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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초등체육전담교사 되어가기 : 

한 여교사의 교육적 성장과 그 의미

 임     혜     림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초등체육전담교사는 초등교사의 체육 수업 전문성 부족과 초등체육 수업의 

파행적 운영이라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등장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조처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초등체육교육의 . 

현실은 체육교사로서 초등교사의 입지는 여전히 위기에 처해 있으며 초등체, 

육 교사교육과 교직문화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이해와 논의가 필요함을 말해

주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초. 

등학교 체육전담교사로 살아가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초등체육 교사, 

교육과 교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적 의미를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 문제는 첫째 초등체육전담교사가 되기까지의 나는 어, 

떤 삶을 살아왔으며 그 교육적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초등체육전담교사가 , ? , 

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그 교육적 의미는 무엇인가 로 설정하였다, ? .

봉 연구는 해석학적 존재론의 관점에 근거한 자문화기술지 연구 방법을 차

용하여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약 년간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참2014 3 2016 3 2 . 

여자는 체육전담교사로서 년간의 근무 경험이 있는 연구자 자신인 나 로서1 ‘ ’ , 

특별히 뛰어난 운동 기능을 가지지 못했지만 체육 가르치는 일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여교사이다 자료 수집은 자기회상자료 교사반성일지. , , 

현지문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자문화기술지의 주된 자료 분, 

석방법인 내용 분석과 구조 분석 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의 (Ellis,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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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과정에서 절차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료 간 협의 구성원 간 검토, , 

다각도 검증을 거쳤으며 어떠한 윤리적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 , 

체육전담교사가 되기까지의 나의 삶을 형성하는 각각의 시기가 서로 어떤 연

관 속에서 존재하는지에 주목한 결과 크게 교사 이기의 치욕 과  교사 되기, “ - ” “ -

의 동경 이라는 두 가지 흐름을 발견하였다 먼저 교사 이기의 치욕 에서는 ” . , “ - ”
춤추기 외에는 별다른 꿈이 없는 여학생이었던 나는 안정적인 소득과 신분을 

보장받기 위해 교직을 택하였고 생업으로서의 노동을 이어나가며 교사라는 하

나의 직함으로 뭉개고 있는 치욕을 느낀 과정을 드러내었다 다음으로 교사. , “ -

되기의 동경 에서는 아이들과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고 싶다는 ”
동경을 품고 각종 교사 연수와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던 

중에 우연히 발견한 체육 가르치는 일의 매력은 나로 하여금 체육교육전공 대

학원생의 신분을 택하게 만들었고 이는 초등체육교과전담제도와 맞물려 결국 ,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가 되도록 이끌었음을 드러내었다 이는 현행의 초등체. 

육 교사교육이 단편적인 지식과 기능 습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인해 외재적 

동기 위주의 교사 되기 과정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체육 가르치, 

는 일에 대한 초등교사로서의 소명을 키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살기 라는 뭉뚱그려진 표현 속에 감춰진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로서, ‘ ’
의 나의 삶의 이중적 지향성에 주목한 결과 크게 살아내기 와 살아가기 라, “ ” “ ”
는 두 가지 주제를 발견하였다 먼저 살아내기 에서는 어색한 운동전문가. , “ ” ‘ ’, 
여교사에서 마당쇠로 선생이기보다 일꾼 안전제일 레크레이션 강사 라는 ‘ ’, ‘ ’, ‘ ’
네 가지 주제를 통해 닥친 일을 처리해내며 살아내기 급급한 초등체육전담교

사의 당위적 삶의 양태를 드러내었다 다음으로 살아가기 에서는 체육 수업. , “ ” ‘
을 향한 열정 동료 교사와의 소통 내 자리의 이유 찾기 라는 세 가지 주제’, ‘ ’, ‘ ’
를 통해 당장은 부족한 실력일지언정 체육 가르치는 일을 통해 품어 왔던 포, 

부를 실현하고자 하는 열정과 이를 지지해주는 동료 교사들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초등교사로 살아가는 이유를 찾아 나가는 교육적 삶의 양태를 드러내었

다 이는 현행의 초등체육 교직문화가 초등교사에게 있어 학교 현장이 당장 . 

필요로 하는 일을 처리해내도록 하는 부담과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체육 , 



가르치는 일을 통해 초등교사로서 성장해나가기 위한 자신의 열정과 이에 대

한 동료 교사들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 및 논의를 중심으로 제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 , 

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되기 의 과정은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인 이기 보‘ ’ - (being)

다 소명을 찾아가는 전문인 되기 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 - (becoming)

가 있다 둘째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로 살기 의 과정은 학교 현장의 당장의 . , ‘ ’
필요에 쓸모 있는 기술적인 전문가로 살아내기 보다 체육 가르치는 (surviving) , 

일을 통해 성장 가능성을 지향하는 전문인으로 살아가기 의 과정으로 이(living)

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교육의 측면에서 제언하면 첫째 초등교사의 수업 전문성 , , 

부족 문제는 누가 가르치면 초등체육을 잘 가르칠 것인가 라는 정책적 쟁점‘ ?’
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초등체육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가 라는 교육적 ‘ ?’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초등교사로서 체육을 가르쳐야 할 소명. , ‘ ’

은 찾지 못한 채 특정한 내용 요소 를 체육 수업 전문성으로 상정하고 의무, ‘ ’
적으로 숙달시키는 현행의 초등체육 교사교육의 목적과 방식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초등교사들이 운동 을 좋아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신. , ‘ ’
체 활동이 포함된 교사교육을 통해 잊혀 있던 움직임의 열망을 불러일으킬 필

요가 있다 넷째 초등교사들이 체육 가르치기 를 좋아하고 잘할 수 있도록. , ‘ ’ , 

체육 수업을 실천하고 함께 비평하는 기회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초. , 

등체육 현직교사교육의 방식은 당장 쓸모있는 전문지식을 주고받는 수준을 넘

어서서 체육 가르치는 일과 관련된 교사 개개인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지지

하게 함으로써 초등교사로서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기 서사 체험의 수, ‘ ’ 
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 측면에서 제언하면 초등교사. ,  

가 체육을 가르치는 상황을 둘러싼 교직 문화와 교사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

구 초등교사의 체육교사로서의 미약한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사교육 프, 

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장기적 관점에서의 교사 성장 메커니즘에 관한 연, 

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초등체육전담교사 교육적 성장 교사교육 교직문화: , , , 

학  번 : 2013-2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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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연구의 필요성1. 

그� 날은� 유난히� 힘든� 날이었다 체육� 수업에서� 다친� 아이의� 어머니와� 통화가� 끝나기� 무� � .�

섭게 한� 담임교사로부터� 아이들� 스트레스도� 풀� 겸� 체육� 수업을� 보강해� 달라는� 연락이� 왔,�

다 통화가� 끝나는�순간 교사연구실에서� 늘� 내� 옆자리를� 지키던� 주� 선생이� 외쳤다.� ,� .�

으 체육은� 진짜� 아니다 난� 못해� � “ ,� .� .”

교사반성일지(2014.� 05.� )�

주 교사의 외침은 양면성을 띄고 있었다 초등체육전담교사로서의 내가 얼마. 

나 힘든 처지에 처해 있는지를 읽어주는 공감이면서 초등학교 여교사로서의 , 

그 자신에게 있어 체육전담자리만큼은 반드시 피하겠다는 결의였다 하지만 . 

그 자리가 내 자리였다 나는 그 사실을 직시하며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 , 

는가를 돌이켰다 나는 그저 웃었다 그 웃음은 많은 것을 생략하고 있었다. . . 

하지만 나는 어떤 이야기를 왜 생략해야만 했던 것일까 체육 가르치는 일을 , ? 

하는 초등교사로서의 나의 삶은 과연 진짜 아니다 라는 말로밖에 설명될 수 “ ”
없는 것일까 초등체육전담교사로서의 나는 과연 행복한가 이 연구는 초등체? ? 

육전담교사가 되어 살아가는 나의 삶의 의미에 대해 어떤 식으로도 설명할 , 

수도 이해받을 수도 없었던 개인적 비애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생략된 이야기를 마주하는 과정은 사회적 난제로 떠오른 초등체, 

육교육의 현실을 마주하며 새로운 교육적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초등체육교육은 수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전인교육 이라는 . ‘ ’

목적을 일관되게 지향해왔다 교육부 최의창 전세명 또한 초등( , 2012; , , 2011). , 

체육교육은 차후의 제도 교육에서 받게 될 체육 활동에 대한 기대를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전인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체육교육

의 성패는 초등체육교육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최의창 그( , 2010c). 

러나 초등체육 수업의 파행적 운영 실태에 대한 비판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그 원인으로서 초등교사의 체육 수업 전문성 부족에 관한 문제가 오, 

랫동안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다 최의창 장경환 이옥선 실상( , 2010c; ,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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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가 체육 수업을 꺼리는 원인으로서 운동 실기에 대한 부담 수업 준, 

비 및 실행의 번거로움 시설 및 용구의 부족 안전사고의 위험 등이 지적되어 , , 

왔다 이호철 권오륜 정우식 이광무 이유경 또한 초등교사의 ( , , , 2005; , , 2009). , 

절대다수가 주로 학창 시절 운동을 즐기지 않았던 여교사로서 직전교사교육에

서도 체육 실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 

부각되어 왔다박미림 이옥선 조기희 조한무( , , , 2015; , 2015). 

이러한 현실에 입각하여 등장한 초등체육교과전담제도 는 년 본격적으‘ ’ , 1992

로 활성화되어 현재까지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이승배 서장원 특( , , 2010). 

히, 년에 발표된 학생 체육 활동 활성화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은 2011 ‘ ( , 2011)’
각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를 명씩 의무 배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1

있어 종래의 체육교과전담제도를 더욱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 . 향후 년까2017

지 초등체육전담교사는 전국적으로 확대 배치될 계획이며 교육부 문화체육관( , 

광부 현재의 초등체육교과전담제도는 다수의 초등교사에게 학급담임교, 2015), 

사의 체육 수업 전문성 부족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조치로 인식되며 환영받고 

있다 장용규 외 그러나 초등체육교과전담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 2013). , 

교사의 체육 수업 전문성보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기초한 초등체육전담

교사의 배치 학생과의 교육적 만남을 찾아보기 힘든 운동 기능 중심의 체육 , 

수업의 양상 체육 수업과 관련이 없는 가중되는 학교체육업무 등에 관한 문, 

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이승배 서장원 최종희 박수정( , , 2011; , , 2015). 

이러한 초등체육교과전담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년 도입된 초등2008 ‘
학교 체육보조강사 지원사업 은 현재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제도 의 전신이’ , ‘ ’
라고 할 수 있다 김미숙 정구철 이 또한 초등체육 수업을 정상화하려( , , 2012). 

는 조치의 일환으로서 초등체육교과전담제도의 도입 취지와 맥을 같이 한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선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정과 체육 수업에서 보조적 . 

역할을 해야 할 스포츠강사가 초등교사를 대신하여 체육 수업을 주도하는 문

제가 나타나고 있다 고전규 전세명 정현우 이는 스포츠강사 제( , 2011; , , 2015). 

도의 시행에 대한 현장의 이해 부족과 교사들의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본말전

도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초등체육지도교사로서 거쳐야 할 . , 

마땅한 양성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스포츠강사가 초등체육 수업을 주도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전인교육으로서의 초등체육교육이라는 목적의 구현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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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 오랫동안 초등체육교육에 대한 각종 정

책적 투자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체육을 가르치는 교사, 

의 삶도 그것을 배우는 학생의 삶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무. 

엇보다도 초등학교 체육교육 현장과 초등체육지도교사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초등체육교육 분야에 몸담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초등교사의 체 , 

육 수업 전문성 부족이라는 초등체육교육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
체육 수업을 누가 가르칠 것인가 에 관한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박미림 이’ ( , 

옥선 조기희 이는 초등체육교육에 관한 교육 당국의 정책이 초등교사, , 2015). 

가 실질적으로 체육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누가 가르치든 ‘ ’ , 

체육 전담 인력을 확대 배치하면 알아서 잘 가르칠 것이라는 논리에 입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만드. 

는 변증법적 자기갱신의 에너지가 교육 에 있다면 조용환 이러한 난제‘ ’ ( , 2001), 

에 대해서 체육 수업 전문성이 부족한 초등교사를 대체하여 누가 초등체육을 ‘
가르칠 것인가 라는 처방적 쟁점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초등체육을 잘 가르치’ ‘
는 교사로 길러내는가 라는 교육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 . 

초등교사가 체육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초등체육지도교사 교

육의 과정 즉 초등체육 직전교사교육과 현직교사교육의 역할의 중요성을 시, 

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초등체육을 가르치는 교사를 제대로 길러내야 할 목적을 가지고 있‘ ’ 
는 직전교사교육은 초등체육교과 관련 교육과정이 예비교사에게 운동 기술 , 

및 기능 습득을 주로 강조함으로써 정작 초등체육 교수법에 대한 체계적인 학

습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문수 성기훈( , 2012; , 

이승배 또 예비초등교사로서 체육을 가르치는 일의 목적과 그 의미에 , 2013). , 

대한 관념 즉 초등체육교과관의 형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 

지적되고 있다 손준구 이승배 서장원 장경환 이옥선 이( , 2006; , , 2011; , , 2014). 

로 인해 많은 초임교사가 초등체육 수업에서의 현실 충격을 토로하고 있으, ‘ ’
며 장경환 이옥선 이는 현행의 ( , , 2014), 기술적 처방 중심의 초등체육 직전교사

교육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근래에 들어서는 직전교사교육 뿐 아니라 현직교사교육의 개선에도 많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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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집중되면서김평국 최의창 교직 생애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 , 2003; , 2009), 

전문성 개발 의 관점이 주목받고 있(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

다 특히 초등교사는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초등. , (Lumpkin, 2008), 

체육 현직교사교육의 성과는 최종적으로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구조적

이고 체계적인 경험의 제공이 강조되고 있다 국(O’ sullivan & Deglau, 2006). 
내의 초등체육 현직교사교육은 교사 연수 교과교육연구회 교사학습공동체 등 , ,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교사 연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일. 

정한 방향성과 체계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성기훈 이승배( , , 

최의창 교과교육연구회 또한 운영 교부금과 승진 가산점 등에 관2014; , 2009). 

심 있는 일부 교사들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수의 현장 교사들에게는 , 

학교의 실적을 위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만 하는 골칫덩이로 전락한 실정이다

송광용 김도기( , , 2005). 

이러한 현직교사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며 등장한 교사학습공동체(Community 

는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으로 공동of Practice)

체를 형성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경혜( , 

그러나 장기적으로 깊은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진취적 목표를 성취하2012). , 

기 위해 개인적인 시간을 내어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교사학습공동체는 실상 새로운 활동을 맛보는 사(Hargreaves, Shirley, 2012). 

람들로 채워진 단발성 행사로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교사학습공동체가 한순간의 집단적 열(Sinelnikov, 2009). , “
정 으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실체와 깊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의 교사학습공동체가 초등체육 현직교(Hargreaves, Shirley, 2012). 

사교육의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실체와 깊이를 더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의 초등체육지도교사의 양성과 배치에 관한 담론은 초등체육 교

사교육과 교직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논의에 기초하기보다는 앞서 살, 

펴보았듯 초등체육 수업 전문성 부족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처

방을 모색하는 데 주력해왔다 물론 초등체육교육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당. , 

장한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그 해결책으로서 시행된 초등체육교육의 정책적 , 

처방이 여전히 초등체육교육의 현실을 크게 바꾸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그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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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체육교. 

육의 난제를 풀 수 있는 처방을 내리기에 앞서 과연 체육 가르치기를 기피하, 

는 초등교사가 처한 사회문화적 상황은 무엇이며 어떠한 노력을 통해 초등교, 

사가 체육 가르치는 일의 의미는 찾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우선 되

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살펴본 국내의 선행연구는 크게 초등체육지도

교사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와 초등체육지도교사의 교직 문화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초등체육지도교사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 , 

관한 선행연구박경석 박채희 조기희 이옥선 조기희 이옥선( , , 2009; , , 2012a; , , 

장경환 이옥선 최흥섭 는 초등교사가 체육 가르치는 일에 2012b; , , 2014; , 2014)

대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요청되는 노력이 무엇인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 조기희 이옥선 의 연구는 정체성 발달에 영향, (2012b)

을 미친 구체적인 요인으로서 공동체 속에서 체육 수업 만들기 반성적 정체, 

성 글쓰기 초등체육 활동 직접 체험하기 초등체육현장과 소통하기 등을 제시, , 

하였다 이는 초기에 체육에 관심이 없던 예비초등교사도 점차 체육지도에 대. 

한 내적인 동기와 신념을 품게 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체육교사로서의 정

체성 발달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초등. 

체육지도교사로서의 정체성 발달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 조기희 이옥선( , , 

조기희 이옥선 장경환 이옥선 는 현직교사보다는 주로 2012a; , , 2012b; , , 2014)

예비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으며 양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 

또한 사전에 구성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사후 효과와 요인을 탐색하는 전향, 

적 접근으로 이루어져 초등체육지도교사로서의 초기 정체성 형성(prospective) , 

에 영향을 준 과거의 경험과 개인적 신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피지 못한

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전의 접근과는 달리. , 현직 초등체육지도교

사의 삶을 후향적 으로 접근함으로써 교육적 가능성을 품고 (retroperspective) , 

직업적 정체성과 본래적 자아를 합치시키려는 과정을 장기적으로 살펴볼 필요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체육 가르치기를 기피하는 문화와 관련하여 초등교사가 처한 사회문화, 

적 상황은 무엇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초등체육지도교사로서의 교직 문

화에 관한 선행연구 김지헌 김승재 박미림 이옥선 조기희 이상( , , 2008; , ,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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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최종희 박수정 에서 다루고 있, 2015; , , 2015) 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초등. 체

육지도교사로서의 교직 문화의 공통된 특징은 노출된 공간에서의 수업에 대한 

부담감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 학교 관리자의 임의 배정에 대한 불만 가중, , , 

되는 학교체육업무에 대한 불만 주변적 위치에 있는 전담교사로서의 고립감, , 

학생과의 유대 형성 및 개별적 생활지도의 어려움 낯선 환경에서 체육 수업, 

해야 하는 번거로움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감 등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 . 이러한 

선행연구들 대다수가 주로 체육을 가르치는 학급담임교사보다는 초등체육전담

교사를 여교사보다는 남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학급담임교, . 

사로서 체육을 가르치는 여교사를 둘러싼 교직 문화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박

미림 이옥선 조기희 의 연구가 유일한 실정이다 한편 이러한 선행연구들, , (2015) . , 

은 주로 초등교사로서 체육교사로서 살아가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일과 , 

삶을 둘러싼 전반적인 교직 문화 풍토를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

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박미림 이옥선 조기희 최종희 박수정( , , , 2015; , , 2015). 

그러나 초등체육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겪어내야만 삶의 애환 속에서 전반적인 , 

교직 문화 풍토를 전환하기 위해 교사 스스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지 구체

적인 모습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정리하면 초등교사의 체육 수업 전문성 부족이라는 초등체육교육 분야의 오, 

래된 난제는, 누가 초등체육을 가르칠 것인가 라는 쟁점에 근거한 처방적 정 ‘ ’

책보다는 어떻게 하면 초등체육을 잘 가르치는 교사로 길러내는가 라는 교육‘ ’
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초등체육을 가르치는 교사교육과 . 

교직문화에서 이제껏 하지 못했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돕기 위해서

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제껏 이러한 맥락에서 기. 

존에 이루어진 초등체육지도교사의 정체성과 교직문화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초등체육지도교사의 과거 경험과 개인적 신. , 

념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다는 점 둘째 주로 초등체, , 

육지도교사로서의 여교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

라는 점 셋째 초등체육지도교사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교직 문화 풍토의 개선, , 

이라는 주장이 구호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 교사 스스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에 극복하고 초등체육교육이 고유한 내재적 가치를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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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교과로서 전인교육으로서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의창 최의( , 2010c; 

창 전세명 체육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여교사의 삶을 둘러싼 사회문화, , 2011), 

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때로는 그 문화에 새로운 파격을 가하기도 하는 잠재

된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자전적 경험과 개인적 관점을 문화적으로 해석하는 자문화기술지 연구방법

박순용 장희원 조민아 을 빌려 초등체육전담교사가 ( , , , 2010; Humphreys, 2005) , 

되기까지의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으며 내가 처한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한다 이는 결국 나. 

에게 있어 초등체육교육의 사회적 학문적 난제를 마주하는 일이자, , 어떤 식으

로도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던 여자 초등체육전담 “ 교사 라는 이름을 가”
진 나의 삶의 의미를 마주하는 일일 것이다.

연구 목적2. 

본 연구는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초등학교 체육전담 

교사로 살아가는 과정을 이해하고 그 교육적 의미를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교 여교사가 초등체육전담교사가 되기까지의 삶. 

과 초등체육전담교사가 되고 난 후의 삶에서 마주할 상황은 구체적으로 무엇

이며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하고 초등체육 교사교육과 , 

교직문화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문제3.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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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초등체육전담교사가 되기까지의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그 교육, , 

적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초등체육전담교사가 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그 교육적 의미는 , , 

무엇인가?

용어의 정의4. 

