각의 의미에는 혼용하여 사용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Vollmer와 Mills(1996, 병재 외,

2003재인용)에 의하면 문직, 문화, 문성은 유사하지만 각기 다른 

의미를 갖는 개념이다.

'문직(profession)'은 직업이 완 히 문화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직업 조직의 형태를 보여주는 일종의 이념으로 직업 조직을 지칭하는 추

상  개념이고 '문화(professionalization)'는 직업  특성이 문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을 맞추고 특정 직업군과 사회가 연결되는 역

동 인 과정을 의미한다.이에 비해 '문성(professionalism)'은 문화 

과정의 직업들에서 발견되는 이데올로기나 직업의 변천과정에 통합되어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문직은 직업 조직에, 문화는 과정에,

문성은 속성에 을 맞춘 근이며 본 연구에서의 논의는 조직이나 과

정보다 속성에 을 맞춘 '문성'에 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문성 연구에서 개념에 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문성

의 속성에 한 이해는 체로 일치한다.연구자들은 문성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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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속성을 '지 인 기술' 는 '지식의 사회  사'로 표 했다.'지

인 기술'이란 문직에 해 처음으로 체계 인 연구를 수행했던 

Carr-Saunders와 Wilson(1933)의 표 으로 이론지향  의미인 '지 '이라

는 표 과 실제지향 이고 응용 인 '기술'이라는 표 을 동시에 사용하

여 문직업인의 지식이 사회를 한 사로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표 이다(김 군 외,2006).'지식의 사회  사'역시 유사한 표 으로 

문직업인은 자신이 획득한 지식을 타인을 해 실제 장면에서 응용해

야 한다는 의미이다.이 게 볼 때 문성은 지식  기술의 유능성과 

사회  윤리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여기서 '지식'혹은 '지 '이라는 표 이 어떤 지식을 의미하는

지에 해 구체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왜냐하면 교사의 경우 문

직의 통 인 구분에서 반 문직(semi-professional)으로 범주화되고 있

기 때문에 교사의 지식이 기존의 문성 에서 의미하는 지식과 구분

되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면 기존의 문성 에서 볼 때 교사의 문

성은 규정조차 할 수 없는 개념이 된다.교사의 지식이 다른 문직과 

유사하거나 동등한 지식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면 교사 문성에 한 논

의 자체도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문성 개념에서 문인의 지식은 지식의 성격과는 계없이 단순히 

직업과 련된 지식체계를 의미한다( 병재 외,2003).따라서 특정 문

직업인의 지식이 성격상 순수학문인지 응용학문인지는 그 직업의 문성

과 직 인 련이 없다.가장 통 인 문직으로 생각되는 법학이나 

의학 분야는 사회의 지  토 에 기반을 둔 학문으로 순수학문  성격보

다는 응용  성격이 강하다. 문인의 지식은 지식의 성격보다는 직업에

서 다루는 일과 련된 별도의 지식체계가 있는지에 을 맞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직업 역과 련된 별도의 지식체계가 존재한다면 그 직업 

역의 문성에 한 논의는 타당성을 확보한다.교사가 다루는 일은 '교

육학'이라는 지식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고 교육학은 법학이나 의학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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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 의 학문으로 규정될 수 있으므로 교사라는 직업 역의 지식체계

는 명백하게 존재한다.따라서 교직이 통 인 문직의 구분에서는 반

문직으로 분류되지만 '별도의 지식체계가 있는 지식의 사회  사'라

는 문성의 속성에 을 맞춘다면,교사 문성에 한 논의는 타당

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교사 문성에 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교직 문성,교원 문성,

교사 문성 등 여러 표 을 엄 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물

론 이 표 들은 유사한 상에 한 지칭이지만 문직, 문화라는 용

어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용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우선 교직 문성은 교육학 용어사 (2004)에 의하면,다른 일반직

과 달리 깊은 이론  뒷받침과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는 교직의 문  

특성이다.사 에는 교직 문성의 정의와 함께 문직의 기 에 합당한 

교직의 특성을 열거하고 있다.교직에 을 맞추어 교직의 문  특

성을 제시한다. 문직으로서의 교직은 문성을 갖춘 교사에 의해 구성

되므로 교직 문성의 논의에서는 교사 개인의 문성을 고려하고 논의

에 포함해야 한다.

'교원 문성'과 '교사 문성'은 직업인의 문성이라는 에서 유사

한 의미이나 교원과 교사라는 연구 상에 차이가 있다.교원 문성의 

연구 상인 '교원(敎員)'은 ,증,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유치원  학

교에 종사하는 모든 직 의 교사를 의미한다.즉 교장,교감,교사와 총

장,학장,교수, 임강사 등의 모든 교사를 포함한 개념이다.그러나 교

사 문성의 연구 상인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는 교

수자(敎授 )를 의미한다.이 게 볼 때 교원 문성과 교사 문성은 의

미 자체보다는 연구 상의 범 에 차이가 있다.

한편 교사 문성에 한 연구에서는 문성을 갖춘 교사를 좋은 교

사,바람직한 교사,훌륭한 교사,효과 인 교사,잘 가르치는 교사,성공

인 교사 등으로 표 했다.주로 기에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교사의 

문성을 좋은 교사,바람직한 교사,훌륭한 교사(goodteacher)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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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성 특성을 강조하여 규정했다(Borich,2000).그러나 인성이 좋은 교

사가 교수활동에도 바람직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교사의 기본  자질들로 교사의 문성을 규정하게 되었다.교수기술이

나 능력,교과지식 등을 교사의 자질로 간주하고 이러한 자질을 갖춘 교

사를 효과 인 교사,잘 가르치는 교사 등으로 규정했다(배호순,1992).

한 실천지능의 에서는 교사가 자신을 둘러싼 복잡한 계에 잘 

응하는 능력이 우수하고 문제해결능력이 뛰어난 교사를 성공 인 교사로 

표 하기도 했다(임 수,2005).

2)교사 문성에 한 

문성을 갖춘 교사에 한 표 은 교사의 어떤 자질에 을 맞추

어 논의하는가에 따라 다르며 교사 문성에 한 연구들은 교사의 어떤 

자질에 을 맞추어 교사 문성을 규정했는가에 따라 구분된다.이하

에서는 교사 문성에 한 선행연구를 교사의 인성 자질에 을 맞춘 

연구와 능력 자질에 을 맞춘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인성 심의 연구에서는 인성 자질을 갖춘 교사를 문가 교사로 규정

하고 교사가 갖추어야 할 문성을 설명했다. 를 들면 사회 ,경제  

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직을 지키는 사명감이나 헌신성,인간애

와 같은 인성이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이며 이러한 인성 특성은 교사로 

하여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게 하고 학생들의 성장에서 삶의 가치와 보

람을 느끼게 한다고 설명하거나,인간 선(善)에 한 신념,일 된 인간

 태도가 교사에게 필수 인 자질이라고 설명하는 입장이다(김호권,

1981;김종철 외,1984).

이와는 달리 교사의 문성을 능력 심으로 악하는 연구는 교사의 

인성 특성이 학생의 학업 성취에 향을 다고 설명하기 어렵다는 

에서 교사의 능력이나 자질에 심을 갖는다.황정규(1992)는 교사의 수

업활동 의 행동특성을 강조하여 교사의 수업활동과 련된 측정과 평



-40-

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고,Borich(2000)는 교사가 수업명료성,수업

방법의 다양성,교수 활동에의 념,학생의 참여 유도,학생의 학습 성

공 정도가 포함된 핵심  교수 행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

다.이러한 연구들은 수업과 련된 능력을 교사의 문  능력이나 자

질로 악했다.

능력 심의 교사 문성 연구들은 교사의 능력을 수업 련 능력과 수

업 이외의 능력으로 구분하여 근했다.김혜숙(2003)은 교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 인 자질로 교과를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학생 상담  지도 

능력,학  리 능력,평생 학습자로서 자기 계발 능력 등을 제시했고 

정혜 (2002)은 교과 내용에 한 지식,교수방법에 한 지식,아동 

리에 한 지식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소경희(2003)는 교사 

문성을 객  능력과 개인  능력으로 구분하여 설명했는데 교사의 객

 능력은 반성  사고 능력과 교수 방법  지식과 기능,아동 이해 

능력 등을 의미하며 개인  능력은 교육  계 형성력,교육  단력,

통합  수행능력, 동 능력 등을 의미한다.

조동섭(2005)은 인성과 능력 모두를 강조하면서 교사 문성을 지식기

반 문성,능력기반 문성,신념기반 문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지식기반 문성에는 일반 교육학 지식,교과 내용 지식,교과수업 지식

이 포함되며 능력기반 문성에는 수업 수행 능력,학  경  능력,학생

상담 능력이 포함된다.신념기반 문성은 교직 수행과 련된 성과 

인성,뚜렷한 교직 과 소명의식,교사의 태도가 포함된다.선행 연구들

에서 규정하는 교사 문성을 주로 강조하는 측면에 따라 분류하면 <표 

Ⅱ-2>과 같다.

교사 문성에 한 이상의 연구들은 통 인 문성의 개념과 동일

하게 교사 문성을 능력과 인성 측면에서 논의했다.그러나 문성과 

련된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은 소속된 직업 역(domain)내에서 발휘

되는 것이고 직업 역은 사회  문화 체계에 속해 있다.따라서 문

성을 이해할 때 개인 측면에만 을 맞추기 보다는 개인과 그를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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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측면 

교사 문성

․ 사명감

․ 헌신성

․ 인간애

․ 인간 선(善)에 한 신념

․ 인 계

․ 일 인 인간  태도

․ 교직 련 성과 인성(성격)

․ 뚜렷한 교직

․ 소명의식

능력 측면 

교사 문성

수업 련 

문성

․ 교과를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수업 수행 능력,교수방법에 한기술)

․ 교과 내용과 교수 방법에 한 지식과 기능

․ 반성  사고 능력

수업 외 

문성

․ 학생 상담  지도 능력

․ 학  리 능력

․ 평생학습자로서 자기 계발  

능력

․ 교육  단력

․ 교육  계 형성력

․ 통합  수행 능력

․ 동능력

싸고 있는 직업과 사회  문화와 같은 주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할 때 

문성의 개념과 속성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

<표 Ⅱ-2>선행 연구에서 제시하는 교사 문성

이러한 에서 GoodWork이론에 기반 한 문용린(2002)의 연구는 교

사 문성에 한 새로운 을 제시하고 있다.문용린은 교사 문성

이라는 표 을 '교직 경쟁력'으로 체하고 교사의 문성을 인성 특성

이나 능력에 제한하기보다 교육여건의 맥락을 고려하여 확장시켜 논의했

다.문용린은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교사 경쟁력,교직체제 경쟁력,

지역사회 경쟁력으로 구분했다.

교사 경쟁력에는 교사의 성격과 품성,교직 성, 문지식,교수방법기

술,정신신체건강, 인 계,교육헌신성 등이 포함되며 교직체제 경쟁력

은 교사 개인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교육청,단 학교의 

행정 리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지역사회 경쟁력은 교사와 학교를 둘

러싸고 있는 학부모와 일반시민들의 의식과 련된 것이다.

교사,교직체제,지역사회의 세 요소는 독립 으로 의미가 있지만 가

으로도 상호간에 향을 미친다.즉 교사 경쟁력이라는 한 가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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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다면,교직 경쟁력도 높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인식은 

교사 문성을 교사 개인 측면에서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둘러

싼 사회  문화  측면까지 고려하며 교사 문성에 한 심을 교사 

개인뿐만 아니라 교직으로 확장함으로써 교사 문성을 통합 으로 악

하는 새로운 이라고 할 수 있다.

3) 등교사 문성의 의미 

등교사 문성에 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학자마다 문

성에 한 규정도 다양하다(이유경․김재웅,2006).박남기(2000)는 등

교사 문성을 주장하는 연구들(고재천,1999;이병진,1999;박남기,

1999)이 부분 등교육과 등교육의 차이를 기반으로 등교사의 

문성 요소를 열거하지만 등교사와의 차이 이 등교사의 문성을 설

명할 수 있는 논리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 했다. 등교

사 문성에 한 논의는 기존의 근 방식과는 다른 근 방식의 논의

를 요구한다.이에 본 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방식으로, 등교

사의 문성에 한 새로운 근방식을 시도하는 국내 선행 연구를 심

으로 교사 문성에 한 근 방식과 연구 내용을 살펴보고 등교사 

문성의 개념을 규정하고자 한다.

고재천(2001)은 등교사의 문성에 한 논의 방식을 당 인 측면

에서 문성의 요소를 추출하는 방법과 문직의 조건을 통해서 분석하

는 방법으로 구분했다.당  측면에서 문성 요소를 추출하는 방법은 

각각의 요소를 나열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서 문성의 요소들을 실증

으로 제시하지 못했고 문직의 조건을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은 유아나 

등 교직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지 못했다.고재천의 지 처럼 기존의 

문직 조건을 통한 분석은 '문화(professionalization)' 의 분석이

어서 등교사의 문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어려웠다.

이런 이유로 고재천은 등교사의 문성을 유아  등교사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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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구별하여 드러내고, 문성의 배경이 되는 등교육의 특수성에 근

거하여 ① 통합  안목,② 생활지도 모델,③ 체 교과 지도 능력,④

발달수 에 맞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⑤ 사명감과 사정신으로 등

교사의 문성을 분석했다.그러나 등교육만이 갖는 특수한 교육 장

의 실성을 기반으로 등교사의 문성에 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는 여 히 인성 특성이나 능력을 나열하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다르

지 않았다.

정혜 (2002)도 등교사의 문성을 이해하기 한 근 방식을 구분

하면서 등교사 문성을 규정했다.정혜 은 교사 문성을 이해하는 

을 교육을 '제작(poiesis)'로 보는 입장과 '행 (praxis)'로 보는 입장

으로 구분했다.교육을 제작으로 보는 입장은 외부에서 주어진 과제를 

유능하게 처리하는 기술을 교사의 문성으로 보는 으로 교사가 가

르치는 방법상의 능력을 강조한다.그러나 교육을 행 로 보는 입장은 

주어진 과제를 책임 있게 수행하는 행 자체를 문성으로 보고 올바른 

교육 행 를 한 안목과 반성  사고를 강조한다.

정혜 은 등교육은 복합 인 특성이 있고 주어지는 과제가 다

이라는 에서 교육을 행 로 보는 이 등교사의 문성 분석에 더 

하다고 설명하고 등교사의 문성을 ① 교수능력을 의미하는 사실

련  문성,② 학생과의 계 형성이나 학  운  능력을 의미하는 

인격 련  문성,③ 동료와의 계형성 능력을 의미하는 사회 련  

문성으로 규정했다.이러한 규정은 교사 문성을 행 에 을 맞추

어서 악하는 새로운 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등교사의 수행을 분

석하지는 못했고 결국 기존의 교사 문성에서 이루어졌던 논의와 유사

한 결론에 도달했다.

박채형과 박상완(2009)은 다른 문직의 문성을 기 으로 등교사 

문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나 등교육의 특징을 기반으로 문성을 규정

하는 방법 모두 이론  수 의 논의로 실제 등교사의 문성을 악하

지 못한다고 지 하고 등교사의 인식과 수행에 을 맞추어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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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문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들은 등교사 문성을 갖

춘 형 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학 부설 등학교 교사를 상

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등교사의 문성을 악했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등교사의 문성은 ① 학습지도 능력,

② 생활지도 능력,③ 등교육  교육학에 한 이해 능력,④ 학생 발

달에 한 이해 능력,⑤ 학생들에 한 사랑,⑥ 교사로서의 태도로 범

주화할 수 있다.연구자들은 등교사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하여 질  

연구방법인 심층면담을 통해 등교사 문성에 근했다.그러나 이 연

구 역시 분석의 틀이 기존의 교사 문성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

에 기존의 연구에서 발견한 인성  능력과 유사한 요소를 제시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기존의 교사 문성 논의 방식을 기반으로

는 등교사만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어 등교사의 문성을 규정하기 

어렵다.따라서 등교육의 고유한 특성을 근거로 문성을 분석할 필요

가 있다. 등교사의 행 를 염두에 두고 문성을 추출하거나 등교사

의 특수성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해 교사를 상으로 심층면담과 같

은 질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문성의 요소를 제시해야 한다.

이미 이러한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으나 연구 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등교사 문성의 개념은 기존의 교사 문성 개념과 유사하다는 한계

를 보 다. 등교사만의 특수성을 드러내기 해 다른 근 방식과 연

구방법을 용하지만 결과로 도출된 문성은 보편 인 교사 문성 개

념과 유사했다. 등교사 문성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새로운 연구방

법을 용함에도 기존의 연구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부

분의 연구들이 기존의 연구가 가정하고 있는 교사 문성의 개념에 기반

을 두기 때문이다.즉 등교사의 문성을 교사 개인에만 을 맞추

고 개인의 인성 특성이나 능력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등교사의 특수성

을 드러내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성을 좀처럼 찾아내기 어려웠

던 것이다.

등교사의 특수성은 등교사 개인이 가진 특성이기보다는 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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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유한 문화와 등학교를 둘러싼 사회와 사람들 등과 같은 주변 환

경과 련을 맺음으로써 형성된다.따라서 등교사의 문성은 개인에

게만 을 맞추는 기존의 문성 개념과는 달리 개인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직업의 문화와 사회 측면까지 통합 으로 고려하는 을 

기반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 게 볼 때 등교사의 문성을 연구하기 해서 개인의 문성에 

향을 미치는 직업 역  사회 환경에 한 거시 인 뿐만 아니

라 그들만의 집단  특수성 속에서 문성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확인

하기 한 미시 인 근이 동시에 요구된다.GoodWork연구 모형은 

문인의 문성과 문인이 속한 문직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등교사

의 문성 연구에서 요구되는 통합  의 기틀을 제시한다. 한 교

사 문성에 한 선행연구를 통해 체계 인 연구 방법을 활용했다.따

라서 GoodWork연구의 은 등교사 문성의 연구 역을 확장하

려는 본 연구에 용해볼 가치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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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교사 문성에 한 GoodWork

문성에 한 기존의 에서는 문직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속성

을 가정하고 그 기 에 한 충족 여부로 직업이 문직인지를 규정하지

만 GoodWork 에서는 특정 직업 역(domain)에 소속된 문인이 

수행하는 일이 유능성과 윤리성,몰입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킬 때 문직

이라고 규정한다.이러한 에서 볼 때,교직을 문직의 기 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충분한 반 문직(semi-professional)으로 구분하는 기존 

문직 에서는 교사 문성에 한 논의 자체가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

렵지만 GoodWork 에서는 교사가 수행하는 일의 유형에 따라 교사 

문성 논의의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다른 직종의 기 에 따른 규정

이 아니라 교사에게 을 맞추어 수행의 유형을 살펴 으로써 교사 

문성을 규정하고 논의할 수 있다.

GoodWork 에서는 교사의 사명을 '가장 요한 지식의 수와 

미래를 해 학생을 비시키는 일'로 제시하고 교사의 필수  수행 규

약(즉,강령)을 '도덕  본보기로 교양 있고,모든 학생을 공평하게 하

고,사 인 계를 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GoodWork 의 연구에

서는 교사와 교직에 한 연구를 통해 기존의 교사 문성 연구처럼 교

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이나 특성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교사의 그러한 능

력이나 특성이 교직 역  분야와 상호작용하는 체계를 가정하고 각각

의 요소와 요소의 계를 설명했다.즉 교사의 문성에 한 심을 개

인인 교사뿐만 아니라 교직인 직업 역  분야의 차원으로 확장하여 

논의했다.

Morway와 동료들(1998)은 교수(敎授) 역에서 훌륭한 수행에 도움이 

되는 묵상과 명상의 가치에 한 연구를 수행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교직

을 가르치는 일,그 자체로 보상을 받는 문직이라고 규정했다.교사가 

학생의 마음(mind)을 성장시키는 데 참여하고 학생의 삶에 향을 미치

는 것은 교사가 수행하는 일인 동시에 교사에게 보상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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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정신  성장과 삶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교사 

문성이라고 규정하고 그러한 능력과 자질은 교사에게도 일에 한 보상

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러한 근은 교사 문성을 교사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만 을 맞추어 악하는 기존의 을 개인을 넘어 

역  분야와 상호작용하는 체계  으로 확 한 것이다.

Fischman과 동료들(2009)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근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이들의 연구는 문직업인의 책임감을 다루고 있는데 교사가 인식

하는 일차  책임은 '학생에 한 책임'이며 학생에 한 교사의 책임감

과 헌신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 인 수 에서 일을 수행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책임감과 헌신은 교사를 좌 하고 

소진(burnout)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뿐만 아니라 학생과 친

한 계를 유지하는 것은 교사의 요한 자질이지만 이로 인해 교사는 

정서  피로를 느낄 수도 있다.

책임감,헌신,학생과의 친 감은 교사 문성을 확보하게 하는 요한 

자질이지만 지나친 책임감과 헌신의 범 를 넘는 희생,친 감을 한 

정서  피로는 문성을 포기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이와 같이 

GoodWork 은 교사 문성을 교사 개인을 둘러싼 교직 문화,학생

과 같은 주변 환경과의 련까지 고려하여 악하고 교사 문성을 체계

이고 실제 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교사 문성에 한 근과는 

다른 논의를 개한다.

한편 Barendson(2004)은 문직을 통 인 기존의 문직 구분과는 

별도로 '돌보는 집단(caring group)'과 '개인화된 집단(individualized

group)'으로 구분했다.돌보는 집단은 다른 사람들과 직 으로 일을 

하고 그들의 일이 직 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거나 요한 직

업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과 일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교사,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의학,사회사업 분야 등이 해당된다.이에 비해 

개인화된 집단은 부분의 일이 사무실 안에서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과 

직 으로 계되지 않은 문직 종사자들로서 비즈니스,법학,언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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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당된다.이러한 구분 역시 통 인 처럼 문직을 일 자체의 

속성이나 특별한 기 에 의해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 역과 분야의 

인간 계가 갖는 속성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GoodWork연구에서 이루어진 논의에 의하면 교사 문성은 교사의 

수행에서 유능성과 윤리성,몰입이라는 속성을 이해하는 동시에 교사라

는 개인  기 뿐만 아니라 교직 역  분야와의 상호작용과 체계  

계를 고려하여 통합 으로 논의해야 한다.따라서 이 연구에서 확인하

려고 하는 등교사의 문성에 한 인식과 수행은 다음의 두 가지 문

제에 한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등교사가 교직을 수행하면서 교사로서의 개인과 교직 

역  교직 사횡에 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  기 에서 인식하는 사명이 교직 역의 기   분야 계자들의 

요구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교사 개인의 사명과 교직 역의 

기 ,분야의 요구가 일치할 때 수행은 훌륭한 수행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사명에 한 인식과 수행 경험을 통해 등교사의 훌륭한 

수행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두 번째는 등교사가 유능성,윤리성,

몰입에 해 어떻게 인식하는지,즉 교직을 수행하면서 등교사의 유능

성,윤리성,몰입은 수행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고찰은 등교사에게 요구되는 유능성,윤리성,몰입의 수 과 범

에 한 시사 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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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방법

1.연구 차

본 연구는 GoodWork연구의 을 기반으로 등교사가 문성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즉 교사에게 요구되는 문성을 개인,

역,분야의 에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문성의 속성은 수행과 어떤 

련이 있는지, 등교사의 교사 문성에 한 지향은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본 연구를 수행하기 해 먼  교사 문

성에 한 기존 연구 방식과 GoodWork 연구를 비교한 결과,

GoodWork연구의 새로운 근방식이 등교사의 문성에 한 인식을 

확인하는데 타당하다는 단에 따라 GoodWork 의 문성 개념을 

등교사 문성을 분석하는 틀로 활용했다.본 연구의 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등교사 문성에 한 의미와 속성을 규정하기 해 문헌과 

선행연구를 조사했다.GoodWork연구가 기존의 문성 연구 방식에 

한 안  으로 타당성을 갖는지를 확인하고 GoodWork 을 기

반으로 문성의 의미와 구성요소, 문성의 속성과 문  수행에 해 

살펴보았다.

둘째,교사 문성에 한 인식을 확인하기 한 면담 로토콜을 작

성하고 연구 참여자를 선정했다.면담 로토콜은 GoodWork에서 사용

한 면담 질문지의 질문을 번역하고 추출하여 질문 문항을 선정한 

GoodWork 면담 질문지와 사명에 한 인식을 확인하기 해 

GoodWorkToolkit의 딜 마를 활용한 딜 마 질문지로 구성했다.연구 

참여자는 교육 학 재학생을 비교사로, 등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력교사를 상으로 거를 설정하여 합한 교사를 문가 교사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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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연구 참여자로 섭외했다.

셋째, 비교사와 문가 교사를 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

집했다.GoodWork면담을 통해 교사 문성에 한 인식과 경험 자료

를 수집하고 딜 마 면담을 통해 문  수행에 한 교사의 인식과 경

험 자료를 수집했다.딜 마 면담의 경우 상자의 반응이 구체  략

과 행동 사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교실을 방문하

여 찰했다.사례가 부족하거나 추가 면담이 요구되는 경우,2차 면담을 

실시했고 면 면 면담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과 화면담을 실시하여 보

완했다.

넷째,수집한 면담 자료를 GoodWork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에 

따라 녹음된 자료를 사하고 읽기 지침으로 환한 후,반복 으로 읽

는 과정을 통해 코드를 생성했다.방 한 양의 자료를 의미있게 분석하

고 요한 유형을 확인하기 하여 코드 간의 련을 설명하는 가설 검

증에 유용한 질  자료 분석 소 트웨어인 Atlasti.를 활용했다.



-51-

2.연구 상

1)연구 참여자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등교사의 인식 유형의 형성과 발달과정을 확인하기 

해 비교사와 문가 교사로 연구 참여자 집단을 구분했다.연구 참

여자는 연구 내용과 목 을 소개한 후 심과 흥미를 보이는 경우 기 

상자로 선정하 고 덩이 표집(snowballsampling)방법을 활용하여 

면담 참여자에게 면담 내용과 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를 추

천받아 상자를 추가했다. 덩이 표집은 무선 표집으로 선정된 연구 

상을 기 표본으로 구성하고, 기 표본에 속한 연구 상을 면담한 

후,연구 상에게 목표 모집단에 해당되는 다른 연구 상을 소개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표집 방식이다(이군희,2001).

비교사의 경우,교육 학 재학생을 상으로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연구 내용과 방법을 소개했을 때 주제에 심이 있고 

이에 해 제시할 수 있다고 회신한 경우 연구 참여자로 선정했다.이론

 고찰에 의하면,직업 역에서 제시하는 지식  기술의 습득과 경험

은 개인의 수행 유형에 향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 학교 교육과정

의 이수 정도와 교육실습 경험 여부를 고려하여,교직 련 교과 강의를 

수강하고 1회 이상의 교육실습 경험이 있는 2학년 이상 교육 학생 11명

을 연구 상자로 선정했다.

문가 교사의 경우, 거  선택(criterion-basedselection)에 따라 

상자를 선정했다.이 연구가 문가 교사의 문성에 한 인식 분석을 

목 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성에 한 심이 낮거나 수행 유형이 

문 이지 못한 경우의 교사는 문성에 한 인식도 낮을 수 있다.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사 문성에 한 인식을 확인하기 해서 문성

에 해 무 심한 경우보다 교사로서 문성을 요하게 인식하고 교직 

수행과정에서 문성의 개발과 신장에 심을 갖는 문가 교사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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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로 합하다고 가정했다.이에 문가 의회의 문가들과 여러 

차례 선정의 기 에 한 논의를 한 후 문성에 한 인식과 개발에 

심을 가질 것으로 상되는 경력 교사에 한 세 가지 기 을 마련했다.

문가 교사 연구 상자의 선정에 용된 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가 교사의 교직 경력은 어도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Ericsson과 Lehmann(1999)에 의하면 일반 으로 문가가 되기까지는 

어도 10년 이상의 집 인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10년 이상의 교

직 경험은 교사가 자신을 문가로 인식하고 수행에서도 문성을 발휘

할 수 있는 일차 인 요건이 된다.

둘째,객 으로 교직 수행과 련된 인정을 받아야 한다.객 인 

인정의 표 인 는 포상 경력이다.교사는 경력과 공 에 따라 수상

을 하게 되는데 경력에 따른 포상은 제외하고 공 에 따라 수상한 경우

를 상자로 선정했다.공 에 따른 수상에 장 수업 능력이나 학생 지

도 능력에 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원단체,기타 연구 회 수상 경력을 

모두 포함했다.수상의 순 나 수여 기 의 등 이 교사의 문성을 보

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상 순  는 수여 기 의 등 은 고려하지 않

았다.왜냐하면 교사의 공 에 따른 수상은 표창 등 에 계없이 수상 

자체가 선정 요건에 충분히 합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상 경험

이 있는 교사는 교사 문성을 개발하고 신장하기 해 노력한 교사라고 

객 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지명 방법(nominationprocess)을 사용했다.객 인 수상 경력

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료 교사나 교감,교장 교사로부터 문성

을 갖춘 교사로 추천되거나 수행 장에서 훌륭한 수행을 하는 사례로 

찰되어 지명되는 경우도 연구 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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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성별 연령 문성 련 경험

한유진 여 22세 학생 쓰기 회 참가  수상

김재은 여 22세 수업자료 제작 회 참가  수상

박정 여 22세 부진아 학생 지도 학생

배은지 여 22세 로벌 비교사 해외 인턴십 로그램 참여

이동훈 남 23세 로벌 비교사 해외 인턴십 로그램 참여

이희림 여 23세 부진아 학생 지도 학생

차 진 여 23세 부진아 학생 지도 학생

남미정 여 23세 등학생 상 방학 캠  강사 참여

성혜원 여 24세 로벌 비교사 해외 인턴십 로그램 참여

정 성 남 26세 부진아 학생 지도 학생 

박휘성 남 28세 부진아 학생 지도 학생

참여자 성별 연령 경력 주요 업무  심사 

최지 여 36 11 수업개선 연구교사 

김민경 여 38 10 타 학 졸업 후 교육 학 진학

배주은 여 36 10 수업개선 연구교사

고동진 남 36 10 보직교사,교과 연구회 활동 참여

성윤화 여 37 11 수업개선 연구교사

이희림 여 39 10 학 졸업  취업,퇴사 후  교육 학 진학

남희경 여 41 12  임용교사,서양화 공 학사 석사 

정경진 남 42 13 보직교사,교과 연구회 활동 참여

윤다 여 44 10 보직교사, 기업 퇴사 후 교직 직

차수진 여 45 12 임용 교사

이민경 여 50 25 보직교사,수업 개선 연구교사 

 2)연구 참여자의 특성

  (1) 비교사 연구 참여자

<표 Ⅲ-1> 비교사 면담 참여자(가명)목록

(2) 문가 교사 연구 참여자

<표 Ⅲ-2> 문가 교사 면담 참여자(가명)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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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도구

1)GoodWork면담

부분의 GoodWork연구에서는 공통 으로 9개의 주제(topics)를 

심으로 연구의 주제와 문제에 따라 구체 인 질문을 제작하여 사용했다

(표 Ⅲ-3).연구자들은 9개의 주제가 어떤 직업 역의 직업인을 면담하

는지와 계없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따라서 이 연구에

서 사용할 질문도 9개의 주제를 심으로 각 주제에 한 구체 인 질문

을 제작했다.주제에 한 구체 인 질문은 GoodWork연구9)에서 이미 

사용했던 질문 로토콜 문항을 번역하여 분석하고 문가 의를 통해 

우리나라 등교사의 상황과 본 연구의 목 을 고려하여 당한 문항을 

추출하여 구성했다.

질문들의 합성과 연구 목 에 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하여 추출

하고 번역한 64개의 질문을 경력 10년의 등교사 2인과 경력 15년의 

등교사 2인을 상으로 1차 비검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교직상황과 

부 합한 문항과 모호한 표 을 수정하 고 문항 수를 29개로 축소했다.

1차 비검사를 통해 제작된 29개의 문항을 교육 학생인 비교사 2인

과 경력 12년의 직교사 1인을 상으로 2차 비검사를 실시하여 문항 

 표  수정 과정을 반복하 고 최종 으로는 26개의 문항을 면담 질문

으로 제작했다.

26개의 질문 목록에는 이 연구에서 교사의 문성에 한 인식을 확인

하기 해 요하게 고려되어야만 하는 '책임감'과 '사명',교사로서의 '

정체성'에 한 핵심질문으로 Gardner(2010)가 제시했던 질문들도 포함

했다.이 연구의 면담에서 사용한 질문 내용은 <표 Ⅲ-3>과 같고 구체

인 질문은 [부록 1,2]에 수록했다.

9) 이 연구에 사용된 면담 문항은 GoodWork(2001),MakingGood(2004),DedicatedYoung

Professionals(report,2001)에 제시된 면담 문항  한 문항을 추출하고 번역하여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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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내  용

개시
․최근의 학교생활

․최근 인식하는 가장 큰 변화나 ,압력

목 과 목표

․가장 가치 있게 인식하는 목표

․목표 설정의 계기나 결정  사건

․추구하는 교사상(이미지)

신념과 가치

․교직 이나 신념

․교직 생활에 기여하는 자질

․자신만의 노하우나 능력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정체성)

작업 차

․가장 자랑스러운 것

․교직이 제공하는 삶의 의미

․다시 직업을 선택한다면…….

․교직에서의 몰입 경험

일에서 느끼는 

정 ,부정  압력

․교직에 한 사회의 인식,요구

․교사로서의 삶의 좋은 과 나쁜 

․교사로서 겪는 어려움,해결 방안

공식 인 향

․교사가 되는데 가장 큰 향을  사람

․어린 시 의 기억,경험담,인상 이었던 교사

․교육 학, 학원 교육과정

․멘토,반면교사

직업에 한 

․좋은 교사를 한 비

․ 재 교직사회의 가장 큰 문제

․교사로서 이상 인 모델,수행기

지역사회화 가족
․사회가 교직에 부여하는 의미나 기

․ 요하게 인식하는 사회의 요구

윤리  기
․가장 책임감을 느끼는 상

․책임감의 내용과 수

<표 Ⅲ-3>질문의 주제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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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딜 마 면담

Gardner는 Kohlberg의 연구를 GoodWork논의의 이론  기반으로 제

시할 만큼 직업인의 윤리  측면을 요하게 인식하 고 여러 연구를 통

해 윤리성은 수행 유형과 직 인 련이 있음을 강조했다(Fischman&

Barendsen,2010).이론  배경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직업인의 수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직업인이 인식하는 사명(mission)과 역

의 기   분야의 요구와의 일치(alignment)여부이다.

직업인이 인식하는 사명은 직업 역의 기   분야의 요구와 일치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그 직업인의 수행은 훌륭한 수행이라고 할 수 있

다.이에 반해 직업인 개인이 인식하는 사명과 역 분야의 요구가 일치

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업인의 수행은 타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훌륭한 수행에 한 인식을 확인하기 해 교사가 사명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Henry(2005)가 수행한 연구는 직업인의 사명에 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근 방법에 한 시사 을 제공한다.Henry의 연구에 의하면,직

업인의 사명은 윤리  딜 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Henry는 장난감 

산업 종사자를 상으로 윤리  딜 마 상황과 직업인의 사명이 어떤 

련이 있는지를 고찰했다.딜 마 상황에서 사명을 역  분야와 련

하여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직업인은 개인  신념과 가치에 의존하여 

딜 마를 해결했다.

장난감 산업 종사자의 경우 직업 역에 한 규칙이나 원칙으로서의 

지침을 명확하게 인식했지만 사명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물론 장

난감 산업이 비윤리 인 직업 역은 아니지만 이윤을 목 으로 장난감

을 매하는 직업  특성으로 인해 직업 역의 기 과 분야의 요구를 

개인의 사명과 일치시키지 못한 것이다.이런 이유로 장난감 산업 종사

자는 수행에서 몰입을 경험할수록 산업에 한 의 비 을 들어야 했

고 방어를 한 규약이나 지침을 탐색해야 했다.직업인은 불충분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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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역의 사명보다 개인이 설정한 기 을 수하게 되고 결국은 직업의 

사명보다 개인  윤리나 사명에 더 의존했다([그림 Ⅲ-1]).

[그림 Ⅲ-1]개인의 사명과 직업  사회화 모형 :아동 상 마

출처 :Henry(2005).

그러나 일반 으로 직업 역의 기 과 분야의 요구가 명확할수록 직

업인은 역의 기   분야의 요구를 자신의 사명으로 인식하게 되고 

수행에서 경험하는 몰입은 직업인으로 하여  직업에 더욱 헌신하게 했

다.그러한 직업인은 딜 마 상황에서 개인의 신념과 가치를 추구하기보

다 직업 역의 기 과 분야의 요구를 고려하며 직업 역의 규약과 윤

리에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했다([그림 Ⅲ-2]).이 게 볼 때 딜 마 상황

에서 어떤 규약이나 사명에 의존하여 의사를 결정하는가는 개인의 사명

과 역의 기   분야의 요구의 일치여부를 나타낸다.따라서 등교

사에게 딜 마 상황을 제시하고 입장의 선택과 단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교사의 수행 유형에 해 설명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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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개인의 사명과 직업  사회화 모형 :다른 문직

출처 :Henry(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딜 마 상황을 제시하는 '딜 마 면담'을 실시했

다.이 연구에서 활용한 딜 마는 'GoodWorkToolkit(2010)'에 소개된 

딜 마  교사가 진술한 딜 마 사례와 학교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딜

마 사례 추출하고 번역하여 사용했다.GoodWorkToolkit은 학생이나 

직업 비생들에게 훌륭한 수행에 한 심을 갖게 하고 안목을 고양하

기 해 GoodWork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일종의 교육용 도구이다

(Fischman & Barendsen, 2010). Toolkit을 개발한 주요 연구자인 

Fishman과 Barendsen은 Toolkit을 하게 활용하면 훌륭한 수행의 의

미와 유능성,윤리성,몰입의 기 을 이해할 수 있고 윤리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는 추론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Toolkit은 가이드북과 가치분류카드,딜 마 내러티 로 구성되어 있

다.가이드북은 교실이나 워크 에서 교육과정이나 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딜 마 내러티 와 반성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치분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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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직업  가치에 해 생각하는 활동을 한 30장의 카드이며,딜

마 내러티 는 딜 마 사례만을 수록한 별책이다.주로 활용되는 가이드

북에는 유능성,윤리성,몰입의 범주별로 각각 14개,16개,10개의 딜 마 

사례가 수록되었고 범주별로 딜 마 련 활동으로 쓰기,그리기,역할 

놀이,조사 등의 다양한 반성  활동을 제시했다.

Toolkit에 수록된 딜 마는 GoodWork연구의 면담 참여자가 진술한 

실제 딜 마 사례  훌륭한 수행에 한 안목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딜 마를 추출하여 수록했다.Toolkit은 이러한 타인의 딜 마 사례를 반

성 으로 성찰함으로써 훌륭한 수행을 해 필요한 실제  략을 습득

하게 한다.Gardner는 딜 마에 한 반성  활동은 의사결정을 한 추

론  사고능력뿐만 아니라 실천을 한 략을 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게 볼 때 Toolkit에 수록된 딜 마는 실제 직업의 

상황에서 있을 수 있고 훌륭한 수행과 련된 사례라고 할 수 있기 때문

에 이러한 딜 마를 활용한 면담은 교사 문성에 한 등교사의 인식

을 확인하는데 효과 인 도구라고 할 수 있다.

Toolkit에 수록된 40개의 딜 마 면담 사례  교사와 련된 사례는 

모두 5개 다.5가지 사례를 우리나라 학교 상황에 하게 번역  요

약하고 딜 마 사례마다 문제 해결 유형과 의사 결정에 기반이 되는 

요한 가치,문제 해결 상황에 한 교사의 책임감 범  등을 묻는 면담 

문항을 제작했다.5개의 딜 마 면담을 설문지 형태로 제작하여 89명의 

비교사를 상으로 1차 비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3개의 딜 마에 해서는 문제 해결에 한 입장 선택이 

뚜렷하게 구분되었으나 2개 문항에 해서는 문제 해결에 한 입장이 

구분되지 않고 부분 동일한 입장을 선택했다.즉 3개의 상황에 해서

는 우리나라 등교사도 딜 마 상황으로 인식하지만 2개의 상황은 딜

마 상황으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입장 선택이 

뚜렷하게 구분된 3개의 딜 마 문항에 해서는 의사 결정에 향을 받

은 사명과 책임감의 범 도 선택한 입장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반응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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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 마 사례 질문 내용

성  처리에 한 학생의 불만으로 

기존 평가 원칙이나 방식의 

변경과 유지 사이의 딜 마

․입장 선택과 그 이유

․평가에 한 신념이나 사명

․교사의 평가에 한 사회의 요구

․학생 평가에 한 교사의 책임감 범

․ 안  략

후배 교사의 지도 방식에 한 

개입과 묵인 사이의 딜 마

․입장 선택과 그 이유

․동료 교사의 교육 방식에 한 개입의       

개인  기

․교직 사회에서 요시 되는 동료 계에     

한 가치 기

․동료에 한 책임감의 범

․ 안  략

교사의 승진 수와 련된 

연구 회 참가학생의 암묵  부정에 

한 지 과 묵인사이의 딜 마

․입장 선택과 그 이유

․승진에 한 교사 개인의 기 이나 원칙

․교사 집단의 승진에 한 기 이나 원칙

․학생과 경력(직업)에 한 책임감의 범

․ 안  략

확인했다.1차 비 검사 결과를 토 로 수정한 3개의 딜 마 면담 문항

에 해 비교사 2명과 직교사 2명을 상으로 2차 비 검사를 실시

하여 딜 마 상황과 질문의 합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최종 면담 

질문지를 제작했다.딜 마 면담에 활용된 딜 마 사례와 문항의 내용은 

<표 Ⅲ-4>와 같다.면담에서 사용한 딜 마 사례와 질문 내용은 [부록 3]

에 제시했다.

<표 Ⅲ-4>딜 마 사례와 문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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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료 수집

1)면담 차

면담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2012년 3월 16일 사이에 면담 참여자가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근무 학교의 교실이나 학교 강의실,

학교 주변 커피  등에서 면 면 면담을 실시했다. 체로 조용하고 편

안한 상태에서 참여자가 심리 인 안정감을 느끼면서 솔직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분 기를 유도했다. 비교사는 학기 에는 강의

가 없는 시간을,방학 에는 참여자가 선호하는 시간을 활용하 고 

문가 교사는 수업 후나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하여 면담을 실시했다.면담

은 개인별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모든 상자와 면담은 각 1회 실시했고 면담 내용은 녹취 후 사

(transcribe)하 으나 면담과 사 도  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경

우에는 추가 으로 면담을 실시했다.추가면담은 22명의 체 상자  

8명을 상으로 실시했는데 8명  2명과는 면 면 면담을 추가 으로 

실시했고 나머지 상자와는 화  e-mail을 활용하여 추가 면담을 실

시했다.추가 면담은 질문을 동일한 질문을 다시 제시하거나 구체 인 

사항 확인을 한 추가 질문을 제시했다.모든 면담과정에서 참여자와 

만남을 약속하기 에 e-mail이나 화로 면담의 목 과 연구의 취지를 

알리고 면담 의사를 확인했다.면담 에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강조하

고 면담 과정에서 참여자가 거부감을 느끼는 단어는 배제했다.

본격 인 면담에 앞서 참여자에게 연구자를 소개하고 참여의사를 재 

확인했다.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 ,면담의 차  방법,비

보장 방법,녹취 ,답례 등에 해 다시 한 번 설명했다.면담 과정에서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느낄 경우 답을 하지 않아도 되고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면담을 단할 수 있음도 설명했다.참여자가 모든 차를 이

해했는지 확인 후 참여 동의 확인서 받았다([부록 4]참조).동의서의 내

용은 Creswell(2007)이 제시한 내용에 따라 ① 언제든지 자의 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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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그만둘 권리,② 연구의 주요 목 과 자료수집에서 사용되는 차

들,③ 응답자의 비 보장에 한 언 ,④ 연구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사

례,⑤ 참여자의 서명 순으로 작성했다.

면담 반에는 라포 형성을 해 연구자가 가벼운 화로 이야기를 시

작하 고 질문은 GoodWork질문 문항,딜 마 상황의 제시, 련 질문

문항의 제시 순서로 진행했다.GoodWork면담은 <표 Ⅲ-3>의 질문 구

성 순서 로 진행하 고,참여자의 응답에 따라 필요한 구체 인 질문을 

추가했다.딜 마 면담은 <표 Ⅲ-4>의 구성 순서 로 딜 마 사례를 제

시하여 연구 참여자가 읽도록 한 후,참여자가 사례의 주인공인 교사라

면 어떤 입장을 선택할 것인지를 질문했다.이어서 딜 마 별로 작성한 

면담 질문을 차례 로 묻고 필요한 경우 구체 인 질문을 추가했다.참

여자가 문성에 합하지 않은 입장을 선택하더라도 평가 인 반응이나 

표정을 하지 않고 공감의 표 을 하여 솔직한 반응을 유도했다.면담을 

마친 후 감사의 말 과 사례를 하고 마무리 했다.

2)연구윤리

이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면담을 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 강제

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았다. 비교사의 경우,교육 학 2학년 이상의 학

생을 상으로 연구의 목 과 방법을 알리고 자의 인 의사를 보이는 참

여자를 선정하 고 문가 교사의 경우 자의 으로 참여한 경우의 교사

와 연구자의 의뢰를 받은 학교장 는 교감이 기 에 합한 교사를 선

별하여 한 후 참여 의사를 보이는 교사를 참여자로 선정했다.

참여자를 만나기 ,연구의 목 과 면담 방법,비 보장과 자료의 익

명처리,면담 내용 녹음 등에 해 미리 알렸고 면담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 으로는 결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면담을 시작하기 ,

참여자의 동의의사를 재확인하고 생각이 바 면 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문의가 있거나 불편한 이 있

는지를 확인하 고, 답하기 싫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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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이상의 모든 내용은 면담 시작  연구 참여 동의서를 통해 재확

인하 으며 참여자가 동의서의 모든 내용에 해 확실히 인지한 후 참여 

동의에 한 서명을 받은 후 면담을 시작했다.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

의 동의에 얻은 후 녹음했다.면담을 마친 후,동의서에 미리 설명한 내

용과 동일한 답례를 했고 언 하지 않은 다른 보상은 제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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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료 분석

1)코딩 과정

연구자는 모든 면담을 직  실시하고 면담 과정을 녹취하고 녹취한 자

료를 사했다.자료에 익숙해지기 해 사한 자료를 지속 으로 읽고 

코딩을 시작했고 읽기와 코딩의 과정을 반복하기도 했다.그러나 본 연

구가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익숙함으로 인한 제약

을 최 한 경계하며 새로운 을 갖기 해 노력했다.코딩(coding)은 

자료에서 반복 으로 등장하는 어휘,주제,장면 등을 조사하여 일정한 

코드를 부여함으로써 자료를 체계화 시키는 과정이다(조용환,1999).코

딩의 목 은 자료를 해체 한 후 이들을 같은 범주들로 재배치함으로써 

각 항목 간 자료들을 서로 비교하기 쉽게 하여 이론  개념을 발 시키

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Maxwell,2004).

코딩 과정은 Strauss(1987)의 '개방  코딩(opencoding)','추  코딩

(axialcoding)','선택  코딩(selectivecoding)'의 과정을 거쳤다.개방  

코딩은 분석 기에 실시하며 아무런 가설 없이 범주들을 설정하고 검토

하는 과정이며 추  코딩은 범주 하나 하나를 심축에 놓고 자료를 

다른 범주들과 수렴시켜 검토하는 방식이다.선택  코딩은 지 까지 검

토한 모든 카테고리들을 하나의 체계 속에 정리하고 그 체계에 따라 여

러 범주들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 일목요연하게 코딩하는 것을 의미한

다(조용환,1999).

그러나 GoodWork연구에서는 이미 코딩 기 과 범주를 제시하고 있

다.제시된 기존의 기 과 범주를 고려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연역

 사고에 기반 한 근이다.이러한 연역  근은 귀납  사고를 제

로 하는 코딩 과정과 논리 으로 충돌한다.이에 이 연구에서는 분석 

기에는 기존의 기 과 범주를 완 히 배제하고 개방  코딩 방식에 따라 

가설 없이 의미단 를 확인하는 귀납  사고를 제로 코딩 과정을 수행

했다. 한 개방  코딩 과정에서는 최 한 자료의 묘사에 집 했고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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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자료라는 에 주목하여 내용과 테마 수 의 분석을 시도했다.

자료의 분석을 시작하기 에 사한 면담 자료를 반복 으로 읽는 과

정을 통해 진술의 배경이 되는 인식을 탐색했다.반복 으로 읽는 과정

에서 의미있는 진술이나 코드가 될 수 있는 단어나 표 을 표시했다.이 

과정에서 본격 인 분석은 질  자료 분석 로그램인 Atlas.ti(6.2

version)10)를 활용했다.한  혹은 단어마다 의미있는 진술을 표시했고 

최 한 의미를 묘사하는 개념을 명명하여 코드화했다. 사 자료에 부여

했던 코드를 추가했고 코드화한 단어와 의미를 반복 으로 읽으면서 코

드를 통합하고 계를 탐색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이와 같은 개방  코딩 과정을 통해 비교사의 자료에서는 557개,

문가 교사의 자료에서는 451개의 코드를 확인했다.추출되고 생성된 코

드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에서는 의미단 의 공통 을 찾아 상  범주로 

환했다.확인한 어휘나 내용,장면이 갖는 의미에 주목하면서 코드와 

범주를 련지었다.개방  코딩을 통해 코드 목록을 표로 만들고 의미 

단 를 새로운 표로 추가하는 과정을 통해 유사한 범주를 찾고 추가된 

범주의 의미를 고찰하여 범주를 축소했다.이 과정에서 비교사 면담자

료에서는 진학이유,교사로서의 자질,교사상,교육 학 교육 경험 등 34

개의 상 범주가 문가 교사 면담자료에서는 제한  목표,개인  욕구,

장 경험 등의 32개의 상 범주가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은 연구 질문과 련된 기존의 코드와 범주를 고려하기 때

문에 연역 인 근이라고 할 수 있다.이 연구는 연역과 귀납으로 비

되는 두 가지 근에 해 충 이고 혼합 인 근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왜냐하면 이 연구는 GoodWork연구에서 이미 수행한 연구 도구

와 방법을 용한다는 에서 연역 인 근을 배재할 수 없고 그와 동

시에 한국 등교사라는 제한된 집단을 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라는 

에서 귀납  도 배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10) Atlas.ti는 'ArchiveforTechnology,LifeWorld,andEverydayLanguage'의 약자로 베를린

공 에서 1992년 개발한 질  자료 분석 소 트웨어이다.텍스트,이미지,오디오,비디오 일 

등 멀티미디어 매체의 자동코딩이 가능하며 엑셀과 호환이 가능해 기본 인 양  자료 분석을 

지원한다. 로그램 메뉴는 찾기,편집, 로젝트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픽 편집과 함께 마인드 

맵핑으로 시각  이론 생성 작업을 지원한다.www.atlast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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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과정에서 활용한 질  자료 분석 컴퓨터 로그램인 Atlas.ti(6.2

version)는 방 한 자료에 코드를 부여하고 같은 코드를 묶어 분류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락시키지 않고 분석하게 하는 일종의 질  자료 분석 

도우미로서 각 개념들이 어떤 계를 형성하는지에 한 검증을 가능하

게 한다(이명선,2000). 한 코딩한 자료를 검증과정에서 다른 문가들

과 쉽게 공유할 수 있고 코딩 과정의 반복과 수정도 용이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는 문성에 한 주요 개념들은 GoodWork연구의 

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개념들의 계망이 설정한 분석의 틀에 가정

되어 있었다.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개념의 새로운 계를 발견하

거나 계를 드러내는데 자료 분석 로그램은 효과 으로 활용되지는 

못했다.

자료 분석 로그램 활용 과정에서는 분석을 해 먼  사한 자료를 

입력한 후 반복 으로 읽으며 단어 는 문단 단 로 분석을 하는 동시

에 이미 사본 자료의 반복  읽기를 통해 의미를 부여한 개념과 추출

한 단어  진술을 코드로 추가하면서 의미있는 내용과 테마를 찾아 코

딩했다.이 과정에서 코드  포  주제 간의 상호 계를 살펴보고 이

를 이론  배경과 목시키며 분석과정을 반복했다(김진우,2012).

선택  코딩 시 고려한 분석은 기존의 GoodWork연구에서 제시된 모

형을 기반으로 가설모형을 설정하여 분석의 틀로 참고했다.여기서 연구

자가 설정한 분석의 틀은 외부  범주(eticcategories)이지만,세부 인 

하  항목으로 갈수록 제보자들이 제시한 내부  범주(emiccategories)

를 시하고자 주의했다(조용환,1999).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보고

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별개의 단계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을 동시에 진행했다(Creswell,2007).

2)분석의 틀

일반 으로 질  연구는 귀납  근 방식을 따르는 것이 일반 이지



-67-

만 기존의 이론에 기반을 둔 개념이나 이론  틀에 비추어 연역 으로 

자료를 분석할 수도 있다.특히 이 연구는 GoodWork연구에서 논의된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연구 도구  방법을 부분 으로 용하고 

있기 때문에 귀납 인 근 방식과 기존의 연구 결과를 토 로 구조화된 

분석의 틀을 설정하고 면담 자료를 해석  분석하는 과정을 충하면서  

귀납  근 방식과 연역  근 방식을 병행하여 용했다.물론 분석

의 틀은 설정했지만 분석 과정에서 그 로 수용하기보다는 참고하는 수

에서 활용했다.왜냐하면 연역  방법으로 분석한 후에라도 다시 귀납

인 방식으로 발견하지 못한 패턴이나 떠오르는 이해를 구하기 해 자

료를 새롭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진우,2012).

[그림 Ⅲ-3]교사 문성 인식 분석을 한 가설모형

GoodWork연구에서 제시된 기존의 모형들은 연구 목 과 상에 따

라 도출된 것으로 교사 문성에 한 등교사의 인식을 확인하는 본 

연구에 그 로 용될 수는 없다.따라서 교사 문성에 한 선행연구

와 기존의 GoodWork연구를 토 로 가설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참고하

여 분석을 실시했다.가설모형은 GoodWork구성요소 모형과 Nakamura

의 GoodWork체계(system)모형을 심으로 교사 문성에 한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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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고려하여 [그림 Ⅲ-3]과 같이 설정했다.이 모형은 면담 질문의 

제작과 수집된 자료를 분석할 때 참고하는 틀이 되었으나,연구의 과정

에서 수정을 고려한 가설모형이었다.교사 문성에 한 인식 분석을 

한 가설모형은 면담 분석 과정과 문가 의희의 논의를 통해 수정·

보완되었다.

가설모형에서는 교사 문성에 한 인식을 교사(individual), 역

(domain),분야(field)차원으로 구분했다.교사 차원은 개인  기 으로 

교사의 유능성과 련이 있고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교사의 가치 과 

신념,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포함시켰다. 역 차원은 문화  조건으로 교

육학과 교수지식이 요구하는 기 과 교원 윤리 강령을,분야 차원은 사

회  조건으로 교육 행정가나 학교 리자의 요구,학생의 필요와 학부

모의 인식과 요구 등을 포함시켰다.

[그림 Ⅲ-4]딜 마 면담 분석을 한 가설 모형

이 모형은 교사 개인에게만 을 맞춰 문성을 논의했던 기존의 논

의와는 달리 교사 문성에 한 인식을 개인(즉,개인  기 ), 역(즉,

문화  조건),분야(즉,사회  조건)차원으로 확장하고 개인과 역,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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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계와 상호작용 과정도 고려한다. 한 기존의 GoodWork모형과 

유사하지만 기존 모형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교사 개인과 역,분야의 

범 한 체계인 사회,문화와의 계도 고려한다.이를 통해 한국의 교

직사회라는 상황에서 교직을 수행하는 개인 직업인으로서의 등교사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했다.

한편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가 인식하는 사명

(mission)은 교사의 수행 유형과 교사 문성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이

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딜 마 면담을 통해 드러나는 교사의 사명을 확

인했다.교사의 사명과 문  수행의 계는 Henry의 모형  Berg,

Csikszentmihalyi와 Nakamura의 모형을 기반으로 딜 마 면담의 자료 

분석을 한 가설모형을 구성했다.이 모형을 기반으로 딜 마 상황에서 

교사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교사 개인의 '사명'과 교직 역의 기   

사회의 요구와의 일치 여부와 그에 따라 달라지는 교직의 수행 유형의 

련을 설명할 수 있다.딜 마 면담 분석을 한 가설 모형은 [그림 Ⅲ

-4]와 같다.

3)타당성의 검증 

면담과 연구자에게 의존하는 연구 과정은 신뢰도와 타당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이러한 연구의 타당성이나 신뢰도는 객 성보다는 

그 과정  결과의 ‘진실성(truthworthiness)'이 요시된다(최수일,2009).

본 연구에서도 연구자에 의해 개입될 수 있는 편견과 오류를 배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반복

했고 문가와 참여자에게 타당성을 검토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심리 박사 2인, 등교육학 박사 1인, 문가 교사 

3인의 문가 의회를 구성했다.연구 계획 단계부터 문가의 의를 

실시하여 연구 계획을 함께 검토했다.특히 연구 참여자의 선정,면담 질

문 개발,면담 과정  결과의 분석과 해석 과정에서 문가 의회를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증했다.이러한 문가 의 과정을 통해 외부의 



-70-

문가와 감사자들이 연구의 과정과 결과에 해 감사하고 정확성을 평

가하고자 했다(Creswell,2007).

첫째,연구 참여자의 선정 과정에서 문가 의회는 면담에 참여할 

문가 교사 선정 기 의 합성을 검증했다.본 연구에서 문가 교사

의 선정 기 은 교직 경력,수상 경력,동료의 지명으로 제시했다.이  

10년 이상의 교직 경력은 문성 습득에 요구되는 집 인 연습과 훈련

의 시간이 어도 10년 이상이라는 Ericsson과 Lehmann(1999)의 선행 

연구를 근거로 했고 수상 경력과 동료의 지명이 문가 교사의 선정 기

으로 합한지에 해서는 문가 의회의 검증을 거쳤다. 문가 

의회에서는 수상 경력  경력과 련된 수상은 배제하고 교직 수행과 

련된 수상만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등교사의 일상 인 수행은 

동료 교사에 의해 가장 직 으로 찰되고 객 으로 단될 수 있다

는 에서 동료의 지명을 문가 교사 선정 기 으로 제시했다.

둘째,면담 질문 개발 과정에서 문가 의회의 문가와 문가 교

사는 면담 질문의 문장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수정했다.1차,2차 비검

사 결과를 기반으로 문항을 수정하고 축소했고 검사 상자의 반응이 연

구 주제와 목 에 한 문항을 추출했다. 문가 의회에서는 번역으

로 인해 있을 수 있는 문장의 불명확성을 지 했고 한 표 으로 수

정하고 등교사의 상황에 한 단어와 의미로 체했다. 를 들어 

목 과 목표에 한 인식을 확인하는 질문  "미래에 어떠한 모습으로 

교사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나요?"라는 질문은 교사로서 설정한 목표나 

목 에 한 인식을 확인하기에는 모호하다는 지 이 있었기 때문에 "어

떤 모습의 교사로 기억되기를 원하나요?"라는 질문과 "자신을 어떤 교사

로 표 할 수 있을까요?"등의 질문이 추가되었다.

셋째,면담 과정에서 면담 내용의 사 자료를 문가와 공유하고 면

담 참여자의 진술 자료가 연구 목 과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자료인지

도 확인했다. 문가들은 부 합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기 해 

추가면담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추가 면담을 실시하여 연구 

목 에 합한 면담 내용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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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문가와 비교사  경력 

교사와 공유하고 자료 분석  해석의 타당성을 검했다.연구 결과와 

해석 과정에서 정보제공자인 참여자의 검토를 구하기 해 사한 면담

자료와 분석 결과를 다시 면담 참여자에게 제시하고 경험이 충분히 반

되었는지,참여자가 솔직하게 면담에 참여하 는지를 검했다.이 과정

에서 연구 참여자는 련된 경험을 추가하기도 했다.특히 등교사 

문성의 유형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반 하여 범주

화가 이루어졌는지 문가의 검토를 구했다.연구에 의해 도출한 유형별 

특성에 해 연구 참여자는 성을 확인하고 유형별로 진술문이 유사

한지를 검했다.유형별 범주명을 명명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역  

분야와의 상호작용에 을 맞추어 조화형,분야집 형,개인집 형으로 

집단명이 제시되었으나 추후 교육심리 문가와의 재 논의과정에서 교사

의 특성에 을 맞추는 방식이 하다고 단되어 교직몰입형, 계

몰입형,자아몰입형으로 최종 으로 결정했다.

연구자는 자료의 분석과정에서 확실하지 않은 주장을 배제하고 주요 

발견과 안  설명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반증자료가 있는지를 지속 으

로 검하며 확인했다(조용환,1999).그와 동시에 문가 의회를 실시

하여 문가의 조언을 구했고 연구자의 주 이고 편 한 해석을 수정

했다.이와 같은 지속 인 타당성 검증 과정을 통해 연구 문제부터 결과

의 해석까지 모든 연구 과정을 함께 검토하고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확

보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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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 결과 

등교사 문성의 형성과 발달에 해 살펴보기 해 이 연구에서는 

GoodWork 의 문성 개념을 기반으로 질문을 구성하여 면담을 실

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했다.면담 자료의 분석을 통해 등교사는 교사

로서의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문  지식  기술은 어떻게 획득

되고 확장되는지, 문직으로서 교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확인했다.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등교사는 문성을 어떻게 인식하며 교사가 

인식하는 사명과 수행은 어떤 련이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한 등교

사가 지향하고 실행하는 문성은 어떤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확

인했다.

면담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최 한 개방 으로 자료에 

근하여 귀납 인 결과를 도출하기 해 코딩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고 

문가 의회를 통해 검증하는 차를 거쳤다.본 연구는 GoodWork

연구를 기반으로 분석의 틀이 가정되어 있어서 자료에 한 연역  근

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그러나 기존의 GoodWork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우리나라 등교사를 연구 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 과정에서 분석의 틀은 참고하되 최 한 귀납 인 자세를 취하고자 

노력했다.

면담내용의 분석에 의하면 등교사는 비교사 시기에 교사로서의 자

신과 문직에 해 인식하기 시작하고 교사에게 요구되는 문  지식 

 기술을 획득하면서 문성의 토 를 형성했다. 장에서의 수행 경험

을 통해 교사는 자신을 문성을 갖춘 교사로 재인식하고 교직을 문직

으로 인식하면서 문가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술을 개발하고 확

장했다. 등교사는 문성의 속성인 유능성,윤리성,몰입이 문  수

행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기여한다고 설명했고 교사의 사명은 문  수

행을 결정했다. 한 비교사가 지향하고 문가 교사가 실행하는 문

성은 다른 유형을 나타냈다.이하에서는 비교사와 문가 교사의 인식

을 기반으로 등교사의 문성이 형성  발달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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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교사로서의 자신'에 한 인식 

교사로서의 자신에 한 인식은 GoodWork연구에서 문성의 구성요

소로 다루고 있는 '개인  기 '에 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개인  

기 은 직업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신념,자신에 한 이미지 등

을 의미한다(GoodWorkProject,2008).면담 분석 결과, 등교사의 개인

 기 에 한 인식은 비교사 시기에 구성되기 시작하고 수행 경험을 

통해 확립되어 교사 문성의 발달에 기여했다.

비교사는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요구되는 자질에 해 탐색하고 검

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교사로서 합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해 확인했

다.이러한 인식은 교사 문성 형성과 발달에 기반이 되어 문가로서

의 자신에 한 인식의 확립으로 연결되었다.교사로서의 자신에 한 

인식은  '교육 학 진학 동기'에 한 인식,'교사로서의 자질'에 한 탐

색,'추구하는 교사상'과 '삶의 목표'의 설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교사로서의 자신'에 한 인식의 형성 

등교사가 교사로서의 신념과 가치를 갖기 시작하는 것은 비교사 

시기부터 다. 비교사는 아직 교사로 임용되지 않았고 수행 경험도 제

한 이지만 이미 자신을 교사로 인식했다.면담 분석에 의하면 비교사

가 교사로서의 자신에 해 갖게 되는 인식은 '교육 학 진학 동기'에 

한 인식,'교사로서의 자질'의 탐색,'추구하는 교사상'과 '삶의 목표'의 

설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교사는 '교육 학 진학 동기'를 자아실 과 차선책 혹은 주변의 권

유로 설명했다.자아실 을 동기로 설명하는 비교사는 어릴 때부터 가

지고 있던 '선생님'이라는 꿈을 실 하기 해 교육 학에 진학했다.그

러나 차선책 혹은 주변의 권유로 진학한 비교사도 있다.자아실 이 

동기가 되어 진학한 유형은 '자의 으로'교육 학을 선택하지만 차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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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주변의 권유에 의한 진학한 유형은 '타의에 의해'교육 학 진학을 

선택했다.

비교사는 교육 학 교육 경험 과정에서 자신이 '교사로서 자질'을 갖

추고 있는지 탐색하고 검했다.강의를 수강하고 교육실습에 참여하면

서 자신이 교사로서의 직업의식이나 사명감을 갖고 있는지,자신에게 교

사로서 합하다고 생각되는 자질이 있는지 탐색하고 검했다. 비교

사는 수업을 잘 하는 능력보다 학생과 좋은 계를 형성하는 것을 더 

요하게 생각하는 특성이 있다(조정수,2002).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비

교사는 자신이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는지 고민할 때 능력 자질보다

는 인성 자질이 있는지에 을 맞췄다.

한 비교사는 '추구하는 교사상'과 '삶의 목표'를 설정하기 시작했

다.학생으로서 경험한 교사에 한 자신의 경험,교육 학에서의 강의 

이수,교육실습 경험,부진아 지도 경험  기타 다양한 경험을 토 로 

추구하는 교사상과 삶의 목표를 설정했다.교사로서의 자질에 한 탐색

을 통해 자신이 교사로서 합한지 검하고 이를 토 로 어떤 교사가 

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교사상을 설정했다. 한 교직을 수행하면서 어

떤 삶을 지향할 것인지,무엇을 삶의 목표로 설정할 것인지도 생각하기 

시작했다.

① 교육 학 진학 동기

교육 학 진학 동기는 자아실 이 동기가 되어 '자의 '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진학한 유형과 주변의 권유와 차선책으로 '타의 '으로 진학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자의  유형은 학령기의 시작인 등학생 때

부터 막연하게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장래희망으로 삼고 학 진학을 본

격 으로 고민하며 교육 학을 자의 ,주도 으로 선택하여 진학한 경

우로 교사라는 꿈의 실 에 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극 인 

자세로 근했다.이에 비해 '타의 '유형은 가족이나 친구,교사의 권

유로 교육 학을 선택하거나 수능 수에 맞춰서 차선책으로 교육 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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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여 진학한 유형이다.이들은 교사라는 직업을 특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직종도 탐색하던  가정 형편이나 타인의 권유,수능 

수 등과 같은 외  요인에 의해 차선책으로 교육 학 진학을 선택했다.

이희림과 정 성은 자의 으로 교육 학을 선택하고 진학했다.진학하

려는 학을 무조건 교육 학만 고려했다는 이희림은 성 에 합한 

학을 선별한 것이 아니라 성 에 합한 교육 학을 고민했다.어릴 때

부터 장래 희망으로 무조건 선생님을 꿈꾸었던 그녀에게 상 학교로의 

진학과 성장과정  교육 학 진학은 선생님이라는 과거의 꿈을 실 하

기 한 과정이었다.그녀는 가족과 교사로부터 교육 학 진학에 한 

정  권유도 받았지만 진학에 한 결정과 단은 자의 이고 주도

이었음을 강조했다.

한편 교육 학에 진학하기 ,타 학에 진학하여 1학년 과정을 이수

했지만 자퇴 후 다시 수능에 응시하여 교육 학에 진학한 정 성 역시 

자의 으로 교육 학에 진학한 표 인 경우이다. 등학교 시  막연

하게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정하 지만 등교사가 아닌 등교사를  

선택한 것은 타 학교 이수 경험에 한 반성  성찰의 결과 다.차선

책으로 선택했던 타 학교 이수 경험이 정 성으로 하여  본인이 실

하고자 하는 꿈이 등교사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 고 꿈에 한 확

신이 생긴 후에는 이를 실 하기 해 교육 학 진학을 주도 으로 추진

했다.

<1>

는 무조건 교육 학만 생각하고 왔거든요.어릴 때부터 한 학

교 때부터 장래희망은 항상 선생님을 썼었어요.진짜 다른 길은

생각하지 않았어요.고3때는 고등학교는 내내 항상 처음엔 ○○

교 생각했다가 성 좀 오르니까 '○○교 가야지'항상 교 만

생각했었어요.정말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것 맞아요.사실 뭐 ○○

원서도 썼었거든요.근데 다 보고 그냥 교 가는 게 더 나아

이랬어요.지방분들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다 선생님도 솔직히 생



-76-

각하기엔 교 붙는 게 더 나을 거 같다 하셨어요.그래도 제 생각

이 제일 컸어요.(P8이희림 :127,128)

<2>

는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 하고 싶었어요. 재수 했거든요.원래

학교 갔다가 군 갔다가 그 다음 재수해서 교 온 거거든요.

원래 학교도 교육과는 무 가고 싶은데 성 이 안 되니까 ○○

학교 공업교육과 어요.그러니까 공고 선생님 하는 거 는데 그

학교 다니면서 일 학년 동안 실습도 해 봤어요.그런데 군 가서

다시 아무리 생각해도 그쪽이 랑은 안 맞는 거 요.그래서 재수

를 결심하고 나오자마자 재수를 해서 교 에 왔어요. 는 주변에

서 가 말해 도 없었고 선생님 하겠다는 건 완 히 제 선택이

었어요.(P5정 성 :84)

반면에 박정 과 남미정은 자의 이고 주도 인 선택이기보다는 타인

의 권유나 수능 수와 같은 외  요인에 의해 진학을 결정했다.박정

은 어려서부터 교직을 고려했지만 스스로는 자신의 특성이 등교사보다

는 등교사에 합하다고 생각했다.하지만 그녀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권유로 교육 학을 진학을 결정했다.어머니와 할머니의 권유를 수용하

는 것은 그녀에게 요하게 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그녀가 해  수 

있는 배려 고 어머니와 할머니의 성취하지 못한 자아실 에 한 리 

만족을 제공하는 일이었다.

남미정 역시 교육 학 진학에 한 주변의 권유가 요한 역할을 했다

고 기술했다.그녀가 처음으로 교육 학 진학을 진지하게 고려한 것은 

친구의 권유 때문이었다.그녀의 친구는 이희림과 정 성처럼 자아실

을 해 자의 으로 교 에 진학한 유형으로,목표했던 수능 수에 도

달하지 못한 그녀에게 교육 학 진학을 추천했다.친구의 추천으로 교육

학을 고려하게 된 상황에서 가족의 권유는 교육 학 진학으로의 최종 

선택에 더욱 근 하게 하 고 이에 더해 교육 학 진학에 마침 합했던 

그녀의 수능 수는 교육 학 진학을 최종 결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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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게 학교 다니는 내내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사 를 가면 임고

가 어려우니까 교 를 온 것도 있고 엄마가 교 가기를 많이

원하셨어요.사실 는 사범 가 더 맞는 거 같거든요.자기 분야를

딱 정해서 공한 것만 가르치는 게 랑 더 맞고 제가 애들을

그 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거든요.그런데 엄마가 많이 원하시니까

교 를 선택해서 진학한 거 같아요.할머니나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등교사가 최고라고 하셨어요.(P6박정 :97)

<4>

제 친한 친구 에 한 명이 삼 년 동안 내내 교 를 가고 싶다고

한 애가 있었어요.삼 년 동안 랑 같은 반이었거든요.그때는

심이 없었으니까 다 흘려들었거든요.걔는 ○○교 나 ○○ 가 목

표 는데 걔도 수능을 못 서 ○○교 를 갔어요.제가 성 표 받

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걔가 ○○교 가보라고 될 거 같다고 추천

을 해 줬어요.교 가 내신을 많이 보잖아요.제가 지역균형 받으려

고 내신 리를 잘 해 놔서 내신으로 되게 많이 커버가 되고 가상

으로 해봤더니 ○○교 가 딱 되더라고요.게다 부모님이 보수 이

라 아빠가 은행을 다니셨는데 은행도 공무원처럼 정년까지 다니는

게 아니니까 오빠하고 만큼은 공무원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

고.엄마도 네가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나 에 시집가서 애 낳아

보면 지 엄마한테 무 고마워할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뭐 지

은 이해는 안 가지만…….(P12남미정 :16,21)

이희림과 정 성은 본인이 주도 으로 교육 학 진학을 선택함으로써 

극 으로 자아실 을 추구했다.그러나 박정 과 남미정은 차선책을 

선택했거나 주변의 권유,혹은 수능 성 이라는 외  요인으로 교육 학

에 진학했다.박정 과 남미정에게 자아실 이라는 동기는 진학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다.자아실 은 Maslow(1970)의 욕구 계론에서 가장 

상 의 욕구에 해당된다.인간의 욕구와 동기에 한 심리학  인 

Maslow의 욕구 계론을 기반으로 볼 때,자아실  욕구는 인간 욕구의 

가장 상 의 욕구이고 하 의 욕구인 생리  욕구,안 의 욕구,소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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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존경의 욕구 등이 충족된 후에야 추구되는 욕구이다(오혜경 역,

2009).자아실 을 진학이나 직업선택에서 고려한다는 것은 직업인으로

서의 개인에 한 의미 있는 시사 을 제공한다.

연구에 의하면,직업 선택에서 추구하는 동기는 직무에 한 만족도와 

련이 있다.김은 (2004)은 교사의 직업선택 동기와 직무만족도에 한 

연구를 통해 직업 선택 시 고려되는 성 요인,자아실  요인,직업의 

가치 요인  자아실  요인에 을 맞춰 교직을 선택한 교사일수록 

인간 계,근무환경, 문성 신장 등의 분야에 한 만족도가 높음을 확

인했다.최은숙(2000)도 자아실 의 추구를 해 교직에 입문한 교사일수

록 모든 분야에서 직업에 한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면담 결과,자아실 을 해 자의 으로 교육 학에 진학한 정 성의 

경우, 학 생활에 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수업에 한 심과 임용 

후 교사의 삶에 한 기 로 가득 차 있었다.반면에 진학이 자아실  

동기의 실 이 아니었던 박정 은 교사로서의 삶을 묘사할 때,교직의 

본질  수행인 가르치는 일보다 교사들의 유  계와 취미활동에 더욱 

심을 갖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물론 교육 학 진학의 동기나 배경만으

로 추후 교직에서의 문  수행을 측할 수는 없지만 참여자의 사례는 

교직 입문의 동기가 교사 문성에 한 인식과 련있는 요인임을 보여

다.

② 교사로서의 자질 

비교사는 교육 학 진학 후 강의  교육실습 경험과 다른 비교사

와의 계와 소통을 통해 교사로서의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비교

사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에 해 부담을 느끼거나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교육실습이나 부진아 학생 지도,11) 등학생 개인지도 등의 경험

을 통해 학생을 지도하는 경험을 갖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학생을 가르치는 직 인 경험들은 

11)지자체나 지역 교육청에서는 지역 내 등학생 학습부진아의 책임지도 강화와 비 등교사

의 교육 사정신 고취를 해 교육 학과 연계한 학생 교사제 사활동을 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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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사로 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교사로서의 의식과 자질에 한 탐

색과 검을 시도하게 했다.

한 일반 학생과 달리 학 진학과 동시에 졸업 후 진로가 거의 확

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사는 자신이 교사로서 합한 자질을 갖고 있

다는 확신을 갖기 원했다.교사로서의 합성에 한 탐색과 검은 진

학 동기와 계없이 부분의 학생에게서 공통 으로 나타났다.진학 동

기는 다르지만 사명감,직업의식,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한 탐색과 

검은 비교사의 공통 과제로 보 다.이와 같은 탐색과 검은 차후 

교사 문성 발달의 토 가 되었다. 비교사의 합성에 한 탐색은 

크게 인성 자질의 탐색과 능력 자질의 탐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성 자질과 련하여 비교사는 자신의 사명감과 직업의식을 검했

다. 비교사이지만 스스로를 교사로 가정하고,교사로서 자신의 가치

이 확고한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에 한 보완책을 강구했다.뿐만 아

니라 학생에 한 헌신 인 사랑과 사의 자세가 비되어 있는지도 성

찰했다.특히 비교사들은 인성 자질을 매우 요하게 인식하고 가치

의 확고한 정립을 추구하며 학생에 한 이상 인 사랑을 가정했다.

<5>

교육 학생도 보면 우리는 그냥 학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래

에 군가를 가르치게 될 비교사인데 자기의 확고한 가치 이 있

어야 할 거 같아요.책도 많이 읽고 신문도 많이 보고 해서 생각도

스스로 정리해보고 이런 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스스로 정리

해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P3한유진 :136)

<6>

선생님 마음가짐으로는 애들 다 사랑하고,자기를 엄마라고 불러라

이런 선생님도 계셨어요.제 동생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다들 엄마라

고 불 어요.선생님이라고 안 부르고 애들이 다 엄마라고 불 어요.

얼마 있다 정년퇴임 하시고 그랬는데 다 엄마라고 불 어요.'엄마'

하고 안기고 정말 무 무 좋았어요.(P8이희림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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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사가 보여주는 인성 자질에 한 강조는 교사 문성에 한 

기 연구의 근방식과 유사하다.교사 문성에 한 연구  기에 이

루어진 연구에서는 문성을 교사의 인성 특성으로 규정했다(Borich,

2000).좋은 인간성을 가진 교사를 문 인 교사로 가정하고 요구되는 

인성 자질을 열거했다.여기서 주로 언 되는 인성 자질은 사명감,헌신,

인간애,소명의식,학생애 등이다. 비교사도 이러한 특성을 교사가 갖

추어야할 요한 자질로 언 했다.뿐만 아니라 확고한 가치 ,모성애 

수 의 학생애처럼 지나치게 이상 인 수 을 교사에게 필요한 인성 자

질로 생각했다.