초등체육전담교사 ◎ 

학급담임을 맡지 않고 체육 교과를 전담 지도하는 초등교사로 학교의 여건을 고, 

려하여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 2013).

초등체육지도교사 ◎ 

초등체육전담교사 학급담임으로서 체육 교과를 지도하는 초등교사 그밖의 초등, , 

체육수업의 지도 자격을 가진 교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교육적 삶 ◎ 

교육적 삶은 가장 교육다운 모습을 띤 삶으로서 교육을 하나의 대상이 아, 

닌 하나의 삶의 형식으로 삼는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을 더 나은 인간 향상, . ‘
을 위한 존재론적 지향 으로 보는 조용환 의 논의에 기대어 교사로서의 ’ (2012) , 

자신의 소명과 교육적 가능성을 발견하며 사는 일을 교육적 삶이자 교육적 성

장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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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Ⅱ

본 연구는 초등체육전담교사가 되어 살아가는 과정의 여정을 심층적으로 살

펴보고 그것의 교육적 의미를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 

해 초등체육교육의 목적과 난점 초등체육지도교사에 관한 쟁점과 제도 체육, , 

을 가르치는 초등교사로서의 교육적 성장에 관한 연구를 고찰한다 제 절에서. 1

는 초등체육교육의 목표와 성격을 이해하고 최근의 난제를 살펴본 후 제 절, 2

에서는 최근 체육을 가르치는 초등교사와 관련된 쟁점과 교사교육의 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제 절에서는 체육을 가르치는 초등교사의 정체성과 교. 3

직문화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교육적 성장에 관한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초등체육교육의 목적과 난제1. 

가 초등체육교육의 목적  . 

  

초등교사로서 체육을 왜 가르쳐야 하는가에 관한 답을 스스로 내놓을 수 있

는 사람이라면 그는 초등체육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고민해본 일, 

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초등체육교육의 목적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 

다르게 나타나는 현실이며 학계에서조차 초등체육교육의 정체성은 일관된 합, 

의를 이루지 못했다 지금부터는 과연 초등체육교육의 목적을 무엇으로 삼아. 

야 하며 그를 통해 어떠한 사람을 길러내기를 추구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 

표준 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최의창 전세명(standard) ( , , 2011). 

먼저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국가 표준 을 년간 유지하, ‘ (national standard)’ 20

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NASPE(National Association for Sport and 

에서 제시한 이라는 인간상을 Physical Education) ‘Physically educated person’

제시함으로써 초등체육교육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사정이 . 

다르긴 하지만 국가표준 에 따라 체육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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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초등체육교육의 목적에 관한 국가표준(Lund & Tannehill, 2010). (NASPE, 

을 표 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육을 잘 배운 것이란 심동 인지2004) < 1> , , , 

정의적 영역의 체육교육 목표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체육. 

교육의 목표는 체육을 잘 배운 아이들 을 길러내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어‘ ’
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건강과 체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성을 함. 

양하며 신체활동을 잘 수행하기 위한 운동 기능의 습득을 목표로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표 미국� 초등체육교육의� 목적에� 관한� 국가표준� � < 1>� (NASPE,� 2004)� �

체육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Physically� educated� person)

다양한� 신체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운동� 기능과� 움직임� 패턴에� 관한� 능력을�1.�
가진다.�
신체활동을� 학습하고� 수행하는� 데� 적용되는� 움직임� 개념 원리 전략 전술을� 이2.� ,� ,� ,�

해한다.�
신체�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한다3.� .�
건강한� 체력을� 형성하고� 유지한다4.� .�
신체활동�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을� 존중함으로써� 개인적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5.� ․

행동을� 한다.�
건강 즐거움 도전 자기표현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신체활동의� 가치를� 안다6.� ,� ,� ,� ,�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체육교육은 실제 수업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 , 

쳐야 할지를 국가 차원에서 체육과 교육과정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 

체육과 교육과정 또한 체육과가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편성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 이와 관련하여 개정 초등학교 체육과 ( , 2009). 2009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살펴보면 신체 활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 “
교육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체험하여 신체 활동의 교육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 인, ·

성을 두루 갖춘 사람 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이러한 인간” ( , 2012). 

상을 구현하기 위해 초등학교 체육과의 교육 목표는 신체 활동을 통하여 활, “
기차고 건강한 삶에 필요한 지식과 실천 능력 자신의 미래를 계발하는 데 필, 

요한 도전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선의의 경쟁과 협동 , 

능력 등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는 것 에 두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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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우리나라의 초등체육교육은 신체활동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한 전인교, ‘
육 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초등체육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건강적 가

치와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유흥적 가치를 넘어서야 하며 초등학생이 체, 

육 활동 고유의 가치를 내면화함으로써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전인교육 의 ‘ ’
가능성을 추구해야 한다 최의창 그러나 실상 우리나라의 체육과 교육( , 2010c). , 

과정은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도 이러한 전인교육 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 ’
일관되게 지향해왔으나 전인교육 은 아직까지 문서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 ‘ ’ (

의창 전세명 일선 학교 현장에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실제적, , 2011). 

인 어려움이 있다. 

이는 초등체육교육의 목적에 대한 구성원 간의 합의는 부족한 상태이기 때

문이다 그런데도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Doherty & Brennan, 2013). 

교과목 중 하나가 체육이라는 사실은 이미 누구에게나 기정사실처럼 여겨지고 

있다 더구나 근래에 들어 국내 초등체육교육에는 학교스포츠클럽과 토요스포. , 

츠데이 등 학교체육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투자가 이어지면서 유래에 없던 , 

호황기까지 맞이하고 있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나 학생이나 학( , , 2013). 

부모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정책입안자들이 초등체육교육

에 관심을 두는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직면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 

학교체육 주요 업무계획의 학교체육정책의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학생‘2015 ’ , 

들의 비만 체력 저하 등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의료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 

체육교육을 통해 뇌기능을 활성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학업성취도 향상

과 사회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 

2015b). 

이처럼 건강 증진 뇌기능 향상 사회적 비용 감소 등의 목적으로 초등체육, , 

교육에 쏟아지는 관심은 과연 초등체육교육이 무엇이며 아이들에게 무엇을 ,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가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왜 체육을 가? , 

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전통적 대답방식을 두 가지로 구분하며 외재적 정당화 

방식을 비판한 최의창 의 논의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체육교육(2010c) . , 

을 통해 비만을 억제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는 신체를 위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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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의 관점이다 이에 대해 그는 건강 증진이 체육의 부수적 효과 일 뿐 ’ . ‘ ’
본질적 가치 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실상 건강과 체력의 증진은 교‘ ’ . , 

수요목기부터 지금까지도 학교체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지만 이옥선 전세( , 

명 체육교육을 비만 예방을 위한 하나의 처, 2011; Tappe & Burgeson, 2004), 

치 수단으로 간주하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미송 조기희( , , 2015; Pate et al., 2011). 

둘째 체육교육을 통해 사회성이 향상되어 좋은 성격이 형성된다고 보는 신, ‘
체를 통한 교육 의 관점으로 최의창 은 이에 대해 체육의 가치를 체육 ’ , (2010c)

아닌 다른 어떤 것의 가치에 종속시킨다고 지적한다 바람직한 성격의 형성을 . 

체육교육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체육이 아닌 다른 교과에서도 공통으로 추구

하기 바이므로 이는 비단 체육 교과만의 고유한 목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들은 체육 그 자체 가 아닌 체육 밖에서 찾을 수 있. ‘ ’ ‘ ’
는 외재적 가치를 통해서 체육교육의 목적을 정당화하고 있다 최의창( , 2010c). 

다시 말해서 초등체육교육은 그 자체로서의 가치 에 목적을 두어야 하며 체, ‘ ’ , 

육교육의 뚜렷한 특질이라고 할 수 있는 운동 을 통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 ’
는 가치를 통해 초등체육교육의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체육교육의 내재적 목적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최의창? (2010c)

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정서적 만족감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적 차원에서 체육, 

교육을 통해 학생을 공적 전통으로서의 체육 문화에 입문시키는 것이라고 말

한다 공적 전통으로의 체육 활동은 모든 구성원에게 공유되는 만큼의 역사적 . 

깊이를 가지므로 개인이 학생의 흥미와 욕구보다는 체육 활동이 구현하고자 , 

문화적 의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의창 이 같은 체육교육의 ( , 2010c). 

목적에 대한 내재적 정당화 작업은 체육을 가르쳐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제

시한다는 점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체육의 부수적 효과에만 주목한. 

다면 체육교육의 타당성을 확고하게 입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체육교육을 일, , 

어나게 하는 체육교사의 존재 의의조차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 

맥락에 터하여 전인교육이라는 고유한 교육적 가치를 가진 초등체육교육의 목

적 아래 체육교사의 존재 의의를 이해하는 노력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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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등체육교육의 성격. 

초등체육교육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학자들의 일관된 합의가 이루

어진 상태가 아니다 이에 최의창 은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2010c) ( 

의 아이디어를 빌려 초등체육은 낭만의 교육 이 되어야 한다Whitehead, 1929) “ ”

고 보았다 화이트헤드는 교육의 리듬 이라는 글에서 인간의 교육적 성장은 . “ ”
낭만의 단계 정밀의 단계 일반화의 단계의 순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 , 

우선 낭만의 단계 는 어떤 내용을 배우기 전에 자신이 " (the stage of romance)”
배울 내용을 좋아하게 되는 정서적 마음가짐으로 호기심을 갖고 탐색하는 단

계이다 이때의 호기심은 일시적인 관심이 아닌 진정한 관심이 일어남을 뜻한. 

다 다음으로 정밀의 단계 에서는 배울 내용에 대해 . , “ (the stage of precision)”
하나씩 세밀하게 차근차근 배우는 단계로서 어떤 내용을 제대로 배웠다고 하

기 위해서는 중요한 단계이다 그러나 낭만의 단계가 선행되지 않은 정밀의 . 

단계는 기계적인 반복 훈련만을 가져옴으로써 학습을 단순하게 만들고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는 결과를 낳는다 다시 말해서 깊이 있는 배움은 배우는 내용. , 

에 대한 좋아함이 없이는 그것이 본래 추구하는 목적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

이다 마지막으로 일반화의 단계 는 배운 내용을 . “ (the stage of generalization)”
일상생활에 응용하여 이용함으로써 자기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다른 현상과 

연관을 짓고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자신의 지. 

식이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지식의 

학습에 응용될 경우 다시 새로운 낭만의 단계로 되돌아가서 한 주기가 돌아 , 

새로운 주기가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다.   

화이트헤드가 제안한 교육의 리듬 에 초등체육의 위치는 낭만의 단계 로“ ” “ ”
서 체육 활동에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즐기려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차후 중, , 

고등학교 제도 교육에서 받을 체육 활동에 대한 기대를 갖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최의창 따라서 학교체육의 성패는 초등체육의 리듬이 제대로 살( , 2010c). 

아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초등교육은 초등교육. , “
은 학습의 가치를 알고 이를 추구하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형성

하는 교육 그리고 그러한 학습의 역량을 다양한 교과 즉 학습의 소재에 적용, , 

하고 시험하면서 자신에게 잠재된 가능성의 방향을 확인하는 교육 이라는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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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동 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초등체육교육에서 학습의 가치를 알고 (2003) ,  “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 은 체육을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 

는 곧 화이트헤드가 말한 교육의 리듬 중 첫 번째 단계인 낭만의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초등체육교육의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 근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 

수 있다 최의창 최의창 전세명( , 2010c; , , 2011). 

그러나 학교체육에서 스포츠 가 강조됨에 따라 체육교육의 성격이 모(sports)

호해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 도입된 제도적 장치(Green, 2008). 

인 스포츠강사 라는 명칭만 보더라도 학교체육교육의 스포츠 중심적 입지를 ‘ ’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체육은 학교교육과정의 일부이며 스포츠는 강사나 봉. 

사자에 의한 경쟁요소가 있는 활동이다 다시 말해서 스포츠(Whitehead, 2000). , 

는 경쟁과 성과에 초점을 맞추지만 체육교육은 재능 있는 소수의 학생뿐 아, 

니라 모든 학생에게 이로운 잠재력을 키워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초등체육교육은 아이들이 평생 처음 접하는 신체(Doherty & Brennan, 2013). 

활동 경험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야 하는 결정적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최의(

창 따라서 초등체육교육은 초등학생들이 한정된 여가시간 , 2010c; Sloan, 2010). 

내에 스스로 운동을 선택할 수 있는 각자의 취향을 가질 수 있는 풍토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초등체육교(Armour, 2006). 

육은 운동을 잘하도록 만들기 위한 스포츠와는 달리 운동을 좋아하도록 돕‘ ’ ‘

는 접근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의창 이는 결국 초등학생들에게 ’ ( , 2010c). 

스포츠와는 구분되는 질 높은 초등체육교육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Doherty & Brennan, 2013). 

  다 초등체육교육의 난제. 

초등체육교육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그다지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

는 처지이다 최의창 이는 초등( , 2010c; Fairclough, Stratton, & Baldwin, 2002). 

체육교육이 여전히  레크레이션 혹은 놀이하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 ’ ‘ ’ 
기 때문이기도 하다 고전규 최의창( , 2011; , 2010c). 이러한 현실에 대해 교사 , 

자격증이 없는 외부 강사가 체육을 가르치거나 체육교사의 전문성 개발 과정

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즉 초등체육교육을 (Pick & Price,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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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에서 구현하는 교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등체육. 

지도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대한 의심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으며 초등교사, 

가 느끼는 체육 수업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도 상당히 축적된 상태이다 그 원. 

은으로서는 교사의 전문성과 열의 부족 비현실적인 교육과정 시설 및 용구 , , , 

부족이 그 공통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재정 박미림 이옥선 조기( , 2007; , , 

희 그러나 학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 2015). 

고 있는 초등체육교육의 현실에 비추어 많은 연구자가 지적한 다양한 초등체, 

육 수업의 어려움 중 본질적인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를 직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초등체육을 누가 가르치는가에 따라서 그 실질적인 원인이 , ‘ ’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초등체육지도교사의 유형에 따라 크게 학급, 

담임교사 여교사 체육전담교사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 , . 

학급담임교사와 여교사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고 체육전담교사의 경우는 다음 

장에서 살펴본다 먼저 국내 연구에서 분석한 학급담임교사의 체육 수업의 어. , 

려움의 원인과 해결방안은 살펴보면 표 와 같다, < 2> . 

표 초등학교� 학급담임교사의� 체육� 수업의� 어려움의� 원인과� 해결방안 연도순< 2>� ( )

초등 학급담임교사가 체육 수업을 실행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학급담임제

저자
연도( )

원인 해결방안

양갑렬
(2000)

체육교과의� 낮은� 지위�-
운동� 기능� 부족 교사의� 잡무- ,�
수업자료� 부족 교과내용� 지식의� 지- ,�
루함 불확실한� 수업목표,�
햇빛과� 무더위-�

체육교과에� 대한� 인식� 변화-
교사의� 열의-
교육과정� 수정� 및� 개발-
체육전담제� 실시-

박재정
(2007)

많은� 학교� 행사 학기� 초� 임시시간- ,�
표 학급� 행사,�
궂은� 날씨 운동장� 사정- ,�
바쁜� 교사 체육교과에� 대한� 인식- ,� ,�
학생의� 발달특성

교사의� 수업부담� 경감-
물리� 환경적� 요인의� 개선-
초등학교� 교육풍토� 개선-
체육교육에� 대한� 인식과� 신념의� 변-
화

최홍섭 김명수,�
(2009)

학생� 통제의� 부담-
운동� 시범의� 부담-

체육� 교구� 및� 시설� 설비� 확보-
현장� 체육� 수업에� 도움� 되는� 실질적�-
교사� 연수

김중형 백종수,�
(2011)

교사� 요인-
시설� 요인-
학습자� 요인-

예비교사교육의� 강화-
현직교사연수의� 강화-
체육� 수업환경개선-
복수교과전임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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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박재정 양갑렬 즉 학급담임교사( , 2007; , 2000). , 

는 교과전담교사가 배정된 일부 교과목을 제외하고는 혼자서 거의 모든 교과

목을 지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수업시수의 양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뿐 . 

아니라 담임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교과 수업의 질적인 측면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급담임교사는 교과지도 상의 부담뿐만 아니라. , 

한 학급을 경영하는 데 수반되는 생활지도와 각종 잡무도 체육 수업의 실행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박재정 이와 관련하여 학급담임교( , 2007). , 

사의 체육 수업 전문성 부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체육교과전담제의 실

시가 현실적인 해결방안이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김중형 백종수 양( , , 2011; 

갑렬 이승배 서장원 그러나 박재정 은 학급담임교사가 체, 2000; , , 2010). (2007)

육 수업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은 단지 학급담임제라는 제도적 측면에 기인한 

문제라기보다 체육 교과에 대한 초등교사의 책무성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지

적한다 말하자면 결국 학급담임교사는 주지 교과의 위상에 밀리는 주변 교과. , 

로서의 체육의 입지 때문에 다양한 교과목 중에서도 체육 수업을 스스로 포, 

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학급담임교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체육교육의 . 

인식과 신념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초등체육교육은 교단의 여초 현상과 관련하여 여교사의 체육 수업 전, 

문성 부족 남학생의 여성화 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호철 권오륜, ( , , 

정우식 년 기준으로 하더라도 남녀 교원의 성비는 이었지만 , 2005). 1990 50:50

교직에 대한 여성의 선호도가 날로 치솟으면서, 년 현재 전국 초등학교 2015 , 

여교사의 비율은 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교육부 한국76.9% ( , 

교육개발원, 2015). 이처럼 초등교사의 절대다수가 여교사인 상황적 맥락에 주 

목하여 초등체육 수업의 어려움의 원인과 해결방안은 분석한 국내 연구는 , 

표 과 같다< 3> .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대체로 교사의 운동 기능의 부족 과다한 잡무 수업, , 

환경 상의 번거로움 등을 여교사의 초등체육 수업의 어려움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실상 이와 같은 원인은 학급담임교사가 느끼는 체육 수업의 어. 

려움의 원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초등체육 수업의 전문. , 

성에 대한 비판의 주요한 이유로서 여교사의 과다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과연 학급담임교사로서가 아닌 여교사만이 느끼는 어려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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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체육교사로서의 여교사가 . 

마주하는 어려움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한 연구물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 

부분의 연구가 여교사의 부정적 체육 수업 실태 및 걱정거리 파악에 주목하고 

있으며 많은 부분이 초등학급담임교사의 어려움의 원인과 중복된다고 볼 수 , 

있다. 

표 초등학교� 여교사의� 체육� 수업의� 어려움의� 원인과� 해결방안 연도순< 3>� ( )

그러나 여자에게 체육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식의 여성에 대한 고정된 성 역

저자
연도( )

원인 해결방안

박재정 조순묵,�
(2003)

운동� 시범의� 부담-
운동� 내용� 지식의� 부족-

교사의� 전문성� 강화-
교사의� 교과관� 확립을� 위한� 노력-
성� 역할에� 대한�편견� 극복-

이호철 권오륜,� ,�
정우식
(2005)

교사의� 전문성� 부족-
기상의� 변화-
시설과� 용기구� 부족-
교사의� 책무성� 결여�-
수업� 준비의� 번거로움�-
비현실적인� 교육과정�-
학생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
학생� 통제의� 어려움-

교사� 연수기회의� 확대-
체육교과전담제의� 내실화-
현장과� 대학과의� 협동� 연구-
교사의� 열의와� 노력-

이원희
(2008)

실기� 지도의� 곤란함-
시설� 및� 용구의� 부족-

체육교과전담제� 실시-
교사연수프로그램� 확충-
체육� 자료실� 전담요원� 확충-
체계적인� 교과서� 편집-

김시은
(2009)

과다한� 학교� 업무-
수업� 준비의� 번거로움-
실기� 능력의� 부족-
안전� 문제-

시설� 확충-
체육교과전담제� 실시
실기� 위주의� 교사� 연수-
효율적인� 교재� 개발-

이광무 이유경,�
(2009)

기후� 변화-
운동� 시범의� 부담-
안전사고의� 위험-
교사의� 전문성� 부족-

체육교과전담제� 실시-
시설� 용구의� 확충-
체육� 수업을� 타� 교과� 수업으로� 대체-
하지� 않으려는� 교사의� 노력

박미림 이옥선,� ,�
조기희
(2015)

준비� 없이� 조우한� 체육-
기술� 및� 기능� 중심의� 예비교사교육
낯선� 환경에서의� 체육� 수업-
체육� 가르치기를� 회피하는� 학교문화-
탈맥락적� 체육� 현직� 교사교육-
불규칙한� 체육� 교수� 경험-
부정적인� 체육� 수업� 경험의� 누적-
열정� 및� 체력과� 앎의� 한계-

교육대학� 선발� 시� 체육� 반영-
체육� 잘� 하기 에서� 체육� 잘� 가르치-‘ ’ ‘
기 로의� 관점� 전환’
여교사간의� 멘토링-
체육� 가르치기 를� 지향하는� 체험� 중-‘ ’
심의�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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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인식에 대한 재고를 주장한 박재정 조순묵 의 연구와 학창시절 신체, (2003)

활동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여학생이었던 여교사의 문제를 지적한 박미림, 

이옥선 조기희 의 연구는 여교사만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제시했다고 볼 , (2015)

수 있다 실상 초등체육교사로서의 여교사는 단지 생물학적으로 여성이기 때. , 

문에 운동 기능이 부족하며 체육 수업에 대한 인식 또한 부정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는 예로부터 여성의 세계는 가족과 정서에 관련된 사적 세. 