한 비교사의 이러한 인식은 교사 심사 이론에서 제시하는 비

교사에 한 설명과 일치했다.교사의 심사를 심으로 교사발달을 구

분했던 Fuller(1969)의 기 연구에 의하면 비교사는 무엇에도 특정한 

심이 없었다. 비교사는 가르치는 것 자체에 해 구체 인 심이 

없고 교직에 련된 심이 있다고 해도 조직 이지 못했다.학생에 

해 심을 갖기도 하는데 학생에 해 비교  실 으로 인식했다.그

러나 교사에 해서는 환상 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김호정,2002).<6>

의 진술에 나타난 이희림의 사례는 비교사가 교사에 해 갖고 있는 '

환상 인 인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그녀는 교사의 학생애에 해 

구체 이고 조직화되지는 않았으나 '모성에 가까운 학생애'를 가져야 한

다는 지나치게 이상 인 기 을 설정했다.

한편 비교사는 스스로 인성  측면의 자질은 이미 상당히 갖추고 있

다고 인식했다.인간친화능력은 여러 비교사들이 공통 으로 제시했던 

자질이다.그런데 비교사의 인간친화능력은 교사가 계를 맺는 모든 

상에 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의 계에 제한 다.

<7>

는 실습 가서도 한 삼 사일 정도 지나면 애들이 어떤 이인지를

충 느낄 수가 있어요.다른 분야는 모르겠는데 인간 계에 있어

서 좀 그런 거 같아요.( 략) 찰력이 있어요.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계나 사람은 어떤지를 빨리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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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편이에요.그래서 실습학교 갔을 때도 보면 쟤네들은 친하고,

쟤네들은 껄끄럽고,얘가 얘를 르려고 하는구나.이런 걸 충

방 캐취해 내는 능력이 있거든요.(P3한유진 :92)

<8>

그게 오히려 등학교 애들한테 더 그 거든요.나이 드신 분한테

는 실수할까 하기 좀 불편한 게 있는데 애들은 그런 게 없으니

까 애들하고는 더 쉽게 친해지거든요. 는 애들한테 말을 좀 쉽게

거는 편이고 애들이 뭘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일에 해 제가 생

각하는 걸 얘기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수업할 경우 잘 못하는

애들을 주로 더 발표를 하게 해서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P4차

진 :109)

비교사는 학문  측면보다 학생들을 잘 보살피고 학생들과 좋은 

계를 형성하고 잘 소통하는 것을 요시하는 편이다(조정수,2002).그

다 보니 자신이 학생과의 계 형성에 필요한 인간친화능력을 충분히 갖

추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면 강한 자신감을 갖게 다.스스로 요하게 

인식하는 능력을 자신이 이미 갖추고 있음에 해 안도했고 교사로서의 

합성을 스스로 확인했다.

한 학생과의 계 형성은 교육실습이나 부진아  개인지도 등과 같

은 구체 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다른 인간 계 보다 수행 수 에서  

탐색과 검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면담 내내 겸손한 자

세를 보 던 한유진은 유독 학생과의 계 형성에 한 자신의 인간친화

능력을 언 하면서 목소리가 커지면서 확신에 찬 어투를 구사하 고 타

의  선택으로 교육 학에 진학하여 학생활에 한 만족도가 그리 크

지 않았던 차 진도 자신이 갖고 있는 인간친화능력에 해 언 할 때는 

흥미를 보 다.

그러나 인성 자질에 한 집 은 상 으로 능력 자질을 소홀하게 인

식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인성 자질에 해서는 다양한 항목을 탐색하

고 이미 갖추고 있다는 비교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지만 능력 자질에 

해서는 Fuller의 기 이론에서 제시된 비교사의 심사와 유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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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인 심이 없거나 조직 이지 못했다.이론  배경에서 살펴본 바

에 의하면,교사의 능력 자질은 수업 련 능력과 수업 이외의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교사는 특히 수업과 련된 능력에 해 구체 인 

심이 없었다.

이것은 비교사들이 실제 수업을 해 본 경험이 없고 심의 특성 상 

학생과의 계 형성을 요시하기 때문이다. 비교사는 학생과의 계 

형성에 필요한 인성 자질은 교직이 단계에 일정 수  정도로 갖추고 있

어야만 하는 자질로 생각하고 교육실습과 부진아 지도 경험을 통해 자신

이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탐색했다.하지만 능력 측면 자질은 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단계 고 수업 능력 자질을 탐색할 경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심도 부족했다.

<9>

왜냐하면 그 에는 가르치는 거에 해 아 생각도 없었으

니까 교사가 되어야 하나에 해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수업 들으

면서 과제도 하고 교 다니면서 경험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

육 쪽 일이나 교사랑 맞는다는 걸 느 어요.(P4차 진 :116)

<10>

그런데 교 와서 실습도 나가고 진짜 선생님이 꿈이었던 친구들과

지내고 커가면서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약간 변했던 게 등학교

선생님만큼 정말 단한 직업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P1성

혜원 :80)

차 진과 성혜원의 사례는 비교사가 교육 학 교육 경험을 통해 교

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탐색하고 인식하는 과정을 보여줬다.강의를 통

해 교육학과 교수법에 한 지식을 습득하고 교육실습을 통해 장을 체

험하면서 비교사는 자신에게 잠재되어 있는 교사로서의 능력을 확인했

다.특히 성혜원의 사례는 자아실 이 진학 동기가 아니었던 비교사가 

자의 으로 진학한 '진짜 선생님이 꿈이었던 친구들'의 향을 받고 변

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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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혜원이 동료와 상호작용하며 변화하는 과정은 일종의 사회  상호작

용이라고 할 수 있다(김기 ,2005).사회  상황에서 서로 향을 주는 

사회  상호작용은 래,즉 연령뿐만 아니라 행동이 동일한 수 인 사

회  동격과 상호작용 하는 경우에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더 요한 

향을 미친다(이윤경,1993).특히 Vygotsky(1978)의 근 발달 역(zoneof

proximaldevelopment)의 원리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상호작용하는 

타인이 유능한 래나 의미있는 타인일 때 상호작용은 발달에 더 요한 

역할을 한다(최혜 ,2004,재인용).

성혜원은 교육 학에서 만난 유능한 래와 성공 인 상호작용을 하여 

교사에게 요구되는 정 인 행동을 진하고 부정 인 행동을 감소시키

면서 일종의 사회화 과정을 경험했다.타의 으로 는 차선책으로 교육

학을 진학한 비교사라도 하더라도 진학 이후 교육 학 교육 경험과 

동료와의 소통 경험을 통해 교사로서 사명감을 갖게 되고 자신이 교사로

서 합한지에 해 극 으로 탐색하면서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췄다.

③ 추구하는 교사상과 삶의 목표의 설정

교육 학 교육과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사로서의 합성을 탐

색,검증하며 자아를 인식한 비교사는 추구해야 할 교사상과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설정했다. 비교사가 추구하는 교사상은 이미 앞에서 살펴

본 자질에 한 인식과 련이 있다.능력 자질보다 인성 자질을 요하

게 인식한 것과 동일하게 비교사가 추구하는 교사상도 주로 인성 측면

과 련이 있었고 교사상에 한 기술도 이상 이며 구체 이지 못한 특

성이 나타났다.

<11>

그냥 그 선생님이랑 뭔가 특별한 추억이 있으면 그런 선생님들이

좀 기억나고 를 특별히 좋아라 했던 선생님들 있잖아요.그런

선생님들이 기억나고 다른 선생님들은 이름도 기억 하나도 안 나

요.그 게 한테 잘 해줬던 선생님들은 이름도 다 기억나고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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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억나고 그러는데.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는

는 진짜 이게 되게 큰 바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만큼 컸을 때

애들이 제 이름을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진짜 제 바람이거든요.

(P1 성혜원 :77)

<12>

나 에 얘네가 나를 기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커서 얘네 어딘

가의 한 부분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 을 하시는 거

요.그 얘기 듣고 도 웬만하면 학생들을 좋게 해줘서 도 걔

가 이루고 있는 좋은 것의 한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요.(P5정 성 :63)

<13>

이것은 교사로서 뿐만 아니라 제 인간 인 목표인데 어떤 사람

이 무 어렵고 힘들어서 주 하면서 내민 손을 항상 따뜻하게 잡

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P11김재은 :2)

추구하는 교사상과 교사로서의 목표에 해 성혜원과 정 성은 '이름

이 기억되는 교사'와 '학생의 한 부분이 되는 교사'라고 기술했다.심리

학과 인문학에 심이 많다는 김재은은 추구하는 자신의 목표를 '내민 

손을 따뜻하게 잡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 했다.이러한 기술은 

이상 이고 추상 이다.이러한 추상  목표는 비교사가 교사로서 자

신의 목표를 Elbaz(1983)가 제시한 실천  지식의 구조  이미지 수

에서 확립하고 있음을 보여 다.

실천  지식(practicalknowledge)은 장 경험을 통해 형성된 교사의 

지식이다.실천  지식에 해 연구했던 Elbaz(1983)는 실천  지식의 구

조를 규칙,원리,이미지의 계로 설명했다.이  가장 상  개념인 이

미지는 교사가 자신에 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교사의 실천을 안내하

는 역할을 한다. 부분의 교사들은 좋은 교사에 한 자신만의 이미지

를 간직하고 있고 이를 기 으로 실천 원리와 실행 규칙을 조직한다.

를 들어 '잘 가르치는 친근한 교사'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교사는 '강

제 으로 학생들이 나를 따라오게 억압하지 않는다.'는 실천 원리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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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하지 않는다.'는 실행 규칙을 조직한다(김혜숙,2006).

이미지는 교사의 느낌,가치 ,신념이 함께 연합하여 확립되는 것으로 

비언어 이거나 추상 이며 은유 으로 기술된다(김두정,2009). 한 교

사 개인의 과거, 재,미래와 연결되어 있고 개인  경험과 교사로서의 

문 인 경험 모두가 포함된다(소경희 외 역,2007).즉 이미지는 교사 

개인의 자아에 한 의식이 총체 으로 통합되어 확립되는 것이고 비

교사의 목표에 한 기술을 통해 볼 때 비교사는 기존의 경험과 교육

학 진학 후 인식하게 된 교사로서의 합성에 한 검을 기반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확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실천  지식의 구조가 갖는 특징은 경력에 따라 요한 차이가 

있다. 임교사와 경력교사의 실천  지식을 비교한 김혜숙(2006)의 연구

에 의하면 경력이 많은 교사일수록 구체 인 원리와 규칙을 명확하게 설

정했다.즉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교사가 설정하는 목표의 구체성이 확

보된다.교직 경험을 통해 교사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미지 수 의 목표

에 도달하기 해 요구되는 구체  목표를 인식하고 추가하게 된다.따

라서 경력교사는 추상 인 이미지 수 의 목표뿐만 아니라 구체 인 원

리나 규칙 수 의 목표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한다.

비교사의 목표가 추상 인 특징을 갖는 것은 아직 구체 인 목표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자신이 확립하게 된 교사로서의 이미지를 완

성하기 해 도달해야만 하는 구체 인 목표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기 때

문에 비교사의 목표는 추상 일 수밖에 없다.다시 말하면 비교사는 

교육 학 진학 후 교사로서의 자질을 탐색하고 검하면서 자신의 이미

지를 확립하고 있는 단계이며 이미지의 완성은 교직 경험을 통해 구체  

수 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도달함으로써 가능하다.

한편 비교사는 교직이라는 직업에 종사하는 직업인 개인으로서 추구

하는 삶의 목표를 설정하기 시작했다. 비교사가 설정하는 삶의 목표는 

교육 학 진학 동기와 교사로서의 자아에 한 인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났다.즉 자아실 이 진학의 동기가 되었던 유형은 스스로를 교직에 종

사하는 '직업인 교사'보다 '교사 그 자체'로 인식하고 교직 수행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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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 다.이에 반해 타의에 의해 

는 차선책으로 교육 학에 진학한 유형  동료와의 한 상호작용

을 갖지 못하거나 자신의 교사로서의 합성을 명확하게 탐색하고 확인

하지 못하게 되면 교사 그 자체보다는 교직에 종사하는 직업인 교사에 

더 을 맞추고 교직과는 별개로 얻을 수 있는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

려고 했다.

<14>

진짜 수업을 지난 학기에 총 네 번을 했었는데 끝날 때마다 무 재

미있고 즐겁고 무 기분 좋고.아직 딴 거는 잘 모르겠지만 수업이

에게 정말 하나의 큰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정말 비를

해간다면.실제로는 그 정도로 비하기 쉽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수업 비를 해 간다면 수업은 스트 스가 아니라 하고 싶은 진짜

교사의 삶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 될 거 같아요.(P5정 성 :71)

정 성은 어려서부터 등교사를 꿈꾸지만 성  때문에 차선책으로 ○

○ 학 공업교육과에 진학했다가 군 제  후 재수를 하여 교육 학에 진

학했다.정 성은 자의 으로 교육 학 진학을 선택한 유형으로 진학 이

후 교육 학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하고 교육 학 정문을 나오는 순간마다 

교사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의식하고 모범 인 행동을 다짐할 정도로 직

업의식과 사명감도 확고했다.

정 성은 교육실습  수업을 하면서 몰입을 경험했다.정 성은 이때

의 기분을 '몸에서 열이 나는 것 같았다'고 표 했다.정 성 외에도 여

러 비교사는 면담에서 몰입 경험을 기술하는데 이들이 수업을 하면서 

느 던 몰입의 강도는 '흥분제를 먹은 것 같았다'와 같이 매우 극 인 

표 으로 기술되었다.이와 같이 수업에서 경험한 강한 몰입과 만족감은 

정 성으로 하여  교직에서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목표로 설

정하게 했다.

이에 반해 타의 으로 교육 학에 진학하고 진학 이후 교육 경험이나 

동료와의 소통을 통해 가치 을 아직 확립하지 못했거나 교직 수행 경험

에서 몰입을 경험하지 못할 때 비교사가 설정하는 삶의 목표는 달라질 



-87-

수 있다.박휘성은 ○○ 학교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기업체에 입사했

다가 퇴사 후 교육 학에 진학했다.교육 학에 진학하기 해 박휘성은 

안정 인 직장을 퇴사하고 학입학시험을 다시 응시하는 쉽지 않은 선

택을 했다.그런데 박휘성이 이러한 쉽지 않은 선택을 통해 교육 학에 

진학한 이유는 두 번의 학 진학으로 인한 경제  상황에 한 고려와 

교직이 갖는 직업  장  때문이었다.

<15>

는 ○○ 서양사학과 졸업하고 백화 에 바로 취업했는데 회사랑

랑 잘 안 맞는 거 같았어요. 희 회사가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뭐 그 게 큰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략)그런데

등학교 교사가 되면 반에서는 제 맘 로의 권한이 크잖아요.그런

도 좋고.업무시간 일 끝나는 것도 메리트가 있는 거 같아요.칼

퇴근이요.그런 걸로 학교 밖에서 재미를 찾으려고요.(P9박휘

성 :143)

<16>

사실 는 꼭 등학교 교사를 하고 싶다는 거 보다 교사를 하고 싶

어서 온 거거든요.제가 회사를 그만 둘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교육

학원 가는 길이랑 교 를 오는 길이랑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 교

육 학원은 등교사를 할 수 있었는데.그런데 학을 지나치게 재

미있게 다녔고 경제 인 면도 고려해서 학원 페이를 제가 벌어서

다녀야 되는 게 좀 힘들 거 같아서 교 를 왔거든요.(P9박휘성

:145)

박휘성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시간  여유나 안정성이라는 교직의 직업

 특성은 등교사의 차선책으로 교육 학 진학을 선택하는데 동기가 

되었다.다른 직종에 종사한 경험으로 인해 등교사의 직업  특성에 

한 인식이 명확한 박휘성은 '칼퇴근'을 교직의 큰 장 으로 제시했다.

사실 면담에 참여했던 여러 비교사들은 '칼퇴근'에 반 되어 있는 교

직에 한 외부인의 반감을 표 했었고 그에 해 거부감을 갖고 있었

다.그러나 박휘성은 그러한 직업  특성을 장 으로 인식하고 장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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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학교 밖에서의 재미'를 추구하겠다고 기술했다.즉 박휘성은 

교사보다는 교직에 종사하는 직업인이 되고자 했고 교직 수행을 통해 얻

는 만족감이나 행복보다는 교직 수행과는 다른,별개의 무엇인가를 통해 

얻는 만족감과 행복을 지향했다.

<17>

마음에 맞는 교사가 있어서 같이 으샤으샤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

건이 되면 좋겠지만 아닐 경우가 더 많을 거 같아요.뭐 끙끙 면서

하겠죠.뭐 어떻게 하겠어요.못 하겠으면 휴직해야죠. 정 으

로 생각해요.못하겠으면 휴직하지 뭐…….(P9박휘성 :158)

GoodWork연구에 따르면 유능성,윤리성,몰입이라는 세 조건이 비

교  동등한 지 를 갖고 동일한 방향을 지향할 때 문성은 확보된다

(Gardner,2001).박휘성의 사례와 같은 경우 교직에서 요구하는 유능성

이나 교사로서의 윤리성은 확보할 수 있다.면담에서 그는 비교사 수

 이상의 지식 체계와 다양한 경험을 통해 형성한 안목을 나타냈고 교

사로서의 인성 자질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 다.

그러나 교직 수행에 의미를 느끼며 극 으로 참여하는 자세나 교직 

수행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몰입의 부재는 교직 수행  겪게 될 난

에 한 처 방식에 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의 사례에서와 같이 

박휘성은 교직 수행에서 부딪치는 난 에 해 극복이나 해결보다는 회

피를 선택했다.유능성과 윤리성을 확보한 교사라고 하더라도 교직에 

한 유의미한 참여와 몰입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난 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 하거나 박휘성의 사례에서와 같이 교직을 떠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성에 한 기존 에 기반을 둔다면 직업인이 직업  수행에서 

만족을 느끼는지 여부는 요한 문제가 아니다.수행에서 유능함을 갖추

고 있다면 그 직업인이 느끼는 몰입의 원천이 무엇인지,즉 직업  수행

을 통해 만족과 몰입을 느끼는지 혹은 직업  수행과는 별개로 개인 으

로 추구하는 무엇인가에서 만족과 몰입을 느끼는지는 논의의 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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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그러나 GoodWork연구에 기반을 둔다면 직업인이 느끼는 몰입의 

원천은 직업  수행이어야 하고 그러한 조건 하에 그 직업인이 갖추고 

있는 유능함과 윤리성,몰입은 동일한 방향을 지향한다. 한 직업인이 

직업  수행에 해 유의미함을 느끼면서 참여하고 몰입을 느끼는 것은 

직업  난 에 한 처 방식에도 향을 미친다.

이 게 볼 때 교사가 교직 수행을 통해 만족과 몰입을 느끼는 경험은 

교사의 유능성과 윤리성,몰입이 동일 지향성을 갖게 한다는 에서 교

사의 문성에 기여한다.요컨  교사가 추구하고 지향해야 하는 만족과 

몰입이 교직과 련이 있을 때 교사의 문성은 확보된다.따라서 비

교사가 교육 학 교육 경험을 통해 교직 수행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교사 문성과 련이 있다.그러나 비교사는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교사로서의 문성 

확보 여부를 측할 수는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교사로서의 자신에 한 인식의 형성은 [그림 Ⅳ-1]과 

같은 일련의 과정으로 나타낼 수 있다. 비교사는 교육 학 진학 동기

를 자아실 으로 인식하고 자의 으로 진학하거나 차선책이나 주변의 권

유에 의해 타의 으로 진학했다.진학 후에는 교사로서의 자질에 해 

탐색하면서 검증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교사상  삶의 목표를 설정했다.

자의 으로 교육 학에 진학의 경우 이러한 과정 역시 자의 ,주도 으

로 이루어졌으나 타의  진학의 경우 교육 학 교육 경험과 동료와의 

소통  상호작용 경험이 련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질을 탐색하게 하고 

교사로서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유도했다.

비교사는 교육실습과 같은 교직 수행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몰입요인

에 의해 교직을 지향하는 삶의 목표를 설정했다.그러나 타의 으로 진

학하여 향을 미치는 요한 경험 요인이 없는 경우 교직을 지향하는 

삶의 목표보다는 개인 지향 인 목표를 설정했다.교사로서의 자신에 

한 인식의 형성과정에서 비교사는 교사로서의 자질을 탐색하고 목표를 

설정하면서 추후 획득하게 될 교사 문성의 토 를 마련했다.



-90-

[그림 Ⅳ-1]'교사로서의 자신'에 한 인식의 형성과정

비교사는 교사로서의 자신에 해 형성하게 된 인식을 기반으로 교

육 학에서 강의를 이수하고 교육실습을 경험하면서 역의 기 을 획득

하고 분야의 요구를 수용했다.이와 같은 역  분야와의 상호작용 경

험을 통해 비교사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문성을 획득하고 구축하게 

될 것이다.이 게 볼 때 교사가 자신을 교사로서 인식하게 되는 것은 

문성 형성  발달의 기본 인 토 가 된다.

2)'문가 교사로서의 자신'에 한 인식의 발달

비교사가 교사로서의 자신에 한 인식을 형성하는 과정은 '교육

학 진학 동기'에 한 인식,'교사로서의 자질'에 한 탐색,'추구하는 

교사상'  '삶의 목표'의 설정을 통해 이루어졌다.이러한 인식의 형성

과정은 문가 교사로서의 자신에 한 인식의 발달에도 용되었다.면

담 결과의 분석에 의하면 개인  기 에 한 문가 교사의 인식은 

비교사 시  형성한 교사로서의 자신에 한 인식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문가 교사 역시 자아실 을 교직 입문 동기로 규정하고 자의 으로 

입문을 선택하거나 차선책이나 주변의 권유에 의해 타의 으로 교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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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했다.그러나 문가 교사의 경우 자신의 입문을 필연으로 규정하는 

유형이 나타났다.교사의 자질에 해서는 비교사와 마찬가지로 인성

과 능력 자질을 제시했으나 비교사와는 달리 능력  자질에 한 인

식이 심화되었다.교사상  삶의 목표의 설정에 있어서 문가 교사의 

교사상은 비교사와  다른 양상을 나타냈지만 삶의 목표에 해서

는 비교사와 유사한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① 교직 입문의 동기 

문가 교사는 교직 입문 동기를 비교사와 마찬가지로 자아실 과 

차선책 는 권유로 설명했다. 문가 교사 역시 자의 ,주도 으로 교

직에 입문한 유형과 타인의 권유나 차선책으로 입문한 유형이 있다.그

러나 문가 교사의 경우 두 유형에 더해 필연을 강조하는 유형도 있었

다. 문가 교사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이 유형은 등교사에 한 꿈

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우연히 교직에 입문하게 되었고 교직 입

문 이후 교사가 된 것이 천직이며 필연이었다고 설명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교 나 사 를 졸업했음에도 교직 입문에 한 동기가  없

었고 아  교직에 한 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타 학을 졸업하거

나 다른 직종에 종사한 경우도 있다. 등교사는 출신 교육기 에 따라 

교육 학 출신 교사와 사범 학 졸업자,교원자격검정고시 합격자 등으

로 구분할 수 있다.정책 으로 교원 정년 단축으로 인해 등교원 수

이 부족해지자 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등학교에 임용했고 한시 으

로 교육 학 편입을 허용하면서 2005년 이후 등학교에 사범 학 출신 

교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12)(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운 센

터,2011).이러한 이유로 교직에 한 특별한 동기 없이 교직에 입문하

는 교사가 증가했다.교직에 한 동기가  없었던 교사들은 자신들

12)교육정책 분야별 통계자료집에 의하면 출신 교육기 별 등학교 교원 비율은 2005년 교육

학 출신 교원 비율이 83.0%,사범 학 졸업자 비율이 4.3% 으나 2011년에는 각각 83.1%와 

5.3%로 나타났다.즉 교육 학 출신 교원은 큰 변동이 없으나 사범 학 졸업자는 지속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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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직 입문은 우연이었으나 돌이켜보면 필연이었다고 진술했다.

<18>

마침 운이 좋았던 게 회사에서 7․4제라고 7시 출근 4시 퇴근 제도

를 한시 으로 했어요.퇴근 시간 지나면 불도 끄고 건물에 기를

내려버리고 그럴 때여서 당당하게 퇴근을 해서 근처 서 문 쪽에 학

원도 많고 하니까 야간 종합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어요.제

생각에는 시기 으로도 그 고 뭐가 도와 것 같아요. 선생

님들이 쫙 빠지면서 임용고시도 쉬웠고 그랬어요.그 때 교육부장

이 나이 많은 교사 한 명 내보내면 은 교사 두 명 쓸 수 있다면서

명퇴를 엄청 시키고 그랬어요.그 게 모든 것들이 오늘날 내가 여

기 앉아있게,필요할 때 딱딱 그 게 된 거 같아요.물론 어릴 때부

터 애들은 다 막연하게 장래 희망으로 선생님을 생각하듯이 생각은

했었지만 내가 꼭 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그런데

우연히 오고 보니까 천직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P1윤다

:44~45)

<19>

는 지 생각하면 이상하게 운명인가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는 교사할 생각이 없었어요. 는 술가가 꿈이었으니까요.

는 그냥 작업을 하 고 작업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동안 얻어진 좋

은 것들을 다른 후배들한테 알려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학교라는 곳에 들어가서 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안 했었지만

요.(P2남희경 :19)

<20>

는 부모님 뜻에 따라 반 강요로 갔어요.제가 원래 가고 싶었던

사회학부 신문방송학과는 좀 인기가 빠지고 있을 때 고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기자나 로듀서 고 혼자 쓰는 거 좋아했어요.(

략) 는 수시로 진학을 했는데 무조건 상향지원 했는데 제일 상향

지원 한 ○○여 등교육학과만 붙었어요.지 생각해보면 교사

가 될 운명이었나 요.(P8배주은 :20)

윤다 과 남희경,배주은은 모두 교직에 동기가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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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교직에 입문하게 된 것은 운명이었다고 진술했다.윤다 은 고등학

교 졸업 후 기업에 입사하여 8년을 근무하다가 학력에 따른 차별로 직

장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이직을 계획했다.그녀가 이직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상황이 이직에 유리하게 조성되었기 때문이었

다.이러한 상황에 해 그녀는 ‘무엇인가 자신을 도와주었다’고 표 했

다.기업체 퇴사와 교직 입문은 운명 이고 필연이었다는 것이다.그녀는 

교직 수행에서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교사를 맡아 문성

을 발휘하고 있다.

남희경도 교직 입문은 운명이었다고 표 했다.그녀는 유명여  서양

화과 학사,석사를 졸업했고 유학을 계획하고 있었다.미술을 공한 그

녀에게 교직에 한 동기는  없었다.그런 그녀가 교직에 입문하게 

된 것은 등교사 자격증을 갖고 등 임용을 계획했던 학 친구의 

향이었다.그녀는 우연히 교직에 입문하 고 발령을 받은 후에도 유학 

까지 일 년 정도만 교사 생활을 해야겠다고 계획했다.그러나 남희경

은 결국 교사로 12년째 근무 이며 서양화 석사 학 와는 별도로 미술

교육학 석사학  취득을 한 과정을 수료하 고 미술 교과에 한 문

성을 발휘하고 있다.남희경 역시 자신의 교직 입문은 우연인 것 같았지

만 되돌아보니 운명이었다고 강조했다.

배주은은 교직을  고려하지 않다가 부모의 강요와 지원한 여러 

학  합격한 학이 ○○여  등교육학과여서 어쩔 수 없이 교직에 

입문했다.면담에서 배주은은 졸업 후 임용고시에 불합격하고 나서 다른 

직종에 취업할 비를 했었다고 했다.그러나 결국 교직에 입문하게 되

었고 배주은 역시 교직에 입문하게 된 과정은 운명이었다고 표 했다.

배주은은 학원에서 체육교육을 공하고 있고 자료제작과 련된 장 

연구에도 참여하여 수상하는 등 문성 신장을 해 매진하고 있다.

윤다 ,남희경,배주은의 교직 입문은 모두 교육 학 졸업 후 교직입

문이라는 형 인 경우와 달랐다.이들은 모두 교직 입문에 한 자발

 동기 없이 교직에 입문했지만 재는 문성을 발휘하며 교직을 수행

하고 있다.당시에는 우연한 기회 다고 인식했었지만 재는 교직이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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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며 교직 입문은 운명이고 필연이라고 표 했다.이들은 교직에 입문

한 후에 교사로서의 자질을 확인했고 교사상도 확립했다.

이들은 자의 으로 교직에 입문한 유형에 비해 교직 입문에 한 동기

가 약하고 교사로서의 자질에 한 탐색과 교사상과 목표의 설정 시기도 

늦은 편이다.이런 상황에서 '운명'은 이들에게 교직 입문에 한 당 성

을 부여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교직 입문이 운명이었다는 문가 교사

의 인식은 귀인이론을 기반으로 설명할 수 있다.귀인이론은 행동에 

한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 결과에 한 인식과 그 이후 행동에

도 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귀인이론에서는 행동의 원인을 개인 내  요인으로 인식하는 경우와 

개인 외  요인으로 인식하는 경우로 구분한다(이동희,2009).교직 입문

이 운명이었다는 것은 외  요인으로의 귀인이라고 할 수 있다.행동을 

내부 요인으로 귀인하게 되면 자존심에 훼손을 느끼게 되지만 외부 요인

으로 귀인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각하지 않

게 되고 자존심에 한 훼손도 느끼지 않는다. 문가 교사의 사례에서

도 이들은 교직 입문을 운명으로 귀인하고 입문 동기를 정당화하며 심리

 부담을 감소시켰다.

② 교사 자질의 발견 

문가 교사는 교직 수행 경험을 통해 비교사 시기에 탐색, 검했

던 교사로서의 자질에 새로운 자질을 추가했다. 문가 교사의 경우에도 

교사로서의 자질에 한 탐색은 비교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인성 자질

과 능력 자질에 한 인식으로 구분 다. 비교사가 인성 자질을 요

시했던 것과 유사하게 문가 교사도 학생에 한 애정이나 솔선수범하

는 자세,인간친화능력과 같은 인성 자질을 요하게 인식했다.이에 더

해 문가 교사는 반성  성찰과 특정 교과와 련된 역 특수

(domainspecific)능력을 요시했고 강조했다.

문가 교사는 반성  성찰을 요한 자질로 제시했다.교사의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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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성  성찰13)은 교육의 질과 련하여 최근 많은 심을 받으며 

교육개 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각되는 개념이다(Doyle,1990).교사

의 반성  성찰을 문성과 연결시켜 논의한 Schön(1983)에 의하면 교사

의 문성은 실천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 상황과 반성 으로 화를 

함으로써 얻어진다.즉 교사는 '행   반성(reflection-in-action)'을 통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하여 신 히,반성 으로 생각해보고 그러한 

반성  성찰을 통해 문  수행을 할 수 있다.

<21>

잘 안 될 때는 내가 반성을 먼 하는 편이지.내 방식이 뭐가 잘못

나 뭐 그런 걸 먼 확인하는 편이지.확인하고 나서 그래도 내가

옳다 싶으면 다시 해야지. 부분 그 지 않나?(P9정경진 :17)

정경진은 수행에서 문제가 생기면 먼  반성  사고를 통해 성찰한다

고 기술했다.그가 설명하는 '행   반성'은 의식 으로 용되는 차

가 아니라 이미 정경진의 수행에 포함되어 있다.그는 이러한 반성  성

찰이 교사의 보편 인 사고과정이라고 설명했다.그에게 내면화된 '행  

 반성'이라는 성찰  자질은 장에서의 교직 경험을 통해 습득 다

(이종일,2003).

다시 말하면 '행   반성'이라는 자질은 외부의 연구를 통해 교사에

게 필요한 자질로 제시된 것이 아니고 교사 스스로 필요한 자질로 인식

하고 계발한 것으로,직  교육을 통해 완성되는 자질이 아니라 장 경

험 속에서 교사 스스로 획득하고 형성하는 자질이다.이 게 볼 때 장

에서의 교직 수행 경험을 통해 문성을 갖춘 교사만이 반성  성찰의 

자질에 해 인식할 수 있다.반성  성찰의 자질은 교사와 교사 수행의 

문성을 보장한다.근래에 교사의 문성 계발을 해 반성  교사교육

이 강조되는 것도 이와 동일한 맥락이다(서경혜,2005).

13)'반성','성찰','반성  성찰'을 다룬 연구에 의하면 반성과 반성  사고는 혼용되며 반성과 성

찰은 'reflection'을,반성  사고는 'reflectivethinking'을 번역한 표 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

반성'과 '성찰','반성  성찰'은 유사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유난숙,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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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고 열심히 를 돌아보는 편이고 열

심히 들으려고 하고,조언도 열심히 들으려고 하고 수용하려고 하고

( 략)항상 는 생각이 많아요.(P5최지 :7)

최지 은 반성  성찰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수행 과정에서 스

스로 자신의 반성  성찰 자질을 극 으로 활용했다.그녀는 학창시  

만났던 좋은 교사의 향을 받아 교직의 꿈을 갖게 되었고 자의 으로 

교직에 입문했다.그녀는 아이들과 소통을 즐기며 교직의 수행에서 몰입

을 경험했다.그녀는 '놀이'가 수업에서 용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주

제로 지속 인 장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면담을 통해서 그녀가 반성  교사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반성  교사인 그녀는 학생과 원만한 인 계를 형성하 고 직

무에 한 만족도도 높았다. 한 교사로서의 자신감이 확고하고 자신의 

능력에 한 믿음이 강했다(조덕주 역,2007).이 게 볼 때 그녀의 반성

 성찰 자질은 교사 문성 신장  계발에 토 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역 특수  능력 자질에 한 인식 한 비교사의 사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문가 교사만이 인식한 자질이었다. 비교사는 능력 자

질에 해 심이 없거나 소홀했다. 비교사는 능력 자질이 발휘되는 

수업보다는 학생을 보살피고 학생들과 계를 형성하는 것을 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성 자질과 수업 외 능력 자질에 을 맞췄다.그러

나 문가 교사는 인성 자질과 능력 자질 모두를 요시했다.뿐만 아니

라 수업 능력에 해서도 자신만의 고유성을 부여하며 자신이 가진 능력

을 역 특수 이라고 보았다.

<23>

수학을 가르칠 때도 재미있게 가르치려고 해요. 는 항상 설명하기

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어렵게 해 놨다고 미리 얘기를 하

고 시작하면 아이들이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반응하면서 근하기도

해요.그 게 애들 심리를 좀 이용하는 게 랑 좀 맞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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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윤다 :26)

<24>

는 체육 수업하는 거에 해서는 거부감이 없고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제가 기능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 등학교 수 에서 아

이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방향으로 지도하는지는 충분히 가

능해요.(P4고동진 :5)

<25>

는 등학교 2학년 때부터 피아노를 쳤고 성악을 공했거든요.

그래서 희 반에는 음악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항상 키보드가 있고

쉬는 시간이나 심시간에 피아노를 자유자재로 치면서 같이 노래

부르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사실 제가 학교 때는 TV 유치원 하

나 언니를 잠깐 했었어요.그래서 제가 건반하고 노래를 거부감 없

이 그래도 자연스럽게 잘 한다는 게 등에서는 정말 무 무 도움

이 되는 것 같아요.음악은,제가 음악은 거리낌 없이 부르는 거를

아이들이 좋아하고 음악이,노래나 피아노를 통해 아이들하고 소통

하고 교감할 수 있어서 는 좋은 거 같아요.(P3차수진 :5)

윤다 ,고동진,차수진은 자신들의 강 인 수업능력 자질을 제시했다.

윤다 은 수업에서 아이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수학에 한 부정  정서

를 해소하고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수업을 진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해 

진술했다.고동진은 체육 수업에 한 자신감과 수업 지도 능력을 나타

냈고 차수진은 피아노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노래를 잘 하는 자신의 음악

 능력과 음악 수업 능력이 음악 수업 이외의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된

다고 기술했다.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질은 보편  능력이기보다

는 역 특수  자질이다.

교사의 능력은 모든 역에 일반 으로 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과나 

특정 능력과 계된, 역 특수한 능력이다.특히 의 사례에서 문가 

교사는 주로 교과와 련된 역 특수  능력 자질을 제시했다. 등교

사는 여러 교과를 모두 가르쳐야 하고 기 인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기본 인 내용을 다룬다는 에서 일반 인 교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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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조한다.그러나 문가 교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모든 교

과에 용되는 역 일반  능력이기보다는 특정 교과에 용되는 역 

특수  능력이라고 보았다.

여러 교과를 가르치는 등교사의 경우에도 수업 능력은 역 특수

으로 계발되고 신장된다.면담에서 비교사는 등교사에게 요구되는 

능력이 '넓고 얕은'능력이고 가르치는 내용도 기 이고 보 이라는 

에서 교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내용에 해 회의 이고 불만을 

갖고 있었다.그러나 문가 교사의 사례를 통해 볼 때 등교사에게 요

구되는 능력은 수업과 수업 외 시간에도 교육 인 향을 미칠 정도의 '

넓은'능력인 동시에 특정 교과에 한 '깊은'능력이기도 했다.

③ 추구하는 교사상과 삶의 목표

추구하는 교사상에 한 문가 교사와 비교사의 인식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비교사는 학생으로서 경험한 교육,교육 학 강의 이

수,교육실습 그리고 기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습득한 경험을 기반으로 

교사상을 설정했다. 비교사가 추구하는 교사상은 추상 이고 이상 인 

이미지 수 의 목표 다.이에 비해 문가 교사는 비교사와 유사하게 

교사상을 설정하지만 그와 동시에 구체 이고 제한 인 교사상도 확보했

다. 문가 교사의 교사상은 추상 이지만 구체 이기도 했고 이상 이

지만 제한 이기도 했다. 문가 교사는 두 수 의 목표 모두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상  교사상의 달성을 해 구체  목표를 활용했다.

한편 삶의 목표 설정에 있어서는 비교사와 문가 교사가 유사한 인

식을 갖고 있었다. 비교사는 교직 수행을 통해 얻는 즐거움과 만족에 

한 기 감으로 교직 수행에서의 만족을 삶의 목표로 설정하거나 교직

과는 별개의 개인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했다. 문가 교사의 인식도 

비교사와 유사하게 교직의 만족을 삶의 목표로 설정하는 유형과 개인

을 지향하는 유형으로 구분 다.

문가 교사는 교사로서 추상 인 목표를 설정하지만 동시에 구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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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도 확보했다.'환상 '이라고 할 수 있었던 비교사의 목표와 비교

할 때 문가 교사는 '어도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않는 교사'라는 소

극 이고 제한 인 교사상을 제시했다. 문가 교사는 이와 같이 교사상

이 구체 이고 제한 으로 변경한 이유를 교직 수행 경험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6>

처음에는 되게 막연했어요.구체 이지도 않았어요.그런데 장에서

주로 고학년을 맡았고 실 으로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뭔가 아

이들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런 것은 내가 확실히 가르치고 올려 보내야겠구나,'하는 생

각이 들었어요. 는 그냥 자기 책상 정리할 수 있고 집에 가서 부

모님과 화할 수 있는 소통 방법 같은 거를 알려주는 것이 제 목표

에요.제가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그런 게 당장 필요하니까 그게

뒷받침이 되어야 제 수업이 되니까요.(P8배주은 :3)

배주은이 재 자신이 설정한 목표는 그녀가 비교사 시기에 설정했

던 목표와는 확실히 달랐다. 장에서의 교직 경험을 통해 그녀는 '책상 

정리'나 '소통 방법'같은 구체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

다.그리고 그러한 구체 인 목표는 '수업을 잘 하는 교사'라는 자신의 

이상  목표를 뒷받침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비교사의 교사상 분석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교사의 목표는 Elbaz(1983)가 제시한 실천  

지식  교사 자신의 개인  목표에 한 인식인 교사 개인의 지식과 

련이 있다.

교사의 실천  지식은 ① 가장 구체 인 규칙,② 포 이고 규칙만

큼 구체 이지 않은 원리,③ 가장 포 이고 가장 명시 이지 않은 이

미지의 세 수 의 계를 가지고 있다.이미지는 교사가 자신에 해 가

지고 있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고 규칙과 원리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즉 이미지는 교사의 자신에 한 심을 드러내는 추상  수 의 목표로

서 비교사의 목표는 이미지 수 의 목표 다.

한 비교사는 교사로서 '자신'에 을 맞추어 '좋은 선생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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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인생에 큰 향을 미치는 선생님'과 같이 자신이 어떤 교사가 될 

것인지에 주로 심을 갖고 교사상을 설정했다. 비교사의 이러한 인식

은 기 교직 단계의 주된 심사를 심이 없거나 교사로서의 자신

(withSelf)이라고 제시한 Fuller(1969)의 교사 심사 발달 이론의 설명

과 일치했다.

그러나 문가 교사의 목표는 비교사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문가 교사인 배주은의 사례에서 그녀의 심은 학생과 수업이었다.학생

에게 요구되는 능력,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그녀가 교사로서 갖는 목표 다.그녀의 심사는 학생에 한 심이 

높은 후기 교직 단계나 교수 상황에 한 심,아동에 한 심의 단

계14)로 발달했다.

한 배주은의 목표는 비교사의 목표에 비해 구체 이었다.김혜숙

(2006)의 연구결과에서도 경력 지리교사의 규칙과 원리는 임 지리교사

에 비해 명확하고 구체 이었다.'잘 가르치는 교사'라는 유사한 이미지

를 갖고 있는 두 교사의 규칙과 원리는 구체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 다.

를 들면 임교사는 '학생이 스스로 깨닫고 참여하는 수업을 만든다.'

는 원리와 '학생이 심이 되는 다양한 교수방법을 구 한다.'는 규칙을 

설정했다.그러나 경력교사는 '지리에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

다.'는 원리와 '답사를 통해 정확한 지식을 얻도록 노력하고 답사 장에

서 보고 느낀 을 달한다.'와 같은 구체 인 규칙을 설정했다.경력교

사는 임교사에 비해 구체 이고 명확한 원리와 규칙을 제시했다.

배주은의 사례에서도 심이 학생과 수업에 있기 때문에 그녀가 설정

한 목표는 '책상 정리'와 '화를 한 소통 방법'처럼 구체 이었다.그

녀는 비교사처럼 자신이 어떤 교사가 될 것인지에 한 추상  목표와 

자신이 설정한 교사상을 실 하기 해 요구되는 구체  원리와 규칙을 

동시에 확보했다.그녀의 목표는 경력교사일수록 원리와 규칙 수 의 목

14)Fuller는 교사 심사에 해 기 이론에서는 무 심의 교직 이  단계,교사 자신에 해 

심을 갖는 기 단계,학생에 해 심을 갖는 후기 단계의 세 단계로 교사의 심을 구분했다.

이후 Fuller와 Bown은 기 이론을 수정 보완하여 교직 이  심 단계,생존 심 단계,교수 상

황 심 단계,아동 심 단계의 네 단계로 교사 심사를 구분했다(강정원,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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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가 명확하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했다.

추상 인 이미지에 한 구체 이고 명확한 원리와 규칙을 확보하는 

것은 문  수행에 향을 줬다.실행을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

인 목표를 설정한 교사는 실제 상황에서 일 된 모습으로 설정한 원리와 

규칙을 구 했다. 한 원리와 규칙이 상보 으로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

어서 추구하는 교사상에 도달할 수 있다. 비교사 수 에서는 이미지 

수 의 추상  목표를 형성하 고 이러한 목표를 기반으로 문가 교사

는 장 교직 경험을 통해 원리와 규칙 수 의 구체  목표를 추가하고 

추구하는 교사상을 실 할 수 있다.

한편 문가 교사의 교사상은 비교사에 비해 소극 이었다. 비교

사의 교사상은 지나치게 이상 이었으나 문가 교사의 교사상은 소극

이고 제한 이었다. 문가 교사는 이런 교사가 되고 싶다는 목표보다 '

어도 이런 교사는 되지 않아야 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이와 같은 

문가 교사의 소극  목표는 장에서의 교직 경험을 통한 시행착오의 

반 이다.

<27>

는 가르치는 일은 좋아하지만 스승으로서 나 에 아이들에게 길이

길이 기억되는 교사가 되겠다는 목표는 없어요.오히려 는 잊 지

는 교사가 좋다고 생각해요.두고두고 보고 싶은 선생님이 되려면

그 아이와 제가 특별한 공감 를 형성해야 하는데 30명과 모두 특별

한 계를 형성할 자신이 없어요. 는 욕심 안 부리고 아이들을 공

평하게 해서 '그 선생님 무 싫었어.'라든지 '그 선생님한테 상

처 받았어.'라는 기억은 심어주지 않는 교사가 되는 게 제 목표에

요.(P1윤다 :52)

<28>

는 재는 '뭐가 되고 싶다.'보다 '뭐가 안 되어야 겠다.'를 생각

하고 있거든요.일단 무서워서 아이들이 근할 수 없는 교사는 안

되어야겠다는 목표요.제가 경험이 있죠.제가 굉장히 무서운 교사

어요.그런데 제가 교과를 4년을 할 때는 잘 못 느끼다가 5년 차에

담임을 처음 맡았는데 열정이 무 많이 넘쳐서 애들을 많이 잡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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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죠.통제를 많이 했었어요.그런데 그 게 일 년을 보내고 제 반이

었던 아이가 6학년이 되어서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담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테 못 다가오는 거 요.그런 모습이 한테는 참 상

처라면 상처가 되더라고요.(P2남희경 :1)

윤다 과 남희경의 사례에서 두 문가 교사의 목표는 소극 이었다.

윤다 의 '잊 지는 선생님'과 남희경의 '무섭지 않은 선생님'이라는 목

표는 남희경의 표 로 이런 선생님은 되지 않아야겠다는 소극  자세

다.윤다 은 8년 가까이 다니던 안정 인 기업을 퇴사하고 늦은 나

이에 교육 학에 진학하여 교직에 입문했다.남희경은 미 를 졸업하고 

석사 학 를 취득한 후 유학을 계획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교직에 입문했

다.이들은 우연한 입문은 운명이었고 교직이 천직이라고 생각했다.

윤다 은 여러 해 동안 다른 교사들이 꺼리는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교사를 맡아왔고 고학년 담임  행정 처리에 특별한 능력

을 발휘하고 있다.남희경은 미술에 한 역 특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두 교사 모두 극 인 태도로 문성을 발휘하며 교직을 수행하

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교사가 설정한 교사상은 극 인 교직 

수행 태도와는 달리 소극 이었다.

두 문가 교사는 모두 소극  교사상의 설정이 교직 수행 경험 때문

이라고 진술했다.윤다 은 학  아동과 공감 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학

의 모든 아동과 특별하고 이상 인 계를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그녀는 그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학생

과의 특별한 계 신 어도 어떤 학생에게도 상처는 주지 않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남희경은 넘치는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학생을 리했

지만 학생과의 소통에서는 실패한 경험이 있다.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

기 한 그녀의 성실함을 학생은 지나친 통제로 기억했다.그녀 역시 이

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어도 소통에 실패하지 않는 교사가 되어야겠다

는 목표를 설정했다.

윤다 과 남희경 모두 이상 인 목표를 지향하며 교직을 수행하는 과

정에서 상하지 못한 난 과 실패를 경험했다.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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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자신의 이상  교사상에 도달하기 해서는 구체 인 목표가 추가

되어야 함을 인식했고 소극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교직의 시행착오 

경험은 교사로 하여  구체 이고 명확한 원리와 규칙을 추가하게 했다.

요컨  비교사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 수 의 추상  목표에 교직의 시

행착오 경험을 통해 구체 이고 명확한 원리와 규칙 수 의 목표가 추가

됨으로써 문  수행에 기반이 되는 교사상이 수정 다.

한편 문가 교사의 삶의 목표는 비교사와 동일하게 교직에서 만족

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유형과 교직과는 별개로 개인의 삶을 추구하는 유

형이 있다.다만 문가 교사의 지향성은 더 강했고 고착되어 있었다.교

직 수행을 지향하는 유형의 경우 교직에서 느끼는 만족과 몰입의 즐거움

도 크지만 그로 인한 소진(burnout)도 경험했다.그러나 교직을 지향하는 

문가 교사는 소진 경험까지도 수용하려는 태도를 취했다.그들은 소진

을 수용함으로써 교직 수행에서 경험하는 난 을 극복했다.개인의 삶의 

추구하는 유형은 교직과 교직 이외의 삶을 명확하게 분리했다.삶의 사

실  분리를 통해 교직에서의 문성은 유지하는 동시에 개인의 만족을 

추구했다.

교직 수행에서 삶의 만족을 추구하는 문가 교사는 교직에서 경험하

는 몰입을 통해 더욱 강한 지향성을 갖게 되는 동시에 몰입 경험으로 인

해 교직 수행에 난 이 되는 소진도 경험했다. 문가 교사가 경험한 몰

입은 비교사가 상하는 만족과 즐거움 이상이었다.몰입은 문가 교

사로 하여  교직 수행을 지속하게 하는 동력이었다.

<29>

교사로서 크게 즐거울 때는 아이들 하고 딱 마음이 맞을 때 교사 생

활에서 그것만큼 큰 즐거움이 없는 거 같아요.뭔가 '애들하고 지

통하는 구나.'하는 느낌.'내가 뭔가를 주면 내가 다는 거를 애들

도 알고 애들도 그에 한 반응을 이 게 해오는 구나.'하는 걸

느낄 때가 교사로서 제일 즐겁고 보람을 느끼고 계속 교사를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 같아요.(P2남희경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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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개인 으로 힘든 일도 아이들과 있으면

서 좀 풀리기도 하고 는 학교에서 일하는 시간보다 아이들과 있으

면서 수업하는 시간에는 온 히 있는 시간이 무 무 좋거든요.결

혼 안 하고 내 자식들이 생기는 게 선생님 밖에 없잖아요. 를 바

라보고 있는 아이들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즐거우니까요.(P5최지

:60)

 

<29>와 <30>에서 문가 교사는 교직 수행에서 극도의 즐거움을 느낀

다고 기술했다.특히 학생과의 소통에서 경험하는 몰입 경험은 교사로서

의 만족감뿐만 아니라 기 하지 않은 보상도 제공했다.최지 은 학생을 

자식으로 여길 정도로 깊은 유 계를 형성했고 소통하면서 만족감과 

몰입의 즐거움을 경험했다.뿐만 아니라 교직 수행에 한 몰입은 기

하지 않았던 심리  안이라는 보상도 제공했다.이러한 경험은 문가 

교사의 교직에 한 지향성을 강화했다.

그러나 몰입을 자주 경험하고 몰입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문가 교사

는 몰입과 동시에 소진도 경험했다.소진(burnout)은 직업인이 지나친 몰

입과정(overflow,overengagement)에서 겪게 되는 일종의 탈진상태이다

(Johnson,2007).Johnson(2007)의 연구에 의하면 소진은 몰입이 지나칠 

때 유발될 수 있고 냉소  태도와 육체  피로,인지  무력감을 동반한

다.Johnson에 의하면 특히 의사나 교사처럼 타인을 돌보는 일에 종사하

는 직업인이 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돌 야 하는 상과의 직 인 상

호작용은 직업에 입문 동기를 환기함으로써 수행을 유지하는 동력이 되

지만 동시에 소진의 직  원인이 될 수 있다.환자나 학생과의 정서  

소통과 유 가 몰입과 소진을 동시에 유발한다는 것이다.그러나 그러한 

정서  상호작용은 소진을 극복하는 방법도 될 수도 있다.다시 말하면 

학생과의 소통은 교사에게 몰입경험을 제공하고 소진을 유발하는 동시에 

소진의 극복을 한 해결책이 된다.

<31>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거 같은데 상처받는 걸 기뻐할 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학교는 인간 계로 굴러가기 때문에 상처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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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받게 되어있어요.상처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아이들과도

거리를 두게 되고 구하고든 계를 잘 설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

같아요.그냥 마음을 열고 상처를 받을 비를 하고 상처를 주면 미

안하다고 말할 비도 하고 그래야 할 거 같아요.그래야 어려움을

넘기는 데 더 쉽지 않을까 해요.(P2남희경 :29)

남희경이 선택한 소진의 해결책은 '상처를 기쁘게 받는 것'이었다.그

녀의 사례는 학생과 교사의 계가 몰입과 소진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 

해결책이 되기도 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했다. 문가 교사는 몰입으로 

인해 교직 수행을 삶의 목표로 설정했지만 동시에 소진도 경험했다.그

러나 소진을 방치하거나 회피하기보다 다시 학생과의 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소진을 수용하고 극복했다.몰입과 소진,소진의 극복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문가 교사는 교직의 수행에서 만족과 즐거움을 추

구하는 교직에 한 지향을 더욱 강화했다.

문가 교사에서도 비교사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교직 수행 보다 교

직 이외의 삶에서 개인 인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유형을 볼 수 있

었다.개인 의 삶을 추구하는 비교사의 경우 난 에 착하면 교직 

수행을 단하겠다는 선택을 했다. 비교사는 교직과 개인의 갈등이 충

돌하는 경우 교직을 회피하고 개인의 삶을 추구하겠다는 양자택일의 입

장을 보 다.그러나 문가 교사는 개인  삶을 추구하지만 교직과 개

인의 두 역을 동시에 유지하려는 입장을 보 다.

<32>

학교에서는 일이 있으면 퇴근 후로는 자기 생활이 있잖아요.

는 학교 내에서는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학교 이외의 시간에는 학

교에서 일을 가져가고 싶지 않아요.그 이외의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걸 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는 게 좋아

요.물론 학교 내에서 보람을 찾고 아이들에게 향을 주는 것도 좋

지만 학교 밖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더 좋아요. 는 자기개발을 좀 열심히 하는 편인

데 매해 좀 다른 걸 배워요. 스면 스 기타면 기타 어학이면 어

학 이런 식으로 쉬지 않고 배우고 있어요.그런 게 다 장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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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오지는 않아요.여행도 좀 다니기는 하는데 그런 것도 쉬지

않고 다양한 경험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되는 것도 같아요.

이런 것들이 시작은 나의 즐거움을 해서 하는 게 더 비 이 큰 것

같아요.아이들한테도 향을 미치겠지만 우선 내가 하고 싶은 걸해

서 내 욕구가 채워져야 다른 것에도 심을 갖지 않을까 해서요.

(P7성윤화 :16,17)

성윤화는 '학교 안의 교사 성윤화'와 '학교 밖의 개인 성윤화'를 분리했

다.학교 안의 성윤화는 교사로서 성실하게 교직을 수행했다.그녀는 특

히 학  리를 잘 한다는 리자의 평가를 들었고 업무 처리에서 탁월

한 능력을 발휘하며 상 기 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그녀는 

교직에서의 수행을 학교 밖으로 연결하거나 확장하지 않았다.학교 밖의 

개인 성윤화는 직업  장 을 충분히 활용하고 여가를 통해 자기개발에 

념했다.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여행을 했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개인

 삶의 만족과 즐거움을 경험했다.그녀는 교직 수행에서 경험하는 만

족과 즐거움보다 교직 수행과는 별개의 삶에서 만족과 즐거움이 더 크다

고 인식했고 그러한 만족을 추구했다.

만약 교직을 지향하는 교사 다면 여가를 통한 자기개발과 방학을 활

용한 여행을 학생지도나 수업에 활용할 목 에 한 수단으로 생각했을 

것이다.그러나 성윤화에게 자기개발이나 여행은 의도하지 않게 교직 수

행에 향을  수는 있겠지만 교직 수행을 한 수단이 아니었다.그녀

의 개인  삶은 교직 수행을 고려하지 않는,온 히 개인 인 욕구 충족 

그 자체 다.

성윤화는 가족의 권유로 교 에 입학하여 타의에 의해 교직에 입문하

지만 문성을 발휘하고 인정받고 있다.그러나 그녀는 교사의 삶보다 

교직과 분리된,직업인 개인의 삶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했다.이 게 

볼 때 개인의 삶을 추구하는 문가 교사는 교사와 직업인으로서 역할을 

분리하고 각각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학교 밖의 개인으로 경험하

는 즐거움과 만족은 학교 안의 교직 수행에 직 인 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그러나 교직 수행을 통해 교직의 직업  장 도 확보하고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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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만족과 즐거움도 추구할 수 있다는 에서 교사로서의 삶과 직업인 

개인의 삶은 공존하고 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비교사 시기에 형성되기 시작한 교사로서의 인식

은 문성을 갖추면서 자신을 문가 교사로 재인식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문가 교사는 교직 수행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교직 입문 동기를 

타당화하고 문가 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갖추면서 문가 교사로서

의 교사상과 삶의 목표를 확립했다. 문성을 확보하는데 방해될 수 있

는 차선책과 주변의 권유와 같은 진학 동기를 운명으로 귀인했고 진학 

동기에 필연성으로 부여하여 문성 획득에 한 심리  부담을 감소시

켰다. 한 교사에게 요구되는 인성  자질에 반성  성찰과 특정 교과

와 련된 능력 자질을 추가하여 확인했고 이상 인 교사상의 실 을 

한 구체 인 목표도 확립했다.자신을 문가 교사로 인식하면서 지향하

는 삶의 목표도 교직에 몰입하거나 교직과 개인  삶의 목표를 병립하여 

추구하는 유형으로 구분되어 확립되었다.

[그림 Ⅳ-2] 등교사의 자신에 한 인식의 형성  발달 과정 

이와 같은 문가 교사의 인식은 자신을 교사로 인식하게 된 비교사

의 인식에 다양한 수행을 통한 경험이 추가되면서 기존 인식이 확장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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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교사로서의 자신에 한 인식,즉 개인  기 에 한 인식을 발

달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그림 Ⅳ-2]). 비교사 시기에는 교사로

서의 자신에 한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면 문가 교사 시기에는 

문가 교사로서의 자신에 한 인식이 발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 게 

자신을 문가 교사로 인식하게 된 교사는 자신의 문성을 더욱 정교하

게 하고 심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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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  지식  기술의 획득과 확장

교사에게 요구되는 문  지식  기술은 GoodWork의 구성요소  

'역'에 해당된다. 역은 문직의 인 규범과 행을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상징체계로서 그 직종의 직업인에게 공유되고 수행

되는 기 을 의미한다(Gardner,2008).Gardner(2010)에 의하면 상징체계

는 직업의 성문화된 문지식이 새로운 실무 종사자들에게 수된 결과

이며 직업의 지식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등교사가 교직의 역,즉 교사에게 요구되는 문  

지식  기술에 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경험을 통해 지식  기술을 

획득하고 확장하는지를 확인하기 해 비교사와 문가 교사에게 다양

한 질문을 제시하고 련된 기억과 경험을 진술할 것을 요구했다.면담 

결과의 분석에 의하면 등교사는 비교사 시기에 교육 학 강의와 교

육실습 등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식  기술을 획득하기 시작했고 획

득된 지식  기술은 교직 수행 경험을 반복하면서 문가 교사로서의 

지식  기술로 확장되고 정교화되었다.이하에서는 교직 련 지식  

기술에 한 비교사의 인식과 획득 경험을 분석한 후 이를 기반으로 

문  지식  기술에 한 문가 교사의 인식과 확장 경험을 살펴보

고자 한다.

1)교직 련 지식  기술의 획득

비교사의 교직 역에 한 인식은 크게 두 가지 질문에 한 답

으로 표 할 수 있다.첫 번째는 교직 역의 '무엇을 수받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한 답으로 역의 내용에 을 맞춘 인식이며 두 번

째는 역을 '어떻게 수받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한 답으로 수 

방식에 을 맞춘 인식이다.무엇을 수받을 것인가에 해 비교사

는 '내용 보다 방법'을,어떻게 수받을 것인가에 해서는 '달 보다 



-110-

모방'을 요하게 인식했다.'내용보다 방법'이 요하다는 인식은 교육

학 교육과정에 해 가르쳐야 할 내용 자체보다는 내용을 가르치는 방

법을 배우는 것이 교사로서의 비에 더 합하다는 생각이며 '달보다

는 모방'이 요하다는 인식은 역의 수는 강의를 통한 달보다 실

제 교사의 찰을 통한 모방이 더 효과 이라는 입장이다.

(1)내용 보다는 방법

비교사는 교사로서 수받아야 하는 지식  기술에 해서 교육내

용 보다는 교육방법에 을 맞췄다.이것은 비교사가 교사의 인성 

자질을 교수자로서의 능력 자질보다 요하게 생각했던,'개인'에 한 

인식 분석 결과와 련이 있다.왜냐하면 비교사는 자신이 인성 자질

은 어느 정도 갖추었지만 교수자로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에 가르치는 방법에 한 지식  기술의 습득을 원했다.그러나 교육

학 교육에서는 가르치는 방법을 잘 다루지 않았고 그로 인해 가르치는 

방법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했다.이들은 교육 학 경험의 장 

용 가능성이나 효능성에 해서도 회의를 나타냈다.

<33>

처음 1,2학년 때는 리코더 배운다,피아노 배운다 그럴 때는 이걸

한다고 내가 뭔가 더 나아질까 우리는 내용을 배우러 온 게 아니라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러 온 게 아닌가 하면서 약간 회의감이 있었어

요.(P11김재은 :19)

<34>

교 교육은 교사가 되는데 별 향 안 것 같아요. 무 뭐랄까.

등학생들에게 해 줘야 하는 것과 달라요. 등학생들한테는 리코

더 같은 것도 쉬운 것만 하고 쉽게 가르쳐줘야 하는데 우리를 리코

더 회를 나가게 할 것도 아니면서 원리,원칙 지켜서. 애들은

독일식을 써요.그런데 우리는 수업할 때 바로크식을 배워요.(P8

이희림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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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사는 가르치는 방법을,그것도 교사가 되어 장에 효과 으로 

용할 수 있는 교수 방법을 습득하기를 원했다.그러나 그들은 교육

학 교육과정을 통해서는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제 로 수받지 못한다고 

기술했다. 비교사의 이러한 생각은 가르쳐야 하는 교육내용과 가르치

는 교육방법이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을 반 하고 있다. 비교사는 교육

내용과 교육방법을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으로 인식한다.

비교사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구분하고 교육내용에 해서는 일

정 수  이상의 지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교육방법에 한 지식이나 기술

만을 수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사실 정규교육을 이수하고 학에 진

학했다는 것만으로도 비교사가 등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한 지식

을 갖추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다.특히 등학교에서 다루는 지식은 

성격상 기 이고 보 이다. ․ 등학교 교육과정15)에서는 등학

교 교육이 학습에 필요한 기  능력,즉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인식하

고 해결하는 기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한다.따라서 

등학교 교육내용은 기 일 수밖에 없고 비교사에게는 더 이상 새

롭게 습득할 내용이 없는 지식으로 생각된다.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비교사는 교육내용을 배제하고 교육방법만을 분리하여 교육방법에 한 

지식  기술을 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35>

뭔가 고등학교 입시수업 듣는 거랑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다른

15)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한 "․ 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등학교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 을 형성하

는 데 을 둔다.

(1)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록 하며,다양한 일의 

세계에 한 기 인 이해를 한다.

(2)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  능력을 기르고,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3)우리 문화에 해 이해하고,문화를 향유하는 올바른 태도를 기른다.

(4)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 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동하는 태도를 기른다(․ 등학

교 교육과정 총론,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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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배우는 거는 진짜 같은 거 요.거기에 무 흥미를 못 느

끼겠어요.(P10이동훈 :97)

<36>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깊은 공부,학문 이런 거 는데 와 보니까 포

크 스 추고 있고 특히 일학년 때는 교양이니까.선진국의 ․고등

학교 다니는 느낌?(P12남미정 :18)

<37>

동생도 교육 학 간다고 했을 때 말해줬어요. 학생활 바라고 교육

학 오지 마라.그냥 선생님 될 생각으로 와라.교육 학은 그냥 선

생님 되는 학원이다.학원이야 학교 아니야.자격증 주는 곳이야 라

고 말했어요.(P8이희림 :133)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교육 학 교육에 해 비교사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깊은 회의와 불만을 느 다.이러한 정서는 교육

학 진학 동기와 계없이 부분의 비교사에게서 공통 으로 나타났

다.경우에 따라서는 자의 으로 교육 학을 진학한 이희림과 같은 유형

의 불만과 회의감이 더욱 크기도 했다.그러나 교육내용을 배재한 교육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

다.교육방법이 사실 으로도 교육내용과 분리되는지 그래서 리코더를 

불지 않고 리코더를 부는 방법을 배우는 일이 가능한지 는 등학교 6

학년 교과서에 제시되는 과학실험을 직  하지 않고 과학실험을 가르치

는 방법을 수받는 일이 효과 인지에 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은 개념 으로는 구분(conceptualdistinction)되지

만 사실 으로는 분리(separation)되지 않는다(유한구,1991).16)교육내용

16)이홍우(1998)는 두 가지 상의 차이와 련을 '사실  분리'와 '개념  구분'으로 설명한다.

를 들면 '개인'과 '사회'가 분명히 다르다고 할 때의 '다르다'는 표 은 개념  구분이다.즉 머

릿속에서 개념 으로 구분할 때 개인과 사회는 구분되지만 실제 상황에서 '사회'라는 것이 

 섞이지 않은 순 한 '개인'만을 따로 떼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왜냐하면 개인은 사회 속

에서 태어나서 언제나 사회의 향력에 있기 때문에 '개인'을 떼어내려고 하면 '사회'는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즉 개인과 사회는 머릿속에서 개념 으로는 구분되지만 사실 으로 분리

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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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육방법은 머릿속에서 생각할 때는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교육이라는 

실제 상황에서는 '각각이  섞이지 않은 순 한'상태로 존재할 수 

없다. 를 들면 리코더를 통한 음악  표 을 가르칠 때는 리코더를 부

는 방법을 용할 수밖에 없고 포화용액의 개념은 실험을 통해 가장 효

과 으로 달된다.교육내용에는 가장 한 교육방법이 이미 제되

어 있고 따라서 비교사의 요구 로 기 인 등학교에서 다루는 교

육내용은 배재하고 교육방법만을 분리하여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교사는 개념 으로 구분되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사실 으로 

분리하고 교육방법 심으로 제시되지 않는 교육 학의 교육에 해 불

만과 회의를 갖고 있다.교육방법을 제시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교육내용에 해 불만을 갖고 교육 학 생활 체에 해 

불만과 회의를 느끼기도 했다.요컨  무엇을 수받을 것인가에 해 

비교사가 '내용 보다는 방법'에 을 맞추기 때문에 내용과 분리된 

방법에만 집 했고 방법을 다룰 때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내

용에 한 불만은 교육 학 교육과 생활 체에 한 불만과 회의감이라

는 부정 인 정서까지 갖게 했다.

(2) 달보다는 모방

비교사는 교직 수행을 한 지식  기술을 어떻게 수받을 것인가

에 해 주입식 달보다는 찰과 모방을 요하게 인식했다.교육 학

에서 강의를 통해 교육학이나 교수법을 달받기보다는 교육실습에서 만

난 교사나 역할모델 는 멘토가 될 만한 교사를 찰하고 그 로 모방

함으로써 지식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선호했다. 비교사는 찰하고 

모방할 상을 직 으로 만날 수 있는 교육실습 경험을 매우 의미 있

는 수방식으로 제시했다. 비교사는 교육실습에서 수업을 직  해보

기도 하고 학생과 소통하는 체험을 하기도 했다.그리고 스스로 확립한 

이미지에 가까운 역할 모델을 선별하고 찰하여 모방해야 할 지식이나 

기술을 탐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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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번 학교 실습 선생님이 되게 존경스러웠어요.일단은 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나이가 많지는 않으신데 삼십 반 남자 선생님이신데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 요.그만큼 나이는 어리지만 학교에서

인정도 많이 받으시고 학교 일 하다 보면 애들한테 소홀해지기 쉬운

데 애들한테도 잘 하셨어요.(P2배은지 :55)

<39>

는 실습 나갈 때 아무 생각 없이,일단은 설 는 마음으로 가서

거기서 많이 배우고 얻어 오는 스타일이라서 실습하는 간 간에

지도 담임선생님한테 무 많이 배워요.나 에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어서 그 분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P5정 성 :87)

배은지의 사례는 비교사가 교육실습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교사상에 

가까운 교사를 발견하고 그 교사에 해 존경심을 갖게 되는 상황을 보

여줬다.이러한 상황은 정 성의 사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정 성

은 닮고 싶은 교사상이었던 교사에 해 깊은 유 감을 갖고 있었다.이

와 같이 추구하는 교사상을 발견하고 그 교사에 해 정 인 정서를 

갖는 것은 비교사로 하여  역할 모델로 선정한 교사에 한 찰과 

모방을 유도했다.

인간 학습의 많은 부분이 다른 사람을 찰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고 주장한 Bandura(김동일 외,2007)에 의하면 모방하려는 상의 행동

이 '그  좋아서'그 로 배우고 싶은 경우에는 강화나 벌과 상 없이 

모델행동에 한 직 인 모방이 이루어졌다. 비교사가 장교사를 

찰하고 무조건 모방하려고 하는 것은 장교사의 행동이 그  좋아서 

그 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앞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사의 교사상은 추상 인 이미지 수

이이서 구체  목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 다.이에 더해 지식  기

술을 수받고 싶다는 생각으로 교육 학 교육을 경험했지만 상과는 

달리 교육방법이 아닌 교육내용을 다루는 방식에 해 불만과 회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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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정 인 정서를 느 다.그러한 상황에서 비교사는 자신이 이미지 

수 에서 확립한 목표를 실 한 문가 교사를 만났고 그 교사의 행동을 

그 로 모방하려는 강한 학습동기를 갖게 되었다.

<40>

그런데 이 선생님을 보니까 차분하게 하시는데 애들이 들뜨지 않고

잘 하는 거 요.그래서 꼭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애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카리스마 있는 쪽 보다

는 차분한 쪽이 랑 더 맞는 거 같아서 그 남자 선생님이 더 닮고

싶었어요.(P2배은지 :57)

<41>

미국에서 담임선생님이 정말 다른 은 애들한테 소리를 한 번도 지

르지 않고도 애들을 잘 지도해요.제가 우리나라에서 실습 갔을 때

도 많이 봤거든요.선생님이 애들한테 소리를 지르고,때리지는 않지

만 선생님들이 소리 지르고 막 화내는 걸 봤는데 미국에서는

안 그러는 거 요.그런데도 애들이 잘 따라와요.뭔가 되게 다 정리

를 하면서 봤는데 정말 무 신기한 거 요.잘 봤는데 제가 보니까

이럴 땐 이 게 하고 이럴 때 이 게 하고 그런 게 딱 짜여 있는 거

같아요.그런 게 되게 인상 깊어서 그 선생님이 하신 거를 도 비

슷하게라도 하고 싶어요.(P10이동훈 :99)

 

배은지와 이동훈의 사례는 문가 교사의 행동이 '그  좋아서'그 로 

따라하려는 모방의 를 보여 다.특히 이동훈은 모방해야 할 행동을 

분석하고 정리하면서 모방을 한 비를 했다.그는 재학 인 교육

학에서 주최하는 로벌 비교사 해외 인턴십 로그램17)에 참여했다.

그는 미국 등학교에서 기존의 교육실습과 유사한 교실 찰과 수업 시

연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교사상을 발견했다.그는 그 교사의 

17) 로벌 비교사 해외 인턴십 로그램은 교육 학 학생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을 선

발하여 2주 동안은 미국의 학교에서 교수법과 련된 강의를 수강하게 하고 2주 동안은 미

국 등학교에 배치하여 소속된 학 에서 교사를 찰하고 1회 이상 실제 수업을 수행하는 교

육실습과 유사한 연수 로그램이다.본 연구 참여자  배은지,성혜원,이동훈이 이 로그

램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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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인상 깊어서 따라하고 싶다고 설명했다.'그  좋아서'그 로 모

방하는 직 인 모방학습이 이루어졌다.그는 모방을 해 '잘 봤고','

다 정리를 했다'고 기술했다.이러한 학습 태도는 그가 지식  기술의 

획득 경험과 련하여 표 했던 반응  가장 극 이고 주도 인 태도

다.

이동훈은 의사가 되고 싶었으나 여러 이유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에,교

사도 의사처럼 군가의 은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차선책으로 교육

학에 진학했다.그는 교육 학 교육에 흥미를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만까지 느끼고 있다.그는 학창시  심한 체벌로 교사로부터 크게 상

처를 받았고 자신이 교사가 된다면 '나는 어도 그 게는 안 할 수 있

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이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학생의 기억에 남

는 교사'를 추구해야 할 교사상으로 설정했다.그러던  미국 연수 

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가까운 교사,즉 학생

을 체벌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고도 학생을 잘 지도하는 교사를 만났고 

그 교사를 모방하고 싶었다.

이동훈의 사례는 비교사가 모방하고 싶은 상을 만나는 것은 역

에 한 태도에 요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다.교수법이나 교

수기술은 교육 학에 개설되어 있는 강의를 통해서도 수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교사는 강의를 통한 지식  기술의 달보다 추구하는 교사

상에 가까운 실제교사를 상으로 찰하고 모방을 통해 그 교사의 지식 

 기술을 수받는 것을 선호했다.

비교사가 이상 인 수 에 도달했다고 보이는 문가 교사를 그 로 

모방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기술이나 특정 업무를 추구해야 하는 심자

가 수 년 동안 그 역에서 일을 해왔고 그것의 본질을 다른 사람에게 

수해  수 있는 숙련자와 계를 맺는 도제제도의 수 방식과 유사

하다.Gardner(1997)에 의하면 심자는 비공식 인 찰을 하거나 훈련

을 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특정 역의 기술,신념,수행을 획득하여 그 

역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문성의 획득'과

정으로 볼 수 있다.이 게 볼 때 심자인 비교사가 숙련자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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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교사를 찰하면서 교직에서 요구되는 기술,신념,수행을 모방하

는 것은 교사 문성 획득의 에서 심자인 비교사에게 하고 

합한 경험이며 역의 수에 한 극 이고 주도 인 태도를 갖게 

하는 유의미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지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사는 가르치는 방법에 심을 갖고 

역할모델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교직 역의 지식  기술을 획득했다.

비교사는 강의를 통해 교육학  지식과 교수방법을 달받는 동시에 

교육실습을 통해 역의 지식  기술을 획득했다.그런데 비교사는 

가르치는 방법을 내용보다 요하게 생각하고 찰을 통한 모방을 강의

를 통한 달보다 더 선호했다.이러한 생각 때문에 비교사는 교육실

습을 역의 수와 습득이 이루어지는 요한 경험으로 인식했다.

비교사가 역의 지식  기술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선호하는 찰

과 모방은 심자가 숙련자와 계를 형성하고 그를 모방하면서 문성

을 획득하는 도제제도의 수 방식과 유사했다. 심자인 비교사는 실

습 경험을 통해 숙련자인 경력, 문가 교사를 직  면하게 되고 의도

하거나 의식하지 않은 사이에 도제식 수 방식이 실 되면서 비교사

는 교사 문성의 토 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림 Ⅳ-3]교직 련 지식  기술의 획득 과정

보통 교육 학 교육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교육 학 교육과정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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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는 체로 총 5~6차례,9~10주간 동안 교육실습18)이 배당되어 있다.

비교사는 이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도제식 수를 체험한다. 비교

사는 교육 학 강의 수강과 교육실습 참여 경험을 통해 교직 역의 지

식  기술을 수받고 획득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이를 통해 교사 문

성의 토 가 구성된다. 비교사와 역의 상호작용은 [그림 Ⅳ-3]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2) 문  지식  기술의 확장 

비교사가 획득한 교직 역의 지식  기술은 교직 수행 경험을 통

해 문  지식  기술로 정교화되고 확장되었다. 문가 교사는 요구

되는 문  지식  기술을 더 명확하게 인식했고 역과의 다양한 소

통 경험을 통해 확장시켰다.면담 결과의 분석에 의하면 문가 교사의 

지식  기술의 수에 한 인식은 비교사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지

식  기술'에 한 인식과 '지식  기술의 수 방식'에 한 인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교사는 교직의 '기술  지식'에 해 교사로서 가르쳐야 할 내용

보다는 내용을 가르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인식했다. 등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은 기 이고 보 인 내용이므로 가르칠 내용보다는 

가르치는 방법을 획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그러나 교육 학 교육은 교

수방법보다 내용과 련된 직  경험에 집 되어 있어서 방법을 제 로 

획득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장 용성도 떨어진다고 불만을 표 했

다. 비교사는 '지식  기술의 수 방식'에 해 교육 학 강의를 통

한 달보다는 교육실습에서 역할 모델이 되는 장 교사의 행동을 찰

하고 그 로 모방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사의 인식은 수행 경험을 통해 변화되고 확장

18)교육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실습 편제가 다르나 체로 교육실습은 찰 는 참 ,

수업,실무,학  경  등의 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 1주에서 2주 는 4주의 시간이 배당

되어 있다.따라서 비교사는 4년의 교육 학 재학 기간 동안 총 5~6회의 교육실습을 경험하

고 교육실습 참여시간은 9주~10주 정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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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가 교사는 교육 학에서 획득한 '지식  기술'경험을 수행 상

황에서 회상하고 활용했다. 비교사가 부정 으로 인식했던 교육 학의 

직  경험은 문가 교사에게 차  지식으로 장되어 기억 고 장

에서 회상되어 활용 다. 한 '지식  기술의 수 방식'에 해 문

가 교사는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경험의 반복을 통해 교직의 지식  기

술을 수받았다. 비교사는 반복되는 수행이라는 교직의 특성을 매

리즘의 원인으로 우려했지만 문가 교사에게 1년이라는 교직의 주기는 

문성에 형성에 도움이 되는 장치 다.

(1)경험의 습득과 활용

문가 교사는 역,즉 교직의 지식  기술을 임용  직 교육과 

임용 후 자기연수19)를 통해 획득했다. 문가 교사는 역의 지식  기

술이 경험을 통해 장될 때 더 효과 이라고 진술했다. 문가 교사는 

교직의 지식  기술은 주입이나 설명보다 직  경험하며 장하는 것이 

더 하다고 인식했다.이러한 문가 교사의 인식은 문가가 서술  

지식(declarativeknowledge)보다 차  지식(proceduralknowledge)을 

더 오래 기억하고 회상하여 용함을 나타낸다.

서술  지식은 '새'를 규정할 수 있고 '4․19의거'는 1960년에 일어났다

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은 사실에 한 지식이고 차  지식은 행 나 기

술,조작에 한 지식이다. 문가 교사가 차  지식을 기억한다는 것

은 문법을 명료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모국어를 이해하고,자 거 타

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은 어려움을 느끼지만 자 거는 잘 탈 수 있는 것

을 의미한다(이정모 외,2003).