계로 남성은 정치와 관련된 공적 세계로 인식되고 있는 이원론적 문화로 인, 

해서 이호철 권오륜 정우식 여교사는 체육을 가르치는 교사로 마땅하( , , , 2005), 

지 않다는 편견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양성평등이라는 사회적 흐름. 

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일선에서 체육 수업을 열성적으로 이끌고 있는 , 

여교사들도 일부이지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체육교사. 

로서의 여교사가 마주하는 체육 수업의 어려움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해 탐

구하기 위해서는 여교사가 되기 이전의 여학생 시절의 스포츠 경험 또는 체, 

육교육 경험 남성 중심적인 스포츠 문화로 대변되는 유교적인 한국 사회의 , 

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에 제시된 선행연구에서는 여교사의 체육 수업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 3>

며 체육교과전담제도의 정착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광무 이유경( , ,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여교사의 체육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2004). 

노력보다는 체육교과전담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당장 시급한 체육 수업 소홀의 

문제를 막겠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실제로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체육교과. , 

를 가르치는 일 그리고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일은 기실 남교사의 전유물이라

는 선입견이 지배적이다 이호철 권오륜 정우식 따라서 과연 초등체육( , , , 2005). 

교과전담제도의 시행이 여교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초등학교의 현장에서 초

등체육의 본질적인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지를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많은 초등학교 여교사의 체육 수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수업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체, 

육을 가르치는 여교사로서의 삶의 여정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과 구체적인 

학교생활의 모습을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체육교사로서 실제로 경험하는 

어려움과 보람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초등교. , 

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교사들이 체육을 가르칠 때 또는 체육전담교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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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게 될 때 어떤 상황이 닥칠 수 있을지 그에 따라서 어떠한 노력이 필, , 

요한지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초등체육지도교사에 관한 쟁점과 제도2. 

가 초등체육지도교사에 관한 쟁점  . 

초등체육 수업의 파행적 운영 실태와 그 질적 수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러한 문제 제기는 실질적. , 

으로 체육 수업을 지도하는 초등교사의 대다수가 학급담임교사이자 여교사라

는 점에 주목하여 그들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논의가 이, 

루어져 왔다 이러한 현실에 입각하여 등장한 초등체육교과전담제도는 년. 1992

부터 현재까지 년이 넘는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승배 서장원20 ( , , 

년부터는 정규 체육 수업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포츠강사 2010), 2008 ‘
제도 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노력에서 불구하고 초등체육교육에서는 실질적으’ . 

로 체육 수업을 누가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여전히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박미림 이옥선 조기희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초등교사의 체육 ( , , , 2015). , 

수업 전문성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초등체육교과전담제도와 스포

츠강사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초등체육교육의 내실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 

사점을 찾고자 한다. 

초등체육교과전담제도는 교육부에서 년에 제시한 초등학교 교과전담제1985

의 단계적 접근 방안에서 그 초석을 찾을 수 있다 즉 국가 차원의 교과전담. , 

제도 시행에 부응하여 시작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의 교과전담교. ‘

사 는 학급담임교사와는 달리 특정한 교과만을 담당하여 수업하는 교사이다 교’ (

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년에는 교과전담제도의 단계적 확대방안을 , , 2013). 1986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하였고 년에 이르러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초등, 1990

학교 교사의 수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교과전담제의 시행이 촉구

되었다 이에 년에는 국가 차원에서 초등 교과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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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사들의 수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교과전담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교육법 시행령을 공포하였다 년에는 교과전담교사의 학교별 배치 ‘ ’ . 2008

기준 교육감에게 교원 배치 권한을 이양하여 배정정원 및 학교별 교육여건 ,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별 자체기준에 따라 교과전담교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

다 이승배 서장원 향후 년까지 초등체육전담교사는 초등체육교육( , , 2010). 2017

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확대 배치될 예정이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 

그러나 초등체육교과전담제도는 현장에서 체육 수업 전문성이 부족한 2015). 

학급담임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고 있으나 체육 수업의 질적 , 

측면에서는 전담교사 역시 많은 개선이 필요함을 다수의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초등체육전담교사의 체육 수업이 신체활동의 기능 습득 중심으, 

로 교육 내용이 선정되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승(

배 서장원 운동 기능 습득 중심의 체육 수업은 자칫하면 , , 2010). 학생들과의 

유대를 근본으로 삼아야 할 교육의 의미는 퇴색시킬 가능성이 있다 허진화. 

의 연구에 따르면 체육전담교사는 학생과 교사와의 래포가 충분히 형성되(2013) , 

지 않은 상태에서 효율적인 수업목표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학생의 심리적 , 

불안을 유발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반복 지도가 어렵다는 난점이 갖는다고 보고

되었다 따라서 교육적 의미가 담보되지 않은 체육전담교사제의 시행은 초등교육. 

의 기초교육의 성격을 전문지식교육의 성격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오근진( , 1997). 

이어 운동 기능 위주의 수업으로 흘러가는 체육교과전담제도의 현실은, 본래 

의 시행 취지와는 무관하게, 체육을 정말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교사보다는 학교현장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근거하여 남교사 또는 신규교사

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승배 서장원( , , 2010; 

최의창, 2010c). 즉 체육전담교사로 임명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초등체육을 가, 

르치는 교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이 갖춰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거나 심지, 

어는 그것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학교 상황적 요인에 따라 그것이 발휘되

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는 국가 수준의 학교체육정책 체육. , 

교과에 대한 인식 학교의 문화풍토 그리고 초등교사들의 개인적 차원의 문제 , ,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승배 서장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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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또한 초등체육전담교사는 학교의 운영 및 동료 교사와의 교류에 있어 단절, 

된 경험을 하며 교과교육 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학교체육 업무를 , 

위한 역할로 환원됨으로써 정작 체육 수업과는 괴리감을 느끼게 되어 체육전

담교사 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김지헌 김승재 결국 초등( , , 2008). ,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보완 정책으로 도입된 교과전담교사제는 체육교과의 , 

전문성보다 학교의 행정편의주의적 의사결정이나 교사의 개인 사정을 우선 고

려한 전담교사 배치 등의 파행으로 인해 그 취지가 무색하게 된 실정이다 안(

양옥, 2010). 

이에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추진된 현재의 스포

츠강사 제도는 년 초등학교 체육보조강사 지원사업 이라는 이름으로 문2008 “ ”
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나 년 스포츠강사 로 명칭을 , 2009 “ ”
바꾸었다김미숙 정구철 스포츠강사 란 초중등교육법 제 조 제 호에 ( , , 2012). “ ” 2 2․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 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
전문강사 를 말한다 년 현재 스포츠강사 제도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 . 2015 , “
체육 수업 부담 경감 및 학생들의 체육 수업 흥미 유발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

화 도모 학생들이 체육 활동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 “
평생의 운동습관 형성에 기여 의 목적으로 년간 지속되고 있다 교육부 문화” 7 ( , 

체육관광부 이처럼 스포츠강사 제도의 본래의 목적인 초등체육교육의 , 2015). 

활성화 측면에서는 스포츠강사는 체육 수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 

담임교사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수업상황과 장면에 맞게 지원해 줌으로써 합리

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스포츠강사의 실제 업무는 학급담임 교사의 체육 수. 

업에서 학생들의 안전사고나 체육부진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체육 수업에 , 

필요한 용기구 등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스포츠강사는 . 

담임교사 또는 체육교과전담교사의 체육 수업을 보조하는 역할로서 실제 체, 

육 수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미숙 정구철( , , 2012). 

그러나 일선 초등학교 정과 체육 수업을 초등교사 대신 스포츠강사가 주도

하고 주객전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고전규( , 2011; 

전세명 정현우 이는 스포츠강사 제도 시행에 대한 현장의 이해 부족과 ,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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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년 현재 . 2015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을 살펴보면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해 , 4

초등학교의 장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 조제 호에 따“ 13 2 2 6「 」

른 체육지도자1) 중에서 스포츠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로 명시되어 있다 특 .” . 

히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자격은 유소년스포츠지도사로서의 체육지도자 자, 

격을 관련 시행령에 따라 필기시험과 연수 과정을 면제받고 실기 및 구술시험

만으로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체육지도교사로서 적정한 양성과정을 거. 

치지 않은 스포츠강사가 체육 수업을 주도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초등체육교육

의 내실화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정리하면 초등체육교과전담 제도와 스포츠강사 제도는 학급담임교사와 담임, 

교사의 초등체육 수업 전문성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본

래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초등체육교육을 둘러싼 교육 현상. 

과 정책이 초등체육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누가 가르치든 체육, 

을 좀 더 많이 좀 더 자주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는 논리에 입각하고 있기 때

문이라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체육전담교사와 스포츠강사를 확대 배치하는 . , 

등 체육교육의 양적인 성장에 집중하였지만 정작 초등체육지도교사의 전문성 , 

향상에 대한 노력은 외면함으로써 초등체육교육의 질적 수준은 높이지 못했다

는 것이다 이는 초등교사가 체육을 잘 가르치도록 돕기 위해 더욱 본질적이. 

고 심층적인 논의가 요청됨을 시사한다.  

나 초등체육 직전교사교육 제도  . 

직업인으로서의 교사의 생은 입직 과 함께 시작된다 그러나 실상 교사( ) . ⼊職

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은 입직 전 예비교사 시절( ) ⼊職

에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성패는 직전교사교육 시기에 달, 

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체육지도. 

교사가 받는 직전교사교육은 그 질적 수준은 어떠한가 현 초등체육교육의 위? 

기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교사는 교육 그 자체를 , 

1) 여기서� 체육지도자란�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 ‘ ’ ,� ,� ,� ,�
도사를�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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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게 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초등학교 교사는 초등체육교육의 (Tickle, 1999) 

위기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초등교사가 체. 

육 수업 전문성 부족이라는 난제를 안게 된 원천적인 원인을 탐색하기 위해서

는 실제로 초등체육지도교사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자격 기준은 무엇이며 어, 

떤 양성과정을 거치는지 살펴보는 작업이 중요하다 실상 우리나라의 초등학. , 

교 정과 체육 수업의 지도교사는 초등학교 학급담임교사 또는 체육전담교사로

서 양자는 각각의 직무 특성과 상관없이 초등학교 교사 가 되기 위한 동일한 , ‘ ’
양성 과정을 거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모든 초등체육전담교사는 기. 

본적으로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양성 과정을 거치므로 초등 교사의 자격 기준, 

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우리나라� 초등학교� 급� 정교사의� 자격� 기준� � � < 4>� 2

초등중교육법� 제 조�제 항21 2

교육대학을� 졸업한� 사람1.�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한� 사람�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학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3.�

석사학위를�받은� 사람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4.� 2

을� 받은� 사람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5.�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인정되는� 사람을� 입소�6.�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7.� 2

육과를� 졸업한� 사람

우리나라의 초등교사 자격 기준인 초등학교 정교사 급의 자격은 초중등교(2 )

육법 제 조 제 항에 표 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학년도 현재 전국 초21 2 < 4> . 2015 , 

등학교 설립별 교원 수는 표 와 같으며 대략 만 명의 인원 중 대부분이 < 5> , 18

급 정교사의 가지 자격 기준 중 교육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해당된다2 7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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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학년도� 전국� 초등학교� 설립별� 교원� 수 교육통계서비스� � < 5>� 2015 ( ,�2015)

국립 공립 사립 전체

소계 여 소계 여 소계 여 전체 여

515 242 180,376 139,278 1,767 996 182,658 140,516  

이에 따라 대부분의 예비교사는 교육대학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무

시험검정을 통해 급 교원자격증을 얻게 된다 급 교원자격증을 획득한 예비2 . 2

교사들은 임용고사에서 합격하게 되면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로 선

발되며 사립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학교 내의 별도 임용 절차를 거치게 , 

된다 실상 급 교원자격증은 초등교사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인 . , 2

동시에 초등교사의 국가 표준 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급 (national standard) . 2

정교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이수해야 할 강좌의 영역 영역별 강, , 

좌명 이수 시간을 교원자격검정령 제 조 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예, 19 3 . , 

비초등교사들은 학점 이상의 전공과목 과 학점 이상의 교양 과목 을 이50 ‘ ’ 22 ‘ ’
수해야 하며 전공과목은 기본 과정 과 심화 과정 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 ‘ ’ ‘ ’ . 

나 이와 같은 제도적 틀에도 불구하고 현재 초등체육지도교사의 전문성 부족 , 

문제가 끊임없이 도전을 받는 현재의 위기를 고려한다면 초등체육 직전교사, 

교육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손준구( , 2006). 

실상 많은 초임교사가 초등체육 수업에 대한 현실충격을 토로하고 있다 성, ‘ ’ (

기훈 이승배 장경환 이옥선 교사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2013; , ; 2014). , 

학교 현장에 가서 맞닥뜨리는 예비교사의 현실충격으로 인해 그간 배운 지식‘ ’
이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세척효과 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 ’ (Lawson, 1983; 

물론 어떠한 직전교사교육도 초임교사가 완전Zeichner & Tabachnick, 1981). , 

한 성공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과 지식을 제공할 수 없으며 또한 다양, 

한 현장에 맞게 완벽하게 준비할 수도 없다 그러나 모든 예비교사가 세척 효. ‘

과 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직전교사교육을 통해 교사가 될 준비를 스스로 ’ , 

착실히 해온 경우 현실 충격을 겪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크‘ ’
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학교 적응에 성공적이었던 신규교사(Macdonald, 1995). 

는 철저하고 체계적인 직전교사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Stroot &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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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행의 체육 가르치는 일에 대한 초임교사의 현실 충격을 완2006). ‘ ’
화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초등체육 직전교사교육의 목적과 방식은 진지한 검, 

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의 초등체육 직전교사교육이 가. 

지는 난점과 대책을 제시한 선행연구물이 상당히 축적된 상태이며 그 결과를 , 

살펴보면 표 과 같다< 6> .

표 초등체육� 직전교사교육의� 난점과� 해결방안 연도순< 6>� ( )

먼저 초등체육 직전교사교육은 예비교사의 운동 기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즉 예비교사의 운동 기능 부족은 운동 실기에 대. , 

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초등체육 수업을 가르치는 일을 회피하게 , 

된다는 것이다 최홍섭 조기희 이옥선 이와 관련하여 성기훈과 ( , 2014; , , 2012b). , 

이승배 는 전국 교육대학의 교양과정 평균 이수 학점은 대략 점인데 (2013) , 37

저자
연도( )

난점 해결방안

손준구
(2006)

예비교사의� 운동� 기능 교수지식 교- ,� ,�
과관�결여

초중고등학교의� 정상적인� 체육� 수업-
체육� 실기� 강의� 시수� 확대-
체육교과교육학� 강의의� 정상� 운영-
교과전담교사� 양성과정� 운영-

박재정 양정모,� ,�
이동호
(2011)

체육실기능력� 향상과� 체육� 수업� 교-
수법 현장의� 체육교육 체육과� 스포,� ,�
츠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강
의� 부족

현장� 중심의� 맞춤형� 수업� 실습-
체육실기능력� 강화-
체육교육에� 대한� 인식� 확립

고문수
(2012)

대학의� 교육내용과� 초등학교� 현장�-
간에�다양한� 간극이� 존재함.
목표의� 간극 결과� 지향과� 과정� 지- :�
향 추구하는� 교사상의� 간극 체육을�,� :�
좋아하는� 교사와� 잘하는� 교사 수업�,�
구현의� 간극 이론� 중심과� 방법� 중:�
심 수업� 교구� 이해의� 간극� 있어,� :�
도� 몰라와� 없어서� 몰라.

초등체육의� 본질� 이해-
내용� 이해보다는� 지식� 방법� 중심의�-
교육을� 위한� 초등� 현장과의� 연계성�
확보
수업� 시연� 중심의� 초등체육� 교수방-
법의� 개선
초등학생에� 대한� 이해-

성기훈 이승배,�
(2013)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체육� 관련�-
교양과목의� 문제
체육교과지도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
기회가� 극히� 제한적임
대학교수의� 관심� 영역에� 따라� 임의-
로� 교육과정이� 구성됨

개정된� 국가수준교육과정의� 반영-
직전교사교육� 프로그램의� 표준화
교과교육학�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전-
환

박미림 이옥선,� ,�
조기희
(2015)

기술� 및� 기능� 중심의� 예비교사교육
교육대학� 선발� 시� 체육� 반영-
체육� 잘� 하기 에서� 체육� 잘� 가르치-‘ ’ ‘
기 로의� 관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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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해 체육 관련 교양 과목 은 필수 학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 ’ 2 , 

이는 운동 체험이 부족한 여학생이 대다수인 초등교사의 특성을 감안할 때, 

초등체육교육에 대한 교육적 소양을 함양하는 데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는 지적한다 그러나 현재의 초등체육 직전교사교육의 기술 및 기능 중심으로 .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운동하기를 꺼리는 예비교사들의 모습은 어떻게 , 

이해해야 하느냐는 의문을 버리기 힘들다 따라서 초등체육 예비지도교사로 . 

하여금 운동을 즐기면서도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전교사교육의 노력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예비교사들이 체육 수업 지도법에 대해 체계적인 학습을 할 기회, 

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 초등체육 직전교사교육의 문제로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초등체육을 잘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채 기술 및 . , , 

기능 중심의 강의가 이루어지다 보니 초등교사는 교사교육 기관에서 학습한 , 

내용을 토대로 초등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육 가르치는 일에 있어 어려

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비교사에게 양질의 초등체육 수업 실습 기회. 

를 제공하고 현장친화적인 커리큘럼으로 재정비하자는 대안은 초등체육 직전

교사교육의 난점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박재정( , 

양동모 이동호 조기희 이옥선, , 2011; , , 2012b).

마지막으로 표 에 나타난 선행연구에서는 초등체육 직전교사교육이 초등, < 6>

교사의 체육교과관 형성에 일조하지 못하는 문제를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체육교육학 과 관련된 교육과정 및 교수이론과 관련된 내용을 이수하도, ‘ ’
록 되어 있지만 실상 특정 종목의 실기를 다루는 교양 수업 형태로 이루어지, 

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체육을 심화전공으로 선택하지 . 

않은 대다수의 예비교사들의 경우에는 전공 기본 과정에서 다루는 학점, 6-10

이 초등체육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전부라는 점 성기훈 이승배 을 고려( , , 2013)

할 때 초등교사로서 체육 가르치는 일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기 어렵다고 ,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체육 잘 하기 에서 체육 잘 가르치기 로의 관. , ‘ ’ ‘ ’
점 전환을 주장한 박미림 이옥선 조기희 의 연구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 , (2013)

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을 초등체육 직전교사교육에 실. 

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초등교사의 애로는 체육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 

과목도 잘 가르치기를 요구받는다는 데 있다손준구 따라서 초등체육 (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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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교사교육에서 더더욱 체육 잘 가르치는 교사 를 길러내기 위한 기능 및 ‘ ’
기술적 처방 중심의 교사교육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예비교사 스스로 체육을 , 

가르치는 일의 의미를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 초등체육 현직교사교육 제도 . 

  

교사교육의 개선을 위해서는 직전교사교육을 시발지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

도 있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현직교사교육의 개선에 많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 

다김평국 최의창 이미 일정한 자격과 경험을 가지고 현직에 근( , 2003; , 2009). 

무하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현직교사교육

한상순 은 근래에 들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직 생애 전반( , 2008)

에 걸쳐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Continuing Professional 

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상 현직교사교육의 기간Development: CPD) . , 

은 교직 생애에 걸쳐 근 년간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예비교사교육기간30

은 년 정도에 걸쳐 이루어진다 물론 단순 수치 비교만으로 중요도를 판가름4 . , 

할 수는 없겠으나 현직교사교육에 훨씬 더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장기적, 

인 안목으로 현직교사교육에 접근해야 한다 특히 초등교사는 학생에게 미치. 

는 영향이 매우 크고 초등체육 현직교사교육의 성과는 최종적(Lumpkin, 2008), 

으로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현직교사교육은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경험

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초등(O’ sullivan & Deglau, 2006). 
체육교육의 질적 수준을 판가름할 수 있는 현직 초등교사의 체육 수업 전문성

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행해지고 있는 초등체육 현직교사교육의 지배적인 , 

양상과 난점을 간략히 조망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의 초등체육 현직교사교육은 교사 연수 교과교육연구회 교사학습, , 

공동체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교사 연수는 직전교사교육의 . ,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새로운 교육과정 교수방법 교육매체 등을 받아들여 , ,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조순묵 이에 연수는 교사( , 2009). 

의 전문성 발달에 필요한 기능이나 지식을 전수함으로써 자아실현을 위한 견

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유정애 교사 연수의 종( , 2000). 

류는 연수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격 연수 직무 연수 특별 연수 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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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컨설팅장학 교내 교과교육연구회 교내자율‘ ’, ‘ ’, ‘
장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부’ ( , 2013a). 

이 중에서 가장 형식성을 띠고 체계성을 갖춘 현직교사교육은 자격 연수, ‘ ’

라고 할 수 있다 최의창 체육교과와 관련하여 현직 초등교사가 의무적( , 2009). 

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자격연수는 초등학교 급 자격증 소지자가 경력 년 이2 3

상이 되면 받게 되는 초등학교 급 정교사 자격 연수 이다 그러나 정 연수‘ 1 ’ . 1

의 프로그램 중 체육교과에 할당된 단 몇 시간이 전부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마저도 프로그램의 일정한 방향성과 체계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의창 다시 말해서 초등교사는 스스로 체육교과 관련 연수를 찾( , 2009). , 

아서 수강하지 않는 한 정 연수에 포함된 단 몇 시간의 체육 연수만 받으면 , 1

교직 생애에 걸쳐 학교 현장에서 체육 가르치는 일을 지속할 수 있다는 의미

이기도 하다. 

한편 초등교사가 가장 흔히 접하는 연수의 형태는 직무연수 로서 교사 , ‘ ’ , 

각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연수를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수강하는 형태로 이

루어지고 있다 교육 당국에서는 교사 인당 연간 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 1 60

이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교사가 체육 교과 관련 연수를 희망하지 않을 , 

때에는 반드시 수강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직무연수 가 초등체육교사로서의 . ‘ ’
전문성을 신장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움을 시사한다 물. 

론 연수는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의 교사를 훈련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 

임은 틀림없으나 조기희 연수 프로그램의 일정한 방향성을 갖추고 체계( , 2015), 

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체육지도교사연수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성기훈 이승배( , , 2014). 

다음으로 살펴볼 교과교육연구회는 폭발적인 지식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비

하기 위해 개인적 접근보다는 공동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학계의 연구와 정

부의 정책에 힘입어 태동한 현직교사교육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 

년부터는 자생적으로 생긴 교사모임을 독려하고 교육청 주도의 교과교육1998

연구회를 만들어 이를 지원하였다송광용 김도기 현재도 활동 실적에 ( , , 2005). 

따라 운영 지원금을 받거나 승진에 필요한 가산점을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

공하고 있지만 교과교육연구회는 정작 현장 교사들이 학교의 실적을 위해 의, 

무적으로 참여해야만 하는 골칫덩이로 전락한 실정이다 교과교육연구회 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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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립 목적이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에 관심 있는 , 

일부 교사들이 연구회를 주도하고 참여함으로써 승진에 관심 없는 교사들에게

는 교과교육연구회가 그들만의 리그 로 외면 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과연 운‘ ’ . 

영 지원금이나 승진 가산점 같은 인센티브에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는 다수의 

현직초등교사의 체육교과지도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현직교

사교육의 형태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직교사교육의 다양한 형태 중 최근 가장 주목을 받는 교사학, 

습공동체는 연수나 교과교육연구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하나의 대안으

로 등장하였다 이는 구성원 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전문적 지식의 공유를 전. 

제로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을 꾀하는 접근으로서 초임교사들은 교사학습공동, 

체를 통하여 실전 경험을 배우고 분석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개개인의 특수한 

맥락 내에서 새로운 변화들을 모색할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다고 보았다(Stroot 

특히 은 교사교육이 제 책임을 다하고 양질의 초& Ko, 2006). , Shulman(2004)

등체육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 있는 동료들과 더 가깝게 지내

고 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서로 협동하여 강한 학습 공동, 

체를 만들고 더 나은 교사들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국내에서도 학술적 . 

연구가 이루어진 초등체육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를 가르치는 자 에서 학습‘ ’ ‘
하는 자 로 보고 교사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 , 

고 실천하는 교사학습공동체가 운영하고 그 효과를 탐색한 조기희 의 연(2015)

구 온라인 교사학습공동체인 인디스쿨에서의 교사 전문성 개발 과정과 특징, ‘ ’
을 연구한 서경혜 의 연구가 있다(2011) . 

이러한 연구들은 교사학습공동체의 명맥을 유지하는 주요 원천이 전문적 지

식과 경험의 공유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는 실상 교. Sinelnikov(2009)

사학습공동체는 새로운 체육 활동을 맛보는 사람들로 채워진 단발성 행사로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구성원들의 확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지, 

속적인 참여를 통해 교사의 성장을 장기적으로 지켜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가르치는 사람 에 대한 탐구는 체육 가르치는 과정“ ” 에서 결코 간

과해서는 안 될 자질로서 이는 교사로서의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 

해서 돌아보는 것이라는 최의창 의 주장을 기억한다면 초등체육의 발전(2010c) , 

을 위한 현직교사교육의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서의 교사학습공동체는 초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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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스스로 체육 가르치는 일과 자신의 삶과의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체육을 가르치는 초등교사의 교육적 성장에 관한 연구3. 

가 체육을 가르치는 초등교사의 정체성 발달에 관한 연구  . 

교사들이 행하는 하루하루의 교육과 순간순간의 실천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사의 신념과 정체성에 의해 일어난다 최의창 즉 교사에게 있어서 ( , 2010c). , 

가르침에 수반되는 연속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교사로서의 정체성은 중대한 영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완희 이처럼 인간의 생각과 행위의 근원이( , 2004). 

라고 볼 수 있는 정체성 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로 정의‘ ’ “ ”
된다 국립국어원 특히 교사의 정체성은 예상적 전문적( , 2016). , (anticipatory), 

직업적 사회화 과정을 거치며 이(professional), (occupational) (Grossman, 1990), 

중 초등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은 초등체육을 가르쳐야 하는 신념 또는 교과관

을 형성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체육교사로서의 초등교사의 정체성은 초등교사로서 과연 왜 체육‘
을 가르쳐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나감으로써 발견할 수 ’

있는 소명 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 대다수 초등교사는 체육교‘ ’ . , 

과전담제도를 찬성하지만 정작 본인이 체육전담교사 직을 맡는 것에 대해서, 

는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용규 외 이승배 서장원 이처럼 초( , 2013; , , 2011). 

등교사들이 학급담임으로든 교과전담으로든 체육 가르치기를 꺼리는 현실은 

체육을 지도해야 할 초등교사로서의 정체성이나 소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

다고 보기 어려움을 뜻한다 이와 관련하여 체육 가르치는 일에 대한 초등교. , 

사로서의 소명이나 정체성에 주목한 국내의 선행연구2)는 표 과 같다< 7> . 

2) 반드시� 초등체육지도교사로서의� 정체성을�핵심� 연구주제로� 삼지� 않았더라도 초등교사의� 체육교수신념� 또는�� ‘ ’ ,�
체육�교과관�형성이�드러난�연구를�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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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체육을� 가르치는� 초등교사의� 정체성� 발달에� 관한� 선행연구 연도순< 7>� ( )

먼저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처음에는 체육에 관심이 없던 교사였을지라도 점, 

차 체육 가르치는 일에 대한 소명 발견이나 정체성 발달이 가능함을 시사한

다 특히 조기희 이옥선 의 연구는 초등체육지도교사로서의 정체성은 . , , (2012b)

하나의 정체성이 안정적으로 머무르기보다는 다수의 정체성이 점진적으로 변

화해간다고 밝혔다 여타의 연구들도 직접적으로 초등체육지도교사로서의 정. 

체성 형성 과정이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체육교사로서의 정체성은 개인이 이미 소유한 특징의 집합이 아니. 

라 개인이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개조할 수 있는 성질임을 시사한다, (Stroot &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예비교사들은 이미 교직에 대한 사전 경험과 Ko, 2006). 

개인적 신념을 지닌 채로 직전교사교육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Freeman & 

저자
연도( )

연구주제 연구결과� 및� 시사점

박경석,�
박채희

(2009)

초등예비교사의� 현장체육�
수업체험과� 교수신념

초등학교현장의� 수업을� 체험하고� 학생들과� 의미� 있는� 관-
계를� 맺으며� 초등체육지도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이� 형성
됨.� �

조기희,�
이옥선

(2012a)

초등� 예비교사가� 인식한�
체육� 교사교육자� 모델링의�
유형과� 정체성� 발달에의�

효과

운동선수에서� 전인교육자로 고정적인� 동상에서� 전인교-‘ ’,� ‘
육자로 이끄는� 사람에서� 밀어주는� 사람으로 정체성이�’,� ‘ ’�
발달하며 교사교육자의� 겉모습 마음자세 지식 교수법�,� ,� ,� ,�
모델링이� 효과적임.

조기희,�
이옥선

(2012b)

초등� 예비교사의�
체육교사로서의� 정체성�
발달에� 위한� 교사교육

예비교사들은� 하나의� 단일한� 정체성보다는� 다수의� 정체-
성을� 동시에� 가지며� 점진적으로� 변화해� 감.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공동체� 속에서� 체육�-
수업� 만들기 반성적� 정체성� 글쓰기 초등체육� 활동� 직접�,� ,�
체험하기 초등체육현장과� 소통하기로� 나타났으며 정체,� ,�
성� 발달을� 위해� 교사교육자의� 모범적인� 실천이� 뒷받침되
어야� 함.

장경환,�
이옥선

(2014)

초등교사의� 체육� 수업�
전문성� 개발� 방향� 탐색.�

흥미� 위주의� 체육지도교사에서� 체육교육과정의� 목적을�-
고민하고� 실현하는� 체육지도교사로의� 변화하기� 위해서는,�
체육� 교과관을� 확립하기�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가진� 전
문성� 프로그램의� 구성이� 필요함.
체육교사�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은� 흥미로운� 활동� 속에서-
도� 그것이� 지향하는� 목적을� 지향해야� 함.

최흥섭
(2014)

초등체육� 예비교사의�
대학생활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체육� 활동� 기피�:�
예비교사를� 중심으로

연습을� 통해� 체육� 활동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획득-
했으며 체육교과지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긍정적�,�
인식으로� 변했고� 체육지도에� 대한� 동기와� 신념을� 확인하
고� 형성됨.
교사교육자의� 정성� 어린� 지도와� 칭찬과� 동료� 학생들의�-
지지와� 격려 향상도를� 반영하는� 교육과정이� 주효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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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로 하여금 체육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발Johnson, 1998; Lortie, 1975), 

달시키기 위한 일정한 교육적 방향성을 지닌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교사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초등교사의 체육교사로서의 정체성 즉. , , 

체육 가르치는 일에 대한 소명은 발달 가능한 것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 모든 교과목을 잘 가르쳐야 하는 무거운 의무를 지고 있는 것

이 초등교사의 현실이다 말하자면 초등교사에게 있어 체육교사로서의 정체성. , 

은 확립하는 일은 중등체육교사의 그것과는 같은 무게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체육 수업 전문성의 개발 방향을 탐색한 장경환과 이. , 

옥선 의 연구는 초등체육지도교사로서의 정체성 발달을 위해서는 흥미로(2014)

운 활동 속에서도 그것이 지향하는 명확한 체육교과관 을 확립하기 위한 일‘ ’ ‘ ’
정한 방향성을 가진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이러한 . 

선행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초등체육지도교사교육이 전문성 신장이라는 명목 

아래 지식과 기능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야 함을 시사한다 말. 

하자면 기존의 전문성 담론만으로는 초등교사의 체육 가르치는 일에 대한 소, 

명을 키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통상 초등교사의 전문성이라 . 

불리는 것들이 과연 초등교사가 체육 가르치는 일에 대한 소명과 정체성을 만

들어나가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가를 반문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 

라서 초등교사의 체육교사로서의 정체성 발달을 위해서는 단순히 체육을 잘 

가르치도록 만들기 위한 활동 을 실천하기에 앞서 초등교사인 자신이 체육을 ‘ ’ , 

잘 가르쳐야 하는 일관된 목적의식 또는 소명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 ’ ‘ ’
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체육교사의 전문성으로 상정된 내용 요소를 습득함. 

과 동시에 자신이 왜 초등체육을 가르쳐야 하며 그 일이 교사로서의 자신의 ,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교사교육의 방향을 위한 연구가 

요청된다. 

나 체육을 가르치는 초등교사의 교직문화에 관한 연구.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교사교육 프로그램은 학교 환경에 첫걸음을 들이는 교

사의 교직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이야기는 흔히 자명한 명제로 

받아들여지곤 한다 그러나 실제로 교사교육보다는 오히려 학교 현장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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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초임교사의 교직 생활에 더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Feiman-Nemser, 

이는 초등교사가 실제 학교현장에서 체육 Schwille, Carver, & Yusko, 1999). 

가르치는 일을 실행하는 초기 과정에서 교사를 둘러싼 교직 문화가 상당히 ,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초등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초등체육. 

교육에 대한 본래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초등체육지도교사가 , 

어떠한 교직 문화 속에 놓여 있으며 스스로 어떠한 교직 문화를 만들어 가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 터하여 초등체육지도교. 

사의 교직 문화에 관해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는 표 과 같다< 8> .

먼저 초등체육지도교사의 교직 문화에 관한 선행연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 

주로 남자 초등체육전담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의 교직 생활에 관한 

어려움과 체육전담교사 직을 기피하는 학교문화가 주된 연구결과로 보고된다

김지헌 김승재 이상돈 최종희 박수정 이러한 연구에서 ( , , 2008; , 2015; , , 2015). 

공통으로 밝혀진 체육전담교사로서의 교직 문화의 특징은 남교사 또는 신규교

사 위주의 학교 관리자의 임의 배정에 대한 불만 가중되는 학교체육업무에 , 

대한 불만 주변적 위치에 있는 전담교사로서의 고립감 학생과의 유대 형성 , , 

및 개별적 생활지도의 어려움 노출된 공간에서의 수업에 대한 부담감 안전사, , 

고에 대한 두려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낯선 환경에서 체육 수업을 . 

실행해야 하는 환경 상의 문제와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체육 가르치

기를 꺼리는 교직 문화는 초등체육전담교사에게뿐 아니라 학급담임으로서 체

육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박미(

림 이옥선 조기희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초등교사의 체육 , , , 2015). 

가르치는 일을 둘러싼 교직 문화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다양한 갈등과 좌절을 겪고 있는 초등체육지도교사의 교직 문화를 , 

개선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을 살펴보면 경제적 보상을 포함한 체, 

육전담교사의 실질적 처우 개선과 스포츠강사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되고 있다김(

지헌 김승재 이상돈 이는 초등체육지도교사가 학교현장에서 경험, , 2008; , 2015). 

하는 고충을 교사의 입장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했다기보다는 가산점 보수 등의 , , 

측면에서 실질적인 처방을 내림으로써 다소 피상적인 수준의 논의에 그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이홍우 는 교사 스스로 전문성을 갖춰나가려고 할 때 비(2013)

로소 교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호소를 할 수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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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선행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초등체육지도교사의 고충을 경감하기 위한 후속 

적 조치에 앞서서 애초에 초등교사가 체육 가르치는 일을 스스로 가치 있게 여, 

기도록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교직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체육을� 가르치는� 초등교사의� 교직문화에� 관한� 선행연구 연도순< 8>� ( )

이러한 맥락에 터하여 초등체육지도교사의 일과 삶을 둘러싼 전반적인 교직 , 

문화 풍토를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한 박미림 이옥선 조기희, , 

의 연구와 최종희 박수정 의 연구는 초등체육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2015) , (2015)

삶의 애환 속에서도 자기 일에 대한 의미를 교사 스스로 찾아 나가는 과정으로

저자
연도( )

연구주제 연구결과� 및� 시사점

김지헌�
김승재
(2008)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의�
일상적� 학교생활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연구

체육전담교사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직문화� 풍토의� 개선이� 필요함.
체육전담교사의� 처우� 개선과� 교사와� 코치의� 역할� 갈등�-
방지를� 위한� 제도가� 필요함.
교사� 스스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박미림�
이옥선�
조기희�
(2015)

초등� 여교사들의� 교사�
경력� 주기에� 따른� 체육�
가르치기의� 어려움� 탐색

초등체육지도교사는� 낯선� 환경에서의� 체육� 수업해야�-
하는� 어려움 체육� 가르치기를� 회피하는� 학교� 문화,� ,�
불규칙하고� 부정적인� 체육� 교수경험의� 누적이� 나타남.
체육� 수업� 전문성� 증진을� 격려하는� 학교� 문화 교사학- ,�
습공동체를� 통한� 협력적� 연구� 풍토가� 마련되어야� 함.
스포츠강사와� 담임교사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
는� 조화로운� 지도 안전사고� 예방과� 사후� 심적� 안정을�,�
위한� 실제적인� 교사교육 경력� 주기에� 맞는� 재교육� 프,�
로그램이� 필요함.

이상돈
(2015)

초등학교� 체육전담
남교사로� 삶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교사� 성비� 불균형� 문제로� 인해� 전공과� 관계없이� 체육-
전담교사를� 떠맡게� 됨.
체육�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찾기� 힘들었으-
며 체육관련업무로� 인해� 동료� 교사들과� 갈등을� 겪음,� .
일부� 학생과� 동료� 교사의� 응원에� 희망을� 가짐- .
스포츠강사� 제도가� 반드시� 필요함- .

최종희�
박수정
(2015)

초등학교�체육전담제의�
학교운영� 사례� 연구

체육전담교사의� 배정은� 다수� 교사들의� 불만의� 최소화-
하기�위한� 목적보다� 교과지도� 전문성을� 중시해야� 함.
학교� 운영의� 틈새를� 메우는� 보조적� 역할로� 취급하지�-
않고 담임과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해야� 함,� .�
전담교사는� 학생과의� 긴밀한� 유대감� 형성이� 어려우므-
로 학생� 생활� 지도를� 위한� 담임교사 관리자와의� 소,� ,�
통이�필요함.
주변인으로� 취급받는� 체육전담교사의� 교직문화를� 이해-
하기�위한�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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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성장 가능성을 지향하는 교직 풍토를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실상, 초등체육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초등체육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초

등교사로서의 체육 수업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한 동료문화와 학교문화의 조성

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Duncumbe & Armour, 2005). 

연구의 결과는 섣불리 초등체육지도교사를 둘러싼 교직 문화의 개선을 위한 

처방을 내리기보다는 초등교사로서 체육 가르치는 일의 현실에 대한 깊은 이

해를 바탕으로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초등교사 스스로 체육 가르치. , 

는 일의 의미를 찾음으로써 초등교사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지향하는 교직 문

화를 조성하기 위한 연구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다 체육을 가르치는 초등교사의 삶에 관한 연구방법적 접근  . 

종래의 교사교육은 교사의 삶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공인된 내용을 가르치기, 

만 하면 좋은 교사가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다른 직업과는 . 

달리 교사의 직업 교육은 자신이 받은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교육에 대한 , ∙ ∙
개인적 신념을 지니고 시작한다는 점에서 교직 입문 이전부터의 오랜 과정‘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르침의 비밀은 교사의 삶 깊숙이 파묻(Lortie, 1975)’ . 

혀 있으며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교사란 누구인, 

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김영천 에서 재인용(Ayers, 1992; , 2004 ). 그런데도 교사, 

로서의 삶과 경험을 이해하고 그 저변에 담긴 내면세계까지도 탐구한 연구가 

그동안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지적된 바 있다김영천 이는( , 2004). 한 개인 

으로서의 교사의 삶을 다룬 연구가 과연 사회과학적 연구결과로 인정하고 일반

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의문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연구의 방법론적 위, 

험성 때문에 축적된 연구의 양 또한 미약한 실정이다 이동성( , 2013). 

국내 체육교육학 분야에서도 현장에서 뚜렷한 교육관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살

아온 체육교사의 삶의 발자취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연구의 필요성이 제

기된 바 있다박정준 그러나 무엇보다도 연구의 깊이 있는 질적 해석과 ( , 2006). 

글쓰기를 위해서는 연구대상과 연구문제에 적절한 연구방법론에 대한 문헌고찰

과 철학적 관점이 두텁게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김원정( , 2011). 따라서 본 연구

의 연구방법으로 채택한 자문화기술지와 다른 연구방법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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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연구방법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표 체육교사로서의� 초등교사의� 삶에� 관한� 연구방법적� 접근� 연도순< 9>� ( )

초등체육지도교사의 삶을 다룬 국내의 선행연구를 연구방법별로 살펴보면 표<

연구
접근

저자
연도( )

연구주제 연구결과� 및� 시사점

내러티브
탐구

정우식
이호철
(2009)

소규모�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교육적� 삶과�

체육교육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교사로서의� 본분보다는� 과다한� 업무를� 해결-
을� 중시하여 체육� 교육활동을� 등한시함,� .
소규모� 초등학교의� 체육교육� 정상화와� 활성-
화를� 위한� 네트워크와� 효과적인� 교육과정운
영의� 대안과� 정책마련이� 시급함.

이치훈
안양옥
(2011)

초등� 교사의�
체육교육과정�

구현� 양상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교사들은� 체육� 활동에� 내재된� 전인적� 가치-
는� 운동� 기능이� 아닌� 수업관리� 행동을� 통
해� 달성하고� 있다는� 분절적� 사고를� 하고�
있음.
중등과� 차별화된� 초등체육� 교과� 전문성에�-
대해서� 초등교사는� 체육을� 왜� 가르쳐야� 하
는가에� 관한� 고민은� 드러나지� 않음.

장용규
김동식
(2015)

초등학교� 여성� 체육부장의
삶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체육부장� 역할� 속에서� 교육적� 의미를� 찾는�-
삶 초등체육� 전문인으로� 입문하는� 삶 남성,� ,�
중심의� 체육� 문화� 속에� 방황하는� 삶.
동료�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유연한�-
학교조직� 문화� 조성과� 젠더적� 관점을� 통한�
초등� 여교사의� 체육� 활동의� 논의가� 필요함.