문가 교사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교과를 가르치는 방법에 

한 설명 능력인 서술  지식이 아니라 교과를 잘 가르치는 능력인 차

 지식임을 알고 있다. 한 자 거를 타는 차  지식은 직  자 거

19)자기연수란 역에 한 지식  기술을 습득할 목 으로 개인 는 집단 수 에서 이루어지

는 연수로서 학원 진학,개인독서, 장연구,각종 교과연구회 활동 등을 의미한다(진경설,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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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타는 경험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 가장 효과 인 것과 같이,교과를 

잘 가르치는 능력은 교과를 가르치는 경험을 직  하는 것이 가장 효과

임을 알고 있었다. 문가 교사는 직  경험을 통해 가르치는 방법에 

한 차  지식을 장했다.

<42>

체육부분에 해서 다른 교과목보다 훨씬 어느 정도의 문성을 가

지게 된 것은 제 하나의 큰 장 인 거 같아요.체육과 같은 경우는

야 수련 이런 것도 있어서 학부 수업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있고

방학 때 3박 4일 야 을 들어가요.직 로그램을 한 로그램을

한 명씩 다 맡아서 비해서 진행하고 밥도 다 해 먹고 학번 선

배들이 진행강사로 진행하고 교수님이 총 책임자로 참여하세요.그

러니까 희는 학 때 청소년 단체에서 하는 활동들을 다 했던 거

요. 희가 직 다 참여해보는 그런 활동들이 다 써 먹게 되더라

고요.(P4고동진 :7)

<43>

그런 경험에 가치를 두는 게 는 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그런

경험의 소 함을 알아야 아이들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할 수 있잖아

요.내가 허들을 잘 못하기는 하지만 에 제가 하면서 넘어져보

고 재미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계 으로 가르치는 게 아

니라 제가 해보고 무 재미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재

미있고 즐거운 경험이 될 거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수 있

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략)교사가 즐겁고 재미있어서 아이들

하고 같이 하다 보면 아이들도 좋아하게 되고 즐기게 되고 잘 하게

되는 거 같기 때문에 교사의 그런 경험은 요한 거 같아요.(P10

김민경 :20)

고동진은 체육 교과에 한 지식  기술을 직  경험을 통해 습득하

고 장했다.그는 교육 학에서 체육교육을 심화과정으로 이수했고 

학원에서 체육교육을 공했다. 한 체육교과연구회 소속 교사로 연구

회 활동을 통해 동료교사들과 소통하며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장에서 

그는 체육 련 업무에 한 보직을 맡고 있고 청소년 단체 지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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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을 발휘하고 있다.그는 교육 학에서 직  경험을 통해 습득한 

차  지식을 장에서 회상하고 효과 으로 활용하면서 체육 교과에 

한 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김민경도 경험을 통한 지식의 습득을 강조하고 직  경험 그 자체뿐만 

아니라 경험과 련된 정서 기억도 함께 회상했다.정서와 기억이 결합

될 때,기억의 강도는 강화된다(민경환 외,2008).허들을 직  뛰어넘는 

경험을 기억할 때 그녀가 경험했던 정  정서는 경험에 한 기억을 

강화했고 허들을 가르치는 수행 상황에서 강화된 기억은 정  정서를 

수반하면서 쉽게 회상되었다.그녀는 경험에 수반되는 정  정서를 학

생과 공유할 수 있다는 에서 경험을 통한 지식의 습득이 유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인식은 교육 학 교육이 가르치는 방법보다 교육내용에 한 

직  경험이어서 불만과 회의를 느낀다는 비교사의 인식과 비된다.

비교사는 리코더를 부는 것이 아니라 리코더 연주를 가르치는 방법을 

습득해야 한다고 설명하 고 리코더를 부는 것 자체는 장 용성이 떨

어진다고 인식했다.그러나 문가 교사는 직 인 경험을 차  지식

으로 기억했고 정서를 수반하여 회상하여 교수에 효과 으로 활용했다.

문가 교사는 직 인 경험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장에서 회상

하고 반성  성찰의 과정을 거치면서 교직 수행에 반 했다. 문가 교

사 역시 교육 학에서의 교육 경험에 해 부정 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교직 수행 과정에서 교육 학 교육 경험은 재 수행에 그 로 

용되기도 하고 문제해결에 기여하거나 반성  성찰에 토 가 되기도 

하면서 문성을 발휘하는데 기여했다.

<44>

학 다니면서 리포트를 쓰면서 그게 장에서 쓰일 거라고 생각하

면서 리포트를 완성한 이 한 번도 없었어요.그런데 막상 장에

나오니까 그 때 그 게 열심히 했던 리포트들을 뒤지게 되는 거

요.그 때 제가 되게 심을 가졌던 게 교유과정이었는데 필요한

게 빠져 있는 것 에 법과 련된 게 있었어요.그걸 그 때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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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명이 같이 40차시 수업을 짰어요.약안까지 만들어서 책을 만

들었어요.그런데 학기 나 학기말에 시간이 남을 때 비디오나 보

여주기는 싫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해 게 없어서 그걸 해줘야겠다

는 생각으로 그걸 뒤져서 40차시 수업을 여서 흐름을 잡아서 아이

들과 수업을 했어요.역할을 정해서 형사 재 하는 것까지 학기말에

했는데 정말 무 재미있더라고요.(P8배주은 :22)

<45>

그래서 장에 왔을 때도 그런 부분들 부딪쳤을 때 아 이런 부분들

이었구나 하면서 그 때 배웠던 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 때 그런 경

험을 했었지 하는 걸 다시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내가 이 아이한테 이

게 도움을 주어야겠다 생각하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해요.(P5

최지 :49)

배주은과 최지 의 사례에서 문가 교사는 장한 경험을 회상하고 

용했다. 역에 한 경험은 배주은과 같이 경험이 장된 형태 그

로 인출되기도 하고 최지 과 같이 반성  성찰의 토 가 되기도 했다.

비교사 던 과거에 배주은도 재 비교사들처럼 직  경험이 장과 

련이 없을 것이라고 상했지만 문가 교사인 재 그녀는 직  경험

을 통해 습득한 차  지식을 고스란히 회상하여 용하면서 수행의 

문성을 발휘하고 있다.최지 은 재 부딪치는 난 이나 문제를 해결할 

때 과거 경험을 회상했다.그녀의 지식은 문제해결에 단서를 제공하면서 

문  수행에 기여했다.

(2)경험의 반복과 성장

등교사의 일상은 1년을 주기로 반복된다.물론 매해 다른 학생과 다

른 동료교사를 만나 맡은 학년에 따라 다른 교육내용을 지도하지만 교사

가 수행하는 직무는 유사하다.학생을 새로 만나 응하고 교과를 지도

하고 각 달에 배정된 행사들을 진행하고 계획된 시기에 평가를 실시한

다.이러한 교사의 반복  일상은 교사를 안일하게 만들 수 있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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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러한 반복 인 일상의 특성으로 인해 매 리즘에 빠진 교사를 책

망하고 경계했다.그러나 문가 교사는 등교사의 1년을 주기로 반복

되는 직무 특성이 문성의 신장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46>

버리는 것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무 감사하고 에는 제가

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허덕거리다가 끝났어요.그런데 조 씩

버리면서 제 손에 맞는 것만 추려 나가게 되더라고요.어떻게

보면 교사도 일 년 동안 지내면서 간 간 실수를 하기 마련이니

까 2월쯤 되면 생각이 정리가 되요.이런 건 이 게 해 볼 껄 이런

건 하지 말걸 하는 생각이 2월이 되면 수도 없이 쌓여요.( 략)내

가 실수했던 것들을 고쳐가면서 좀 더 좋게 발 시켜 용해 야겠

다는 생각을 해요.그래서 그런 것들이 항상 새롭게 좋은 것은 남겨

두고 새로운 방식을 용해보는 기회로 주어지니까 더 좋은 거 같아

요.(P5최지 :18)

 

최지 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역에 한 지식  기술을 정교화하

고 그러한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문성을 신장하고 있다.그녀는 1년 동

안의 교직 수행을 반성 으로 성찰하고 시행착오의 경험을 기반으로 자

신만의 문성을 확립했다.그녀에게 1년 단 로 반복되는 교사의 일상

은 자신의 문성을 검하고 검증하는 기회가 되었다. 한 교사의 경

험은 교사 개인의 경험인 동시에 학생과 련된 경험으로 교사는 학생과 

동반 성장하고 있다.

<47>

일단 항상 자신을 아이들과 함께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요.아이들

을 가르치다보면 교사로서 제 단 이 자꾸 보이더라고요.그런 단

을 아이들한테만 고치라고 할 수 없잖아요.그럼 내가 먼 고쳐 보

고 아이들과 함께 고쳐 나가고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발 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 굉장히 좋은 이죠.(P2남희경 :7)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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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제가 처음에는 덩치도 무 크고 힘도 세서 를 복도에서

확 붙잡으면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무 막막하고 무서웠던 애

는데 이제 와 생각하면 걔한테 무 고마워요.그 아이와 생활하면

서 작은 부분에서 방법이 보이기도 하 고 그런 경험들이 한테 힘

이 되는 거 같아요.그 게 그 애가 변하고 커 가는 그런 과정을 볼

때마다 도 변화하는 것 같아요. 도 처음에는 가늘고 길게 티 안

나게 니까 드러내지 말고 내 할 일만 하고 숨어서 살아야지 하

는 게 제 목표 고 우리 반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일도 돌 야 한다는 생각이 새롭게 생겼어요.(P3

차수진 :11)

교사의 경험은 부분 학생의 경험과 련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의 변

화와 성장은 교사의 변화와 성장을 동반했다.남희경의 사례는 교직 수

행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반성  성찰과 학생과의 동반 성장 과

정을 보여주었다.그녀는 학생의 변화와 성장을 의도하고 지도했지만 동

시에 자신도 발 하고 있었다.차수진은 학생의 변화를 목 으로 계를 

형성하고 지도한 것이 결국은 자신의 성장에도 기여했다고 진술했다.

차수진은 반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을 만나 지도하면서 학생과 진

심으로 소통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그녀는 여러 번 반복하는 

학생의 같은 질문에 아무런 훈계나 불평 없이 같이 상냥한 목소리와 

따뜻한 표정으로 반복하여 답했고 그러한 처는 학생과 소통하는 계

기가 되었다.학생은 교사와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타인과 소통하는 방식

을 터득하게 되었고 조 씩 변화하고 성장했다.이러한 학생의 변화와 

성장은 그녀의 성장으로 이어졌다.학생의 성장을 목표로 했던 교직 수

행이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인 차수진도 성장시킨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가 교사는 직 인 경험을 통해 역

의 지식  기술을 획득했고 획득한 경험을 회상하며 1년을 주기로 반복

되는 교직을 수행함으로써 문성을 획득하여 문가 교사로 성장했다.

문가 교사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이러한 역의 수과정은 보

자의 문성 획득과정과 일치한다.Anderson에 따르면 특정 역의 

보자가 문가로 변화되는 과정은 크게 인지  단계,결합  단계,자율



-125-

Anderson의 문성 획득 단계 교사 문성

1단계
인지  

단계
서술  지식의 탐색 단계

교육 학 강의를 통해 교육학과 교

수법 지식 습득 

2단계
결합  

단계

서술  지식이 차  지식

으로 변환하는 단계

직 인 경험을 통해 교수 기술의 

습득

3단계
자율  

단계

차  지식의 확장과 정교

화 단계

장 경험의 반복을 통해 학생과 

동반 성장하며 문성을 획득

 단계의 세 단계를 거친다(최세인,1999).

첫 번째 단계인 인지  단계(cognitivestage)에서는 역의 지식을 서

술  지식의 형태로 탐색한다.이 단계에서 습득한 지식은 실제 수행에 

크게 도움이 되거나 기여하지는 않는다. 비교사의 경우 교 교육에서 

강의를 통해 교육학  지식과 교과교육학  지식  기술을 습득하는 단

계가 해당한다.

<표 Ⅳ-1>Anderson의 문성 획득 단계와 교사 문성

두 번째는 결합  단계(associativestage)로 인지  단계에서 습득된 

서술  지식이 효율 인 차  지식으로 변환된다.물론 모든 서술  

지식이 차  지식으로 변환되는 것은 아니다.두 지식이 공존하면서 

결합되는 단계를 거쳐 특정 역에서의 수행에 활용된다. 비교사는 부

정 으로 인식했지만 문가 교사는 의미를 부여했던 직  경험을 통한 

교수기술의 습득이 이에 해당한다.세 번째는 자율  단계(autonomous

stage)로 연습이 거듭됨에 따라 차  지식이 확장되고 정교해지는 단

계이다.이 단계에는 기술이 능숙해지고 수행은 더욱 정교해진다.이러한 

과정이 진행될수록 차  지식의 사용이 증가한다.반복되는 경험을 통

해 학생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인식한 문가 교사가 이 단계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다(<표 Ⅳ-1>).



-126-

지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교직 련 문  지식  기술의 획득은 

비교사 시기에 시작하여 수행 경험을 통해 문  지식  기술로 확

장되고 정교해진다고 할 수 있다.교직 련 지식  기술에 해 비

교사 시기에는 교육내용보다는 교육방법에 을 맞추고 지식  기술

을 획득하고자 했다.그러나 비교사가 불만족과 같은 부정  정서를 

느끼면서 수행했던 교육내용에 한 다양한 체험은 교직 수행에서 회상

되고 효과 으로 활용되면서 교사의 문  수행에 기여했다. 한 비

교사는 강의에 의한 달보다는 찰에 의한 모방을 선호하여 장의 교

사를 찰함으로써 교직 역의 기식  기술을 교사를 통해 직 으로 

모방하며 교직 역의 지식  기술을 획득했다.이에 비해 문가 교사

는 수행 과정에서 시행착오 경험을 반복하고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경험

을 통해 문  지식  기술을 확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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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교직에 한 인식

등교사는 역  분야와 상호작용하면서 문성을 획득하고 확장한

다. 등교사는 역,즉 교직 문화인 지식  기술을 획득하고 확장하며 

분야,즉 교직사회와 소통한다.분야는 역의 사회  범 로서 역의 

상징체계가 구 되고 체계화시킨 사람들과 체계화된 실제로 사회를 구성

하는 구성원을 의미하며 보통 실무자와 상 책임자,언론  사회 등이 

해당된다(Gardner,2001).교직에서는 교사와 행정  리자,학부모,학

생,언론  사회 등이 분야에 해당된다.이 게 볼 때 분야,즉 교직사

회에 한 교사의 인식은 문직으로서의 교직에 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분야에 해 등교사는 비교사 시기에 교사,학부모,사회  언론

에 한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교직 수행 경험을 통해 그러한 인식

이 고착되고 심화되었다.교직사회에 한 소통 경험이 제한 이고 간

인 비교사는 교사에 해서는 집단 외부자로서의 과 내부자로서

의  모두를 갖고 교사에 해 책망하거나 경계했고,학부모에 해

서는 막연한 감을 갖고 있었다.사회  언론에서 확인되는 교사에 

한 부정  인식에 해 비교사는 합리화하며 처했다.이러한 인식

은 직 으로 교직사회와 소통하는 교직 수행 과정에서 인식이 고착되

고 심화되는 방식으로 변화 다.이와 같은 분야와의 상호작용은 교직을 

문직으로 인식하고 문성을 향상하려는 등교사에게 부정  향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1)교직에 한 인식의 형성 

본 연구에서는 비교사의 분야에 한 인식을 교사,학부모,사회  

언론에 한 인식으로 범 를 한정하여 근했다.교사,학부모,사회  

언론에 해 학생으로 경험한 , ․고등학교에서의 교사에 한 기억

과 비교사로서의 경험을 기술하도록 질문을 제시했다.분야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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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사의 인식은 상에 따라 교사에 한 인식,학부모에 한 인식,사

회  언론에 한 인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교사는 아직 교사집단에 소속되지 않았지만 스스로는 자신을 교사

로 생각했기 때문에 분야에 해 교사집단 '내부자로서의 '과 '외부

자로서의 '모두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비교사는 상황에 

따라 교사집단 내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로서 교사와 학부모,사회에 

해 내부자의 을 갖기도 했기도 했고 교사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

인으로서 교사와 학부모,사회에 해 인식하는 외부자의 을 갖기도 

했다. 비교사는 교사의 매 리즘과 보수  태도에 해 외부자의 

에서 책망하는 동시에 내부자로서 경계했다. 한 학부모의 비하에 해 

감을,사회의 냉소에 해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1)교사에 한 책망과 경계

비교사의 교사집단에 한 인식은 자신이 , ․고등학교를 거치

면서 만났던 교사와 교육 학에 진학한 후 교육실습에서 만난 실습 지도

교사,졸업 후 장에서 교직을 수행하는 선배교사 등에 한 기억과 경

험을 통해 나타났다. 비교사는 교사가 보수 이고 매 리즘에 빠져 있

다고 지 했다.이러한 비 은 학생의 입장에서 만난 교사에 한 기억 

때문이기도 하고 일부교사의 특별한 사례에 의해 향을 받은,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선입견과 편견이기도 했다.

<49>

선생님들 에는, 희가 사립 고등학교 는데 4시에 학교를 마치는

데 3시 50분부터 지하주차장에서 나갈 비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희랑 하교를 같이 하시는 거 요.정말 박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선생님들은 게 쉽게 돈을 버네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P12남

미정 :29)

<50>

는 옷 입는 게 제일 싫어요.애들 시선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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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다르다는 게 나쁜 향 때문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과 달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청바지를 입어도 잘 가르칠 수 있

는 건데 그런 건 안 된다고 하는 게 제일 싫어요.(P4차 진 :79)

남미정과 차 진의 사례에서 이들은 교사집단 밖에서 교사집단을 들여

다보는 외부자의 을 갖고 교사의 매 리즘과 보수  태도를 지 했

고 반감을 나타냈다.주차장에서 만났던 교사에게서 고등학생 남미정은

교사의 매 리즘을 보았고 복장에 해 지나치게 규제하는 실습지도 교

사에게서 교생 차 진은 교사의 보수성을 보았다.남미정과 차 진은 모

두 주변의 권유로 교육 학에 진학했다.남미정은 원하는 학에 지원할 

정도의 수능 성 에 도달하지 못해서 학교 선택을 고민할 때,자의 으

로 교육 학에 진학하고 싶어 했던 친구와 가족의 권유로 교육 학에 진

학했다.차 진도 등교사가 아닌 다른 직종을 생각했다가 가족과 친지

의 권유로 학에 진학했다.

오랫동안 교사가 된다는 것을 자아실 으로 생각하지 않거나 타의 으

로 는 차선책으로 교육 학에 진학한 비교사는 교사에 해 '외부자

'의 으로 '책망'했다.물론 교사의 매 리즘이나 보수  태도가 실재

하지 않거나 이들의 인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그러나 일부 교사에 

한 기억과 일회  경험이라는 에서 교사에 한 책망은 인식의 근거가 

타당하고 객 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 이러한 인식의 고착은 교사로서의 자존감과 사명감에도 향을 

줬다.면담에서 남미정과 차 진 모두 임용 후 학원에 진학하여 장

교사가 아닌 장학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 문직으로 이직하고 싶다고 

했다.이것은 자의 으로 교육 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 교사에 해 

부정  인식을 갖기 쉽고 교사에 한 자존감도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

줬다.한편 교사에 해 어느 정도 동질감을 느끼고 교사로서 직교사

를 동료로 보는 내부자의 을 취하기도 했다.외부자의 에서는 

책망하는데 그치지만 내부자의 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탐색하거나 잘

못된 행동은 습득하지 않아야겠다는 경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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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교사들끼리 서로 다른 반은 볼 수 없으니까 잘 모르잖아요.그런데

은근히 그런 선생님이 많이 계시니까 그 게 직업의식을 안 가지시

는 선생님이 계시는 것은 문제 같아요.(P2배은지 :59)

<52>

오비 선배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 정말 진짜 무사안일주의에요.막

자랑 같은 걸해요.어떻게 해서 '이걸 그냥 다운 받으면 되지.'그런

거,어떻게 날로 먹었나, 가 가 더 날로 먹었나 그런 걸 자랑을

해요.술 먹고 다음 날 아직 취했는데 '그냥 동 상 틀어줬다.'이런

거 그런 걸 막 자랑스럽게 애기하는 거 요.정말 그런 걸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 요.진짜 어떻게 런 걸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

지 정말 충격 받았어요.( 략) 도 약간 걱정 되요.새로 부임을

했는데 몇 년 지나면 뭔가 싹 잊어버리고 그 때 결심했던 것들이 머

릿속에서 없어질까 그리고서는 진짜 사무직처럼 다닐까 그게

되게 걱정 되요.(이동훈 10:103)

배은지는 교사의 매 리즘이나 보수성과 같은 문제 의 원인을 폐쇄  

교직 문화로 악했다.교사는 각자 독립된 공간인 교실에서 주로 일과

를 보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교실은 개방되지 않는다. 등교사가 

학교에서 주로 머무는 교실이라는 개별 공간이 교사의 소통이나 상호작

용을 해하는 폐쇄  공간이 된다는 것이다(강석 ,2008).이로 인해 

교사의 문제 행동은 드러나기보다 은폐되기 쉽다.그런데 배은지는 이런 

교사의 문제 을 일부 교사의 문제로 제한했다.그녀는 교사의 문제행동

을 일부 교사의 문제로 제한하면서 자신과 일부 교사를 분리하고 자신은 

일부 교사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동훈은 동아리 선배교사의 불성실하고 안일한 문제 행동 자체보다 

그런 행동에 해 반성하거나 문제시하지 않는 태도를 더 큰 문제로 지

했다.그는 면담에서 선배교사들의 충격 인 얘기를 들은 그 날로 동

아리를 탈퇴했다고 했다.그에게 교사의 보수성이나 매 리즘은 경계의 

상이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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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은 차선책으로 교육 학에 진학했지만 연수 로그램에서 '그  

좋아서'모방하고 싶은 교사를 만났고 문성을 갖춘 교사가 되기 해 

역의 지식  기술을 극 이고 주도 으로 수받으려는 태도를 갖

게 다.그도 교사의 문제 행동을 지각하 고 그에 해 부정  인식을 

갖고 있다.그러나 이동훈은 그에 해 '책망'보다는 '경계'하는 태도를 

취했다.왜냐하면 그에게 교사의 문제 행동은 수받지 않아야만 하는 

신념과 기술이고 그러한 교사는 반면교사가 되기 때문이다.

이 게 볼 때 교사에 한 비교사의 인식은 어떤 을 가지고 수

용하느냐에 따라 달랐다.즉 교사의 문제 이나 단 에 해 외부자의 

에서 '책망'하고 부정  정서를 갖는데 그치는 경우도 있고 교사집

단의 일원이라는 내부자의 에서 '경계'하는 경우도 있다.책망에 그

치는 인식을 하는 비교사는 교직에 한 사명감이나 교사로서의 자존

감에 향을 받았고,경계하는 태도를 취하는 비교사에게 부정  사례

는 반면교사가 되어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목표에 향을 줬다.

(2)학부모의 비하에 한 

비교사의 학부모에 한 경험은 제한 이다. 비교사는 등학생 

개인지도를 통해 지도학생 학부모와의 직  소통을 경험하거나 교육실

습에서 만난 교사를 통해 간 으로 경험했다.이런 이유로 비교사의 

학부모에 한 인식은 추측이나 가정인 경우가 많았다. 비교사는 학부

모가 교사를 비하한다고 생각했다.학부모가 교사의 역할을 축소하고 능

력을 폄하한다는 것이다.

<53>

그냥 어쩔 수 없이 의무고 하니까 남들도 다 보내니까 보내는 거고.

그런 건 과외나 학원에서 배우니까 우리한테 지식을 잘 가르친다

는 걸 기 한다기보다는 그냥 있는 동안 뭐 애들 잘 줬으면 좋겠

다는 이런 거를 바라는 거 같아요.그 시간 동안 학부모들이 보통

맞벌이인 경우도 많고 이러니까 애를 맡길 데가 없는데 그냥 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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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니까 학교를 약간 그런 식으로 보는 거 같기도 해요.(P1성혜

원 :90)

<54>

어린이 집 교사 생각하듯이 애들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

요.(P3한유진 :100)

성혜원과 한유진은 학부모가 등교사에게 교육이 아닌 보육을 원하고 

있다면서 실망감을 나타냈다.학부모는 교과를 가르치고 인성을 지도하

는 등교사에게 교육보다는 안 하게 보호하고 돌보는 보육을 원한다는 

것이다.추구해야 할 교사상에 해 비교사는 추상 이고 이상 인 교

사상을 설정했다.그러한 목표의 완성을 해 교육 학 교육 경험을 통

해 지식  기술을 획득하고 직교사를 모방하며 문성을 형성하기 시

작했다.그런 비교사가 볼 때,학부모는 교사에게 교육보다는 보육 수

의 역할을 요구하면서 교사의 역할을 제한하고 능력을 폄하했다.

교사에 한 비하를 인식한 비교사는 학부모에 해 감을 갖게 

다.그러나 비교사는 극 으로 입장을 설명하거나 문제를 제기하

고 논쟁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는 학부모의 인식을 개선하고 변화시

키기 한 조치의 필요성을 생각하지도 않았다. 비교사는 소극 으로 

회피하려고 했고 학부모를 교사의 으로 규정하면서 막연한 감을 

나타냈다.

<55>

한참 통화하시고 끝나고 말 해주시는데 학부모한테 화가 왔는데

애가 야구부인데 야구 감독 선생님이 부당한 일을 시켜서 나한테 하

소연을 한다고 하시면서 이럴 때 나는 상 도 없는데 "야구 감독 선

생님한테 물어보세요."하면 안 된다 무조건 들어드려야 한다."네.

네."만 하고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끊으면 된다고 말 하시는 거

요.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둥 게 둥 게 잘 넘어가는 거구나 그

런 거구나 배웠어요.(P8이희림 :124)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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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을 나갔을 때 교생 지도 선생님께서 말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요새는 진짜 학부모님들이 이라고.(P5정 성 :81)

이희림은 교육실습에서 만난 지도교사의 학부모에 한 태도를 통해 

학부모의 요구에 해 소극 으로 회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처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학부모의 문제 제기에 해 극 으로 처하고 

해결하기보다는 아무런 처를 하지 않는 것이 더 효과 이라는 장교

사의 태도를 그 로 수용하고 습득했다.정 성 역시 실습지도 교사를 

통해 학부모와 교사의 계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해 함께 조력해야

할 동반자이기보다는 교사에게 불이익과 부당한 요구를 하는 으로 생

각했다.

이들의 사례에서 비교사는 학부모에 한 장교사의 인식을 그 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학부모와 직 으로 계를 형성해 본 경

험이 제한 이고 교사에 한 비하를 느낀 장교사의 경험이 해지면

서 회피와 감이 그 로 수 다.학부모에 한 이러한 비교사의 

인식은 교사로서 학부모와의 계 형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고 

학부모와 교사의 인 계는 학생의 성장과 발 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3)사회의 냉소에 한 합리화

비교사의 사회에 한 인식은 사회에서 교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한 인식을 의미한다. 비교사는 교사에 한 무시와 선망을 동시에 

지각했다. 비교사가 볼 때 사회는 교사 자체에 해서는 무시하지만 

교직에 해서는 선망했다. 비교사는 교사 자체에 한 무시보다도 교

직에 한 선망에 해 오히려 더 부정 인 정서를 갖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사회의 무시와 선망에 해 냉소 인 입장을 취했다.

<57>

보고 심지어 어떤 애는 선생님 그런데 왜 선생님 되려고 하시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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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까지 물어봤었거든요.'돈도 얼마 못 벌고 애들이 다 무시하

는데.'이러면서.그러니까 되게 제가 생각했던 거랑 무 다른 거

요. 는 그래도 선생님이 보다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애들이 그

정도로 생각할 은 몰랐거든요.(P1성혜원 :74)

<58>

제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애들이 를 부러워하는데 뭔가 교사가 된

다고 해서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된다고 해서 부러워하는

느낌이에요.'되게 좋겠네.안정 으로 돈 벌어서 좋겠네.'하는 느

낌이에요.그리고 를 할 때 공무원으로 밖에 여기지 않는 거 같

아요.그런 인식인 것 같아요.제 친구들은요.뭔가 그래도 제 나름

생각으로는 더 훨씬 큰,뒤에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인식은 그 지 않은 거 같아요.(P10이동훈 :90)

성혜원의 사례에서 그녀는 교사에 한 무시와 냉소를 어느 정도 인식

했지만 실습에서 만난 학생의 의견을 통해 학생까지도 교사를 무시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더구나 학생의 교사에 한 무시는 경제 인 가치

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이러한 무시에 해 그녀는 실망하고 당황했다.

이동훈은 교사가 아닌 교직에 한 선망을 확인했다.그의 주변에서는 '

교사 이동훈'보다 안정 인 '공무원 이동훈'을 부러워했다.이동훈은 주

변의 선망을 인정하 지만 공무원 뒤에 '훨씬 더 큰'무엇인가가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있다.무엇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직업으로서의 교직

이 주는 장  이상의 무엇을 교사의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비교사는 교사의 성별에 따라 사회  시선을 다르게 지각했다.

여성인 비교사는 직업  장 으로 인해 교직을 사회 으로 선망한다고 

지각했지만 남성인 비교사는 교직이 남자답지 못하고 남자에게 합하

지 않은 일이라고 비하하고 무시한다고 느 다.그러나 비교사는 선망

과 무시 모두를 냉소  시선으로 지각했다.

<59>

교직의 좋은 은 여자로서 교사와 남자로서 교사는 좀 다를 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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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정말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여자로서 여자 직장으로는

교사가 최고다 그런 얘기 진짜 엄청나게 많이 들었거든요.(P6박정

:87)

<60>

여교사하면 안 좋은 시선이 주로 많죠. 충 가서 시집 잘 가려고

교사 되고 수업 비도 안하고 충 가르치고 명품 밝히고 남편 잘

잡으려고 하고. 도 그런 댓 을 보고 좀 충격이었거든요.여교사는

속물로 보는 시선이 많아요.(P12남미정 :28)

<61>

진짜 등학교 교사 한다고 하면 좀 보수 인 어른들은 남자가 그런

거해서 뭐하냐고 더 큰일 해야지 그 게 말 하시고.(P5정 성

:77)

박정 과 남미정은 여교사에 한 사회의 냉소  표 에 해 거부감

을 나타냈다.여교사의 직업  장 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를 

인정하기보다 교직의 장 만을 강조하고 선망하는 것에 해 불쾌감을 

표 했다.정 성 역시 남교사에 한 무시에 거부감을 보 다.오랜 시

간 많은 사람들에 의해 공유되고 고착된 이와 같은 교사에 한 냉소는 

비교사로 하여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찾게 했다.

<62>

그런데 지 보면 교육 학 뭐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거기서

도 체 뭐 배우는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교육 학에

서 배우는 것들 뭐 리코더도 불고 이런 런 것들 얘기해주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식으로 얘기해요.그럼 는 '나는 4년 내내 배워도

잘 못하겠는데 어디 해 라 잘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P11김

재은 :12)

<63>

그런데 등학생 가르치는 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요즘 가르치는

게 '10,000의 자리'이런 건데 만의 자리는 그냥 만의 자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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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이해하도록 가르치기가 답답하고,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 요.이걸 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잖아요.내용을 보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이건 만의 자리다 하고 끝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P4차 진 :121)

교사에 한 냉소에 해 비교사는 교사의 일이 무시할 정도로 쉽고 

선망할 정도로 편하지 않다고 합리화했다.김재은과 차 진은 교육 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나 등학생에게 기 인 개념을 가르치는 일

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기술했다.교사에 해 무시하고 선망하는 것은 

교육 학을 다니거나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

했다.이러한 인식은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하여 정당화하는 합리화에 해

당한다. 비교사는 교사에 한 사회의 인식이 냉소 이라고 지각하

고 이에 해 무시나 선망의 상이 될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를 제시하

면서 입장을 정당화했다.이와 같은 합리화는 방어기제  한 가지로 문

제에 한 극 인 해결이 아닌 부정  정서를 회피하려는 자세이다(최

민,2010).결국 비교사는 사회의 냉소에 해 회피하는 방식으로 

처하고 있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비교사의 분야에 한 인식은 교사에 한 책망

과 경계,학부모의 비하에 한 감,사회의 냉소에 한 합리화로 표

할 수 있다.그리고 이와 같은 비교사의 인식은 분야에 한 제한된 

경험과 직 인 계 형성보다는 일화  기억과 장교사의 경험을 간

으로 체험함으로써 형성된 것이다.따라서 비교사의 분야에 한 

인식은 변화 불가능한 고정 인 인식이라고는 할 수 없다.왜냐하면 교

직 수행에서의 직 인 계 형성 경험을 통해 이러한 인식은 다양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문직으로서의 교직에 한 인식의 발달 

문가 교사는 교장,교감과 직  면하고 장학사 등의 상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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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직,간 으로 소통했다.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다양한 

계를 형성했다. 문가 교사는 상 책임자가 교사의 권한을 축소하고 

경시하기 때문에,동료교사의 경우에는 개인주의로 인해,분야와의 소통

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식했다. 한 학부모와 사회에 해서는 

비교사로서 인식했던 부정  인식이 더욱 심화되면서 학부모에 해서

는 패배감을 느 고 사회에 해서는 자기방어 인 태도를 취했다.

(1)학교 계자와의 소통부재

비교사와 달리 문가 교사는 교장,교감,교육청 장학사를 포함한 

유  계자와 직,간 으로 계를 형성했다. 문가 교사는 상 책임

자가 교사의 역할을 축소하고 지 를 경시하며 교사와 등한 계에서 

소통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 했다. 문가 교사는 상 책임자가 단

하는 것보다 자신이 교사로서 더 많은 권한과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 책임자는 교사를 소통의 상이 아니라 지시의 상으로 면한다고 

느 다.

<64>

희가 등교사이지 등학생은 아니거든요.그런데 희들을 하

는 태도들이 마치 희를 등학생처럼 할 때 그런 면이 교직사회

의 단 같아요.교사한테 연수하는 것들 어떤 새로운 것들이 들어

왔을 때 교사가 의견을 제시할 때 학생들한테 하듯이 의견을 탁탁

러버리는 그런 것들 그래서 좀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 되

는 분 기가 있어요.(P6이희림 :16)

<65>

학교 폭력.학생인권조례도 그 고.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까.그런데서 사실 경찰이 개입한다는 것도 그다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데 일을 근할 때 그 게 근하지 말고 학교의 자정 인 능력

을 키워줬으면 좋겠는데 물리 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그런

얘기만 나오면 선생님들은 기분 안 좋아지지.사실 고유 권한이잖아

학생 지도하는 것도.(P9정경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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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림에 의하면 상 책임자는 교사의 지 를 경시하고 교사를 화와 

소통의 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그녀가 직 으로 계를 맺는 상

책임자인 교장이나 교감은 교사를 거쳐 행정 리자로 승진한 경우가 많

았다.교사 경력이 있는 상 책임자는 교사로서 학생을 통제하듯이 교사

를 하고 그러한 계는 고착되어 상 책임자와 교사의 소통은 원만하

지 않았다.정경진도 상 책임자와 교사의 소통부재를 토로했다.그는 정

책을 수립하는 당국 계자나 기타 행정가들이 교사의 권한을 축소한다

고 생각했다. 문가 교사는 교육 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정책은 교사의 권한을 제한하

고 축소한다는 것이다.

문가 교사의 상 책임자에 한 인식은 학교풍토(schoolclimate)와 

련이 있다.학교풍토는 교사  행정가들이 공유하는 가치,신념,동기

에 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으로 여러 요인의 향을 받는다(한정조,

2004).특히 인간 계,즉 공식 ,비공식  조직, 계자들의 개성,조직

의 지도성 등은 학교풍토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다.한정조

(2004)는 연구에서 교장의 행동 특성에 따라 학교의 풍토  교사의 

응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폐쇄 이고 엄격하며 독재 인 교장은 교사의 문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  지원도 하지 않거나 교사의 업무나 행동을 방해했다. 한 

높은 지시와 낮은 지원으로 사소한 일과 불필요한 업무까지 통제하고 압

박을 가하는 행동을 나타냈다.폐쇄  교장에 해 교사들은 오히려 높

은 문  수행을 하면서 교장의 행동을 무시하기도 하고 비 조 인 행

동으로 반응하기도 했다.이희림과 정경진은 상 책임자가 폐쇄 이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표 했다.교사가 인식하는 상 책임

자의 행동특성이 교사의 수행과 학교풍토에 향을 미친다는 을 고려

한다면,상 책임자에 한 교사의 인식은 교사의 문  수행에 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한편 문가 교사는 교사의 독립  수행이 지나친 개인주의를 유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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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동료교사 간 소통 역시 원활하지 못하다고 지 했다. 등교사의 

고립성과 개인주의  성향은 다른 연구에서도 등학교의 교사문화로 논

의 다(오소라,2012). 문가 교사는 이러한 개인주의  성향이 교직 수

행과 조직 구조의 특성상 불가피하지만 이로 인해 동료의 상호작용과 소

통은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66>

그러니까 이게 모래알이고 동료 간에 끈끈한 것도 없고 같은 학년이

라고 해도 하루에 몇 번이나 만나겠어요.일 년을 꼬박 같이 보내도

그 게 많이 친해지지 않고 모임으로 연결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공통의 경험이 기 때문이 아닌가? 무 바쁘니까 동학년이 차 마

실 시간이 없고 작정하고 차 마시면 교실이 난리가 나잖아요.그러

니까 아이들을 방치할 수 없으니까 그럴 수 없고 ( 략)그래서 다

른 선생님이 교사로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소통도

별로 없어요.(P1윤다 :28)

윤다 은 등교사의 수행 특성상 동료와 소통이 쉽지 않고 이러한 분

기는 과거와는 다른 변화라고 진술했다. 등교사의 동료 계와 문화

는 동학년 단 로 이루어진다.동학년 조직은 학교의 기본 인 구성요소

로서 조직의 핵이 되는 역할을 하며 학교와 학 의 간에서 학교의 경

 방침을 구체 으로 실시하는 경 활동의 주체이다.즉 긴 한 워크

를 형성하고 있는 동학년 교사 조직에 의해 학교의 방침과 목표가 실행

된다.따라서 등학교의 동료 계는 효율 으로 운 될 필요가 있다

(장이권,1998).