생애사
연구

박상봉
황숙영
안양옥
(2013)

발자국� 한� 초등교사의�:�
성장과정

평범했던� 초등교사가� 교사� 연수� 강사 교과- ,�
서� 집필가 연구자 교육행정가로서� 초등체,� ,�
육전문가로� 성장함.
동료� 교사와의� 소통이� 성장을� 가져오는� 선-
순환으로� 이어지며 교수자보다는� 학생의�,�
삶을� 중심에� 둔� 체육교육이� 이뤄져야� 함.

박상봉
(2013)

한� 초등교사의��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경험에�

관한� 자서전적� 연구

체육에� 관한�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고� 교과-
서� 집필자로서의� 교육과정� 실행경험의� 성찰�
과정� 자체가� 전문성� 신장의� 연속임.
자기반성일지를� 통해� 교사로서의� 삶을� 성찰-
하는� 연구가� 확산될� 필요가� 있음.

김용성
(2014)

초등� 체육� 전문가로서의�
초등교사의� 삶

다양한� 신체놀이를� 즐기며� 성장한� 교사가�-
초등체육연구회에� 참여하며� 초등체육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됨 대학원� 과정을� 거쳐�.�
승진을� 하여� 초등체육교육� 전문가가� 됨.� �

자문화
기술지
연구

이동성
(2012)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의�
교수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학생관의� 점진적� 변화 체육교과에� 대한� 교- ,�
수법과� 평가방식에� 대한� 변화 시공간의� 암,�
묵적� 구속력을� 경험하고 전인교육으로서의�,�
체육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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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으며 생애사 연구 내러티브  탐구 자문9> , (life history), (narrative inquiry), 

화기술지 연구 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들은 개인의 삶에 관한 (autoethnography) . 

연구를 가리키는 이름들로써 혼용되고 있지만 분명한 차이점을 가진다박순, (

용 장희원 조민아 따라서 , , , 2010).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는 내러티브 탐구와 생

애사 연구와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봄으로써 자문화기술지에 대한 이해

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내러티브 탐구는 복잡한 인간의 삶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 인간의 , 

경험과 그 의미에 초점을 두고 구술 글 시각적 자료 등의 이야기 를 , , (narrative)

수집한다 이를 통해 얻게 된 이야기는 우리가 인간 존재로서 살아감을 이해. 

하게 만들고 의미를 부여하도록 한다염지숙 그러나 이때의 이야기는 , ( , 2006). 

연구참여자로부터 체험되고 말해진 이야기 로서 연구자의 언어로 다시 이야‘ , ’
기 되었다는 점에서 자전적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자문화기술지와는 (retold) , ‘ ’ 
다르다고 할 수 있다박순용 장희원 조민아 초등체육지도교사의 삶에 ( , , , 2010). 

관해 내러티브 탐구 방법으로 접근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초등학급, 

담임교사로서 체육 가르치기 경험에 관한 이야기 이치훈 안양옥 정우( , , 2011; 

식 이호철 와 여성 체육부장으로서의 삶의 이야기 장용규 김동식, , 2009) ( , , 2015)

를 다룬 연구가 있다 그러나 초등체육지도교사로서의 삶의 경험을 외부 연구. 

자가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함으로써 정책적 처방을 내렸다는 한계를 가

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초등체육지도교사가 처한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한 깊. , 

이 있는 이해를 기초로 초등체육지도교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 

위한 주체적 노력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생애사 연구는 전기 자서전 구술사 및 개인 자료를 포함하는 포, ‘ , , 

괄적 의미 윤형숙 이희용 에서 재인용 를 지니며 현재의 관점에서 ( , 1996; , 2007 )’ , 

구술자의 기억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재해석된다 윤택(

림 이희용 에서 재인용 즉 개인의 삶의 전체 혹은 일부를 역사, 2004; , 2007 )’. , 

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다루는 이야기를 통해 개인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인, , 

과관계를 제시하기보다는 개인의 행동에 대한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서술적, 

으로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조용환 이처럼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삶이 ( , 1999).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의한 총체적 결과라고 볼 수 있는 반면 자문화기, 

술지는 삶의 흐름이나 개인적 관심 자체를 연구 주제로 다루기보다는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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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문화 즉 타인과의 관계성과 상호작용을 드러냄으로써 문화적 의식을 북, 

돋우는 것에 초점이 있다. 

표 에 나타난 선행연구 중 생애사 연구를 살펴보면 초등체육지도교사로서< 9> , 

의 개인의 삶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서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김용성( , 

박상봉 박상봉 황숙영 안양옥 그러나 이는 초등교사로서 2014; , 2013; , , , 2013). 

체육을 가르치는 데 있어 마주하게 되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문화적 의미는 

집중적으로 조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생애사적 연구방법에서 비, 

롯되는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들은 현재 초등체육전문가로 활동. , 

하고 있는 초등학교 남교사의 생애를 연구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초등체. , 

육교육 분야에서 전문가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연구참여자의 생애를 역추적함

으로써 초등체육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찾는 일도 의미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초등체육교육 현장의 발전은 일부의 전문가가 아닌 다수의 초. 

등교사의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특별한 이력을 가지. 

지 못한 초등교사가 체육 가르치는 일을 마주하는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며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 주목하는 연구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 대다수 초등교사의 더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문화기술지 연구는 자 문화, (autoethnography) ‘ (auto)’, ‘ (ethno)’, 

기술지 의 합자 로서 자전적 자료를 토대로 문화적 의미를 드‘ (graphy)’ ( ) , ‘ ’ ‘ ’ 合字

러내는 인류학적 문화기술 연구방법 을 뜻한다 특히‘ ’ (Ellis & Bochner, 2000). , 

자기 자신을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 위치시키는 일종의 자기 내러티브

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자기와 타인 (self-narrative) (Humphreys, 2005),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성과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문화적 이해와 해석 작업을 

중시한다박순용 장희원 조민아 결국 자문화기술지는 연구자의 자전( , , , 2010). , 

적 경험이나 개인적 관점을 문화 해석적(autobiographical) (culturally 

으로 풀어내는 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interpretive) (ethnography) 

다박순용 장희원 조민아( , , , 2010).

자문화기술지 연구방법으로 초등체육지도교사의 삶을 다룬 국내의 선행연구

로는 이동성 의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의 교수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 (2012) “
지 연구 가 유일하다 그는 남자 초등체육전담교사로서의 총체적 생애에 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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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체육교수경험을 집중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자

신의 교육적 변화의 그 가치를 논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박상봉 의 . , (2013)

자서전적 연구도 자기 내러티브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자전적 연구라고 볼 수 -

있지만 이는 교육과정 실행과정 경험을 둘러싼 문화적 해석보다는 교사 자신, 

의 실행과정을 주로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생애사 연구의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삶의 맥락을 회상함으로써 체육과 실행과정의 경험과. 

의 연관성을 성찰하는 과정 자체가 전문성 신장의 과정이었다고 밝힌 박상봉

은 주장은 초등체육 수업의 실행 당사자의 초등체육지도교사의 총제적 (2013)

삶과 문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듯 자문화기술지는 삶의 흐. , 

름이나 개인적 관심 자체를 연구 주제로 다루기보다는 연구자가 속한 문화를 

드러냄으로써 교사로서의 삶의 교육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 따 

라서 초등체육지도교사로서의 삶의 경험은 초등체육교육의 현실을 교육 전문, 

가의 시각이 아닌 학교 구성원인 나 의 시각에서 들여다보고 초등체육지도교‘ ’

사의 삶과 그를 둘러싼 교직 문화의 현실을 생생히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초, 

등체육지도교사의 교직 문화를 조성해나갈 수 있는 교사 자신의 가능성을 발

견하기 위한 연구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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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Ⅲ

연구설계1. 

 가 연구의 패러다임 및 논리. 

모든 질적 연구는 철학적 가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존재론적 인식론적, , 

가치론적 수사적 방법론과 관련된다 또한 질적 연구자는 자, , (Creswell, 2010). , 

기 연구의 패러다임 또는 세계관을 적용함으로써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를 

구체화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가 되기까지의 (Creswell, 2010). 

삶의 과정과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이해하고 그 교

육적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는 존재론적 문제의식과 의미지평. 

이 맞닿아 있다고 할 수 볼 수 있으며 이에 본 연구는 존재론적 입장에 근거, 

한 질적 연구 방법을 차용하고 있다. 

질적 연구는 연구의 특성에 따라 후기실증주의 구성주의 옹호참여주의 실, , , 

용주의의 가지로 구분된다 특히 해석주의라고도 불리는 사회구성주의4 . , 

는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를 이해하고 그것의 의미를 발견하기 (Mertens, 1998)

위해서 의미를 범주화하여 축소하기보다는 세계에 대한 연구자의 시각을 가, 

급적 충분히 신뢰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가 되(Creswell, 2010). 

어가기까지의 나의 삶과 이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상황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보

고 그 의미를 해석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객관적 진실로서의 지식보다 연구. , 

참여자의 주관적인 시각을 최대한 신뢰하는 사회구성주의적 패러다임

에 근거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Creswell, 2010) . 

해석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의미는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

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회구성주의적 패러다임이 해석적 연구로 . ‘ ’ 
불리기도 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기본적인 가정으로 삼고 . , 

있는 존재론적 입장은 구체적으로는 해석적 입장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해석학적 존재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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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술지 연구방법에 기대어 있다 자문화기술지 연구란 자기연구. (self-study)

의 하나로서 자서전 과 문화기술지 의 방법론적 특(autobiography) (ethnography)

징을 결합한 것으로 이동성 연구자의 주관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연구( , 2011), . 

방법이란 단지 연구 기법으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연구의 논리적 토대를 포함

하는 것이며 연구의 논리란 한 연구의 이면에 전제되어 있으면서 그 연구를 , “
지배하는 철학적 인식론 이라고 할 수 있다 조용환 따라서 초등체육전” ( , 1999). , 

담교사로서의 나와 그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해석하기 위

해서는 자문화기술지 의 주요 탐구대상인 개인적 기억과 내, (autoethnography)

러티브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었다 이동성( , 2012).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연구자 자신으로서 개인으로서의 나 의 삶을 살지 ‘ ’
만 그 속에는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집단의 일원으로서의 성향을 내재화하, 

고 있다고 보고 개인적인 삶을 통해 집단의 보편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따. 

라서 초등체육전담교사로 살아가는 여교사로서의 삶은 나의 개인의 삶이기도 

하지만 비슷한 경험을 겪을 개연성이 큰 타자에게 공적인 의미가 있는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은 이 연구의 철학적 가, 

정인 해석학적 존재론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연구 수행 과정. 

본 연구는 초등체육전담교사로서의 나 의 삶이 갖는 교육적 의미가 무엇인‘ ’

지 탐색하기 위해 자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을 차용하였다 다, (auto-ethnography) . 

른 질적 연구 방법과는 달리 자문화기술지적 연구의 특성상 연구 주제의 선, 

정 연구 계획 수립 자료 수집 자료 분석과 해석 글쓰기가, , , , 순차적으로 일어 

나지 않았다박순용 장희원 조민아 자료를 수집하면서 연구 문제가 재( , , , 2010). 

형성되기도 하였고 자료의 수집과 동시에 분석과 글쓰기가 이루어지기도 했, 

다 따라서 연구 수행의 개별 과정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유기적으로 . 

연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Creswell, 1910). 

대략적인 연구 수행의 과정은 계획 단계 탐색 단계 발견 단계의 단계로 , , 3

그림 과 같이 나타났다 년 월부터 연구주제를 선정하면서부터 연구문[ 1] . 2014 3

제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자료 수집이 끝나는 년 월까지 연구,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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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여러 번에 걸쳐 재형성되었다.

먼저 계획 단계는 년 월부터 월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연구 계획 , 2014 3 4

수립 연구 문제 및 연구참여자 선정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 년 월 나는 , . 2014 3 , 

초등체육전담교사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초등학교 여교사로서 체육전

담교사로서의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의문을 품게 되었고 나를 둘러싼 사회문, 

화적 상황 속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막연한 연구 문제를 품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월부터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찰함으로써 구체적인 연구 . , 4

문제를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문화기술지 연구의 특성상 연구. 

참여자와 연구문제가 동시에 선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연구� 수행� 과정< 1>�

다음으로 년 월부터 시작된 탐색 단계는 자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의 특,  2013 5

성상현재까지 자료 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체육교육의 . 

현장의 자연스러운 운영 흐름에 따라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연구를 계획하는 단계부터 동시에 자료를 수집하게 되었다 개인적 기억자료. , 

반성적 저널 각종 현지 문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과 동시에 여러 번 읽, , 

으면서 반성적 메모를 작성하며 전반적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수집된 자. 

료의 분석은 내용 분석과 구조 분석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성원 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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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동료 간 협의 삼각검증법 등을 통해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 .

마지막으로 발견 단계에서는 초등체육전담교사로서의 나의 삶에 관해 수집, 

한 자료를 분석하는 미시적 작업과 그를 통해 거시적 상황과의 관계성을 찾으

려는 해석 작업이 상당히 오랫동안 교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연구 . 

계획 단계에서 검토했던 선행연구나 관련 문헌에 관한 검토가 해석학적 순환

의 과정을 거치며 여자 초등체육전담교사로 살아가는 나의 삶에 대한 교육적 ,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및 연구환경2. 

가 연구 참여자  .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초등체육전담교사로서의 나 이다 나는 교육대학교 ‘ ’ . 

초등교육과를 주전공으로 체육교육과가 아닌 컴퓨터교육과를 부전공으로 하여 

졸업하였다 년 월에 첫 발령을 받아 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으. 2007 3 8

며 학급담임교사로서 체육 수업을 실행한 경험은 년을 가지고 있으며 새 학, 5 , 

교로 전보 이동한 뒤 현재 체육교과전담교사로 년간 근무하였다 초등교사로1 . 

서의 년간의 경험을 통해 얻은 나의 교육적 신념은 교육은 결국 사람과 사람8

이 만나 함께 성장하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나는 다년간 초등교사 커뮤. 

니티에서 주최하는 자율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과의 인격적 만남으

로서의 교육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고 전국 단위의 동학년 교사 모임에 참여, 

하며 더 좋은 가르침을 행할 수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 다양한 교과 수업에 

관한 지식도 쌓고 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교사들과 교육적 실천에 관

한 고민을 공유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다양한 과목 중에서도 체육 수업을 가르치는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과 , 

유대감을 형성하고 그를 통해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학생들을 마주하

며 교사로서의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처럼 체육 교과의 매력에 빠져 체. 

육을 더 잘 가르침으로써 교사로서의 희열을 맛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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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석사과정에 진학하게 되었다 내가 체육전담교사로 살아가기 시작한 . 

것도 스포츠교육학 석사과정 학기에 접어들 무렵인 년 월 새 학교로 전3 2014 3

근을 가게 되면서부터의 일이며 체육교육과 대학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이 체, 

육전담교사로 일하게 된 결정적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복잡다단한 초. 

등학교 현장에서 체육교과전담교사로 살아가게 되면서 생각지 못한 난관에 닥

칠 때면 교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궁극적인 질문에 봉착할 때

가 많다 하지만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체육전담교사로서의 삶이 매우 교. 

육적으로 의미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 특히 나는 유년시절 스포츠에 뚜. , 

렷한 소질은 없어 체육교과를 선호하지는 않는 대다수의 여교사 중 하나로서, 

그리고 예비교사 시절 체육교육을 심화전공으로 선택하지 않은 다수의 초등교

사 중 하나이다 이에 비추어 남교사가 체육전담교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 , 

실을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초등 여교사들의 교육적 성장에 나름의 

의미를 제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 연구 환경. 

내가 체육전담교사로 일하고 있는 궁궐초등학교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있다 대도시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소규모 학교로 전교생은 명 남. 220

짓이며 특수학급 학급을 포함하여 총 학급이다 년부터는 체육전담교, 1 13 . 2014

사 배치로 인해 소규모 학교에는 스포츠강사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이며 나는 

학년의 체육교과를 지도하고 있다 궁궐초등학교의 교사 구성은 명3, 4, 5, 6 . 17

의 평교사 중 남교사는 명이며 그중 명이 보직교사로서 주요 업무를 담당1 , 4

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은 학교 인근의 주택 또는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 

다.  

체육 수업이 주로 진행되는 곳은 년 신축한 체육관으로 시설은 청결한 2010

편이나 체육 수업자료실의 넓이가 상당히 협소하여 체육 자료를 보관하거나 , 

찾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소규모 학교라는 특성상 적은 학급수 덕분에 . 

학급별로 주당 시간의 체육관 사용이 공식적으로 배정되어 있으며 체육전담2 , 

교사인 나는 체육관과 운동장 중에서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수업할 수 있다. 

한편 그다지 넓지 않은 교모의 운동장은 인조잔디가 깔리지 않는 모랫바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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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어 있으며 트랙은 그려져 있지 않다 라인기로 트랙을 그리면 . 120m 

트랙 주변으로 가장자리가 거의 남지 않는다 그네 시소 정글짐 철봉 간이 . , , , , 

암벽등반대 등의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쉬는 시간, 

이나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학생들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

다 전교생 중 일부 명의 남학생만이 뛰노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관찰되며. 7-8 , 

대체로 자유롭게 활발한 신체활동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자료 수집3.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로서의 나의 삶과 그 교육적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자기회상자료 교사 성찰 일지 현지문서 등 , ,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자기회상자료는 장희원 이 제시한 . , (Chang, 2008)

자문화기술지의 핵심적인 자료수집방법인 개인적인 기억자료로서 본 연구의 , 

주된 연구 자료로 삼았다 인간의 개인내부 자료에는 연구자의 과거 현재 미. , , 

래를 아우르는 경험과 지평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풍부히 담, 

고 있기 때문이다(Stinson, 2009). 

가 자기회상자료  . 

 

연구자 개인의 자기회상자료는 객관성을 상실한 오염된 연구 자료로 간주되

어 근대의 학문영역에서 배제되었다 이동성 그러나 자문화기술지는 자( , 2011). 

기회상자료를 강조한다는 면에서 여타의 질적 연구방법들과 차이를 나타낸다

박순용 장희원 조민아 자문화기술지 연구에 있어서 자기회상자료는 ( , , , 2010). 

개인적인 기억자료 라고 불리며 자문화기술지 연구의 가장 핵심(memory data)

적인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기억은 개인적 경험에 의해 . 

변형될지라도 기억의 지속성은 연구주제와 연구과정에서 막대한 영향을 끼치, 

며 최종적으로는 인간의 인식과 기록에 관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Muncey, 

삶이란 뚜렷한 실체가 없는 것이며 지나온 삶의 이야기는 그것을 풀어2005). , 

내는 자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기억은 녹화된 동영상을 재생하듯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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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들은 것을 한 치의 오차 없이 풀어내지는 못한다 오히려 기억은 정확하다. 

고 할 수도 없으며 기억되는 일과 기억되지 못하는 일의 경계 긋기는 전적으, 

로 기억하는 자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기계의 힘으로는 기록할 수 없는 결정. 

적인 직관과 통찰을 기억은 간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 인간에게 중요. 

한 기억은 삶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가 되기까지의 삶의 과정과 체

육전담교사로서 체육 가르치는 일과 관련된 삶의 여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 

와 관련된 다양한 기억회상자료와 동료 교사나 학생과의 대화를 텍스트로 기

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초등체육전담교사로서의 만족과 좌절 희열과 . , 

아쉬움 보람과 걱정거리 등의 감정들이 심층적으로 표현될 수 있었다 자문화, . 

기술지 연구자가 기억회상자료를 구성하는 방법에는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 삶

의 경험과 사건들을 나열하는 자서전적 시각표 기억의 중요도에 따(time line), 

른 표 또는 그림의 시각적인 표상을 조직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Chang, 2008: 

따라서 주요 분석 자료로는 학년도에 수집된 원자료 로 대상81). 2014 (raw data)

으로 삼았지만 체육전담교사로서의 나 를 형성하는 과거의 경험에 대한 개인, ‘ ’
내적자료 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그림 의 자기회상자료와 (intrapersonal data) < 2>

그림 자서전적 연대표 년 년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3> (1990 -2015 ) . 

         

그림� 자기회상자료� � � � � � � � � � � � � � � � 그림� 자서전적� 연대표� � � � � �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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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사반성일지. 

본 연구에서는 그림 와 같은 교사반성일지 작성을 통해 체육전담교사로< 4>

서 경험하는 일과 그에 대한 생각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특히 체육교사로서 . , 

좌절하게 하는 것들과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을 구분하여 기술함으로써 체육, 

교사로서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 어떠한 노력과 변화가 필요한지 파악하고 이

를 연구 결과의 도출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교사반성일지는 연구자의 자연스. 

러운 삶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의식 통찰 등을 기록한 반성적 저널, (reflective 

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구자 개인의 가치관 정체성 소속감 정서깨달journal) , , , , 

음 행위 등을 기록한다박순용 장희원 조민아 이렇듯 체육전담교사, ( , , , 2010).  , 

로서의 반성적 저널을 작성함으로써 자문화기술지 연구의 상황과 배경에 관한 

메타적인 사고과정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Anderson, 2006).

그림� 교사반성일지< 4>�



- 48 -

다 현지 문서. 

자문화기술지 연구자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현지문서 즉 문화적 인공물, 

을 수집하여 추가적인 외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cultural artifact) (Muncey,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가 되어 살아2005; Chang, 2008). 

가는 삶의 현장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학교교육과정 체육 수업 연간운, , 

영계획안 체육업무 관련 계획서 수업 지도안 평가 기준안 학생체육일기 사, , , , , 

진 그림 편지 공문서 게시판 글 모바일 메시지 등을 활용하였다 이는 주제, , , , , . 

와 연관된 현지 문서가 단순한 도구나 매체로 사용된다기보다는 연구자의 삶

의 여정과 기억이 녹아 있는 문화적 자료로 판단되었으며 이동성 연구 ( , 2012), 

결과의 도출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자료 분석4. 

자료 분석이란 현상을 구성하는 요인 변수를 확인하고 그 요인 간의 관계를 , 

추론과 검증의 과정을 통해 확인해나가는 작업이다 조용환 질적 연구에( , 1999). 

서는 면담이나 관찰과 같은 질적 방법을 통해 자료가 획득되면 연구자는 자료

의 분석이나 관리 작업에 들어가는데 이 과정을 질적 자료 분석이라 할 수 있

다김영천 자료 분석은 특정한 경험이 연구자를 둘러싼 문화를 어떻게 ( , 1997). 

형성하였는지 분석하는 연구 활동을 뜻하며 해석이란 분석에 근거하여 연구, 

자의 삶의 이야기와 경험의 문화적 의미를 탐색하는 작업을 말한다(Chang, 

이처럼 자료의 분석과 해석은 상호 보완적이며 순환적인 과정을 거친다2008). 

이에 질적 연구의 분석과정은 수집된 자료가 가지고 있는 상징(Smith, 2005). 

적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주제화 작업을 통해 범주를 규명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연구자의 질적 연구를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품은 (Dey, 1993). 

철학적 가정과 연구의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의미 있는 주제를 만드는 작업이

다. 

자문화기술지적 연구의 특성을 띠고 있는 본 연구의 분석 작업은 수집된 자

료에 의존하는 미시적 활동이지만 해석 작업은 자료들간의 연관성을 중시하, 



- 49 -

고 하나의 이야기에 나타난 문화적 의미를 확장하고 추구하는 거시적인 작업

이라고 할 수 있다박순용 장희원 조민아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자료 ( , , , 2010). 

수집과 동시에 이뤄졌으며 자료의 수집날짜 장소 및 상황 자료출처를 표기, , , 

함으로써 자료를 정리하고자 했다 또한 자료 정리가 되는 즉시 수시로 자료. , 

를 읽어 전반적인 흐름을 꿰뚫고자 했다 특히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 , 

가 자문화기술지의 자료 분석방법으로 제시한 내용 분석Ellis(2004) (content 

과 구조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analysis) (structural analysis) . 

먼저 내용 분석은 수집된 자료에서 자료 언급된 내용이나 인상적인 부분, , 

비교와 대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연구문제와 관련된 패턴과 인상적

인 내용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동성 즉 자기회상자료 교사반성일지( , 2012). , , , 

현지문서 등을 통해 수집된 기초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토픽과 주제 

그리고 패턴을 발견하였고 인 비보 코드 를 핵심적인 카테고리, ‘ (in-vivo code)'

로 생성시켰다 한편 구조 분석은 자문화기술지의 연구자가 (core categories) . ,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어나감으로써 일관된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는 

줄거리 또는 얼개 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실제 초등체육(framework) . 

전담교사가 되기까지의 삶의 여정과 초등체육전담교사가 되고 나서의 삶의 경

험을 구조화하는 데 주효한 방법으로 작용했다 정리하면 내용 분석을 통해 . , 

수집된 자기회상자료 수업일지 현지문서 등의 자료들은 연구문제에 따라 구, , 

조화되었으며 구조 분석을 통해 연구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하위주제를 도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자료� 처리� 양식< 10>�

*� 교사반성일지 날짜 회차J-150927-1� :� - -

부호화 자료� 원문 키워드(key� word)

J-150927-1

나는� 방송을� 못� 들었겠거니� 하며� 교실로� 돌아가� 방송
교육을� 들으라고� 했다 저희� 방송� 들었는데요 그거� 재.� “ .�
미없어요 그냥� 체육� 할래요 담임선생님도� 저희한테� 체.� .�
육관� 가라고� 하셨어요 이게� 뭔가� 싶었다 나는� 그� 반�!”� .�
담임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물었다 이어진�.�
담임선생님의� 반응에� 나는� 말을� 잃었다 애들이� 요새�.� “
교실� 밖에서� 몸을� 못� 써서� 스트레스� 풀� 데가�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방송� 안� 봐도� 된다고� 했어 애들이� 체육을�,� .�
워낙� 좋아하잖아 체육관에서� 자기가� 재미있게� 놀아주면�.�
안� 될까?”

자기가� 재미나게�“
놀아주면� 안� 될
까 레크레이?”� :�
션� 강사쯤으로� 여
겨지는� 체육교사
로서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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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진실성과 윤리5.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방법이나 절차와 결론이 타당하고 신

뢰할만한 것인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 . Lincoln

가 제시한 신뢰성 준거 중 동료 간 협의 구성원 간 검토 그리고 Guba(1985) , , 

삼각검증법의 과정을 거쳐 전반적인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가 동료 간 협의  . 

동료 간 협의란 연구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구 배경이나 학문 

분야에 있어 비슷한 맥락을 가진 연구 동료들을 선정하여 연구자의 분석과 해

석에 대해 동료의 시각이나 평가 조언 등을 구하는 것을 뜻한다 동료 간 협, . 

의는 자료 수집 자료 분석 해석의 과정에 걸쳐 자료의 진실성을 높여줄 수 , , 

있기에김영천 본 연구자는 스포츠교육학을 전공하고 질적 연구 경험을 ( , 1997), 

가진 스포츠교육학 전문가 및 대학원 석박사 동료들과의 협의를 통해 연구자․
의 주관성 및 왜곡을 최소화하였다.

표 전문가� 그룹< 11>�

성명 나이 성별 직위 학력

최인성 51 남 교수 체육학� 박사

이전인 43 여 교수 체육학� 박사

조시진 40 남 교사 체육학� 박사

장선인 35 남 박사� 과정생 초등체육교육학� 석사

박만능 34 여 박사� 과정생 초등체육교육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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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성원 간 검토. 

구성원 간 검토란 연구자가 도출한 임의적 분석과 결론에 대해 일부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그 타당성을 재평가받는 과정을 의미한다김영천 다시 ( , 2006). 

말해 연구 참여자로부터 수집한 자료와 그에 대한 분석이 왜곡되지는 않았는, 

지 연구 참여자로부터 직접 재확인을 받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기억회상자료 수업 일지 현지 문서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그 분석에 , , 

대해 학창시절의 동기 동료 교사 교사학습공동체 동료와 함께 검토의 과정을 , , 

가졌다.

표 검토� 위원< 12>�

성명 나이 성별 관계 학력

김진이 32 여 초등학교� 동기 학사� 졸업

이유라 33 여 중학교� 동기 석사� 졸업

김미숙 34 여 고등학교� 동기 학사� 졸업

이민아 36 여 대학� 동기 학사� 졸업

윤진실 32 여 교사학습공동체� 동료 석사� 졸업

주수연 32 여 동료� 교사 학사� 졸업

강윤주 45 여 동료� 교사 학사� 졸업

표 구성원� 간�검토� 사례< 13>�

성명 관계 검토� 의견

주수연 동료� 교사

하하 이� 연구는� 나의� 한마디로� 시작되었군 내가� 그때� 의자를� 빙빙�.� .�
돌리면서� 말했던� 기억이� 난다 하하� 그리고� 주수연으로� 신변� 보호�.�
잘해놨네 잘했어 하하 이� 논문 진짜� 네� 인생이� 담긴� 논문이네� 진.� ,� .� ,�
심이� 담긴 진짜� 내가� 옆에서� 봐왔을� 때� 그� 년은� 너에게� 정말� 의미�!� 1
있는� 한� 해였다고� 봐 너무도� 멋지게� 잘해냈고� 멋진 훌륭한� 선생님.� ,�
이자� 본받고� 싶은� 동료� 교사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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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각도 검증. 

다각도 검증은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가능한 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 자료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재식 외( , 

더욱 많은 증거를 확보하여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006), 

연구자의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활용되는 방법이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 

는 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자의 판단 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해 자, 

기회상자료 세부기록 교사반성일기 학생체육일기 사진 그림 편지 공문서, , , , , , , 

게시판 글 모바일 메시지 등 다양한 원자료를 수집하고 비교 검토의 절차를 , -

가졌다.

한편 본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 있어 윤리적인 사항들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 

은 절차들을 진행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에 앞서 . , CITI 

의 연구윤리교육프로그램의 과정을 이수Korea Social, Behavioral & Education 

하였다 또한 공식적인 생명윤리심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 연구의 목적과 방법. , 

에 이르기까지 연구과정 전반에 대한 심의기관의 검토를 받고자 하였다 심의. 

기관은 본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연구윤리위원회에 소속된 생명윤리

심의 위원회이다 년 월 일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자문화기술지적 연. 2014 10 24

구의 특성상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를 진행하라는 답변을 받게 되

었다 둘째 수집된 각 자료에 나타난 인물의 이름은 가명으로 기재하였다 또. , . 

한 수집된 자료는 보안상 안전하게 보관하였으며 연구 종료 직후 폐기 위와 , . 

같은 절차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어떠한 부정적 영향도 

미치지 않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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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Ⅳ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되기1. 

언제부터인가 나는 누구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 , ?’
품고 그 찾기 힘든 답을 찾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종종 타인에게 초등체육전. “
담교사 라는 하나의 직함으로 대변되는 나에대한 설명은 너무도 명징했다 실” . 

상 나는 나 일뿐이지 초등체육전담교사라는 하나의 신분으로 규정될 수 없다, ‘ ’ . 

그럼에도 나를 그렇게 설명해야만 말하는 내 쪽에서나 듣는 상대 쪽에서나 , 

서로간의 교집합을 가질 수 있었는지 모른다 교집합을 찾게 된 이들은 주로 . 

초등체육전담교사 로서의 나의 역할과 그에 걸맞은 역할 행동을 이야기의 주“ ”
제로 삼았다 하지만 그와는 다른 방식으로 초등체육전담교사로서의 나를 설. 

명할 수는 없었을까? 

실상 한 인간으로서의 나 는 초등체육전담교사 이기 로만 설명되거나 , ‘ ’ - (being)

이해될 수 없는 존재이다 초등체육전담교사가 되기 까지 저간의 나. (becoming)

의 삶은 무수히 많은 순간과 선택이 만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을 . 

바탕으로 숱한 선택과 선택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변곡점을 거쳐 초등체, 

육전담교사 되기의 삶을 살아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어떠한 연유로 초등- . , 

체육전담교사에 이르렀는가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초등, 

체육전담교사가 되어가도록 움직인 힘은 무엇인가를 돌아보고자 한다 다시 . 

말해서 초등체육전담교사로서의 삶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떤 꿈을 갖게 되었, 

는지 나를 초등체육전담교사로 변신하게 한 역동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찾고, 

자 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결정적인 생애 경험을 중심으로 크게 네 마디로 .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대체로 시간의 흐름과 일치하지만 명확하 분절되지도 . , 

않으며 앞뒤로 얼마간은 중첩된 부분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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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사 이기의 치욕. -

  사라진 움직임의 열망1) 

어느 방향을 둘러보아도 산뿐이었다 적어도 사람이 사는 마을이라면 으레 . 

있을 것 같은 놀이터 하나 가로등 하나 없었다 보이는 건물이라고는 군부대. 

와 네다섯 채의 인가가 전부였다 차보다는 사람이 많았고 그마저도 대부분이 . 

군인이었다 우리 집 바로 뒤편으로는 종종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 부엉이바. 

위라 불리던 거대한 바위산이 있었다 깎아지른 듯한 돌바위의 형체가 모든 . 

것을 잡아 삼킬 듯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밤의 어둠이 마을을 뒤덮을 . 

때면 바위산 위로는 오늘도 어김없이 별이 쏟아져 내렸다 그렇다고 감히 바. 

위산을 올려다볼 수는 없었다 험상궂은 부엉이바위의 근엄함은 밤하늘을 올. 

려다보고 싶은 동심마저 누를 만큼 육중했다 낮이 되면 부모님은 일을 나가. 

셨다 자고 일어나면 비어버린 집에 혼자 남겨진 일곱 살 내가 있었다 일어나. . 

자마자 나는 곧장 집 앞 도로변으로 뛰쳐나가서 부모님이 타고 있는 트럭이 

나타날까 오래도록 허공을 응시하고는 했다 그 말고는 달리 볼 곳도 갈 곳. , 

도 놀 곳도 없었다, . 

어느 날 어머니는 나보다 키가 조금 큰 한 사내아이 둘을 나에게 소개해 주, 

셨다 서로 비슷한 또래이니 친하게 지내라는 이야기에 거짓말처럼 우리는 거. 

의 모든 놀이를 함께하는 친구 가 되었다 늘 콧물을 흘리고 구멍 난 바지를 ‘ ’ . 

입고 있던 그 녀석들은 나에게 결투라도 신청하듯 서울이 좋으냐 여기가 좋“ , 

으냐 라고 말했다 그러면 난 서울이 백배 천배 만배 좋다 라고 맞받아쳤지?” . “ !”
만 서울은 뭐하고 노는데 하며 이내 돌아오는 맞공격에는 별수 없었다, “ ?” . 

귀청이 따갑도록 울어대는 매미와 함께 한 여름날은 무르익어갔다 그 녀석. 

들은 항상 나를 데리고 다니며 누가 더 잠자리를 채집통에 많이 집어넣는지, 

누가 더 빨리 달리는지 누가 더 줄넘기를 오래 하는지 누가 더 개울가에서 , , 

돌멩이를 멀리 던지는지 누가 더 뱀을 많이 보았는지 누가 더 땅따먹기를 잘, , 

하는지 누가 더 개울가에서 다슬기를 많이 잡는지 누가 더 개헤엄을 잘 치는, , 

지 누가 더 개구리를 잘 잡는지 누가 더 높이 매달린 자두를 따는지를 뽐내, , 

곤 했다 그리고 불현듯 나도 어느 한겨울 날 그 녀석들과 함께 무릎까지 올. 



- 55 -

라온 흰 눈을 밟으며 뒷산에 올라 뱀들이 겨울잠을 자고 있을 것 같은 동그란 

구멍을 작대기로 쑤시러 다니고 있었다. 

가을이� 되었지만 마음속으로� 나는� 개울에� 가서� 수영을� 하고� 싶다 개울에서� 목욕도� 하� � ,� .�

고� 싶다 근용이랑�영우랑� 잠자리도� 잡고� 고기도� 잡고� 싶다.� .�

일기(1991.� 9.� )

오늘은� 근용이랑� 영우와� 줄넘기를� 하고� 놀았다 근데� 내가� 줄넘기를� 영우도� 이기고� 근용� � .�

이도� 이겼다 그래서� 나는� 기분�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기분� 좋은� 날이다.� ,� .�

왜냐하면 같이� 양념통닭을� 먹었기� 때문이다,� .�

일기(1992.� 4.� )

녀석들 덕분에 부엉이바위에도 낮은 왔다 녀석들은 바위산의 험상궂은 얼굴. 

을 걷어냈고 그 아래로 내 할아버지가 가꾸신 자두나무 마당과 푸른 채소밭 

그리고 반짝이며 흐르는 개울물을 보여 주었다 학교에 들어간 후로도 집에만 . 

돌아오면 나는 그 녀석과 뛰어놀 생각에 사로잡혀 그 녀석들 집 앞을 서성이, 

며 근용아 노올자 영우아 노올자 하고 연신 외쳤다“ , !”, “ , !” . 

오늘은� 영우랑� 근용이랑� 개울가에� 가서� 돌멩이를� 주우며� 놀았다 개울가에서� 돌멩이를�� � .�

주은� 이유는� 엄마가� 오이지를� 담그시려고� 돌멩이를� 개� 주워오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나는�3 .�

그� 돌멩이들을� 주우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돌멩이들도� 크고� 작은� 돌멩이들이� 있듯이�.� ‘

사람도� 키가� 작은� 사람이� 있다 그중에서도� 키가� 작은� 나는� 작은� 큰� 돌멩이 근용이는� 중.’� ,�

간� 돌멩이 영우는�큰� 돌멩이,� .�

일기(1993.� 7.� )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돌멩이 채집통 줄넘기가 전부였지만 움직임의 열, , , 

망을 불러일으키기엔 그것으로 충분했다 놀이에는 일정한 순서도 계획도 범. , , 

주도 없었다 그저 친구 만 있으면 내가 발붙이고 서 있던 모든 공간이 놀이. ‘ ’

터로 변신했다 잠자는 시간과 학교라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한시도 가만히 있. 

을 수 없었다 그야말로 무한강산의 놀이터 였다. “ ” . 

나는� 너무� 속상하다 여자애들이랑� 고무줄을� 하려고� 아침에� 시간� 일찍� 학교에� 가기로�� � .� 1

했는데 내가� 늦은� 것이다 그래서� 점심시간이라도� 고무줄을� 더� 하려고� 밥도� 조금만� 먹고�,� .�

나갔다 그런데� 얼마� 하지도� 못했는데� 선생님께서� 교시� 공부하러� 들어오라고� 하셨다 텔레.� 5 .�

비전에서는� 프랑스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숙제가� 없고 공부도� 거의� 놀이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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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그래서� 부럽다 나도� 프랑스나�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으면� 하고도� 생각한다.� .� ......

일기(1995.� 2.� )

그러나 고학년이 되면서 변화가 찾아왔다 학교에는 일요일마다 학생들에게 . 

개방하는 롤러스케이트장이 생겼고 동네에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한 데 , 

어울려 뛰어노는 것은 놀림 받아 마땅한 일이 되었다 그러니 굳이 롤러장이. 

라는 멋진 신세계를 두고 그 녀석들 과 산과 들을 헤집으며 뛰어다닐 이유가 “ ”
없어진 것이다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절교를 뒤로 한 채 나는 같. , 

은 반의 여자애들과 일요일마다 롤러스케이트를 타러 다니거나 학교에서 고무

줄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물론 땀이 나도록 충분히 움직였다는 점에. , 

서 그리고 움직임의 욕구를 어떻게든 해소했다는 점에서는 움직임에 대한 열

망만큼은 그 녀석들 과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롤러장이라는 제한적“ ” . 

인 공간 매주 일요일이라는 한정적인 시간 여자애들이라는 동류 지향 속에서 , , 

롤러라는 특정 종목의 운동을 했다는 점 학교 운동장이라는 한정된 시간과 , 

장소에서 고무줄이라는 특정 종목을 주로 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움직임 이란 일정한 시간과 공간을 전제로 운동 이라는 이름으로 실행되어“ ” “ ”
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무 때에나 질서. 

없이 땀 흘려 뛰어노는 것은 운동 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 .

아이들� 다� 함께� 떼창으로 체육 체육 체육 체육:� ( )� !� !� !� !

선생님� 너희들� 그렇게� 체육이� 하고� 싶으면� 운동장� 쉬지� 않고� 바퀴� 뛰고 앉았다� 일어:� 20 ,�

났다� 번� 하게� 해� 줄� 테니� 어디� 자신� 있는� 사람은� 손들어� 봐100 !

교실에서(1996.� 11.� )

어느 수업 시간에는 바쁘게 진도를 나가려던 담임선생님께 반 아이들이 체

육 수업해달라며 떼창에 하자 담임선생님께서는 엄포를 놓았다 자신 있게 손. 

을 든 친구들은 나와 함께 떼창을 하던 친구들의 반절도 되지 않았다 나는 . 

무슨 오기인지 손을 들고 몇몇 친구들과 숨통이 터질 때까지 운동장 돌기를 

완주하였다. 

선생님� 창문� 밖으로� 운동장을� 내다보며 그렇게� 뛰어도� 체육이� 좋으냐:� ( )� ?

나� 네 좋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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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에서(1996.� 11.� )

선생님의 짓궂은 질문에 나는 스스로 거짓인 줄도 모르는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그때 이미 체육 은 재미없는 것인지 몰랐다 그때의 체육 은 이. , “ ” . “ ” , 

전의 마음껏 뛰어놀기 와는 사뭇 다른 정해진 대로 뛰기 로서의 움직임“ ” “ ”
이었기 때문이다 이 움직임의 시간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 기회가 있. 

을 때 성에 찰 때까지 해두고 싶은 조건 없는 욕망이 내포되어 있었다, . 

롤러장을 개방하지 않는 평일에는 친구들도 방과 후 보습 학원을 다녔고 나

는 남아도는 시간 속에서 움직임의 열망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럴 때면 우리 . 

집의 시멘트로 덧칠된 좁은 옥상에 올라 혼자 롤러를 타고는 했다 늘 분주하. 

게 움직이던 습관 때문에 혼자 타는 롤러는 한동안 지속되긴 하였지만“ ” , 

그 불씨는 이미 사그라들고 있었다 고학년이 되면서 찾아온 남녀유별의 정서. 

와 주지교과 위주의 보습 학원의 성행은 함께 움직이는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의 부재를 가져왔다 친구의 부재는 내키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뛰. 