동료 계,특히 동학년 교사의 계는 '모래알'같은 것이 아니라 '끈

끈한'무엇인가가 느껴지는 유 감이 필요하다.이러한 유 감은 단지 

교사의 바람직한 동료 계이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 교육에 직 인 

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하다.윤다 이 동료 계가 개인주의  성향에 

의해 소통이 과거만큼 원활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인식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즉 동료 계는 교사 문성과 련된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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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제가 울컥하는 이유가 요즘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생각하고 있

었거든요.다른 것보다도 사회 인식이나 그런 분 기가,교사를 비

하는 게 더 강해지고 교사에 한 지지나 격려가 없는 분 기가

학교 안으로까지 들어왔어요. 에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동료 교

사로부터 얻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에 비해 그게 많이 어들었

어요.서로 자기 일 잘 해내기 바쁘고 여유가 없어지고 반 가서

차 한 잔 하기 힘든 분 기가 되어서 비난은 받지 않더라도 격려나

지지를 받을 만한 곳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그러다 보니 더

교사 생활이 힘이 들어지는 거 같아요. 는 교사들에게도 인정과

지지가 아이들만큼이나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어요.교사들끼리라

도 나눠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P2남희경 :17)

남희경의 사례를 통해 볼 때 문가 교사가 동료교사에게 기 하는 것

은 '정서  지지와 격려'다.교직수행에서 경험하는 정서  부담은 동

료와 공유하고 공감하며 소통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교사의 정서  

경험은 열정 이고 헌신 인 교수 행 로 이어지고 때로는 갈등을 일으

키기도 했다.즉 교사의 정서  경험은 자아존 감이나 문  수행과 

한 련이 있기 때문에 교사의 부정  정서를 바람직한 방식으로 조

하고 통제해야 한다(박은혜․고재천,2008).교사의 정서  역량 증진 

로그램을 구성하여 용 가능성을 탐색한 이춘복(2012)의 연구에 의하

면 교사의 정서  역량은 업무와는 별도로,동료교사와 정서를 공유하고 

유 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경험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즉 

남희경이 기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정서를 공유하고 유 를 강화

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2)학부모에 한 패배의식

비교사는 제한된 경험을 통해 학부모가 교사의 역할을 축소하고 능

력을 폄하한다고 생각하고 학부모를 회피하거나 막연한 감을 가지고 

있었다.이러한 인식은 교사로 임용되어 학부모와 직  계를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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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더욱 심화 다. 등교사와 학부모는 학생의 교육에서 동반자 계

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지

향해야 한다(김기남,2011).그러나 문가 교사는 교사와 학부모가 등

한 지 에서 소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기술했다.교사는 학부모가 

계를 주도한다고 느끼고 그로 인해 패배의식을 느 다.

<68>

최근 십 년간 교육 여건이 교사를 세워주지 않는 분 기를 만들

었고 지 학교에서는 민원을 제일 무서워하잖아요.사실 민원의 내

용을 살펴보면 허 한 내용이 정말 많아요.그런데도 학교가 벌벌

떠니까 학부형들이 뭐든지 따지면 된다고 인식을 하고 수 떨어지

는 학부형의 행태도 더러 있어요.(P1윤다 :31)

<69>

학년 같은 경우 도장 어 주는 것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보통 도

장을 으면 스탬 어서 두 번 고 다시 스탬 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애는 만날 한데 어떤 애는 만날 흐리다는 거 요.순

서 로 가니까.그걸 민원으로 제기한 학부모도 있었어요.애들한테

정말 단순하게 농담 한 마디 하는 걸로 얘기하는 엄마들도 있고 요

새는 말만하면 민원이 될 수 있는 게 무 많아요.(P4고동진 :23)

윤다 과 고동진에 의하면 교사와 학부모의 계는 상호 신뢰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계가 아니라 민원을 제기하고 처리해 주어야 하는 계

다.학부모가 교사에게 불만을 나타내는 것을 '민원'으로 표 하는 것 

자체가 교사와 학부모의 계를 학생의 성장을 한 동반자 계보다는 

행정기 에 소속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과 주민의 계로 인식함

을 나타낸다.교사가 공무원이 아닌 것은 아니나 교직을 서비스직으로,

교사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으로 표 하는 것에 해 문가 교사

는 부정  정서를 느 고 학부모가 교사의 역할을 제한하고 비하한다고 

생각했다.

한 문가 교사는 학부모의 요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식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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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물론 모든 학부모의 요구가 부당한 것은 아니고 학부모 역시 경우에 

따라 교사의 권 인 태도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문가 교사는 

학부모와의 계에서 주도권이 학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했다.학교가 학

부모의 민원을 비 없이 무조건 수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사는 학부모

의 민원이나 항의에 해 일의 시비와 계없이 사죄하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 교사가 느끼는 감은 패배의식으로 

이어졌다.

<70>

어떻게 보면 어머님이 무시하듯이 함부로 말 을 하시고 그럴 때

는 교사로서 어머니들한테 옳고 그름을 말 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

에는 그 게 하면 민원이 들어가니까 정말 잘 못한 게 없는데 제가

'죄송합니다.'해요.그럴 때 죄송하다는 씨가 정말 무 싫어요.

그런 어머니들과의 갈등이 가끔은 커지고 내가 많은 기회와 바꾸었

던 아름다운 나만의 그런 걸 어머님들이 가끔 빼앗아 가셔서 많은

부모님들이 그 지 않지만 소수의 부모님들이 한 번씩 다운을 시키

는 것 같아요.아이들하고는 그런 게 없는데 항상 기는 어머님들

의 계 던 거 같아요.어머님들과 서로 의견이 안 맞고 는 존댓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어머님은 반말을 하시면서,비아냥거리면서

말 을 하실 때 끝까지 참아야 하는 입장이니까요.(P6이희림 :26)

이희림은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기의식을 느 다.그녀는 무조

건 사죄해야 하는 교사의 입장으로 인해 교사로 입문하면서 가지고 있었

던 사명감과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했다.그녀는 어려서부터 등

교사가 가장 하다는 생각으로 교육 학 진학을 원했지만 가족의 반

로 일반 학에 진학했다.졸업 후 다른 직종에 취업도 했지만 등교

사에 한 꿈을 포기하지 못했고 퇴사 후 다시 교육 학에 입학하여 교

직에 입문했다.그녀가 교직을 고집한 것은 등교사에 해 스스로 특

별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이었고 입문 후 자신의 확고한 사명감

을 기반으로 헌신 으로 교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와의 갈등은 오랫동안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교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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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명감과 직업의식을 약화시키고 패배의식과 회의감을 느끼게 했다.

등학교 교사의 학부모와 련된 부정  정서는 수행에도 부정  향

을 미쳤다.학부모와의 계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교사는 교직에 한 

회의와 학생  학부모 문제에 한 회피, 당한 일처리,학생교육에 

한 소극  태도,교직에 한 무력감,자신감의 하 등을 경험하게 된다

(김기남,2011).

(3)사회에 한 자기방어

사회의 냉소  시선에 해 자신을 합리화했던 비교사 시기의 인식

은 교직 경험을 통해 더욱 심화 다. 문가 교사도 비교사처럼 교사

의 역할에 한 축소,지 에 한 폄하와 동시에 정해진 업무시간과 방

학과 같은 시간  여유와 안정성에 한 선망을 동시에 느낀다고 진술했

다.그러나 문가 교사는 이러한 사회  인식에 해 소극 인 자세를 

취하고 축되며 소신을 펼치기 보다는 타 하는 쪽을 선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71>

정말 내가 뭔가 소신을 가지고 이 아이를 이 게 하는 게 맞다고 생

각을 하지만 학부형이 원하지 않는다거나 시 나 사회가 용인하지

않는다거나 아이가 거부한다거나 그런 교사의 소신을 차단시키는 것

들이 무 많아요.그 게 된 큰 이유 에 하나는 교직을 바라보는

사회 인 시선,그리고 그 시선을 내가 무 느끼고 있기 때문에,내

가 까짓 거 는 나를 그 게 도 나는 이 게 할 거야 라는 고집

스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 기가 아니에요.왜냐면 직업인으로서

교사로서 살아남아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게 이제 소신보다는

타 을 하는 거죠.(P1윤다 :56~57)

윤다 의 사례에서 문가 교사는 소신 있게 교직을 수행하기보다 학

부모나 학생,시 와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타 을 찾았다.그녀는 

그러한 선택이 '교사로서 살아남기' 한 선택이라고 표 했다. 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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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교사로서 합한 행동에 한 나름 로의 기 과 행동 양식을 알

고 있지만 그러한 기 과 행동 양식을 고수하기보다는 사회의 인식과 요

구를 우선 으로 수용하고 고려했다.교사로서 소신 있게 행동하는 것이 

교직사회의 인정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

의 요구에 해 그녀는 교사로서의 소신보다 직업인으로서의 타 을 선

택했다.

소신보다는 타 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문가 교사는 자기방어에 익숙

해졌다.교사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인으로 인식하는 사회  

분 기와 교사의 수행에 한 비 인 시선으로 인해 문가 교사는 교

사로서의 최선보다 직업인으로서의 필수를 타 으로 선택했다.그러한 

과정에서 문가 교사는 교사로서 가지고 있던 목표와 추구했던 교사상

을 수정했다.

<72>

교사는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이 에 아이들을 방어해주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 게 하다보면 자꾸 공격이 한테 오고 잘하는 것보다는

잘못하는 걸 지 하고 그러니까 뭘 한 가지를 새롭게 하니까 겁나

고 그냥 하나의 직업일 뿐인데 생각하게 하고 일단 나를 방어하고

야겠다는 자기방어를 강하게 만들어줘요.(P2남희경 :10)

<73>

그런 경험들 때문에 자기방어하는 경향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 생 때 가지고 있던 그런 이상들이 조 씩 깨지는 것 같아요.애

들이 크면서 통령이 되겠다 과학자가 되겠다 하면서 꿈이 변하는

것처럼 막상 장에 나와서 생각하면 그 때의 교사상하고 지 실

에서 할 수 있는 교사의 상황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P4고

동진 :64)

 

남희경과 고동진은 교사에 한 냉소  시선,비난,질책으로 '자기방어'

기제가 확 되고 있다고 진술했다.고동진의 사례는 교사의 목표 수정과 

변화가 교직 수행 경험의 반 이기도 하지만 사회  요구와 교사에 한 

냉소  시선으로 인한 변화이기도 함을 보여줬다. 문가 교사의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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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식은 교사로 하여  교사로서 설정한 이상과 계자  사회가 

요구하는 실 사이에서 합의 을 찾게 했지만 소신에 따라 행동하지 못

하게 하기도 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분야,즉 교직사회에 한 인식은 비교사 시기에 

일화 ,간  경험을 통해 형성되기 시작하여 교직 수행 과정에서 반

복 ,직  경험을 통해 발달했다. 비교사는 교직과 련된 사람들과

의 상호작용  소통을 인식하면서 교사에 한 책망과 경계,학부모에 

한 감,사회에 한 합리화의 태도를 취했다.이러한 인식은 교직 

수행 경험을 통해 심화되고 확장되었다. 문성을 갖춘 교사는 교직을 

문직으로 인식하려고 노력했다.그러나 상 책임자나 동료교사와의 소

통의 부재,학부모를 할 때 느끼는 패배의식,사회와 언론의 무시와 선

망에 한 자기방어  태도는 문성의 향상과 발달에 소극 인 태도를 

취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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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사 문성의 속성에 한 인식과 문  수행 

GoodWork 에서 문성은 직업인의 수행 과정에서 유능성,윤리

성,몰입으로 발 된다(Gardner,2008).직업인이 갖추고 있는 유능성,윤

리성,몰입이 수행에 기여할 때 그 직업인의 수행은 문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수행에서 문성의 세 속성인 유능성,윤리성,몰입 모두가 

확인되는 문  수행의 상황은 세 속성  한,두 속성이 배제되어 있

는 경우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Nakamura(2005)는 이러한 로 일에 

몰입하여 장부를 조작하는 유능한 회계사나 윤리성을 갖추었으나 학생들

이 선호하지 않는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를 제시했다.회계사는 윤

리성을,교사는 유능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경우 회계사와 교

사의 수행은 문  수행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이 게 생각한다면,일에 몰입하여 윤리성을 발휘하는 유능한 회계사

나 윤리성을 갖추고 유능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교직에 몰입하는 교사의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다.그리고 그 상황에서 유능성,윤리성 몰입은 

수행이 문성을 확보하도록 각각의 방식으로 수행에 기여할 것이다.따

라서 등교사 문성의 세 속성에 한 인식은 각 속성이 문  수행

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는지를 살펴 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교사와 문가 교사를 상으로 문성의 속

성인 유능성,윤리성,몰입이 교직 수행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지 등에 한 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한 인식을 

확인했다. 비교사에게 문  수행을 하는 교사를 가정하게 하고 그 

교사의 유능성,윤리성,몰입이 수행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한다고 생각하

는지를 확인했다. 문가 교사에게는 자신의 수행  세 속성이 모두 발

되었던 상황을 회상하게 하고 그러한 수행과 자신의 유능성,윤리성,

몰입은 어떤 련이 있는지에 해 기술하게 했다. 비교사는 수행보다

는 찰을 통해 형성된 인식을 기반으로 유능성,윤리성,몰입의 역할을 

가정했지만 비교사의 가정은 수행을 통해 유능성,윤리성,몰입이 교직 

수행에 기여하는 방식을 직  경험한 문가 교사의 인식과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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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사 문성에 한 인식의 형성과 발달

비교사는 직  문 으로 수행하기보다는 교육실습이나 연수 로

그램에서 문가 교사의 수행을 찰했거나 제한 으로 경험했다.그러

나 비교사는 문  수행에서 각 속성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것인지

에 한 가정이나 측은 할 수 있었다.면담 결과 오히려 비교사는 

경험의 부족과 교사상이나 목표를 이상 으로 설정하는 특성으로 인해 

문  수행도 지나치게 이상 으로 인식했다.

이에 비해 문가 교사는 교직 수행 경험을 통해 유능성,윤리성,몰입

이 문  수행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지를 직 으로 경험했다.이

들은 반성  성찰과 시행착오 경험을 통해 문  수행에 한 이상  

인식을 재설정했다. 문가 교사는 필수 으로 갖추어야만 하는 문성

의 범 와 실  가능한 문  수행의 수 을 확인하며 자신에게 요구되

는 문성의 속성을 재인식했다.

(1)교사 문성에 한 인식의 형성 

비교사는 수행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교사의 문  수행에 

한 인식을 확인하기 해 유능성,윤리성,몰입이 발 되는 수행 상황

을 가정하게 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문성의 세 속성이 각각 어떤 역할

을 한다고 인식하는지 질문했다. 비교사는 학생으로 만났던 교사나 교

육실습에서 찰했던 실습 지도교사의 사례를 회상하기도 하고 이상  

수 에서 설정한 자신의 교사상을 고려하면서 문  수행을 가정했다.

비교사는 문  수행에 있어서 유능성이 가시  측면의 교육과정 실

행에,윤리성은 비가시  측면의 교육과정 실행에 기여한다고 생각했다.

한 몰입은 교사로 하여  유능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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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능성 :보이는 문성

비교사가 볼 때,유능성은 교사의 수행  가시  측면의 문  수

행과 련이 있다.교사의 유능성은 표면 ,명시  교육과정의 실행과 

행정업무의 처리에 기여한다. 비교사는 교사의 유능성이 특히 행정업

무 처리와 련이 많다고 생각했다.교육실습에서 장 교사의 수행을 

찰했을 때, 장 교사는 비교사가 상했던 것보다 많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학교에서는 행정업무를 잘 처리하는 교사가 인정을 받

고 승진한다는 것을 되었다.교사의 요한 수행이 수업이나 교육과정 

실행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장에서는 행정업무 처리도 수

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을 새롭게 지각했다.

교직 수행에 행정업무 처리도 포함된다는 것을 지각하게 된 비교사

는 유능성의 역을 확장하고 모든 역의 수행에서 유능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등교사는 교과 담교사가 지도하는 한 두 교과를 제

외한 나머지 모든 교과를 직  지도한다.따라서 등교사에게는 한 

역에 한 높은 수 의 유능성보다 여러 역에 한 유능성이 요구된다

는 것이다.이러한 생각은 교사상의 설정에도 향을 미쳐서 비교사는 

'모든 면에서 다 잘해야 하는 교사'와 같은 이상 이고 추상 인 교사상

을 설정했다.

<74>

아이들 가르치는 수업하는 거나 공문을 처리하는 거나 학 을 리

하는 거나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분야나 다 잘 할 수 있는 교사가

유능한 교사 같아요.(P4차 진 :87)

차 진의 면담내용을 통해 비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사의 유능성에 

한 수 과 범 에 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비교사는 유능성의 

수 에 있어서는 엄격하지 않았지만 범 는 수업뿐만 아니라 업무처리,

학 경  등 넓은 범 로 확장했다.유능성을 가시  측면의 문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사의 일을 들여다보았을 때 찰할 수 있는 모든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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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의 유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문  수행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② 윤리성 :보이지 않는 문성

비교사가 볼 때 윤리성은 교사의 수행  비가시  측면의 문  

수행과 련이 있다.학교교육은 고시된 교육과정의 실행에 따라 이루어

지지만 장에서는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은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한

다.이러한 교육과정은 표면  교육과정과 비되는 잠재  교육과정이

라고 할 수 있다. 등학교는 일과 특성상 학생이 등교 후 하교까지 

부분의 시간을 담임교사와 함께 생활하며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교과 수업 시간에는 명시  교육과정이 실행되지만 교과 이외 시간에는 

의도나 계획 없이 태도나 신념,가치가 교육되는 잠재  교육과정이 실

행된다. 비교사는 교사의 윤리성이 이러한 잠재  교육과정과 련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한 교사는 학생에게 다양한 장면에서 역할 모델이 된다. 등학생은 

모방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교사에 한 찰과 모방도 쉽게 이루어진다

(김  외,2007).교사의 모든 행동이 아동에게 모방의 상이 될 수 

있다면 교사는 언제든 교육 으로 바람직한 향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윤리 인 교사일 뿐만 아니라 윤리  인간이어야 가능하다. 비

교사는 이와 같이 윤리성이 의도와 계획하지 않은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성이기 때문에 교사로서 뿐만 아니라 생활인으로서도 윤리 이어야 한

다고 강조했다.

<75>

퇴근하고 나가서 강남가고 클럽가고 그런 이 생활이 많더라고요.

밖에서 보면 등학교 교사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알고 보니

선생님인 경우 그건 아닌 거 같아요.지 교육 학에도 그런 애들

이 있어요.그런데 그거는 물론 자기 인생이기는 하지만 그게 무의

식 에도 애들한테 발 이 되는 부분일 텐데 무 그 게 나한테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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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는 잣 와 애들한테 들이 는 잣 가 다르면 안 되는 거 같아

요.(P12남미정 :58)

<76>

교사는 사람을 다루잖아요. 를 들면 융인은 다를 수 있어요.돈

을 다루거나 기계를 정비하는 분도 다를 수 있어요.하지만 교사나

의사는 인간을 다루는 거잖아요.그런 직업에서는 윤리가 마땅히 가

장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차별화 되어야 하는 이 있다면 윤

리는 의무 수 같아요.(P3한유진 :135)

남미정은 교사가 교과  교과 이외의 시간에 말과 행동을 통해 학생

에게 향을  수 있다는 이유로 교사의 '이 생활'을 경계했다.의도나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  향을  수 있다면 교사는 무의식 으로

도 교사답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비교사는 교사의 윤

리성이 교사가 학생에게 요구하는 수 과 같아야 한다고 기술했다.면담

에서 여러 비교사들은 윤리성의 수 이 학생에게 요구하는 수 과 같

거나 약간이라도 상 여야 한다고 설명했다.교사가 학생에게 이

고 보편 인 덕목을 요구한다는 을 고려할 때 비교사는 교사의 윤리

성이 일반  기 보다 높아야 한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한유진은 이와 같은 교사의 윤리성이 '의무'라고 표 했다.유능성은 

부족하다면 보완하고 필요하다면 향상시킬 수 있지만 윤리성은 필수 으

로 갖추어야 하는 의무라는 것이다. 비교사는 교사의 수행이 사람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교사는 돈이나 기계를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보다 

윤리 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윤리성에 한 비교사의 인식은 교사

로서의 가치 이나 사명감을 확고하게 하는 기반이 되고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유도했다.박정 은 교육 학 입학 에는 쉽게 사용했던 은어나 

욕설이 교육 학에 진학한 이후 어색해졌다고 했고 정 성은 교육 학 

교문을 나서는 순간마다 교사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식 으로 모범 인 

행동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했다.이러한 사례를 통해 비교사의 이상

이고 추상 인 사고의 특성이 윤리성에도 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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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몰입 : 문성의 원동력

비교사는 몰입을 유능성과 윤리성의 원동력으로 표 했다.교사가 

몰입을 경험하게 될 때 유능성이나 윤리성을 확보하기 용이하다는 것이

다.이러한 생각으로 부분의 비교사는 세 속성  몰입이 가장 요

하다고 설명했다.특히 몰입은 유능성이 발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

이라고 측했다.왜냐하면 아무리 유능성을 갖춘 교사라도 수행에서 몰

입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유능성이 발휘되지 않을 수도 있고 유능성이 부

족한 경우라도 수행에서 몰입을 경험한다면 유능성을 보완하고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몰입은 등학교 교사의 문제 으로 지 되는 매 리즘의 방책

이 될 수 있다.유능하거나 윤리 인 교사는 매 리즘에 빠질 수 있지만 

교직 수행에서 몰입을 경험하는 교사는 매 리즘에 쉽게 빠지지 않을 것

이라는 상이다.몰입은 직업인이 문  수행에서 경험하는 일종의 보

상으로 수행에서 얻게 되는 극도의 즐거움과 만족과 같은 개인의 심리  

경험이다(이희재 역,2004). 비교사는 교육실습 경험을 통해 학생과 소

통하고 수업을 하며 지 까지 느끼지 못한 즐거움과 만족을 경험하는 경

우가 있었다.이러한 몰입 경험은 비교사로 하여  교사에게 요구되는 

유능성이나 윤리성의 확보를 진할 것이다.

(2)교사 문성에 한 인식의 발달 

본 연구에서 면담에 참여한 문가 교사는 부분 10년 이상의 교직 

수행 경험이 있었다.이들은 자신의 수행 경험  재 수행을 기반으로 

유능성,윤리성,몰입이 문  수행과 어떤 련이 있는지 기술했다.

문가 교사의 면담 내용에 의하면 비교사가 인식했던 로 유능성은 가

시  측면의,윤리성은 비가시  측면의 문성과 련이 있고 몰입은 

유능성과 윤리성 확보의 동력이 되고 있다.

수행을 경험하면서 문가 교사는 가시  측면에서 발휘되는 유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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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속성이며 비가시  측면의 문성인 윤

리성이 말보다 실천을 통해 드러남을 확인했다. 한 비교사가 유능성

과 윤리성 확보에 동력이라고 보았던 몰입에 해 문가 교사는 유능성

과 윤리성뿐만 아니라 교직 수행 체에 향을 주는 동력이라고 설명했

다.

① 유능성 :선택이 아닌 필수

비교사는 등교사의 유능성이 명시 ,표면  교육과정에서 드러나

는 문  능력이라고 규정했다.즉 교사의 문  수행을 가정할 때 가

시 으로 드러나는 문성이 유능성이라는 것이다. 문가 교사는 교직 

수행 경험을 통해 유능성이 선호에 따라 선택하거나 상황에 따라 갖추어

도 는 갖추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아니라 필수 으로 갖추어야만 하는 

조건임을 알게 되었다.유능성은 선택의 상이 아니라 필수  자질이다.

<77>

교사가 하는 일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교

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선호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 같

아요.교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교사가 하는 일에 해 유능함을

가지고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다른 직

업은 본인이 알아서 좋아하면 유능성을 찾아가고 만들어갈 수 있겠

지만 교직 같은 경우는 유능성을 만들어가기 에 유능성을 갖추는

게 먼 가 돼야 하지 않나 싶어요.교사가 유능성을 갖추는 게 오래

걸린다면 학생 에는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P4

고동진 :76)

<78>

기본 으로 직업이 뜻하는 바가 있잖아.교사라는 건 가르치는 게

제일 요하지.가르치기 해서 다른 게 따라 붙을 수 있겠지.교사

라는 단어에 걸맞게 유능해야지.(P9정경진 :29)

고동진과 정경진의 사례를 통해볼 때 교사의 유능성은 '교사'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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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강조되는 속성이었다.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유

능성이 향을 미치는 상이 학생이라는 에서 요했다.다른 직업은 

직업인의 유능성이 수행 자체로 제한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교사는 교직

이라는 일의 성격상 학생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능성의 부족은 학생

에게 직 으로 피해를  수 있고 따라서 유능성은 선택 으로 요구되

는 조건이 아니라 필수 으로 갖추어야만 하는 자질이라는 것이다.

② 윤리성 :말보다는 실천

비교사는 교사의 윤리성이 잠재  교육상황,즉 의도나 계획하지 않

았으나 학생에게 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발휘되는 문성이라고 설명했

다. 문가 교사는 수행 경험을 통해 이러한 윤리성이 말보다는 실천을 

통해 드러남을 인식했다.명시  교육과정은 주로 언어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잠재  교육과정은 말과 행동을 포함한 교사의 모든 것이 

향을 미쳤다.따라서 윤리  말뿐만 아니라 윤리  행동까지 요했다.

<79>

그 분( 학시 교수님)이 내가 학생들에게 한 얘기가 있는데 딴 데

가서 허튼 소리를 할 수 없다.그래서 나는 내가 말한 건 실천하고

학생들에게 한 말은 그 로 밖에서도 한다고 말 하셨어요.그 얘기

가 제 마음 속에 와서 박혔던 거 같아요.그 때는 교사가 될 생각도

없었는데 그러면서 교사가 되었을 때 그 얘기가 다시 생각이 나

고 그 생각이 교사생활을 하는 내내 끊임없이 맴돌았어요.지 은

조 융통성이라면 융통성이고 타 이라면 타 인데 정말 내가 바르

게 행하지 못 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강요하지 말자 그리고 아이들에

게 이걸 해라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내가 먼 실천할 수 있는 것

을 얘기하자 그 지 않을 바에야 아 얘기를 하지 말자 하는 생각

이에요.(P2남희경 :32)

<80>

는 강박 으로 언행일치에 집착해요.남한테까지 요구하지는 않는

데 병 으로 제 언행일치에 집착을 하고 스스로 들이 는 잣 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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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거 같아요.( 략) 는 언행일치를 번복해야 할 때 제가 교사

로서도 무 무능한 것 같고 도덕성이 떨어지는 같은 사람 같아서

자괴감이 들어요.(P10김민경 :29)

 

남희경은 교사의 수행이 말보다는 주로 실천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

았다. 한 학생에게 요구하는 윤리  수 에 교사는 이미 도달해 있어

야 한다고 생각했다. 등교사는 학생의 기본  학습능력과 기  생활

습 의 형성을 해 작고 사소한 규칙부터 보편 인 가치와 덕목까지 강

조한다. 를 들면 '  서서 차례 지키기'부터 '생명존 '까지 모두 요

하게 다룬다.따라서 교사가 '언어'로는 을 서서 차례를 지키는 행동이 

요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행동'으로는 배식을 해 을 

서서 기다리는 학생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식 순서를 먼  차지해서

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김민경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그녀는 언어와 행동

의 일치를 요시했다.그녀는 언어와 행동으로 드러나는 수행이 일치하

지 않을 때 교사 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그녀에게 교사의 

윤리성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윤리성이기 때문에 강박 으로 언어  표

에 주의하며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있다.면담 사례에서 문가 교사

의 윤리성은 교사의 머릿속에 형성된 가치인 동시에 자신의 윤리  행동

의 기 이 다.남희경은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행  기 의 범  내

에서 학생을 지도한다고 기술했다.남희경은 자신이 행동할 때 고려하는 

윤리  기 과 학생에게 도달해야 한다고 제시하는 목표가 일치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문가 교사가 자신의 윤리성을 실천가능한 행 로 인식하는 것은 가

르쳐야 할 내용을 축소하거나 목표를 하향시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문가 교사는 말로 가르치는 내용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

록 스스로 윤리  기 을 명확히 구축했다. 문가 교사는 교직 수행에

서 요구하는 역의 기   분야의 요구를 인식하고 언어 으로 이루어

지는 수행뿐만 아니라 의도나 계획하지 않은 부분까지 교육 인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윤리성을 검했다.윤리성에 해 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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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기 을 설정하고 말과 행동 모두 합한 수 까지 도달되도록 노

력했다.

한편 문가 교사는 유능성,윤리성,몰입  윤리성이 제일 요한 조

건이라고 제시했다.이러한 인식은 비교사가 몰입을 제일 요하게 인

식한 것과 차이가 있다. 문가 교사는 가시 으로 드러나는 유능성이 

드러나지 않는 윤리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문가 교사는 

유능성을 내재되어 있는 윤리성의 발 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윤리성을 

유능성보다 요한 속성으로 선택했다.

③ 몰입 :교직 수행의 원동력

비교사는 몰입이 유능성과 윤리성의 동력으로 몰입을 경험한 교사는 

유능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쉬울 것으로 상했다. 문가 교사의 수행 

경험을 통해 볼 때 비교사의 상 로 몰입은 유능성과 윤리성을 진

시켰다.이에 더해 몰입은 교직 수행 자체의 동력이 되기도 했다. 문가 

교사는 수행에서 경험하는 몰입 경험을 통해 보상을 얻고 난 을 극복할 

힘을 얻었다.몰입은 지속 으로 교직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동

력이었다.

<81>

그런 희열을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아 이 맛에 하는 구나 싶고 굉

장히 큰 동력이 되요.그런 경험을 통해서 는 한번 그 게 몰입하

는 경험을 하면 아이들이 무 뻐 보이고 어도 내가 참 괜찮은

교사구나 하는 걸 느끼고 내가 아이들과 잘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걸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해

요.다음에 이런 수업을 만들고 싶으니까 자료도 찾고 비를 하

면서 유능성도 갖추게 되는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P8배주은 :

59)

배주은의 사례에서 몰입 경험은 유능성 확보에 매 역할을 했다.그

녀는 몰입 경험이 교사로서의 유능성과 학생에 한 애정,교사로서의 



-156-

자아존 감 향상에 기여한다고 기술했다.'희열'로 느 던 몰입을 다시 

경험하기 해 더 많은 유능성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

되면서 문가 교사의 유능성은 신장 다.

문가 교사는 교직 수행뿐만 아니라 상 책임자나 동료교사 등 분야

와의 계,학부모와의 계 등에서 부담과 부정  정서를 느 다. 한 

사회에서 보여주는 냉소 인 시선도 교사에게는 난 이 될 수 있다.이

와 같은 난 에 부딪쳤을 때 문가 교사가 경험했던 몰입은 난 을 극

복하고 교직을 지속하게 하는 동력이 다. 문가 교사에게 몰입은 유

능성과 윤리성의 확보와 지속 인 교직 수행 모두를 가능하게 했다.

<82>

몰입하다 보면 솔직히 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그런 부분이 있지

만 다시 돌아서라도 갈 수 있고 원동력이 되고 학교가 직장으로서

학교에 다니고 싶고 즐거운 가장 큰 이유는 몰입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그게 없어지면 무 무 힘이 드는 거죠.(P5최지 :68)

<83>

학교 일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일을 할 수 있지 그걸 포기하고 그냥

재미없는데 '직장이니까 왔어,일해야지,퇴근 시간이니까 가자.'하

면서 산다면 무 슬 거 같아요.그 즐거움을 애들한테서 찾든 동

료교사한테서 학교 안에서 찾든 찾아야 하는 것 같아요.그걸 학교

안에서 못 찾은 사람은 취미생활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그래도

는 아직 학교 오는 게 즐거워요.(P1윤다 :70)

최지 과 윤다 의 사례는 몰입 경험이 난 을 극복하며 교직을 지속

으로 수행하게 하는 동력임을 보여주었다.교직과 별개의 개인  삶에

서 만족이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비교사는 교직 수행  난 에 착하

면 수행을 단하고 교직을 떠나겠다는 입장을 보 다.그러나 문가 

교사의 사례를 통해 볼 때 몰입 경험은 난 에 하게 처하고 교직

을 지속할 수 있게 했다.몰입은 교직 수행의 지속  추구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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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통해 볼 때, 문성의 세 속성인 유능성,윤리성,몰입에 한 

등교사의 인식은 비교사 시기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비교사는 유

능성을 명시  교육과정에서 발 되는 문성으로,윤리성을 잠재  교

육과정에서 발 되는 문성으로 인식했다. 한 몰입은 유능성과 윤리

성 확보의 원동력으로 규정했다.이러한 인식은 교직 수행 경험을 통해 

더 명확해졌다.

[그림 Ⅳ-4] 문성의 세 속성에 한 인식의 형성과 발달

문가 교사는 자신의 수행에서 유능성이 명시  교육과정에서 발 되

기 때문에 수행의 질  우수성을 보장한다고 인식했다.따라서 문가 

교사에게 유능성은 문성의 수 을 규정하는 속성이고 교사가 필수 으

로 갖추어야만 하는 속성이다. 한 문가 교사는 윤리성이 문성의 

범 를 규정하는 속성으로 잠재  교육과정과 련이 있기 때문에 언어

뿐만 아니라 비언어  수행 상황에서도 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가 교사에게 몰입은 유능성,윤리성의 확보뿐만 아니라 교직 수행 자

체의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이와 같은 문성의 속성에 한 비교사

의 인식의 형성과 문가 교사의 인식의 발달과정은 [그림 Ⅳ-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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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  수행에 한 인식과 경험

Gardner(2001)는 직업인의 문  수행(GoodWork)을 직업인이 인식

하는 사명(mission)과 수행의 련으로 설명했다. 문  수행은 직업인

이 역의 기   분야의 요구를 인식하는지와 련이 있다는 것이다

(Nakamura,2005).직업인이 단과 의사 결정 상황에서 개인  신념이

나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입장을 결정하는 경우보다 직업 역의 기 과 

분야의 요구를 고려하고 이에 근거하여 입장을 결정할 때 직업인의 수행

은 문  수행으로 규정할 수 있다.따라서 직업인의 사명은 딜 마 상

황에서 어떤 기 에 기반을 두고 입장을 선택하고 단하는지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GoodWork연구자인 Henry(2005)는 직업인이 수행에서 직면하는 딜

마 상황에서 입장을 선택하는 단의 근거가 개인  신념에 의존하는지 

혹은 역의 기   분야의 요구에 의존하는지에 따라 사명의 일치 여

부를 구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수행  직면하는 딜 마에 한 입장

을 결정할 때,개인  신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역  분야의 요

구를 고려할 때,직업인의 사명은 역  분야의 요구와 일치하며 이때

의 수행은 훌륭한, 문  수행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행 상황에서 직면할 수 있는 딜 마 면담을 제

시하고 상황에 한 입장 결정과 단의 근거를 요구함으로써 등교사

의 사명에 한 인식과 수행 유형을 확인하고자 했다.교직은 딜 마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사는 일상에서 딜 마에 자주 직면한다

(Enrich,2011).교사에게 딜 마 상황을 제시하고 입장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사명의 일치뿐만 아니라 교직 수행에 한 인식을 확인하는데 매우 

합한 근 방식이다.

비교사는 교직 수행 경험이 거의 없거나 교육실습 경험 정도로 제한

이어서 제시하는 딜 마 상황을 자신의 상황으로 가정하고 입장을 선

택하도록 했고 문가 교사는 제시한 딜 마 상황과 유사한 사례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처했는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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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여 기술하도록 했다.면담 결과 비교사들은 딜 마 상황에 처했을 

때 개인의 신념과 가치를 근거로 입장을 선택하겠다고 표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문가 교사들은 딜 마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입장을 선택

하고 단해야 할 때 개인  신념보다는 역의 기   분야의 요구를 

고려하여 반 했고 경우에 따라 학생의 교육을 우선순 로 가정하여 입

장을 유보하기도 했다.

(1)사명과 문  수행에 한 인식

비교사는 교직 수행은 물론이고 딜 마 상황에 한 경험도 없기 때

문에 딜 마 상황을 제시한 후 그 상황을 자신의 상황으로 가정하게 하

고 그에 한 입장과 근거를 제시하게 했다.제시되는 딜 마 상황에 

해 비교사는 자신의 주  경험과 신념을 근거로 입장을 선택하는 경

우가 많았다. 비교사는 역에서 제시하는 기   분야의 요구를 미

처 고려하지 못하고 개인  신념이나 경험에 주로 의존했다. 비교사는 

역의 지식  기술의 획득 과정에 있고 분야의 요구를 인식할 기회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사의 의사결정에 개인  기 이 가장 큰 향

을 주었다.

<84>

는 추천서를 작성 해 거 같아요.요즘 제가 삼국지를 읽고 있는

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무 FM 로만 갈려고 하다가 그래서 망하

는 경우가 있었거든요.그 생각이 지 한테 크게 향을 거 같

은데 (P5정 성 :100)

<85>

는 제 주 로 계속 엄격한 평가를 할 거 같아요.지 등학교

평가가 인생에서 요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이 게 엄

격하게 평가하는 게 나 에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평가하면 거의 다 에이를 주잖아요.그러면 학생들이 발 이

없을 거 같아요.공부를 안 해요.솔직히 만 해도 평가인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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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부를 제일 나 으로 미루고 열심히 안 하고.(P9박휘성 :168)

정 성은 단의 근거로 최근 읽은 독서 경험을 제시했다.교직 역

과 직 인 련이 있는 도서가 아니라는 에서 정 성이 교직의 요구

를 고려했다고는 볼 수 없다.딜 마 면담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입

장 선택은 아니지만 그의 선택은 그와의 면담을 고려할 때 의외의 선택

이었다.정 성은 자의 으로 교육 학에 진학했고 역의 지식  기술

을 획득하기 해 구보다도 성실하게 학 생활을 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직업의식도 확고했다.학생에 한 사랑을 

요시하고 장 교사의 삶에 해 큰 기 를 갖고 있다.그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질도 상당히 갖추고 있다.그런데 그는 딜 마 상황에서 도

덕 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체 인생을 해 사소한 잘못

은 감아 주겠다는 입장을 선택했다.

문가 교사와 정 성을 제외한 다른 비교사 부분이 작고 사소한 

잘못이더라도 학생의 도덕  잘못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선택했

다.이것은 상황에 한 단의 근거가 수행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보여 다.교사가 역의 기   분야의 요구에 한 고려 없이 개인  

가치에만 기 하여 입장을 결정하고 단한다면 교사 개인이 교사로서 

합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수행은 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박휘성의 사례도 역  분야의 요구에 한 고려 없이 개인의 경험

이나 가치에 의존한 단을 나타냈다.그는 평가가 갖는 교육  의미나 

평가가 학생에게 미치는 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입장 선택을 결정

한 단의 근거는 평가에 한 주  경험과 인식이었다.상 평가가 

평가보다 학생의 동기 유발에 효과 이라는 인식은 역에 기반한 

지식이 아닌 그의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다.이와 같이 비교사는 역 

 분야의 요구에 한 고려 없이 개인  경험에 의해 갖게 된 개인  

기 에 기반을 두고 입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비교사는 자신의 입장이나 단의 근거를 변경하지 않겠다고 

진술했다.선택한 입장은 물론이고 단의 근거도 변경하지 않겠다는 것



-161-

이다. 비교사는 자신의 교육  신념이나 가치 이 바람직한지와 계

없이 자신이 선택한 입장과 단의 근거를 변경하지 않으려고 했다.박

정 도 자신의 가치 이 설령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도 입장이나 단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고 동료 교사와 소통하거나 조율하지 않겠다고 진술

했다.