어놀 장소와 시기를 정하던 습성을 자연스럽게 가로막았다 무한강산은 변함. 

없이 웅장했지만 언제든 우리의 놀이터 로 변신하던 유연함을 더는 지니, “ ”
고 있지 않았다. 

여기까지 살펴본 움직임의 열망은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 . 

무한강산의 놀이터를 무대로 했던 이전의 움직임은 실행 시기와 장소에 대한 

결정이 즉각적이며 자유로웠다 그것은 제멋대로 의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 ‘ ’
주체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고학년 이후의 움직임은 움직여 . , 

놀 수 있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함께할 수 있는 집단이 학교라는 울타리에 , 

갇혀 있었다 즉 움직일 시기와 장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부자유에서 잉. , 

태된 움직임의 갈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제한성에서 비롯된 막연한 불안. 

감에서 비롯된 열망이라고 볼 수 있다 움직임이라는 것은 더 이상 그냥 재. “
미있으니까 땀이 나도록 뛰어노는 현상이 아니며 무한강산의 놀이터에서 자” , 

유 의지를 발현하며 움직이던 것을 오히려 유치한 것 체육답지 못한 것“ ”, “ ”, 
단지 노는 것 으로 치부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 .

그러던 어느 봄날 큰 일 이 났다 그 날은 내가 전교학생회장이 된 후 처, “ ” . 
음으로 운동장 애국조회를 진행하는 날이었다 전교생을 호령해야하니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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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큰 목소리로 구령을 하라던 교감 선생님 말씀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작달만한 체구로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긴장이 되어서 잠을 설. 
친 채로 아침을 맞았다 어머니께 학교에 잘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드리고 집. 

을 나서자마자 차렷 열중 쉬어 앞으로 나란히 교장 선생님께 경, “ !”, “ !”, “ ~ !”, “ ~ 
례 를 쉼 없이 중얼대며 주변을 살피지 않고 걸어 나갔다!” . 

순간 세상� 모든� 풍경들이� 물에� 번진� 수채화처럼� 흐릿하게� 흩어져� 나갔다 눈뜨고� 있었� � ,� .�

지만� 보이는� 것이� 없었다 희뿌옇고� 먹먹한� 안갯속에서� 갑자기� 온갖�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

다 차도에� 내가� 누워� 있었다 낯선� 승용차에서� 내린� 몇� 사람이� 나를� 쳐다보며� 발을� 동동�.� .�

굴렀다 엄마가� 울부짖으며� 나에게� 맨발로� 달려오셨다 나의� 왼쪽� 허벅지는� 항아리처럼� 부.� .�

풀어� 올라� 바지를� 찢고� 나올� 듯했다 통증이� 온몸을� 파고들었다 흉측해진� 다리는� 감히� 쳐.� .�

다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괴로웠던� 것은� 내� 몸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었다.� .�

일어나� 보려고� 애를� 썼지만� 발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온� 힘을� 다해� 움직이려� 애써� 보.�

아도� 어느� 곳�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분명히� 나는� 발가락도� 까딱거리고� 발목도� 돌리고� 다.�

리도� 굽히고� 있는데 내� 눈� 앞에� 펼쳐진� 광경은� 변함이� 없었다,� .�

통신상의� 학교게시판� 게시글(1996.� 10.� PC )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모두가 아득했다 꿈결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었다 그. . 

러나 그 형언하기 힘든 괴기한 체험은 그 후에 닥칠 일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

한 것이었다 무릎 위에 기다란 쇠꼬챙이를 끼우고 다리를 천장에 매달고 누. 

운 채로 두 달간의 병원 생활이 지속되었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세계 단 한 . ,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생활이 일탈 없이 지탱된 것은 다름 아닌 도르래였

다 그것은 다리를 천장에 연결하기 위해 무게중심을 잡아주던 납덩이 몇 개. 

로 이루어진 도르래였다 그런데 고작 그 납덩이 몇 개가 나의 다리를 나의 . , 

반경을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희망까지도 모두 한곳에 붙박았다, . 

기다리고 기다리던 퇴원 조치는 내 몸에서 쇠꼬챙이와 납덩이 도르래를 제

거해 주었지만 또 다른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다 한여름을 발끝부터 가슴까지 , . 

온몸을 깁스로 두껍게 감싼 채로 보내야 했다 온몸을 결박당했기 때문에 피. 

부가 가려워도 긁을 수 없고 스스로 용변을 처리할 수도 없었다 그 큰 일 을 . “ ”
겪기 전까지는 산으로 개울로 롤러장으로 운동장으로 늘 나돌아다니던 내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반년을 보내게 된 것은 

예상 이상으로 끔찍했다 그래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육신의 고통은 사라. 

지리라 믿었다 그렇게 믿어야만 앞으로의 생을 낙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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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고통은 비단 육신으로 그치지 않았다 깁스는 약속된 기한이 되자 제거. 

되었지만 회복될 거라 믿었던 다리만큼은 기한이 없었다 기한이 없다는 것은 , . 

곧 희망이 없는 것이었다. 

종종 나에게 병문안을 오던 반 친구들은 주말마다 한 데 섞여 뛰어논 이야

기를 들려주었다 부러웠고 화가 났다 왜 나에게만 이런 가혹한 일이 일어. . “ ” 
났는지 멀쩡하게 걷고 뛰는 사람들의 꼴을 보기가 싫었다 금방 회복될 줄로, . 

만 믿었던 몸의 회복이 더뎌지면서 멀쩡하지 못한 내 삶을 비관하고 있었다, . 

또래와 함께 세상 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즐거움을 영영 

잃게 되는 것만 같은 공포 그 자체였다 길거리를 보아도 텔레비전을 보아도. , , 

운동장을 보아도 오로지 힘차게 롤러를 타고 공을 차고 줄을 넘는 인간들의 

튼튼한 두 다리만 보였다 내가 과연 일어설 수 있을까 친구들과 뛰어놀 수 . ‘ ?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기약 없는 작별이 계속되는 동안 ?’ . 

불안과 우울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멀쩡한 몸으로 친구들과 세상 속을 헤집고 다니는 일에 대한 갈망은 그저 

건강 한 상태로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즉 단순히 건강한 상태“ ” . , 

에 대한 갈망이라기보다는 건강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움직이는 즐거“
움 에 대한 열망에 가까운 것이었다 물론 건강은 목적한 바를 행하기 위해 ” . ,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신체적 자유 를 필요로 한“ ”

다 그러나 이는 물리적 움직임의 힘을 빌려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세계를 탐. 

구할 수 있는 정신적 자유 를 자연스럽게 수반한다 그리고 정신적 자유를 “ ” . 

수반하는 움직임은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즐거움과 재미를 불러온다 다시 . 

말해서 멀쩡한 몸에 대한 나의 갈망은 땀을 내기 위한 대근육과 관절이 연합, 

된 물리적 운동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움직임의 힘을 빌어 정신적 자유를 얻, 

는 즐거움을 갈구하는 것이었다.

춤이라는 날개2) 

신체 부자유의 설움에서 잠시 해방된 것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이다 다. 
시는 걷지 못할 것만 같았던 동네 골목길을 잰걸음으로 누비고 다시 뛰어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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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 어찌나 신기하던지 정도를 가늠할 수 없이 기뻤다 그러나 년이 채 . 1
지나지 않아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났다 완쾌 판정을 받았던 왼쪽 무릎이 수 . 
주간 열을 동반한 채로 부어올랐다 얼마간은 제대로 걷지 못하고 침대에 누. 

워 지내야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물리적인 고통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무. 
릎이 점차 변형되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었다. 
병원에 갈 생각은 하지 않았다 내 고향에는 작은 의원 하나가 전부였고 큰 . , 
병원에 가려면 버스로 한 시간가량 거리에 있는 인근의 중소 도시로 나가야 

했다 그곳까지 가서 처치를 받으려면 보호자가 필요했고 시간이 필요했고 돈. 

도 필요했다 그런데 하필 그 시기에 있었던 아버지의 돌연한 죽음으로 어머. 
니는 생계를 감당하기 위해 얼마간 다른 도시에 나가 계셔야 했다 내 일은 . 
내가 감당할 몫이었다 물론 변해가고 있는 무릎에 대한 경과를 어머니께 알. , 
렸다면 조치를 취하셨을 수도 있지만 운동선수 될 것도 아닌데 멀쩡히 걸을 , “
수만 있으면 되지 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 목숨 부지하고 살아가는 데 지장이 .” . 

안 될 이유로 어머니께 경제적 부담과 심적 고통을 얹어드리고 싶지 않았다.  
무릎을 감싸던 열기와 붓기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며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  
그런데 변형된 무릎도 다시 돌아오리라 믿었던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 다친 . 
다리로는 중심을 잡고 서기조차 힘들었고 언덕을 오르내릴 때면 어김없이 다, 
친 다리만 경련을 일으키듯 후들거리곤 했다 부상 부위가 완벽하게 원 상태. 

로 되돌아갈 거라고 믿어 왔던 자기 최면적인 희망이 산산이 부서졌다 그것. 
은 숨기고 싶은 신체적 치부의 탄생을 말하기도 했다 때로는 다시 원 상태로 . 
회복할 수 없는 것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에 어려웠다 그 질곡에서 .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쳐 보아도 이미 부서진 희망은 별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너무 아팠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느낌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모든 것이 산산이 , 
조각나는 기분 내 삶의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다 이 세상은 애초에 나의 뜻, . 
과 원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것 그러니까 멀쩡히 작동하지도 못하는 숨기고 , 
싶은 신체를 가진 나는 그저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았다 그 시. 
절 나는 그런 방식으로 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었다 나도 내가 싫은데 누가 . 

나를 좋아할까 그러니까 멀쩡히 살지도 못할 나는 대학 도 못 가고 결혼 도 . “ ” “ ”
못 한 채 남들처럼 제구실하고 살지 못할 것 같았다 남들처럼 대학에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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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결혼도 해야만 하나의 존재로서 제구실을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

달기에는 나는 너무나도 고립된 처지였다 막연한 불안의 소용돌이는 강력했. 
다 폭발할 것 같은 분노와 열패감이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었다. . 

그 시절 친구들은 인기가 한창인 아이돌 그룹에 열광했다 소풍이든 학급 , . , 
장기자랑대회이든 특별한 날만 되면 아이돌 그룹의 댄스를 흉내 내어 추려는 

아이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또 다른 무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 
멤버의 사진을 수집하거나 사생활 정보를 공유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아. 
이돌 그룹을 바라보는 나의 관심은 조금 달랐다 저 사람은 다리가 멀쩡하니. ‘

까 저런 춤도 추겠지 어떻게 저렇게 한쪽 다리로만 축을 삼아서 회전하지? ? 
나도 왼쪽 다리만 다치지 않았다면 나는 오로지 그들의 몸이 표현해내는 .’ ……
움직임의 세계에 주목했다 아이돌 멤버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멋진지는 그. 
다지 궁금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한쪽 다리에 대한 상. 
실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지에 대한 원망과 설움 이미 망가, , 

진 몸만큼이나 이미 내 삶도 망가져 버려 어차피 아무런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과 분노가 점철되어 있었다 비관적인 감정들이 붙고 엉켜. 
버려 어디서부터 그 매듭을 풀어야 할지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마음껏 내키. 
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신체 부자유의 설움 은 실상 내 속에 잠재한 움직“ ” “
임의 열망 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했다 그랬다 자유” . . 

를 향한 춤을 춤추게 만든 것은 결국은 부자유일 터였다.
사고 후유증은 몸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나는 틀려버렸다 는 자. “ ”

기 괴멸의 세계도 같은 손아귀에 쥐고 있었다 자유롭고 싶었다 텔레비전에 . . 
비춰지는 댄서 들의 표정은 환희 속에 있었고 거칠지만 힘 있는 몸짓(dancer)
은 용맹했다 나에게 없어 더더욱 간절했던 그것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 . 

단 한 번이라도 공중 부양하듯 춤을 추는 그들이 되기를 나는 소원했다 이미 . “
틀려버린 나 는 결코 그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간절했다” .
이미 한 번 변형된 무릎뼈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의 악화. 

는 멈추었고 격렬한 운동만 하지 않으면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니 그. 
것이라도 다행으로 여기자고 나는 나를 다독였다 어쩔 도리 없는 신체 부자. “

유의 설움 만 한탄하고 앉아있기에는 내가 너무 무력했다 엄두를 내기로 했” . 
다 공테이프를 하나 구해서 앞에서 댄스 그룹의 영상이 나오기를 기다렸.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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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비디오 녹화를 했다 그냥 춤을 따라 추어보고 싶었다 애당초 이미 틀. “ ” . “
려버린 몸이니 전문적인 댄서가 되겠다는 목적 같은 것은 없었다 단지 저토” . 
록 행복감에 벅차오르는 그들의 몸짓이 궁금했고 그것을 나의 몸을 통해 누, 

려보고 싶었다.
혼자서 안방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고 텔레비전 앞에 서서 재생 버튼과 일시

정지 버튼을 번갈아 눌러가며 한 동작씩 따라했다 보기보다 동작은 복잡했고 . 
따라 하기도 어려웠다 가끔씩 후들대는 한쪽 다리와 숨이 모자라 벅차오르는 . 
가슴이 대견했다 나도 춤꾼이 되어보겠다는 시도 자체가 얼마나 잘했고 못했. 

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었으며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다 한 , . 
동작 한 동작 익히는 것이 재미있었고 그렇게 한 곡을 마스터했다 하지만 동, . 
작의 순서와 방향만을 익혔을 뿐 텔레비전 속 춤꾼들처럼 숙련된 솜씨를 흉, 
내 낼 수는 없었다 그래도 몸의 움직임과 동시에 들이마시게 되는 차갑고 신. 
선한 공기는 나의 폐부를 찔렀다 굳어있던 몸이 한 올 한 올 풀어헤쳐지는 . 

기분이 한데 뒤엉켜 기쁘고 개운했다 이미 틀려버린 나로서는 감히 범접할 . “ ” 
수 없었던 움직임의 세계 는 매력적이었다“ ” . 춤의 세계로의 입문은 움직임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모험심 결단성 행동력의 결과였다, , .

그럼에도 혼자 추는 춤은 공허했다 학교에서 평소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 . 3
명에게 내가 벌인 무시무시한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시 급우들의 실제적인 . 

학교생활 속에서 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소위 노는 애들 이 아니고서는 춤을 “ ”
출 수 없었다 누구도 그것을 공포한 바 없지만 학교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학. , 
생과 교사들에게는 이미 그러한 인식이 암묵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 
노는 애 와는 거리가 먼 범생이 과에 속하는 내가 다친 다리 때문에 이미 “ ” “ ” , “
틀려버린 내가 춤추는 애 가 된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 “ ”

다.
대부분의 친구에게는 노는 애도 아닌 애 가 춤을 춘다는 것은 납득하고 싶“ ”

지 않은 장면이었을 것이다 그 시절 우리가 인식하는 춤은 노는 애 가 아닌 . “ ”
이상 도전하고 싶어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권력 의 한 방편이기도 했다 노“ ” . “
는 애 도 아니면서 춤을 추었다가는 깝친다 는 조롱을 받았다 다수 친구들의 ” “ ” . 

그러한 조롱과 폄하 뒤에는 네가 무어라고 하냐 고 하는 자신도 추고 싶어도 “ ”
못 추는 춤에 대한 억눌림이 있었는지 모른다 그렇기에 노는 애 가 아닌 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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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춤을 추는 장면은 적잖은 충격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노는 애들 에 속하지 않았던 친한 여자애들 명은 내 이야기를 들“ ” 3

은 그 날 바로 우리 집 텔레비전 앞에서 나와 함께 춤을 추게 되었다 그것은 . 

단지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는 식으로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친구 따라 하“ ”
기로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종류는 아니었다 다만 노는 애 도 아닌 내. “ ”
가 다친 다리 때문에 이미 틀려버렸다 고 푸념하던 내가 춤을 추겠다니 저희, “ ”
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묘한 자신감이 작용했을 것이다.
가볍게 시작된 우리의 춤연습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친구들 중에서 춤에 대. 

한 의지가 가장 강했던 내가 주로 춤출 곡을 선택하고 연습 과정을 기획했다. 
춤연습은 주로 특정 댄스 그룹의 춤을 따면 그것을 친구들과 함께 구령을 외“ ” 
쳐가면서 익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춤연습을 할 장소나 일정은 달리 정할 .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매일 학교를 마치면 자연스럽게 거의 비어 있곤 했던 . 
우리 집으로 모였다 산골 마을 여중생이었던 우리는 남자애들 처럼 운동장을 . “ ”

차지할 수도 없었고 노는 애들 이 주로 가고는 했던 게임장은 터부시하던 대, “ ”
상이었으며 그 작은 시골 마을에는 중학생의 보습을 책임질만한 학원이나 개, 
인 과외도 존재하지 않았다 기껏해야 함께 가는 곳이라고는 문구점 에 함께 . ”
가서 연예인이 나오는 잡지를 훑어보다 오는 것이었다 춤추는 애라는 시선에 . “
저항할 의지만 있다면 춤연습을 못할 이유는 없었다.

휴일이라고 해서 눈이 온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다 휴일이라는 시간적 , . 
자유가 생겼다고 해서 눈밭이라는 공간적 제한이 생겼다고 해서 달리할 만한 

일도 없었다 춤의 세계는 생소했다 낯설기에 새로웠고 그것은 새로운 것에 . . 
대한 도전 의식을 일깨웠다 춤추는 삶으로의 몰입은 나에게 좀 더 어렵고 세. 
련된 동작을 구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다면 이미 틀려버린 나의 다리가 . “ ” 

정녕 틀려버린 것인가 나는 과연 그러한지를 되묻고 있었다 춤추는 순간에“ ” . . 
는 나를 휘감는 바람과 하나가 된 듯 아득했다 이미 틀려버린 내 삶이 어쩌. “ ” 
면 춤을 출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내 안에 꿈틀대고 있었다. 
중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는 견줄 수 없는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도 춤추는 

삶은 계속됐다 아무리 시골 동네였다고는 해도 나 또한 대학 입시의 부담을 . , 

피해갈 수 없는 고등학생이었다 어느 대학을 들어가느냐에 관한 문제와 어떤 . 
직업과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구분되지 않았다 수능시험은 . 



- 64 -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딤돌이라기보다 앞으로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을 택하라는 요청이었다 단 하루의 승부. 
로 수능시험이라는 거대 관문을 통과하라는 것은 자신의 꿈이 구체적으로 무

엇이며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도 모르는 고등학생에게는 가혹한 요청이라

고 느껴졌다. 
자기분열이 깊어질수록 춤추는 시간은 늘어갔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온. 

전히 나의 움직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면서 아주 틀려먹지는 않은 내 , “ ” 
몸과 삶의 건재함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고민이 깊어지면서 여전히 다. 

른 친구들에게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를 춤연습만 하는 나의 당당하지 못함이 부끄러웠다 몇 해가 흘렀. 
음에도 나는 왜 그리도 열심히 추는가 그런데 왜 여전히 음지를 박차고 나가. 
지 못하는가 그때 눈에 들어온 교내 힙합댄스 동아리의 존재는 나에게 그렇. , 
게 묻고 있었다. 

그 동아리는 사실상 수능 공부를 전폐한 채 오로지 춤만을 연습하면서 종종 

거리공연으로 용돈을 버는 남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실상 노는 애들 이. , “ ”
라고 알려진 그 동아리의 전원은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비보이 였다(B-boy) . 
여학생은 없었다 가끔 체육관에서 종종 엿본 그들의 몸은 늘 . 바닥에 나뒹굴

고 있었다 큰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머리와 팔과 어깨가 . , 

부서질 듯 거칠게 쓸렸다 여자 인 나는 노는 애 가 아닌 나는 후유증 을 . “ ” , “ ” , “ ”
가진 나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의 묘기가 더욱 과격해질수록 . 

저 현란하게 휘젓는 팔다리의 반동과 살아 꿈틀대는 심장 소리가 가까이에서 

느껴지는 듯했다.

나는 그 동아리의 멤버로 있던 같은 반 노는 애 를 찾아가 동아리의 문을 “ ”

두드렸다 그 애와의 대화는 내가 과연 그것을 해도 되겠는가 내지는 하면 . “ ” “
무엇이 좋은가 와 같은 사려 깊은 의사결정의 영역이 아니었다 그냥 나도 ” . “ ” 
너희들과 체육관이라는 양지에서 함께하고 싶다는 표현이었다 그것은 이미 . “
틀려버린 내 삶이 어제보다 조금 더 재미날 수 있다면 기꺼이 도전하겠다는 ” 
패기 어린 투신이기도 했다 초보자는 원 킥 투 킥 나이키 부터 마스터. “ ”, “ ”, “ ”

하고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토마스 와  “ ” “윈드밀 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며” , 

헤드스핀 은 리더의 실력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깨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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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동아리에 들어간 이후 그 동안 로만 접할  , TV
수 있던 아이돌 그룹의 댄스에서 벗어나 동아리 멤버가 구사하는 힙합 댄스 

부분으로 관심을 확장하게 되었고 나는 기본적인 브레이크 댄스를 구사할 수 

있는 비걸 이 되었다 나는 이왕이면 더 거친 춤 강한 힘이 필요한 “ ”(B-girl) . , 
춤 다른 사람은 따라 하기 힘든 춤을 갈구했다, . 
온몸을 아리게 만드는 근육통에 시달리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하지만 . 