<86>

는 제 기 을 안 고칠거에요. 도 제 나름 로의 생각이 있으니

까 물론 제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 선생님도 선생님 나름

로 경력도 있고 주 을 갖고 있고 평가에 한 기 이 있을 텐데

그걸 굳이 제가 그 선생님한테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P6

박정 :60)

비교사는 딜 마 상황에 직면하면 주로 주  경험과 기억에 의해 

형성된 개인  기 에 의해 입장을 선택했고 역  분야의 요구에 

해서는 고려하지 못했다. 한 자신의 입장 선택이나 단의 근거에 

해 변경하거나 다른 교사와 조율하지 않으려고 했다.딜 마 상황에 

한 입장 선택에 있어서 역  분야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기

에 의존한다는 것은 직업 역에 해 인식하는 사명과 역  분야

의 요구를 일치시키지 못하 음을 의미한다.이러한 수행은 문  수행

이라고 할 수 없다.그러나 비교사가 근거한 개인  기 은 아직 역

의 지식  기술을 완 히 수받지 않았고 분야의 요구를 지각할 충분

한 경험이 없었다는 에서 비교사의 수행 유형은 변화가능하다.

(2)사명과 문  수행 경험

GoodWork이론에서 사명은 수행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직업인의 

사명이 직업 역의 기   분야의 요구와 일치할 때 수행은 문  수

행으로 규정한다(Nakamura,2005).따라서 교사의 수행 유형은 교사가 

인식하는 사명이 교직의 기   교직 분야의 요구와 일치하는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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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할 수 있다.사명은 교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끊임없는 딜 마 상

황에서 입장을 선택할 때 단의 근거가 된다.

역의 기 과 분야의 요구를 고려하고 반 하여 사명을 인식하며 필

요에 따라 조율하여 입장을 결정하는 경우 개인의 직업  사명은 역 

 분야와 일치한다.그러나 역  분야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신념

을 사명으로 삼는 경우,사명은 역  분야와 불일치한다.즉 교사가 

교직 역과 분야를 고려하면서 사명을 인식하고,이에 근거하여 딜 마 

상황에서 입장을 선택할 때 문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Henry(2005)는 딜 마 상황에 직면한 직업인이 입장을 선택하거나 

단할 때 개인의 기 과 직업 역의 기   어떤 기 에 더 의존하는지

를 살펴보았다.딜 마에 직면한 직업인이 직업  기 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신념에 의존하여 입장을 선택했다면 그의 사명에는 역  분야

가 반 되지 않았고 그 때의 수행은 문  수행으로 볼 수 없었다.이

와 같이 딜 마에 한 입장 선택의 근거를 통해 직업인의 사명과 수행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의 일상은 크고 작은 딜 마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

을 정도로 교사는 끊임없는 선택 상황에 직면한다(Ehrich,2011).딜 마 

상황을 악하고 입장을 선택하는 것은 교사의 일상이며 교직 수행은 곧 

입장의 선택과 결정이다.따라서 교사가 개인의 신념이 아닌 교직 역

의 기 과 분야의 요구를 고려하여 사명을 인식하고 그에 근거하여 입장

을 선택하는 것은 문  수행 그 자체이다.

문가 교사는 수행 경험을 토 로 직면하는 딜 마 상황에 한 입장

을 선택하고 근거를 제시했다. 문가 교사는 딜 마를 읽고 자신이 직

 경험한 유사 사례를 회상했고 당시 어떤 방식으로 처했는지 설명했

다.딜 마 상황에서 문가 교사는 입장 선택 자체보다 학생에 한 교

육  지도를 더 요시했다. 문가 교사는 양자택일의 입장을 선택하기

보다 선택을 유보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학생에게 교육 으

로 의미가 있는지를 우선 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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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는 반드시 이런 경우는 상담을 시작해요.불러 앉 놓고 이런

런 얘기를 하다가 스스로 자기 잘못을 인식할 수 있을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편이에요.쭉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선택할 기회를 주겠죠.

이런 행 를 통해서라도 상을 타는 것이 자신의 발 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그 지 않은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선

택에 따라서 다르게 지도하겠죠.(P2남희경 :31)

남희경은 확실하다고 짐작되는 학생의 잘못에 해 어떻게 처할 것

인지,그와 련된 자신의 인사 수 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딜

마 상황에 해 입장 선택을 유보했다.그녀는 입장 선택보다 그 상황

에서 학생의 잘못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를 우선 으로 고민했다.그녀

가 학생의 선택에 따라 지도하겠다는 것은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고 단

의 책임을 학생에게 부여하겠다는 비교사의 입장과는 달랐다. 장에

서 유사한 사례를 직면하는 경우,그녀는 우선 학생을 지도하고 지도 결

과에 따라 처한다고 진술했다.

남희경의 입장 선택과 근거는 개인  기 에 의존하지 않았다.그녀는 

특정 입장을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학생의 수 과 상황을 반 하여 사명

을 인식하고 개인의 기 을 조율했다. 한 자신의 개인  기 과 학생

의 요구를 일치시키려고 시도했다.그러나 그러한 선택이 문  수행으

로 규정되기 해서는 그녀가 인식하는 사명이 역의 기   분야의 

요구와 일치해야 한다.최종 으로 선택한 입장의 근거가 교육 으로 의

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이 게 볼 때 교사의 입장선택에서 역에 

한 고려는 문  수행에 필수 인 요인이다.

<88>

는 과제를 세분화해서 굉장히 행동 심의 평가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와서 따지더라도 나는 이 단계에서 이 행동을 안 했기 때문

에 이 수라고 제시하고 설명하는 것을 좋아해요.말 그 로 제

문성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터치했을 때는 그것을 그냥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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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도 않고 단지 상 방이 얘는 후하고 얘는 박해요 라는 불만이라

면 '나는 이 기 에서 이 게 한 건데 뭐가 문제세요?'라고 말하고

제 기 을 고수할거에요.(P5최지 :63)

<89>

교육과정 짤 때부터 평가 항목을 정확하게 합의해서 정한 다음에 단

계도 정확하게 미리 다 설계해 놓고 이런 문제는 교사 개인의 문제

이기 보다는 시스템의 문제야.평가를 하겠다고 공지를 하고 그 로

하는 거니까 평가는 항목 단원 별로 다 공지하고 얘들이 알아서

비하는 거니까.그런데도 불평이 있다면 할 수 없어.평가 이 있

기 때문에 평가 에 따라서 문서화 되고 교육과정에 명시되면

평가에 해서 객 인 자료를 갖춰놓고 평가를 한다면 평가에

해 뭐라고 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P9정경진 :35)

최지 은 딜 마 상황에 직면할 때 역의 기 에 의존하여 입장을 선

택하고 결정한다고 진술했다.그녀는 행동 평가에 근거하여 목표 과제를 

세분화하고 목표 행동에 도달하는 과정과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했다.교

직 역에서 제시하는 기 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

의 평가 방법에 해 교사로서 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다.그녀

가 인식하는 사명은 역의 기 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경진 역시 교사의 행동은 역의 기 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딜 마 

상황에 해서도 요구되는 역의 기 을 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

다.그는 딜 마와 련된 역의 기 을 우선 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

라 개인의 기 을 조율하여 입장을 선택했다.교사의 수행이 역의 기

에 근거한다면 그에 한 문제제기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이 게 

볼 때 그는 딜 마 상황에서 개인의 사명을 역의 기 과 일치시키고 

있고 따라서 그의 수행은 문 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가 딜 마 상황에서 선택하는 입장과 제시하는 단의 근

거를 통해 개인  사명과 역의 기   분야의 요구가 일치하는지를 

살펴 본 결과, 비교사의 사명에 한 인식과 문가 교사의 수행은 

[그림 Ⅳ-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비교사는 역  분야보다는 주



-165-

 경험에 의해 형성된 개인  기 을 먼  고려하며 선택한 입장을 

변경하거나 타인과 의견을 조율하려고 하지 않았다.그러나 문가 교사

는 딜 마 상황이 기반을 두는 역의 기 이나 학생과 학부모,동료교

사의 요구 등을 먼  고려하고 자신의 기 에 이를 반 했다. 한 딜

마 상황 해결을 한 입장의 선택보다 상황과 련이 있는 학생의 지도

를 먼  생각했다.

[그림 Ⅳ-5]사명에 한 비교사의 인식과 문가 교사의 수행

교사의 수행이 딜 마의 연속임을 생각할 때 교사가 역  분야와 

상호작용하면서 입장을 선택하는 것은 교직의 문성을 보장한다.직업

인의 신념과 자질이 유능하더라도 그가 자신의 사명에 역  분야를 

반 할 때 직업인의 문성은 확보되기 때문이다(Gardneratel,2010).

이 게 볼 때 문가 교사가 딜 마 상황에 해 개인  기 보다 역

이나  분야를 먼  고려하는 것은 수행의 문성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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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교사의 문성 지향 유형

GoodWork 에 의하면 문성은 직업인 개인이 역  분야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구성되므로 등교사의 문성은 교사인 개인 

내  요소와 역  분야라는 개인 외  요소의 련으로 악할 수 있

다(Gardner,2001).교사의 경우 개인 내  요소는 비교사, 문가 교

사 개인이 갖는 특성이며,개인 외  요소는 역과 분야로서 역은 교

육학과 교수기법 등의 교직 련 지식  기술을 의미하며,분야는 동료

교사  유  기  계자,학부모,학생,사회  언론 등의 교직사회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교사의 개인 내  요소는 교직 입문 동기,교사로서의 자

질의 탐색,추구하는 교사상과 삶의 목표의 확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

다.이  교사로서의 자질이나 추구하는 교사상은 경력을 거로 유형

을 구분할 수 있었다.즉 교사로서의 자질과 교사상에 한 인식은 비

교사와 문가 교사가 각각 다른 특성을 나타내며 교직 경력이 인식의 

변화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그러나 교직 입문 동기와 추구하는 

삶의 목표에 한 인식은 경력과 계없이 유형을 구분할 수 있고,구분

되는 유형에 따라 역  분야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달랐다.즉 개인

의 내  요소에 한 교사의 인식 유형에 따라 개인 외  요소인 역 

 분야와의 상호작용 방식이 달랐고 이에 따라 교사가 지향하고 실행하

는 문성의 유형도 다르게 나타났다.

교사의 개인 내  요소  교직 입문 동기는 자아실 과 차선책  권

유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자아실 이 입문의 동기인 유형은 자의

으로 교직에 입문했고 주변의 권유와 차선책이 입문의 동기인 유형은 타

의에 의해 입문했다.한편 문가 교사 에는 자아실 과 같은 특별한 

동기 없이 우연히 교직에 입문했으나 입문 후 교직 입문에 당 성을 부

여하고 필연성을 강조하여 입문 동기를 운명으로 귀인하여 인식하는 유

형도 있었다.

직업인이 직업을 선택할 때 향을 미치는 동기는 다양한데 주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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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가치,다양한 내재 ,외재  동기와 태도 등이 직업 선택에 

향을 미치는 동기이다(강양희,2006).연구에 의하면 교직을 직업으로 선

택하는 동기도 여러 요인으로 제시할 수 있다.나종남(1987)은 성,사

회  존경,안정성,자아실 이 교직 선택의 동기가 된다고 제시했고 김

은 (2004)은 성,사회  존경,우발  동기,직업 안정성,자아실  가

능성을 교직 선택의 동기 요인으로 제시했다.Huberman(1993)은 교직 

입문 동기를 자의 으로 교직을 선택하는 능동  동기,경제  이유로 

인해 교직을 선택하는 물질  동기,차선책이나 어쩔 수 없이 교직을 선

택하는 수동  동기로 구분했고 한 교육 연합회(1983)는 성,사회  

존경,우발  동기,안정감,자아실 을 교직 선택 동기로 제시했다.

여기서 Huberman이 제시한  능동  동기는 선택 주체의 자의성을 의

미하므로 본 연구에서 구분한 입문 동기 유형  자의  입문을 하게 한 

자아실 에 해당하는 동기이고 주변에서 교직 입문을 권유할 때 경제  

안정성을 직업  장 으로 제시한다는 에서 물질  동기와 수동  동

기는 모두 본 연구에서 구분한 타의  입문을 하게 한 차선책  주변의 

권유에 해당한다. 한 한 교육 연합회에서 제시한 동기도 우발  동

기를 제외한 동기 요인은 자의  입문과 련 있고 차선책과 타인의 권

유에 해당하는 우발  동기는 타의  입문과 련 있다.표 의 차이가 

있지만 직업 선택 동기에 한 연구들은 본 연구에서 확인된 교직 입문

동기 유형과 유사하다.

한편 문가 교사에게서 확인되는 필연  입문 유형의 교사는 입문 당

시에는 자발  의사 없이 우연히 교직에 입문 했지만 입문 이후 자신의 

입문을 운명으로 귀인하며 교직 입문을 필연으로 재인식했다.따라서 직

업을 선택할 때 향을  동기 자체는 자의  유형과 차이가 있지만 필

연  입문을 인식한 문가 교사의 문성에 한 인식이나 역  분

야와의 상호작용은 자의  입문 유형과 유사했다.

교사의 개인 내  요소  삶의 목표에 한 인식도 교직에서 만족과 

몰입을 삶의 목표로 추구하는 유형과 교직과는 별개의 개인  삶에서 만

족을 추구하는 유형으로 구분 다.교직을 지향하는 유형은 자신을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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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

동기

삶의

지향

자의  교직 입문 필연  교직 입문 타의  교직 입문

비교사
문가 

교사
비교사

문가 

교사
비교사

문가 

교사

교직 지향

Ⅰ(교직몰입형) Ⅱ( 계몰입형)

한유진

김재은

배은지

정 성

이희림 

이희림

최지

이민경

차수진

김민경

남희경

윤다

배주은

박정

이동훈

남미정

성혜원

정경진

고동진

개인 지향

Ⅲ(자기몰입형)

박휘성

차 진
성윤화

로 인식하고 교직 수행에서의 만족과 몰입을 삶의 목표로 추구했다.이

에 비해 자신의 삶을 지향하는 유형은 자신을 교사 그 자체보다는 교사

라는 직업을 갖는 직업인으로 인식하고 교직과는 별개의 개인  삶에서 

만족과 몰입을 추구했다.

면담 참여자 분석에 의하면 교직 입문 동기와 추구하는 삶의 목표에 

따라 교사 개인이 역  분야와 상호작용하는 유형이 달랐고 이에 따

라 이들이 지향하고 실행하는 문성도 달랐다.연구 상자의 사례를 

고려하여 교사가 지향하고 실행하는 교사 문성 유형을 범주화하면 

<표 Ⅳ-2>와 같이 교직몰입형, 계몰입형,자아몰입형의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Ⅳ-2> 등교사의 문성에 한 지향 유형

Ⅰ유형은 자의 으로 교직에 입문하거나 자의 으로 입문하지 않았더

라도 교직 입문에 타당성과 필연성을 부여하여 교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교직 수행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교직몰입형' 문성을 지향했다.교직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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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형 문성을 지향하고 실행하는 교사는 문성을 역  분야와 극

인 상호작용을 통해 역의 기 을 인식하고 획득하며 분야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문성을 계발하고 신장했다.

Ⅱ유형은 주변의 권유나 차선책으로 교직에 입문한 후 교  교육과 교

직 수행 경험을 통해 교사로서의 합성을 탐색  검하고 수행과정에

서 경험한 몰입 경험을 토 로 교직 수행에서 만족과 몰입을 지향하게 

된 유형이다.Ⅱ유형의 문성을 지향하는 문가 교사는 역의 수방

식에서 문화  체계보다 사회  체계를 더 요시하며 인간 계의 형성

과 유지를 통해 문성을 획득하는 '계몰입형' 문성을 지향했다.

Ⅲ유형은 교직 입문에 자의 인 의사가 거의 없었던 경우로 차선책으

로 어쩔 수 없이 입문하거나 교직의 직업  장 을 이유로 권유하는 타

의에 의해 교직에 입문했다.이들은 자신을 교사보다는 직업인으로 인식

하고 학교와는 분리된 학교 밖 개인의 삶에서 만족과 몰입을 추구하는 '

자아몰입형' 문성을 지향한다.자아몰입형 문성을 지향하고 실행하

는 교사는 역  분야와의 상호작용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심을 갖

고 몰입하면서 개인  삶의 목표를 추구하기 한 수단으로 교사 문성

을 획득하고 유지했다.

1)교직몰입형 교사 문성

교직몰입형 문성을 지향하는 교사는 자아실 이 동기가 되어 자의

으로 교직을 선택하여 입문하거나 자의 으로 입문하지 않더라도 이후 

자신의 교직 선택에 당 성과 필연성을 부여한 유형으로 교사로서 사명

감과 직업의식을 갖고 교직에 몰입하면서 만족과 몰입을 추구했다.이 

유형에 속하는 교사는 역  분야와의 상호작용에 극 이었다.개인

이 역  분야 모두에 해 심을 갖고 극 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는 에서 이 유형을 추구하는 교사의 문성은 GoodWork 에서 설

명하는 가장 이상 인 교사 문성이다(Gardner,2001).Gardner(2001)에 

의하면 개인과 역  분야의 가치가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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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lignment)가 이루어지고 일치 상황에서 직업인은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기가 향상되어 수행의 문성을 확보하게 된다.따라

서 교사가 역  분야와 극 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역의 기 을 

획득하고 분야의 요구를 수용할 때 그 교사의 수행은 문 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직업인 개인은 더 많은 권리를 확보하려고 하

고 직업인과 련된 사회인 분야는 더 많은 사를 원하기 때문에 개인

과 분야는 균형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실제 상황에서 개인과 

역  분야가 조화를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이 게 볼 때 개

인이 역  분야의 가치를 수용하고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결국 이상

 상태에 한 가정이다(Gardner,2001).교직몰입형 문성을 지향하는 

교사는 역  분야와의 조화를 가정하고 추구하면서 수행을 했다.

교직몰입형 문성을 지향하고 실행하는 교사의 공통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교직몰입형 문성을 지향하고 실행하는 교사는 교사로서의 가

치 과 직업의식이 투철했다.이들은 교직을 요하고 가치있는 직업으

로 인식했기 때문에 자의 으로 교직을 선택했고 입문했다.교직몰입형 

문성을 지향하는 비교사의 경우에도 사명감이 투철한 편으로 자신을 

교사 집단에 이미 소속된 교사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다.확고한 사명

감과 직업의식은 교사로 하여  역의 수와 획득에 극 인 자세를 

갖게 했다.이들은 역의 획득을 통해 교사로서의 문성을 확보하고 

역과 상호작용했다.

교직몰입형 문성을 지향하는 비교사는 교육 학 교육을 역의 지

식  기술의 수과정으로 인식했다.이들은 교육 학 교육을 통해 무

엇을 획득할 것인지,자신의 가치 에 어떤 향을 받는지를 성찰하면서 

역의 수과정에 극 으로 참여했다.이러한 역과의 상호작용은 

교사로서의 가치 을 더욱 확고하게 했고 합한 자질을 탐색하게 했다.

교직몰입형 문성을 지향하고 실행하는 문가 교사 역시 교직 역의 

지식  기술의 획득에 극 이었다.이들은 특히 역 특수 지식의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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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에 심을 갖고 있었다.특정 교과 교육과 련된 지식  기술의 획

득을 하여 학원에 진학하거나 교수 기법에 한 지속 인 장 연구

를 수행했다.

둘째,교직몰입형 문성을 지향하고 실행하는 교사는 교사로서 형성

하게 되는 다양한 인간 계  특히 학생과의 계에 을 맞췄다.이

들은 학생과 인간 인 계를 형성하고 소통  공감하는 것이 자신이 

추구하는 교육에 기여한다고 생각했다.교직몰입형 문성을 지향하는 

비교사는 학생과의 진정한 공감과 소통을 교사로서의 목표로 설정했고 

교직몰입형 문성을 실행하는 문가 교사는 학생과의 계 속에서 몰

입과 소진을 동시에 경험했다. 문가 교사에게 학생과의 계 형성에서 

경험한 강한 몰입은 다시 학생과의 인간  계 형성에 몰두하게 하는 

요인이 다.

한편 교직몰입형 문성을 지향하는 교사는 학부모나 상 책임자,동

료교사와의 계에서는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며 최소한의 필수  수행을 

시도했다.학생과의 계에 해 정 인 자세로 최 한의 수행을 하는 

것과는 조 으로 학부모와의 계에 해서는 부정  정서를 느끼는 

편으로 문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의 한 수 을 탐색했

다.이러한 처는 분야와 한 계를 형성하는 것이 교사 문성의 

계발과 신장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이상과 같이 교직몰입형 문성을 지향하는 교사가 확고한 사명감과 

투철한 직업의식을 갖고 학생과의 소통과 계 형성을 요하게 인식하

는 것은 학생으로서 만났던 교사에 한 정  경험이 향을 미쳤기 

때문이었다.이들은 교사와의 정  계 형성 경험을 토 로 교사라는 

직업에 심을 갖게 되었고 자의 으로 교직을 선택하게 된 경우가 많았

다.교사라는 직업이 가치 있고 요한 일을 한다는 인식은 교사로서의 

가치 과 직업의식에 향을 미쳤고 교사로서도 학생과 긴 한 계를 

형성했다.

<90>

는 그 선생님이 기억에 남았던 게 청소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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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랑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하셨어요.성 뿐만 아니라 그냥 집 얘기

나 그런데 그 게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어서 도 그 선생님처럼

애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상담도 많이 하는 그래서 좋은 계를

형성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P2배은지 :47)

<91>

그러다가 여자 선생님을 딱 한번 만났는데 그 선생님은 수업을 막

뛰어나게 잘 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컴퓨터로 주로 수업을 하셨는데

신 애들 한 명 한 명하고 계를 잘 하셨던 거 같아요.일기장에

충 써 주신 게 아니라 코멘트도 두세 씩 꼭 써 주시고 하은이는

이러이러한 면을 보면 이러이러한 이 좋아 항상 나를 찰하셨구

나 이런 걸 느 을 때 행복했거든요.( 략)그래서 그 선생님 모습

을 떠올리면서 아 게 애들이랑 토닥토닥 지내는 것도 재미있겠

구나 그런 생각 했어요.(P3한유진 :91,109편집)

비교사 배은지와 한유진은 학창시 에 모두 교사와 정 인 계

를 형성했던 경험이 있다.이들의 경험은 교사와 교직에 해 특별한 

심을 갖게 했고 학생과의 소통을 요하게 인식하게 했다.물론 이들

이 학생으로 만났던 모든 교사와 정 인 계를 형성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부정 인 계 경험도 있었을 수 있다.그러나 이들에게 교사와

의 정  계 형성 경험은 인상 인 기억으로 남았고 교사로서의 삶

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셋째,교직몰입형 문성을 실행하는 문가 교사는 시행착오 과정에

서 반성  성찰을 통해 자신의 문성을 신장했다.1년을 주기로 반복되

는 교직 수행 경험이 등교사의 문성 신장에 유리한 장치일 수 있음

을 인식하고 수행 경험을 시행착오와 반성  성찰의 기회로 삼았다.이

러한 과정을 통해 문가 교사의 교직 련 지식  기술은 더욱 정교해

지고 향상될 수 있었다.특히 문가 교사의 반성  성찰은 자신의 교직 

수행 경험을 의미있게 해석하여 실천  지식으로 환하게 했고 교사 

문성에 토 가 되도록 했다.

이 게 볼 때 교직몰입형 문성을 지향하고 실행하는 교사의 문성 

형성과 계발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생으로 경험한 교사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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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학생과 형성한 계에서 경험한 강한 몰입,반성  성찰의 향이

다.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이들은 역  분야 모두를 고려하며 상호작

용하여 이상 인 교사 문성을 형성하고 신장했다.교직몰입형 문성

을 지향하고 실행하는 교사의 문성을 GoodWork모형을 기반으로 나

타내면 [그림 Ⅳ-6]과 같다.

[그림 Ⅳ-6]교직몰입형 교사 문성

교직몰입형 문성을 지향하고 실행하는 교사는 자의 으로 교육 학

에 진학하거나 교직에 입문하고 교직에서 얻는 만족과 즐거움을 삶의 목

표로 설정했다.자신이 학생으로서 교사와 형성했던 좋은 계를 쉽게 

회상하여 교사상을 설정했고 역  분야와 극 으로 상호작용했다.

역의 지식  기술을 극 인 태도로 수받고 시행착오 경험을 반성

으로 성찰함으로써 역의 기 을 획득했다.분야의 요구를 수용하여 

교직을 수행하며 특히 학생과 소통하고 좋은 계를 형성하는 것을 요

시했다.교직몰입형 문성을 지향하고 실행하는 교사는 학생과의 좋은 

계를 통해 몰입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교사의 몰입은 교직 수행을 

유지하고 지향하게 하는 동력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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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몰입형 교사 문성

계몰입형 교사 문성을 지향하고 실행하는 교사는 직업  장 을 

제시하는 주변의 권유로 교직에 입문하거나 다른 선택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차선책으로 교직에 입문한 경우이지만 교직 수행에서의 

만족과 몰입을 삶의 목표로 설정한 유형이다. 계몰입형 문성을 지향

하는 교사의 경우 입문 동기는 자의 이지는 않지만 교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교직 지향  목표를 설정했다.교직에 타의 으로 입문했고 교사로

서의 사명감이나 직업의식이 확고하지 않았던 이들이 자신을 교사로 인

식하고 교직 수행에서의 만족과 몰입을 지향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동

료와의 계 형성과 소통의 향 때문이었다. 계몰입형 문성을 지향

하고 실행하는 교사는 인간친화 이며 동료와의 인간 계  소통을 

요하게 인식했고 동료 계를 통해 교사 문성을 신장하고 발달시켰다.

계몰입형 문성을 지향하고 실행하는 교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몰입형 문성을 지향하는 비교사는 교직몰입형 교사와의 

계 형성과 소통 경험을 통해 가치 과 직업의식을 형성했다. 계몰입

형 문성을 지향하는 비교사는 교 교육을 이수하면서 교직몰입형 

문성을 지향하는 비교사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가치 과 직업의식을 

찰하고 모방하면서 교사로서 합한 가치 을 형성했다.

<92>

그런데 교 와서 실습도 나가고 진짜 선생님이 꿈이었던 친구들과

지내면서 생각이 약간 변했던 거 등학교 선생님만큼 정말 단한

직업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 략)(P1성혜원 :45)

성혜원은 교사와 교직에 한 심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차선책으로 

교 에 진학한 경우로 교육 학에서 만난 교직몰입형 문성을 지향하는 

비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교사로서의 가치 과 직업의식을 확립했다.

이러한 변화는 성혜원으로 하여  교사로서의 자질을 탐색하게 했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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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에서 경험하는 몰입과 만족을 추구하게 하며 교직과 교사의 문성에 

심을 갖도록 했다.

한 <92>를 통해 알 수 있는 박정 의 사례처럼 계몰입형 문성

을 지향하는 비교사는 인간친화 이며 동료와의 계 형성에 극 이

었다. 계몰입형 문성을 지향하는 비교사에게 교직의 동료 계는 

교직 지향의 원인이 다.그녀는 가족의 권유에 의해 교직에 입문했고 

교직에 한 심을 갖지 않았다가 교육실습을 통해 교사 집단의 동료 

계를 찰하고 이에 해 정  인식을 갖게 되면서 삶의 심을 학

교 안의 교직 수행으로 환했고 확장했다.즉 계몰입형 문성을 지

향하고 실행하는 교사에게 교사가 형성한 계는 교직 수행을 지향하게 

하는 동기가 되기도 했다.

<93>

그 에서 제일 컸던 거는 교사들끼리 유 감이 보 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도 런 조직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강했던

거 같아요. 교사들끼리 친목 활동이 재미있는 거 많을 거 같아

요.실습 나가서 보니까 오후에 교사끼리 회의도 하고 그러더라고

요.그런 모습이 는 되게 좋아 보 고 학교에서는 동료 교사이기

도 하지만 같은 아 마도 될 수 있으니까 자식 얘기나 고민도 같이

나 고 교사들이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배드민턴도 치거나 하

는 학교 내 교사 동아리 활동도 있더라고요.그런 교사들의 활동도

는 무 재미있을 거 같아요.(P6박정 :83)

 

둘째, 계몰입형 문성을 지향하고 실행하는 교사는 교사에 한 부

정  경험과 기억이 많고 이러한 기억은 반면교사가 다.교사와의 

계 형성과 소통 경험에서 정  경험 주의 기억이 많았기 때문에 교

직몰입형 문성을 지향하고 실행했던 교사와는 조 으로 계몰입형 

문성을 지향하고 실행하는 교사는 바람직하지 못한 교사에 한 기억

이나 부정  정서를 동반하는 기억을 더 많이 갖고 있다. 계를 요시

하는 이들에게 교사와의 부정  계는 지속 으로 기억되는 인상 인 

경험이었다(이정모 외,2003).이로 인해 이들은 '어도 런 교사는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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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야겠다.'는 목표나 '최소한 런 교사는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

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교직몰입형 문성을 지향하고 실행하는 교사는 학생으로 교사와 형성

했던 다양한 계  정  경험을 더 인상 으로 기억했고 이러한 경

험은 교직 입문과 교사로서의 가치  확립과 목표 설정에도 향을 미쳤

다.이에 비해 계몰입형 문성을 지향하고 실행하는 교사는 교사와의 

다양한 계  부정  경험을 기억했고 이러한 경험이 자의  교직 입

문의 방해 요인이 되며 교직 입문 후에는 교사로서의 목표 설정이나 가

치 에는 반면교사로 작용했다.이 게 볼 때 교사에게 학생 시기에 형

성했던 교사와의 계는 어떤 방식으로든 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셋째, 계몰입형 문성을 지향하고 실행하는 교사는 역의 수 방

식에 있어서 동료나 선배 교사를 역할 모델로 설정하고 찰하며 모방하

는 방식을 선호했다. 계몰입형 문성을 지향하고 실행하는 교사가 

역의 획득을 목 으로 의도 으로 동료나 선배와 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었다.이들은 인간친화  성향을 갖는 경우가 많아서 동료와의 소통

을 잘 하고 자연스럽게 친 한 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역

의 획득과 확장이 이루어졌다. 계몰입형 문성을 지향하는 비교사

는 역할 모델이 될 만한 선배 교사를 무조건 따라하는 모방을 통해 역

의 지식  기술을 획득했다.교사로서의 가치 과 사명감이 없거나 부

족했던 이들에게 역할 모델의 발견은 가치  변화에도 향을 미치며 

상에 한 직 인 모방 동기를 유발했다.

계몰입형 문성을 실행하는 문가 교사도 계 형성을 기반으로 

역을 획득하고 확장했다. 계몰입형 문성을 실행하는 문가 교사

인 고동진과 정경진은 모두 등 교과 연구회에 소속되어 있고 교과 연

구회 활동을 통해 동료  선배와 계를 형성하고 역에 한 문성

을 확보했다.이들에게 교과 연구회라는 공동체는 역에 한 지식  

기술을 공유하고 확장하는 기반이 다.교사 공동체는 동료 간의 력

계에 의해 모임이 형성되고 토론,논의,정보의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지식을 획득하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학습 공동체이다(이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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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이러한 교사 공동체는 교사의 문성 발달에 매우 한 방식이

다(Little,2003).

[그림 Ⅳ-7] 계몰입형 교사 문성

이 게 볼 때 계몰입형 문성을 지향하고 실행하는 교사는 계를 

기반으로 문성을 획득하고 향상시켰다.이들은 인간친화 이어서 동료

교사와의 계 형성과 소통을 통해 교사로서의 가치 과 직업의식을 확

립했고 교사 공동체를 통해 역의 지식  기술을 획득하고 확장했다.

한 이들에게는 학생으로 교사와 형성했던 부정  계가 반면교사로서 

향을 주는 요인이 다.이와 같은 계에 한 몰입은 문화  체계인 

역보다 사회  체계인 분야에 더 을 맞추는 문성을 갖게 했다.

이들이 역에 심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친화 인 특성상 

역보다는 분야에 더 심을 갖게 고 계에 기반한 교직수행을 더욱 

선호했다.이와 같이 계몰입형 문성을 지향하고 실행하는 교사의 

문성을 GoodWork모형을 기반으로 나타내면 [그림 Ⅳ-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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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기몰입형 교사 문성

자기몰입형 문성을 지향하고 실행하는 교사는 주변의 권유와 차선책

으로 교직에 입문한 경우로 개인 지향  삶의 목표를 설정했다.이들은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교직을 수행하지만 교사보다 직업인으로서의 

개인을 더 요하게 인식하고 학교 안에서의 교직 수행보다 학교 밖에서 

개인의 삶에서 만족과 몰입을 추구했다.자기몰입형 교사 문성을 지향

하고 실행하는 교사는 학교 밖의 삶을 보장하는 수 에서 학교 안으로 

범 를 한정하여 자신의 문성을 발휘하며 개인 지향  목표는 주어진 

업무를 한 문성을 형성하고 유지하게 했다.

계몰입형 문성을 지향하고 실행하는 교사는 '학교 안 교사로서의 

자신'과 '학교 밖 개인으로서의 자신'을 분리하고 학교 안에서는 교사에

게 요구되는 문성을 발휘했고 학교 밖에서는 개인의 삶에 몰입했다.

그러나 이들은 개인 지향  삶의 목표와 교사로서의 문성  한 가지

를 택일하지 않았고 학교 안의 삶과 학교 밖의 삶 에서 학교 밖의 자

기 지향  삶에 몰입했다.

자기몰입형 문성을 지향하는 비교사는 학교 안 교사보다 학교 밖 

교사의 역할에 더 심을 갖고 있다.이들은 타의에 의해 교직에 입문했

고 교육 학 교육 과정에서 교사로서의 자질과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교

사 자체보다는 개인  삶과 역할에 더 심을 갖고 있었다.

<94>

는 교사만 하지는 않고 학원 가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많이 하

고 싶어요. 장교사로서의 경험이 요하니까 교사를 하긴 할 거

같은데 교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 같아요.( 략)제가 생각했

던 등학교 교사는 그냥 자기 반만 가르치고 제 시간 되면 퇴근하

고 같이 월 받는 그런 교사거든요.그런 게 되게 싫었어요.돈

을 많이 받는다는 거 보다 내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우를

받지 못한다는 게 싫거든요.(P6차 진 :95,175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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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사 차 진은 교직 지향  목표를 갖는 것을 '교사에 머물러 있

다'고 표 했다.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학교를 포함한 그 이상의 범 에

서 발휘하고 그에 따르는 한 보상을 얻기를 원했다.그녀는 교직 지

향을 능력의 제한으로 인식했고 학교 밖에서 자신의 삶의 목표를 탐색했

다.삶의 목표를 학교 밖에서 탐색하고 설정하게 되면 교사는 교직 수행

에서 부딪치는 난 을 극복하기보다는 회피하고 이직이나 직을 쉽게 

고려했다.박휘성은 자기몰입형 문성을 지향하는 비교사로서 교직 

수행 과정에서 난 을 경험하게 된다면 휴직을 하겠다고 단정 으로 진

술했다(<17>).학교 밖에서 삶의 목표를 설정한 박휘성에게 학교 안의 

난  극복은 불필요한 소모 다.

그러나 자기몰입형 문성을 지향하는 교사가 삶의 목표를 학교 밖의 

삶에서 탐색하고 설정했다고 해서 학교 안의 교사로서 삶에 비 을 두지 

않거나 경시하는 것은 아니었다.이들은 개인의 삶의 목표를 추구하기 

해 교사로서의 문성을 확보하고 계발했다.자기몰입형 문성을 실

행하는 문가 교사인 성윤화는 학교 안과 밖의 삶을 확실하게 분리했

다.그녀는 학교 안에서 교사 문성을 발휘하며 최선을 다해 교직을 수

행하고 학교에서 나가는 순간 학교 안에서의 일은 잊으려고 노력한다고 

진술했다.

<95>

는 자기개발을 좀 열심히 하는 편인데 매해 좀 다른 걸 배워요.

스면 스,기타면 기타,어학이면 어학 이런 식으로 쉬지 않고

배우고 있어요.그런 게 다 장에까지 100% 오지는 않아요.여행

도 좀 다니기는 하는데 그런 것도 쉬지 않고 다양한 경험이라는 측

면에서는 좀 도움이 되는 것도 같아요.( 략)우선 이런 것들이

시작은 나의 즐거움을 해서 하는 게 더 비 이 큰 것 같아요.아

이들한테도 향을 미치겠지만 우선 내가 하고 싶은 걸해서 내 욕

구가 채워져야 다른 것에도 심을 갖지 않을까 해서요.(P7성윤

화 :75~81)

학교 밖 성윤화는 다양한 역의 자기개발을 시도하지만 이러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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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의 만족과 즐거움을 한 활동으로 학교 안의 문성 신장을 

한 수단은 아니었다.물론 학교 밖 성윤화의 활동이 학교 안 문성에 

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그녀는 교사 문성을 목 으로 자기개발에 몰

입하지 않았다.그녀는 개인  삶의 만족을 교사 문성과 련짓지 않

았고 교사로서의 자신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성윤화가 얻는 만족과 즐거

움으로 여겼다.그러나 이러한 삶의 만족감은 교사로서의 삶에도 활력과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그림 Ⅳ-8]자기몰입형 교사 문성

자기몰입형 문성을 지향하고 실행하는 교사는 시간  여유나 안정성

과 같은 직업  장 을 활용하여 개인  만족을 추구했다.학교 밖 개인

 삶에서의 만족은 학교 안 교사 문성 확보  유지의 동력이 다.

이들은 교직 련 역  분야에 극 으로 심을 갖지 않았다.교사

로서 요구되는 역의 기 을 수 받고 획득했지만 교직몰입형 교사처

럼 극 이지 않았고 교직 수행과정에서 교직 분야와 계를 형성하고 

소통을 하지만 계몰입형 교사처럼 많은 향을 주고받지 않았다.이들

은 역  분야와 상호작용했지만 다른 두 유형과는 달리 자기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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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

유형
교직몰입형 계몰입형 자기몰입형

개인

요소

․자아실  동기에 의  

한 자의  입문

․교직 지향 목표의 설  

정

․차선책과 권유에 의  

한 타의  입문

․교직 지향 목표의 설  

정

․차선책과 권유에 의  

한 타의  입문

․개인 지향 목표의 설  

정 

교사

특성

․교사로사 가치 과   

직업의식이 투철하다

․ 역의 획득에 극  

이다

․반성 으로 성찰한다

(자아성찰 이다)

․ 역특수 지식에   

심을 갖고 상  학   

를 취득하고 장 연  

구에 참여한다

․학생과의 계형성과  

소통을 요시하며   

몰입과 소진을 경험  

한다

․인간친화 이다

․입문 후 소통 경험을  

통해 가치 이 변한  

다

․동료나 선배를 역할  

모델로 설정하고 모  

방한다

․ 찰과 모방을 통한  

역의 획득을 선호  

한다

․교사 학습 공동체인  

교과 연구회에 소속  

되어 있다

․교사와 직업인의 역  

할을 분리한다

․학교 안과 밖의 삶을  

분리한다

․교직 수행의 난 을  

회피하려고 한다

․자기개발에 매진한다

․시간  여유나 안정  

성과 같은 직업  장  

을 활용한다

련

변인

․교사에 한 정   

기억

․몰입 경험

․교사에 한 부정   

기억

․동료와의 소통 경험

․개인  삶의 만족 경  

험

․직업  장 의 활용  

경험

게 더욱 집 했다.이들이 지향하고 실행하는 교사 문성은 [그림 Ⅳ-8]

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지 까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등교사가 지향하고 실행하는 문성

의 유형은 교직몰입형, 계몰입형,자기몰입형의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유형의 교사가 갖는 개인  요소,특성, 문성과 련된 요인을 

정리하면 <표 Ⅳ-3>과 같다.

<표 Ⅳ-3> 등교사 문성 유형별 특성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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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몰입형 문성을 지향하고 실행하는 교사의 특성이 GoodWork

에서 가장 이상 이며 문성 수행을 한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계몰입형 문성을 지향하고 실행하는 교사나 자기몰입형 문성을 지

향하고 실행하는 교사의 문성이 수 이나 단계가 낮은 교사 문성은 

아니다. 등교사가 지향하고 실행하는 교사 문성의 세 유형 구분은 

수 이나 단계에 의한 구분이 아니라 각기 다른 유형이기 때문이다.교

사가 지향하고 실행하는 세 유형의 문성은 교사 개인 내  요소와 외

 요소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각기 다른 문성으로,교사는 

자신이 지향하는 문성을 획득하고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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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1.요약  결론

이 연구는 문성에 한 새로운 인 GoodWork연구를 기반으로 

교사 문성의 구성요소와 속성에 한 등교사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교사 문성에 한 인식의 틀을 확장하고 등교사의 문  수행에 

한 인식과 경험을 탐색하기 해 수행되었다.기존 문성의 논의에서 

교사 문성은 교사 개인의 자질이나 특성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유아교

사나 등교사와 구분되는 등교사만의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

다.그러나 문성을 직업인 개인과 문화  체계인 역,사회  체계인 

분야와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는 GoodWork 에 의하면 등교사의 

문성은 교사 개인과 교직 역,교직과 련된 분야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등교사의 문성에 한 새로운 

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교사 문성에 한 등교

사의 인식을 확인했다.교사 문성에 한 선행연구와 GoodWork연구

를 토 로 연구의 이론  기반을 세우고 우리나라 등교사가 인식하는 

교사 문성에 한 연구를 실시했다.특히 비교사와 문가 교사로 

참여자 집단을 구분하여 교사 문성에 한 인식과 수행의 형성과 발달 

과정도 확인했다.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서울,경기 지역의 비교사 11명과 

문가 교사 11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고 2011년 12월부터 면담을 실시

했다.연구 참여자  비교사는 교육 학교에 재학 인 학생을 

상으로 수행 경험이 인식에 향을  수 있다는 을 고려하여 교육실

습 경험이 있고 졸업 후 등교사 임용을 원하는 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했다. 문가 교사는 교직경력,수상경력,동료의 추천을 거로 설

정하고 합한 사례의 교사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했다. 거를 설정하고 

문가 교사를 참여자로 선정한 것은 거에 해당하지 않는 교사는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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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에 한 심이 부족하고 련된 경험을 회상하고 제시하는데 용

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에게 제시되는 면담 질문은 GoodWork면담과 딜 마 사

례 제시  면담의 두 종류로 GoodWork면담 질문은 기존 연구에서 사

용한 질문을 번역하고 두 차례의 비검사를 실시하여 문항을 추출하고 

수정하여 활용했다. 한 교직 수행은 딜 마의 연속이라는 과 딜 마 

상황에서의 입장 선택과 단의 근거를 통해 수행의 유형을 규정할 수 

있다는 을 기반으로 딜 마 면담 문항을 제작했다.문항의 딜 마 사

례는 Good Work에 한 안목을 고양하기 해 제작된 GoodWork

Toolkit에 수록된 딜 마  교사의 사례와 교직 상황에서 직면할 수 있

는 딜 마 상황을 선택하여 번역,수정하고 비검사를 실시하여 세 개

의 딜 마를 최종 선정하여 제시하고 련 질문을 추가했다.

면담 자료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등교사는 개인에 따라 다른 유형의 교사 문성을 지향하고 

추구함을 확인했다. 등교사는 교육 학교에서 유사한 교육과정의 직

교육을 경험하고 시․도별로 동일한 기 에 의해 선발되어 교직에 임용

된다.유사한 교육과 동일한 선발 과정은 등교사에게 일정 수 의 

문성을 보장한다.그러나 등교사가 지향하고 실행하는 문성은 동일

하지 않다.교사에 따라 지향하고 실행하는 문성의 유형은 달랐다.

교직에 몰입하는 유형의 등교사는 역  분야와 극 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문성을 신장했다.개인이 역  분야를 고려하면서 상호

작용한다는 에서 GoodWork모형이 제안하는 가장 이상 인 문성 

유형이다.교직에 몰입하는 유형의 교사는 자의 으로 교직에 입문하거

나 입문한 후 필연성을 부여하며 교직 수행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지향했다.이들은 극 으로 역의 지식  기술을 획득하고 학생과의 

계를 요하게 생각했다.

인간 계에 몰입하는 문가 교사는 분야와의 소통을 요시하고 역

의 지식  기술도 인간 계를 통해 획득했다. 계에 몰입하는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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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의에 의해 교직에 입문한 경우가 많았다.입문은 자의 이지 않았지만 

동료와의 소통 경험을 통해 교사로서의 가치 에 향을 받고 개인  삶

보다는 교직을 지향하는 삶의 목표를 설정했다.이들은 역할 모델을 모

방하거나 교사 공동체에서의 소통을 통해 역을 획득했다.

자신에게 몰입하는 문가 교사는 역이나 분야보다 자기 자신에게 

을 맞췄다.자아에 몰입하는 유형은 직업  장 을 제시하는 권유에 

의해 교직에 타의 으로 입문했고 개인  삶의 만족을 추구했다.이들에

게 교직은 개인지향 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교사

로서 문성은 필요했다.이들은 교직의 직업  특성인 안정성과 시간  

여유를 극 으로 활용하여 개인  만족을 추구했다.

이와 같이 등교사가 지향하고 실행하는 문성의 세 유형은 등교

사의 문성이 수 이나 단계보다는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의미한

다.유사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동일한 기 에 의해 선발되기 때문에 

외형 으로 교사의 문성은 유사해 보이지만 개인 내  요소에 따라 교

사가 지향하고 실행하는 문성은 교직몰입, 계몰입,자아몰입의 유형

으로 구분할 수 있다.세 유형  교직몰입형 문성을 지향하고 실행하

는 교사의 문성이 GoodWork 에서는 가장 이상 인 문성 유형

이지만 계몰입형,자아몰입형 문성을 지향하고 실행하는 교사도 수

행에서는 교직몰입형 교사와 마찬가지로 문성을 발휘한다.

둘째,이와 같이 등교사가 지향하고 실행하는 문성은 문성을 갖

춘 개인인 교사가 문직인 교직의 역  분야와 상호작용한 결과임을 

확인했다. 문직업인인 교사는 문직인 교직 역의 기 을 획득하고 

분야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교직을 수행했다. 비교사의 경우 수행에서 

역의 기   분야의 요구를 고려하지 못하고 개인의 주  경험이나 

신념에 근거하여 입장을 선택하고 단하기도 했다.이에 비해 문가 

교사는 역의 기 과 분야의 요구를 반 하여 자신의 직업  사명을 인

식하고 그에 근거하여 단하며 수행했다.

교사가 교직 역의 기   분야의 요구를 고려하지 못하고 개인의 

기 을 근거로 수행할 때 교사의 수행은 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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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교사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기보다 역  분야와 조율하여 학생

에게 교육 인 조치를 제공했다.교사가 역  분야를 고려하며 상호

작용할 때 교사의 수행은 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이와 같이 교사는 

교직 역  분야와 상호작용하면서 교직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문성

을 형성하고 발달시켰다.

셋째, 등교사의 교사 문성은 비교사 시기부터 토 가 형성되고 

교직 수행 경험을 통해 확장되고 발달됨을 확인했다. 등교사는 교사 

문성의 구성요소에 해 비교사 시기에 인식을 시작했고 교직 수행

을 경험하면서 형성된 인식을 확장하고 발달시켰다. 비교사는 아직 교

사로 임용되지 않았고 교직 수행 경험도 제한 이지만 자신을 교사로 인

식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인식은 문성을 획득하고 자신을 문가 교사

로 인식하는데 토 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등교사의 '교사로서의 자신'에 한 인식을 교직 입문

의 동기,교사로서의 자질에 한 탐색,추구하는 교사상과 삶의 목표의 

설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등교사는 자아실 이 동기가 되어 자

의 으로 입문하거나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나 주변의 권유에 의해 타의

으로 입문했다.그런데 자의  의사 없이 입문했더라도 교직수행에서 

몰입을 경험하고 만족을 느끼면서 자신의 입문에 필연성을 부여했다.자

신의 입문을 운명으로 귀인하고 정당화하고 타당성을 확보하여 심리  

부담을 이고 문  수행에 매진했다.

비교사는 주로 인성 자질에 을 맞춰 교사로서의 자질을 탐색하

고 문가 교사는 능력 자질을 추가했다. 비교사는 인성 자질이 학생

의 계 형성과 련이 있기 때문에 교사에게 필수 으로 요구되는 자질

이라고 생각했다.그러나 수행을 통해 문가 교사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인성 자질뿐만 아니라 시행착오 경험을 반성 으로 성찰하는 자

세와 특정 교과에 한 깊이 있는 능력도 요구됨을 새롭게 인식했다.

비교사는 추상 이고 이상 인 교사상을 설정했고 문가 교사는 설

정한 교사상에 도달하는데 요구되는 구체 ,제한  원리와 목표를 추가

했다. 비교사는 자신이 학생으로 만났던 교사에 한 정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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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과 교육실습에서 만난 장교사의 모습을 기반으로 이상 인 교사상

을 설정했다.그러나 그러한 교사상을 실 하기 해서는 구체 이고 세

부 인 원리와 목표가 수반되어야 했다. 문가 교사는 교직 수행을 통

해 이상 인 목표를 수정했고 실패 경험으로 인해 소극 인 자세를 갖게 

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등교사는 한 교사상을 설정했고 실 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했다.

비교사는 교직 수행에서 추구하는 만족을 삶의 목표로 설정하기도 

했고 교직과는 별개의 개인  삶에서 만족을 추구하기도 했다.이러한 

태도는 문가 교사가 되어서도 유지 다.다만 개인의 삶을 지향하는 

비교사는 난 을 회피하고 교사의 삶과 개인의 삶  한 가지를 선택

했지만 문가 교사는 난 을 극복하고 교직을 유지했다. 문가 교사는 

교직과 개인의 삶을 분리하고 교직을 개인의 삶을 추구하는 목표를 한 

수단으로 인식했다. 문가 교사는 교사로서의 삶과 개인  삶 모두를 

요시했다.

한편 등교사는 비교사 시기부터 교직의 지식  기술을 획득하기 

시작하여 교직 수행을 통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을 확장했다.교직의 

지식  기술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비교사는 가르치는 방법을 획득하

기를 원했고 자신이 설정한 교사상에 가까운 장 교사를 찰하고 모방

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비교사는 가르쳐야 할 내용 심의 교육 학 

교육 경험에 불만족했지만 그러한 교육 경험은 교사에게 차  지식의 

형태로 기억되고 이후 문가 교사가 되어서는 그 기억을 회상하여 수행

에 활용했다. 한 문가 교사는 시행착오를 경험하며 학생과 함께 성

장하면서 역의 기 을 심화했다.

등교사는 직업인으로 속한 교직사회,즉 분야에 해서도 비교사 

시기에 인식을 형성하고 그러한 인식은 교직 수행을 통해 심화 다.동

료나 유 기  계자에 해 책망하며 경계했던 비교사의 인식은 

장에서의 계 형성 경험을 통해 더욱 심화 고 학부모에 해 가진 

비교사의 막연한 감은 패배의식으로 변화했다. 문가 교사는 

감을 숨기고 학부모를 학생 교육의 동반자가 아니라 민원 상자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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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교직에 한 사회의 냉소에 해 비교사는 자기 합리화의 방안

을 찾아 처했고 문가 교사는 자기 방어 기제를 더욱 강화했다.

이와 같은 비교사와 문가 교사의 인식을 살펴볼 때 등교사의 

문성은 임용 후 획득되기보다는 비교사 시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등교사는 직  교육인 교육 학 시기에 교사로서의 자신

을 탐색하고 검하며 자신에 한 인식을 형성했고 역의 기 을 획득

하는 경험을 시작했고 분야와 간 인 계를 형성하면서 교사 문성

의 토 를 구성했다.요컨  교사 문성은 비교사 시기에 이미 기틀

이 마련되고 교직 수행 경험을 통해 신장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교사의 개인 내  요소인 교사의 교직 입문 동기와 교사가 설정

한 삶의 목표에 한 인식이 교사가 지향하고 실행하는 문성의 유형을 

결정함을 확인했다. 비교사는 자아실 이 동기가 되어 자의 으로 교

육 학을 선택하여 진학하거나 차선책과 주변의 권유로 타의에 의해 진

학했다. 문가 교사도 자의 으로 는 타의에 의해 입문했다.그런데 

자의 으로 입문하지 않은 문가 교사는 교직 경험을 통해 몰입과 만족

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입문 동기를 운명으로 귀인하며 교직 입문의 

당 성을 부여했다. 한 등교사는 교직에서 삶의 목표를 추구하기도 

하고 교직과 별개의 삶에서 만족을 추구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교사의 개인 내  요소는 역의 기 을 획득하는 태도와 

선호하는 수 방식에 향을 미치고 분야와의 계 형성에도 향을 미

친다.자의 으로 교직에 입문하여 교직에 몰입하는 교사는 역의 기  

획득에 극 이며 분야의 요구를 수용한다.그러나 타의에 의해 입문하

고 개인의 삶의 지향하는 교사는 교직을 개인  삶의 목표를 한 수단

으로 인식했다.

다섯째,교사가 경험하는 동료와의 소통과 교직에서의 몰입은 교사 

문성의 주요 요인임을 확인했다.타의에 의해 진학한 비교사는 자의

으로 진학한 동료와 소통하면서 사명감을 갖고 교사로서 가치 을 확립

했다. 문가 교사는 동료교사와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소

통하면서 지식  기술을 획득했다. 한 동료와의 정서  소통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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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와 격려를 얻었다.동료와의 소통은 개인과 역,개인과 분야의 상

호작용을 진하며 교사가 문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비교사는 교생실습에서 수업과 학생과의 계 형성을 통해 몰입을 

경험했다. 비교사가 경험한 몰입은 매우 강력한 것이어서 이들은 그와 

유사한 몰입을 다시 경험하기 해 교직을 지향하는 삶의 목표를 설정했

다. 문가 교사는 학생과 소통하면서 몰입과 소진을 동시에 경험했다.

문가 교사는 다시 몰입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소진을 극복했다. 문가 

교사에게 몰입은 소진에도 불구하고 지속 으로 수행을 추구할 정도의 

보상을 제공했다.그와 동시에 몰입은 유능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게 하고 

난 을 극복하고 교직을 지속 으로 수행하게 하는 동력이 다.

등교사의 문성은 교사 개인의 자질이기보다는 교사가 속한 교직 

역,교직 사회라는 분야와 하게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다.교사는 교

직에 입문한 동기와 설정한 삶의 목표에 따라 다른 유형의 문성을 형

성하고 역  분야와 한 계를 형성하면서 교직을 수행했다.교

사가 경험한 동료와의 계와 몰입이 문성의 련 요인이라는 은 교

직 수행과정에서 소통과 몰입을 통해 교사의 문성은 신장하고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제언

본 연구 결과에 기 하여 후속연구에 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등교사 문성을 이해하기 해서는 문직업인인 교사와 교

사가 속한 문직인 교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이를 해서는 교직 

역  분야의 개념과 속성,교사와 교직의 상호작용에 한 다양한 연

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기존의 교사 문성에 한 논의는 주로 교사 개

인에게 을 맞추어 교사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제시하지만 교

사의 문성은 교직과 분리시켜 논의할 수 없다.교사의 문성은 교직

의 문성을 구성하며 교사의 문  수행은 교사가 역을 획득하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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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와 계를 형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역이나 분야를 배제하고 교사 

개인에만 을 맞추어서는 교사의 문성을 온 히 확인할 수 없다.

이것은 교사 문성이 교사가 속한 문화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따라서 우리나라 등교사의 문성은 우리나라의 

학교 문화와 교직 사회를 기반으로 근해야 한다.

그러나 교직 역과 교직 사회인 분야에 한 개념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교사 개인과 역  분야의 계와 상호작용 방식에 한 이해가 

부족한 편이다.본 연구에서도 GoodWork연구의 논의를 기반으로 역

을 직업에서 수되는 상징체계인 지식과 기술로,분야를 역과 련된 

사람들인 사회로 가정하고 연구를 수행했지만 GoodWork연구에서 직업 

역과 분야에 한 보편  개념 규정과 그에 한 논의는 부족한 편이

다. 한 직업인 개인이 역의 기   분야의 요구를 어떻게 획득하고 

수용하는지에 한 실증 인 연구도 부족하다.따라서 교사의 문성을 

교직과 련하여 논의하기 해서는 교직 역과 분야에 한 개념  규

정과 다양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교사가 교직 역  분야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한 이해는 

양  근보다는 질  연구 방법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본 연구의 

참여자는 비교사 11명과 문가 교사 11명으로 제한된 사례에 불과하

며 주로 면담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했다.그러나 교사의 문  수행

은 실제 교실 상황에서의 참여 찰도 수반되어야 하고 다양한 교사의 사

례를 구체 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등교사 사례에 해 면담을 비롯한 여러 질  연구 방법을 용하여 

문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등교사의 문성을 규명하기 해서는 등교사를 문성 형

성과 발달의 주체로 인식하고 교사 문성을 논의해야 한다.기존의 

문성 연구에서는 교사를 문성을 갖추어야 하는 상으로 가정하고 어

떤 능력과 자질을 제시해야 하는지에 심을 갖고 있었다.그러다 보니 

교사 문성은 개인의 능력과 자질로 규정되었다.그러나 교사는 외부에

서 주입하는 문  능력이나 자질을 달받으며 문성을 획득하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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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스스로 역  분야와 상호작용하면서 문성을 형성하고 신장해 나

가는 주체이다.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등교사를 문성의 주체로 인

식하고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교사가 역  분야와 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향을 미치

는 다양한 요인을 추출하고 각 요인에 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본 연

구에서는 동료와의 소통 경험과 몰입 경험이 교사 문성의 형성과 신장

에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했다.그러나 등교사 문성의 발 에

는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개입될 수 있다.더 많은 사례를 상으로 

교사와 역,분야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면 교사 문성에 정  향을 

미치는 기여요인이나 부정  향을 미치는 해요인에 한 탐색과 고

찰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문성 련 경험 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교사 문성의 계

발과 신장을 한 한 방안을 제공할 것이다. 등교사가 어떤 경험

을 통해 문성을 형성하고 계발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효과 인 

교사 교육 방법이 무엇인지,교직 풍토와 학교 문화는 어떻게 조성되어

야 하는지에 한 시사 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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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GoodWork면담 질문지 ( 비교사용)

 개인 정보에 한 질문

1.연령 :만     세 

2.성별 :① 남     ② 여    

3.결혼 여부 :① 미혼   ② 기혼 

4.출산 경험 여부 :

5.학력 :① 교육 학 2학년  ② 교육 학 3학년  ③ 교육 학 4학년  ④ 기타

 면담 질문

1.개시 : 재 일에 한 토론 

1-1.최근 등 학교생활에 해 들어보았나요?

1-2.교직 생활과 련하여 요즘 인식하는 가장 많은 변화나 ,압력 등은 무

엇이 있을까요?교직 생활에 해 이미 알고 있던 것과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

까요?

2.목 과 목표 

2-1.교사로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싶나요?("~한 교사"와 같이 표 한다면 

어떻게 표 할 수 있을까요?)

2-2.그러한 목표를 설정하게 된 결정 인 사건이나 계기는 무엇인가요?

2-3.(교직을 떠날 때),어떠한 모습의 교사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나요?동료교사

에게,학생들에게,학부모에게 어떤 교사로 기억되기를 원하나요?

3.신념과 가치

3-1.자신에 해 생각할 때,교직생활을 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자질이 있

다면 무엇일까요?

3-2.( 는)교직생활에서 장 이 된다고 생각하는 자신만의 노하우나 능력이 있

을까요?

3-3.교사로서의 갖고 있는 교직 이나 신념,가치  등은 무엇인가요?

3-4.만약 거울을 들여다본다면 스스로 교사로서의 자신을 어떻게 느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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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작업 차

4-1.다시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면 교직을  교 에 다시 진학하겠습니까?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2.교사 생활에서 몰입을 느낀다면 어떤 일을 하면서 몰입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5.일에서 느끼는 정 ,부정  압력

5-1.교직의 좋은 과 나쁜 은 무엇일까요?

5-2.교직에 한 사회  인식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5-3.교사에 한 사회나 학생,학부모 등의 요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5-4.교직에 한 사회  인식을 직 으로 생각하게 된 결정 인 계기나 사건

이 있습니까?

5-5.교사로서,어려움에 착하기도 하고 가끔은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어려

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교사로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에는 무엇이 있을 수 있

을까요?그러한 어려움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6.공식 인 향 

6-1.교  진학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향을  사람은 구인가요?

6-2.교직을 선택하는데 향을  어린 시 의 기억이나 경험담,어린 시 에 

요하게 생각했던 생각들이 있나요?

6-3.교  교육과정은 교직에 어떤 향을  것으로 상하나요? 교  교육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향을 받았다면 어떤 방식입니까?

6-4.교사로서의 삶의 멘토가 있나요?멘토로부터 어떤 것을 배웠나요?반 로 

정말 닮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그들에게도 배운 

것이 있나요?

7.직업에 한 

7-1.교 에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교사가 되기 해 어떠한 비를 

하고 입문하라고 충고하고 싶은가요?

7-2.지  교직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그러

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7-3.어떤 교사가 교직을 가장 잘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교사로서 가

장 이상 인,존경하는 모델이 있다면 어떤 교사입니까?왜 존경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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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지역사회와 가족

8-1.우리 사회는 왜 교사가 하는 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합니까?

일을 하면서 느끼는 사회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9.윤리  기

9-1.선생님으로서 가장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일이나 상은 무엇이라고 상

하나요?만약 책임감과 다른 일간의 갈등이 있다면 그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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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GoodWork면담 질문지 ( 문가 교사용)

 개인 정보에 한 질문

1.연령 :만 세 

2.성별 :① 남     ② 여    

3.결혼 여부 :① 미혼   ② 기혼 

4.출산 경험 여부 :

5.학력 :

① 교육 학 졸업  ② 교육 학 외 학 졸업  ③ 학원 재학  ④ 학원 졸

업  ⑤ 기타

 교직 경험에 한 질문

1.교직 경력 : 년  ① 3년 미만  ② 3~5년  ③ 5~10년  ④ 10년 이상 

⑤ 20년 이상

2.담당학년 :

3.보직교사 여부 :

4.담당업무 :

5.수업 련 표창 여부 :

6.교육(교과)연구회 참여 여부 :

7.기타 :

 면담 질문

1.개시 : 재 일에 한 토론 

1-1.최근 학교생활은 어떠신가요?

1-2.교직 생활과 련하여 요즘 인식하는 가장 많은 변화나 ,압력 등은 무

엇일까요?

2.목 과 목표 

2-1.선생님으로 일하시면서 제일 가치 있게 생각하는 목표가 무엇인가요?

2-2.그러한 목표를 가지게 된 결정 인 사건이나 계기는 무엇인가요?

2-3.선생님께서는 미래에 어떠한 모습으로 교사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나요?

혹은 선생님께서는 (교직을 떠나실 때),어떠한 모습의 교사로 기억되기를 원하

시나요?"~한 교사"라고 표 한다면 어떤 교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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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념과 가치

3-1.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교직생활을 하는데 있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자

신만의 자질이 있나요?

3-2.혹은 교직생활에서 장 이 된다고 생각하는 자신만의 노하우나 능력이 있

나요?

3-3.선생님의 교직 이나 신념,가치  등은 무엇인가요?

3-4.거울을 들여다보았을 때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을 어떻게 느낄까요?

4.작업 차

4-1.교사로서 가장 자랑스러운 은 무엇입니까?교직은 선생님에게 어떤 의미

를 제공하나요?

4-2.다시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면 교직을  선택하겠습니까?그 이유는 무엇

입니까?

4-3.교사 생활을 하면서 몰입하여 일을 하거나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껴본 

이 있습니까?

5.일에서 느끼는 정 ,부정  압력

5-1.교직에 한 사회  인식이나 요구는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교직에 한 

사회  인식에 해 직 으로 생각하게 된 결정 인 계기나 사건이 있습니

까?

5-2.교사로서의 삶의 좋은 과 나쁜 은 무엇입니까?

5-3.교사로서,어려움에 착하기도 하고 가끔은 선생님께서 세우신 목표를 도

달하기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교사로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에는 무엇

이 있나요?그러한 어려움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시나요?

6.공식 인 향 

6-1.선생님께서 교사가 되는데 가장 큰 향을  사람은 구인가요?

6-2. 재의 선생님의 교직 생활에 향을  어린 시 의 기억이나 경험담,어

린 시 에 요하게 생각했던 생각들이 있나요?

6-3.교  교육이나 학원 교육과정은 교직에 어떤 향을 주었나요?

6-4.교사가 된 이후에 교사의 문성 신장을 해 참여한 교육은 어떠했나요?

어떠한 교육을 받으셨고,그것은 교직에 용 가능했나요?

6-5.선생님께서 교직 생활을 돌아보실 때,선생님의 교직 생활을 변화시켰던 경

험이나 기회, 로젝트나 업무가 있었나요?변화란 정 인 변화  부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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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모두를 포함합니다.

6-6.교직생활을 하면서 멘토로 여긴 사람이 있었나요?멘토로부터 어떤 것을 

배웠나요?반 로 정말 닮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들에게도 배운 것이 있나요?

7.직업에 한 

7-1.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교사가 되기 해 어떠한 비를 하

고 입문하라고 충고하고 싶은가요(교사가 되기 의 비)?그리고 교사가 된 

이후에 교사들은 좋은 교사가 되기 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

나요?

7-2.지  교직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그러한 문제는 어

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선생님의 사견을 들려주세요.

7-3.어떤 교사가 교직을 가장 잘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교사로서 가

장 이상 인,존경하는 모델이 있다면 어떤 교사입니까?왜 존경합니까?

8.지역사회와 가족

8-1.사회는 왜 교사가 하는 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합니까?일을 

하면서 느끼는 사회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9.윤리  기

9-1.선생님으로서 직업에서 가장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일이나 상은 무엇인

가요?책임감과 다른 일간의 갈등을 경험한 이 있으신지요?그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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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딜 마 면담 질문지 

Ⅰ.평가원칙의 변경

  허연우 선생님은 6학년 10개 반  5개 반의 어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그녀는 

교사로서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요한지를 잘 인식하고 있고 어 수업에 다양한 

교수 기법을 용한다. 한 학생들의 지  측면뿐만 아니라 인성 인 측면의 

성장까지도 심을 갖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교육 

방법을 자주 시도한다.그러나 최근 그녀는 성 처리와 련해서 요한 고민에 

빠졌다.김 선생님은 평가의 의미와 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성 을 

후하게 주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그 다 보니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반 아이들은 

다른 어 선생님이 가르치는 반에 비해서 성 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학생들은 이 선생님의 수업을 좋아하지만 성 을 후하게 주시 않아서 상 으로 

차별 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불평을 하고 있다.

문제해결유형 

1-1.선생님께서 허연우 선생님이라면 당신의 평가 원칙과 방식을 바꾸겠습니

까?아니면 원래 방식을 유지하겠습니까?

1-2.그 게 결정한 가장 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명(개인  기 )과 규약(문화  조건),사회의 요구(사회  조건)

2-1."평가"에 해 갖고 있는 신념이나 이 문제의 결정에 향을  원칙이나 

사명은 무엇입니까?

2-2."평가"와 련하여 사회나 시 가 교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

합니까?그러한 요구는 선생님이 갖고 있는 평가에 한 생각과 일치합니까?

책임감(학생 는 역에 한 책임감)

3-1."평가"에 해 교사의 책임감은 어느 범 까지라고 생각합니까?

3-2.평가 원칙이나 평가 방식을 인해 학생이 진학 등과 같은 결정 인 상황에

서 불이익을 당한다면 교사는 어느 범 까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학생 

평가에 있어서 교사의 책임 범 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합니까?

안  략

4. 략 :평가와 련된 신념을 바꾸거나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처 방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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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동료 계

 윤지혜 선생님은 비교  규모가 큰 등학교에 근무하는 경력 10년차 교사이다.

그는 어느 날 새로 발령을 받은 신규 교사의 교실 앞을 지나가다가 통제되지 않은 

시끄러운 교실의 상황을 보았다.아이들은 소란스럽게 행동하고 있었고 교사는 

학생들을 조용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몇 주 후,박 선생님은 그 신규 교사의 

교실에서 같은 경을 다시 보았다.박 선생님은 그런 교실 분 기가 계속된다면 

그 학 의 아동들에 한 교육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그 

자리에서 신규 선생님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그러나 신규 선생님은 박 

선생님의 도움을 거 하며 자신의 방식 로 학 을 운 하겠다고 말했다.박 

선생님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

문제해결유형 

1-1.만약 당신이 윤지혜 선생님이라면 신규 선생님의 학  운 에 해 조언을 

하기 해 다시 제안을 시도하겠습니까?아니면 묵인하겠습니까?

1-2.그 게 결정한 가장 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명(개인  기 )과 규약(문화  조건),사회의 요구(사회  조건)

2-1.동료 교사와의 계에 해 가지고 있는 선생님의 개인 인 기 은 무엇입

니까?이미지로 표 한다면 어떻게 표 할 수 있습니까?

2-2.동료 교사와의 계에 해 교직사회에서 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무엇

입니까?

2-3.이 문제의 결정에 향을 미친 기 이나 원칙,사명은 무엇입니까?

책임감(분야에 한 책임감)

3-1.선배 는 후배로서 동료 교사에 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책임감은 

어느 범 까지 갖는 것이 당하다고 생각합니까?

3-2.동료에 해 그러한 책임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  략

4.다시 제안을 하거나 묵인하는 것 이외에 다른 처 방식이 있다면 무엇입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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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승진  포상

 이강훈 선생님은 과학탐구발표 회에 참가하는 6학년 학생을 지도하고 있다.

이강훈 선생님이 지도하는 학생은 과학에 심이 많고 소질도 있는 편이어서 

향후 과학고 같은 특목고에 진학을 계획하고 있다.그 기 때문에 이 학생은 

이번 회에서 꼭 수상을 하고 싶어 한다.그런데 이강훈 선생님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회에서 제시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회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상으로 연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 학생은 생물을 일부분이지만 연구에 이용하고 있었고 보고서에서는 

이를 상자료의 활용으로 조작하고 있었다.학생은  생명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보고서를 통해서는 학생의 부정행 는 알아챌 수 

없을 정도 지만 이강훈 선생님은 학생의 부정행 를 알고 있다.이런 이유로 

이강훈 선생님은 이 학생의 추천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만약 

수상이 유력한 이 학생이 실제로도 수상을 하게 된다면 이강훈 선생님도 

지도교사상을 수상하게 되어 승진 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해결유형 

1-1.만약 당신이 이강훈 선생님이라면 지도 학생의 잘못을 지 하고 추천을 거

하겠습니까?아니면 잘못을 묵인하고 지도를 계속하겠습니까?

1-2.그 게 결정한 가장 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명(개인  기 )과 규약(문화  조건),사회의 요구(사회  조건)

2-1.승진을 통해 교육  이념과 가치를 실 하거나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에 

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2-2.교사의 승진이나 포상에 해 동료 교사들은 어떤 기 이나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선생님의 생각과 일치합니까?

2-3.이 문제의 결정에 가장 향을 미친 신념이나 사명감은 무엇입니까?

책임감( 역,분야에 한 책임감)

3-1.학생에 한 교사로서의 책임과 교직자로서의 자신의 경력이나 수에 

한 책임  어느 것이 더 요하다고 생각합니까?

3-2.만약 이 학생이 수상을 하고 과학자로서의 삶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이 학생의 부도덕한 태도에 해 교사는 어느 범 까지 책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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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합니까?

안  략

4.다시 제안을 하거나 묵인하는 것 이외에 다른 처 방식이 있다면 무엇입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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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연구참여동의서

연 참여동의

연구제목:교사 문성에 한 비,경력 등교사의 인식 유형과 차이에 한 연구

연구자:홍우림  서울 학교 학원 교육학과(박사수료)

연구의 목 은? 이 연구는 등 교사의 문성에 한 논의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비,경력 교사가 인식하는 교사 문성의 의미와 요소 등을 악하기 한 연구입니다.

여러분은 주변 동료의 추천 는 설정된 기 에 합하여 이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되셨

습니다.연구의 내용은 연구자의 박사학  논문  문 학술지에 공개되며,앞으로 

등교사서 문성의 의미를 탐색하고 정립하는데 토 가 되는 요한 자료로 활용 될 것

입니다.

참가자가 해야 할 일은? 첫째,참가자는 신상정보와 교직  교  교육의 경험, 비,

경력 교사로서의 개인 인 생각들을 묻는 질문에 답해주셔야 합니다.둘째,다양한 가치

에 한 간단한 설문을 작성하셔야 합니다.연구의 정확성을 해 연구자는 여러분과의 

인터뷰 내용을 녹취할 것입니다.그러나 녹음된 내용을 연구자가 로 옮기고 나면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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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thedevelopmentofteacherprofessionalism

intheKoreanelementaryschool

Hong,WooRim

DepartmentofEducation

SeoulNationalUniversity

Thisstudy aimsto extend theframeofcognition to understand

teacher professionalism and to explore formation process of

professionalperformance by analyzing elementary schoolteacher's

cognitiononteacherprofessionalism basedonGoodWork,thenew

perspectiveunderstandingonprofessionalism.Thisstudywithneed

fornew understandingonelementaryschoolteachers'professionalism

inKorea,researchedthepreviousstudiesonteacherprofessionalism

and build thetheatricalbackgroundsbased on theperspectiveof

GoodWork and analyzed elementary schoolteachers'cognitionson

teacher'sprofessionalism.Especially,itwasclassifiedparticipantgroup

to pre-service teachers and in-service teachers and reviewed the

processoftheircognitionformationanddevelopment.

In orderto accomplish thegoal,11pre-serviceteachersand 11

in-serviceteachersinSeouland Gyonggiareaweredivided tothe

participants and the interview was started in December 2011.

pre-serviceteacherswhoareinauniversityofeducationnow and

wanttobecomeelementaryschoolteacherswithexperienceofteacher

trainingwereselected,consideringthatperformanceexperiencecan

affecttheircognition.Forselecting in-service teachers,the criteria

including theirjob experiences,award experiencesand colleagues'

recommendationwasconsideredandsuitablenomineeswere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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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ason ofthecriteriaforselectingin-serviceteachersisthat

teacherswithoutthecriterialackinterestinteacher'sprofessionalism

andtheyarenoteasytoreflecttherelatedexperiencesandsuggest

them.

The questionnaire for participants was interview based on

GoodWorkinterview anddilemmacases.Questionsfrom theprevious

studiesweretranslatedandtwopreliminarytestswereconductedand

questionswere extracted and modified and applied them forthe

GoodWork interview. Also teaching performance is successive

dilemma and types ofperformance can be defined by selecting

position in thedilemmasituation and evaluating thegroundsfor

composingquestionsfordilemmainterview.Fordilemmacases,cases

ofteachers and potentialsituations from dilemma cases in the

GoodWork Toolkit produced for prompting judgment for good

performancewereselected and translated and modified them and

conductedpreliminarytestsandfinallydecidedthreedilemmasand

usedthem.

Theresultsarefollowing:

First,elementaryschoolteachersintendandpursuedifferenttypes

ofteacher'sprofessionalism dependingonindividuals.Theyexperience

similareducation in auniversityofeducation and areselected by

same criteria by citiesand provincesand are hired asteachers.

Regulareducation and selection process secure professionalism to

someextentforthem.However,professionalism which theyintend

and practice is notidentical.Externally,their professionalism is

similarbecausetheyweretrained insimilareducationalcurriculum

andwereselectedbysamecriteriabuttheirprofessionalism canbe

dividedintowork-flow,relationship-flow andself-flow dependingon

individual'sinternalfactors.



-219-

Second,thisprofessionalism intendedandpracticedbythem isthe

resultofinteractionbetweenindividualandprofessionalteachingjob.

Teacherswhoareprofessionalsachievestandardforthisprofessional

jobandacceptrequirementofthefieldandpracticethejob.Incase

ofpre-serviceteachers,they could notconsidered thecriteriaand

requirementsbythefieldinpracticeandtheyselectedand judged

their own position based on their own experiences and beliefs.

However,in-serviceteachersreflectedthecriteriaandrequirementand

recognizedtheirownworkmissionandjudgedandpracticeitbased

onthem.

Third,elementaryschoolteacher'sprofessionalism startitsbasefrom

theirpre-serviceperiodandisextendedanddevelopedviateaching

performance experiences. Elementary school teachers component

factorsofteachers'sprofessionalism in theirpre-serviceperiod and

thiscognitionisextendedduringteachingexperiences.Thepre-service

teachersarenothired,yetandtheirteachingexperiencesarelimited

buttheyalreadyrecognizethemselvesasteachersandstarttoacquire

criteriarequiredbythefieldandcomposethefoundationforteacher's

professionalism withformingevenindirectrelationshipwiththefield.

In short,teacher'sprofessionalism wasbuiltwithitsfoundationin

pre-serviceperiodandwasdevelopedthroughteachingperformance

experiences.

Fourth,Individualteacher'sinternalfactors,motivationforchoosing

theteachingprofessionandcognitiononself-goaloflifedecidestypes

of professionalism which a teacher pursues and practice. The

pre-service teacher chose to enterto university ofeducation by

self-realizationmotivationincaseofself-willorbysecondbestchoice

or acquaintances'recommendations in case of the other's will.

In-serviceteachersweresamein entering thefield by self-wil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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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s will.Butin-service teacherswho started withoutself-will

experienceimmersionandsatisfactionthroughthejobexperiencesand

considertheirmotivationasafateandgrantitaswhattheyshould

do.Elementaryschoolteachersalsopursuetheirowngoaloflifein

theirjoborsatisfactionfrom separatelifefrom thejob.

Fifth,communicationwithcolleaguesandflow inthejobfrom their

experiencesaremain factorsofteacherprofessionalism.Pre-service

teacherswho entered by theother'swillcommunicatewith their

colleaguestudentsbytheirownwillsandhaveasenseofmission

andbuildthevalueasteachers.In-serviceteachersform community

withcolleaguesandcommunicatethereandacquireknowledgeand

techniques. They also get supports and encouragements from

emotionalcommunicationswithcolleagues.Thecommunicationswith

colleagues contribute to secure professionalism by prompting

interactionsbetweenanindividualandthefield.

Theelementaryschoolteacherprofessionalism isinteractionprocess

betweenindividualandfieldandsocietywheretheybelongtorather

than theirown talentsand characteristics.Teachersform different

typesofprofessionalism dependingon motivation and goaloflife

andpracticetheirjobcommunicatingtheareaandfieldwherethey

belongto.Thefactthatrelationshipwithcolleaguesandflow which

theyexperiencearerelatedfactorstoprofessionalism meansteacher's

professionalism candevelopandchangethroughcommunicationsand

flowsduringteachingperformancepractice.

Keyword:Teacherprofessionalism,componentsofprofessionalism,

characteristicsofprofessionalism,professionalperformance,GoodWork

theory

Studentnumber:2004-3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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