그것은 춤에 대한 나의 열정을 방증해 주는 것이었다 춤추는 삶의 목적을 기. 
획한 바 없었지만 의외의 곳에서 성과가 드러났다 군 대회와 도 대회를 비롯, . 

한 다수의 각종 청소년 댄스 대회에서 입상하게 된 것이다 그때부터 학교 축. 
제나 소풍 같은 특별한 날이 되면 으레 나는 춤을 출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자타공인 춤꾼이 된 것이다 대단할 것 없는 나에게 춤이라는 날개가 생긴 것. 
이다. 
춤꾼 되기를 향한 나의 열망은 나는 다쳤으니 춤출 수 없다 는 관념에서 - “ .”

나왔다 즉 신체 부자유 경험은 다치기 전엔 알지 못했던 움직임의 열망 을 . , “ ”
발견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약해진 몸일지언정 내 의지대로 움직이기 위한 . 
노력의 과정 자체가 커다란 낙이었다 사람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삶의 낙을 . 
찾고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며 그러한 방식은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 
수도 있다 나에게 춤은 여러 사람 앞에서 내 몸과 내 삶의 건재함을 뜻하는 . 

활갯짓이기도 했다 나를 휘감고 있던 편견을 전복시키려는 저항의 몸부림이. 
었는지 모른다 춤꾼이 된 나는 드넓은 광야에서 잡초처럼 서 있던 나의 춤꾼. 

되기 의 생명력을 보아달라는 듯 춤을 추고 있었는지 모른다‘- ’ . 

작지만� 단단하고� 귀여운� 혜림아 지난� 축제에서� 너의� 춤� 인상� 깊게� 보았다 네가� 춤추는� . . 
것만큼만� 공부도� 한다면 춤도� 등� 공부도� 등일� 것이다 할� 수� 있을� 거다 올해� 대박� 내�, 1 1 . . 
보자.

선생님의� 이메일(2001. 12. SKY )

내가 삐걸 이 된 일대 사건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를 우려하는 반응이 터“ ”

져 나왔다 많은 선생님과 급우들은 비결이 된 나마저 노는 애 가 되었다고 . “ ”
비토했다 그 우려 속에는 춤추는 애 와 노는 애 를 동치시키는 인식이 자리 . “ ” “ ”
잡고 있었다 춤꾼 이기의 삶은 춤과 공부 모두를 잘해낼 수 있을 것인가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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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 심판대로 나를 올려둔 것이다 노는 애 와 범생이 의 경계에서 춤추는 . “ ” “ ” “
애 가 된 나에게 쏟아진 공식적인 관심 속에서 나는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 , 
고 수험생이 되기 전까지 거의 매일 연습했다3 . 

하지만 고 의 문턱에 서 있던 던진 선생님만큼은 춤추는 애 에 덧씌“ 3” SKY “ ”
워진 이미지보다 춤꾼 되기를 향한 나의 열정을 먼저 독려해주었다 실상‘- ’ . , 
나는 수능 대박 을 위한 공부보다는 춤추는 시간이 즐거웠다 하지만 인생 “ ” . , 
성공의 척도처럼 여겨지는 수능 을 준비해야 하는 고 의 본분에서 벗어날 “ ” “ 3”
수 없는 형편이기도 했다 춤추더니 성적 떨어졌다 라는 편견이 뒤섞인 조롱. “ ”

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춤이라는 나의 날개를 잠시 접어두기로 했다 하. 
지만 춤 과 수능 사이에서 스스로 날개를 꺾고 현실에 안착한 나의 선택은 , “ ” “ ” 
교사 이기와 교사 되기 사이에서의 나의 분투를 예고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 .

밥벌이와 교육대학  3) 

고향 마을에는 초등학교도 하나 중학교도 하나 고등학교도 하나뿐이었다, , . 

그래서 나의 급우는 초등학교 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학년 때까지 년간 바1 3 12

뀌지 않았다 신학기가 되어 전근 온 선생님들은 우리 동네를 가리켜 촌 중. “
의 촌 이라 일렀다 그 고인 물 에서 놀고 있는 우리가 안타깝다는 말로 훈계” . “ ”
를 하곤 했다 학부모들은 대부분 군인가족이거나 군인을 상대로 벌어먹고 사. 

는 영세한 자영업자가 대부분이었다 선배가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 

특별한 자극도 왜 공부를 하고 학교에 다니는지를 생각해보게 한다든지 하는 , 

새로운 계기도 없었다 촌놈 중의 촌놈 인 우리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리라는 . “ ”
기대는 누구도 하지 않았다.

일찌감치 공부를 포기하고 돈을 벌어 쓰려는 친구들이 늘어갔다 어른 흉내. 

를 내고 싶은 나이가 된 우리에게는 알바 열풍이 불었다 동일한 노동의 대가. 

를 이왕이면 싼 임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일꾼은 어디를 가도 인기 만점

이었다 나도 알바 열풍에 가세했다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하는 문. . “ !”
구를 자주 인용했던 내 어머니는 일찍부터 밥벌이의 신성함을 강조하며 나의 

알바를 독려했다 열일곱이라는 나이는 당장을 위한 밥벌이보다는 앞으로 어. 

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살아있는 공부가 필요한 나이라는 것을 나는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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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 그때 남들 다 하는 알바를 나도 한다 라는 내가 쓸 돈은 내가 벌. , “ ” “ ” , “
어 쓸 수 있다 라는 자기 과시를 위한 오기가 나에게 작동했는지도 모른다” .  

갈비탕 집 해물짜장면 가게 패스트푸드 체인점 어딜 가나 시급은 원, , . 2000

이었다 나는 주로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하고 청소를 하는 일을 했다 업종을 . . 

불문하고 알바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마침 신장개업을 했던 갈비탕 집 주인. 

은 나에게 한시도 가만히 있지 말라 고 명령했다 퍼져 있지 말고 창문이라“ ” . “ ” 
도 반질반질 닦아서 돈값 을 할 것을 주문했다 갈비탕 그릇을 여러 개 포갠 “ ” . 

쟁반을 들고 동분서주하다가 잠시 틈이 나면 주인에게 날 좀 봐달라는 듯“ ” 

유리창을 닦았다 하지만 실상 그의 주문은 나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 

는 수단을 넘어서서 나의 세계를 군림하는 권력으로 작동했다 그렇게 시간. 10

을 보냈다 그날 밤 알바비 만원을 받았고 어머니 생일 케이크를 하나 사고 . 2 , 

나니 남은 것은 없었다 어머니는 케이크를 받고 스스로 땀 흘려 일한 보람. “ ”
을 추켜세워 주었다 그런데 기뻐하시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면서 묘하게도 난 . 

기쁘지 않았다 죽도록 고단했다 다음 날 몸살이 났다. . . 

짜장면 집은 좀 나았다 주인 부부는 식탁 다리에 묻은 고춧가루까지 똑바로 . 

닦아냈는지를 치밀하게 검사했다 하지만 손님이 없거나 주문이 없을 때는 계. 

산대에 앉아 있어도 된다고 자비를 베풀어 주었다 나는 잠시 짬이 날 때면 . 

계산대에 쭈그려 앉아 법정 스님의 책 무소유 를 읽었다 남는 시간을 의‘ ’ . 

미 없이 흘려보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짬뽕의 매캐한 향내가 흐르는 후미진 . 

구석에 앉아 무소유 책을 손에 쥐고 되뇌었다 소유한 것이 없으니 무소‘ ’ . 

유하려야 할 것도 없다고 그러니 나를 이 소굴에서 꺼내어 더 많은 소유를 . 

가능하게 하는 직업을 갖게 해달라고 돈을 벌러 가서 무소유 를 읽는 그 . ‘ ’
모순 속에서 나에게 무소유 는 근본적으로 소유할 것이 존재해야 성립 가‘ ’

능한 개념임을 깨달았다 남의 눈에 감시당하는 삶은 피곤하고 고단했다 밥벌. . 

이에 대한 외경심은 거기서 생겨났다 밥벌이는 고매한 보람 따위를 찾는 . “ ” 
일이 아니라 살아내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삶의 전쟁 이었다 결국 일이란 , “ ” .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삶의 전쟁이었다 그러니까 남에게 그럴 듯하게 보“ ” . 

이면 밥벌이는 하고 살 수 있는 즉 고생을 덜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 

을 찾기로 했다. 

그즈음 나에게는 고 이라는 이름이 더해지면서 나는 춤추기를 그만두었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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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이 없는 학교생활은 삭막했다 수능시험이란 거대 관문 앞에서 불안해진 나. 

의 몸은 부지할 곳이 없었다 야간 자율학습을 밥 먹듯 빼먹고 방에 가고. PC , 

금지되어 있던 교내 연애를 하고 자습실에 있는 시간보다 체육관에서 노닥거, 

리는 시간이 더 많았던 나를 두고 많은 선생님이 품행제로 라 불렀다“ ” .  

수지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 .� .

선생님 주차장으로� 걸어나가며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 ) .� .

수지 교사도� 꽤� 좋은� 직업인� 거� 같지� 않냐:� ?

나 왜 난� 교사� 싫은데 맨날� 애들한테� 욕먹잖아 그리고� 난� 샘� 빼고는� 좋은� 선생님을�:� ?� .� .� SKY

본� 적이� 없어 난� 샘도� 이해가� 안� 가 엄청� 똑똑하시고� 잘� 가르치시고� 성품도� 좋.� SKY .�

으신데� 왜� 교사를� 하지 아까워?� .

수지 야 근데� 저렇게� 양손에� 선물� 끼고� 일찍� 퇴근하고� 방학도� 쉬잖아 여자� 직업으론� 더�:� ,� .�

괜찮지 난� 시켜만� 주면�교사� 한다.� .

나 그래도� 난� 저런� 직업� 싫어 애들보다� 늦게� 등교하고� 일찍� 하교하면서� 월급� 받는� 것도�:� .�

싫고 하는� 일도� 없는데.� .

학교� 스탠드에서� 친구와의� 대화(2002.� 9.� )

나의 방황을 방황으로 보아주지 않고 처벌 대상으로 삼던 학교 선생님들“ ”

을 보면서 주야장천 도서관 비둘기가 된 우리보다 늦게 등교했다 일찍 퇴근, 

하면서 벌어가는 저런 직업 은 갖지 않겠다고 나는 마음먹고 있었다 특히“ ” . , 

똑똑하시고 잘 가르치시고 인품도 좋으신 선생님이 저런 직업 이나 갖“ ” SKY “ ”
는 것은 무척이나 아까운 일이었다 선물 일찍 퇴근 방학 이라는 교직“ ” . “ ”, “ ”, “ ”
의 외재적 매력을 열거하는 수지와의 대화에서도 나는 교직을 하는 일도 없“

이 월급 받는 직업쯤으로 가치를 매기고 있었다” . 

수능 성적 발표가 있던 날 진학담당 선생님은 나를 교무실로 불러 모니터에 , 

나타난 그래프만 쳐다보며 이야기했다 도시 애들도 교대 들어가려고 피똥. “
을 싼다 우리 같은 촌 학교에서는 웬만해선 못 들어가 여기는 국립이라 등록. . 

금도 싸고 한 번 지원해 봐 교사는 단 한 번도 꾼 적 없는 꿈이었다 그렇. .” . 

지만 진학담당 선생님의 이어진 권유는 퍽 구미가 당겼다 들어가고 싶어도 . “
아무나 못 들어가는 대학에 그 잘난 도시 애들이 들어가려고 피똥 싸는 ” “
대학 에 내가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니 교직의 가치를 폄하하고는 했던 나는 ” . 

우습게도 입학 원서를 주저 없이 제출했다, . 



- 69 -

선생님 임혜림 합격� 축하해 악수를�:� !� .� ( 하며 자네와�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교육� 동지입네)�

다.

나 웃음 교육� 동지요:� ( ) ?�

선생님 그래 기억해 교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 .� .

대학합격� 발표날� 교무실에서� 선생님과의� 대화(2003.� 12.� SKY� )

그날 선생님께서 내게 축하의 악수를 하며 남기신 말은 기억에 뚜렷이 남았, 

지만 그 의미는 알 수 없었다 나는 교사가 되려면 한참 남았는데 왜 지금 . “

이 순간부터 교육 동지 인데 교사도 어차피 사람인데 왜 영원히 죽지 않는” , “
다 는 것인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그저 나는 계획에도 없던 교육대학에 감” . “
지덕지 하며 들어갔다” . 

합격한 나에게 주변 어른들은 하나같이 여자의 밥벌이 로 시집가기 에 최“ ” , “ ”
고라며 축하해 주었다 대학 친구들은 교대 입학을 위해 무려 서울에 있는 명. 

문대인 대도 붙었는데 포기하고 여기 왔다 며 무용담을 화려하게 전개“OO ”
했다 여자가 명문대 나와 봐야 여자가 회사 가서 커피밖에 더 타냐 그보다. “ ? 

는 교사가 백번 낫지 라는 어느 친구의 말에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다 철밥!” . 

통으로서의 교직은 여자 직업으로 최고라는 여성의 한정적인 진로에 관한 자

조 섞인 찬사이기도 했다 학년 학기 첫 수업에서 교수님은 최고의 등 신. 1 1 “ 1

붓감 이 되는 길로 접어든 것을 축하한다 고 했다 등 신부감 이라는 근거 ” “ ” . “1 ”
모를 자부심이 나도 모르는 새 나를 휘감고 돌았다 남에게 커피를 타주는 직. 

업이 아니라 대접을 받는다는 점에서 잘리지 않는 한 매월 안정적인 월급을 ,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자리로 시집을 잘 가기 위해서 교직을 수단으로 , 

선택했음을 어쩌면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다. 

교육대학의 교육과정은 매 학기 각종 개별 및 조모임 과제 수업 지도안 작, 

성과 모의수업 실연 등 빡빡하게 진행되었다 친구들이나 나나 고만고만한. “ ” 
실력을 가지고 교대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점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 

최선을 다했다 획득한 학점은 상대적으로 등급화되어 교사 임용시험에 반영.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배우는 것인지 가늠하지도 못한 채 . 

항상 무언가를 했고 정신은 분주했다. 

특히 초등체육교육 수업의 경우 줄넘기 단 뛰기 연속 번 수영 , , “ 2 10 ”, “ 25m 

레인 제한시간 내 회 왕복 배드민턴 하이클리어 연속 회 정해진 2 ”,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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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코스를 회의 패럴렐 턴으로 타기 라는 목표가 제시되었다 운동을 좋5 ” . 

아하지도 않고 운동 실력이 좋지도 않지만 실기 위주로 이어지는 초등체육교, 

육 강의의 평가 점수는 교직의 획득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했다 좋. “

은 학점 이라는 지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전을 다해 평가를 대비했”
다.  

교수님 수영도� 만점 평가표를� 보여주며 최종� 등이야:� .� ( )� 1 .�

나 와 정말요:� !!� ?

교수님 남학생보다도� 순위가� 높아 내가� 가르쳐본� 애� 중에서� 모든� 종목에서� 만점� 받은� 사:� .�

람은� 네가� 처음이야 원래� 운동� 좀� 했어.� ?

나 아니요 이번� 학기에� 진짜� 죽도록� 연습했어요 웃음 교수님 감사합니다:� .� .� ( )� ,� !

실내수영장에서� 교수님과의� 대화(2004.� 12.� )

여명의 예비교사 속에서 나는 등 이라는 결과를 얻고 도취했지만 그것400 “1 ” , 

은 이번 학기 에 그치는 일이었을 뿐 종국적으로 교사라는 직함을 얻은 내가 “ ”
체육 가르치는 일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의미도 남기지 못했다 교육. 

대학은 나로 하여금 좋은 교사가 대체 어떤 교사인지 내가 교사가 된다는 것, 

은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고민할 겨를을 주지 않았다. 

방학의 시작은 체력도 정신력도 산산이 흩어질 때쯤 찾아왔다 어떤 친구들. 

은 대학생의 로망인 유럽여행을 갔고 어떤 친구들은 단기 어학연수를 떠나거

나 어학 학원에 등록했다 부러웠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럴 만한 돈이 없었다. . . 

그렇다고 돈이 들지 않는 독서를 하거나 집에서 장기 휴식을 취할 만큼 저간

의 내 삶의 방식은 그렇게 정적이지 않았다 남는 시간에 노느니 무엇하. “

냐 하는 강박만이 나를 지배했다 나는 활동하던 댄스 동아리에서 진종일 ” . 

춤이나 추기로 했다 하지만 고등학생 시절 스스로 안무를 만들기도 하고 “ ” . 

움직임이 거칠고 자유로웠던 브레이크댄스와 달리 대학 동아리에서는 축제 , 

공연 준비를 위해 평일 저녁 시간을 모조리 투자하고도 정형화된 춤 을 추“ ”
어야 했다 강제된 시간 속에서 하나의 성과를 위해서 추어야 하는 춤은 재. “

미 도 학점 도 교사임용 도 그 무엇에도 쓸모가 없었다 나는 댄스동” “ ” “ ” . 

아리 생활을 그만 두고 돈이나 벌기로 했다“ ” .

소개를 받아 일당을 많이 쳐준다고 하는 넥타이공장에 찾아갔다 정체 모를 . 

구멍에서 쏟아져 나오는 넥타이를 하나씩 한 손에 집어 들고 다른 한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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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넥타이핀을 끼운 뒤 차곡차곡 개어 종이 상자에 넣는 일이었다 모기와 거. 

미줄이 그득한 지하 공장에서 쾌쾌한 곰팡이 내를 맡으며 아침 시부터 저녁 7

시까지 점심시간 분을 제외하고는 쉼 없이 일했다 나와 같은 종류의 일을 7 30 . 

하는 근로자의 대부분은 동남아시아 계열의 기혼 여성 외국인이었고 한국인은 

나를 포함해서 둘뿐이었다 그중 일을 해내는 속도가 가장 느린 사람은 나였. 

다 나의 살갗이 해지고 수포가 잡힐 때쯤 군말 없이 넥타이핀을 끼우고 있는 . , 

여인들의 낡은 표정이 서글펐다 나는 밥 벌어 먹는데 무슨 군말이 그리 많. “
으냐 고 핀잔하는 내 어머니의 원성을 뒤로 한 채 그 일을 그만 두었다” , .

신문을 보고 정식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로 했다 살인적인 단순 노동이 아니. 

기를 바라며 나는 대형마트 내에 입점한 유명 브랜드의 베이커리 점원이 되었

다 정식으로 계약서도 썼고 유니폼도 입었고 친절 교육도 받았다 빵 사세. . “
요 라고 외치고 빵을 포장하고 계산하는 일이었다 모기도 곰팡이도 없었지만!” . , 

아침 시부터 밤 시까지 웃어야 했다 캄캄할 때 출근해서 캄캄할 때 퇴근10 10 . 

하는 그곳은 도대체 낮을 알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러다가는 내가 어둠을 헤치. 

다 어둠으로 스미고 말 것 같았다 그러던 중 막연히 나의 일 은 아니라고 치. “ ”
부했던 학생 과외 의뢰가 들어왔다. 

나 저� 과외� 들어왔는데요 뭘� 어떻게� 가르치면� 돼요 오빠는� 과외�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 ?� .

선배 어 과외 그냥� 문제집� 같이� 사서� 문제� 풀어주고� 숙제� 내주고� 썰을� 잘� 풀면� 돼 웃:� ,� ?� .(

음)

나 썰이요 어떻게요:� ?� ?

선배 별거� 없어 사실� 나는� 월급날마다� 과외받는� 애� 어머니한테� 좀� 많이� 미안해 웃음 애:� .� .( )�

가� 나한테� 뭘� 배우긴� 했는가� 모르겠는데 음 약간� 선생� 노릇하면서� 사기� 치고� 돈� 받,� ,�

는� 기분이야 웃음.� ( )

식당에서� 대학� 선배와의� 대화(2004.� 9.� )

과외를 받아본 일이 없으니 나는 어떤 과외가 좋은 과외인지 알 리 만무했

다 나보다 먼저 과외 시장에 뛰어든 선배와 동기들에게 과외선생은 뭘 하면 . “

되는지 묻고 또 물었다 문제집을 사서 숙제를 내주고 채점을 하고 어려워하” . 

는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고 했다 그런데 선배는 과외의 대가를 말발로 사기 . “
치고 돈 받는 기분 이라며 자조 섞인 농담을 던졌다 그 농담이 뜻하는 바를 ” .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시간 과외 선생질 의 대가로 받은 . 2 “ ”
돈은 진종일 중노동을 해야만 벌 수 있는 돈과 같았다 아르바이트에서 겪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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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에 비하면 과외는 너무도 쉬운 일이었다 쉬워도 그렇게 쉬운 일일 수 없. 

었다 게다가 날 선생님 으로까지 불러주며 극진히 대접해 주는 학부모의 정. “ ”
성이란 일전에 받아본 적 없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만약 교사가 이렇듯 몸이 아닌 약간의 지식 과 말발 로 가르치, “ ” “ ”
는 일이라면 선생님 소리에 담긴 사회적 대우까지 받을 수 있는 교사는 꽤 “ ” 
괜찮은 직업임을 확신했다 중노동 할 필요 없는 열악하지 않은 환경에서 안. , 

정된 월급과 사회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 ”. 
서 교사가 된다는 의미는 진정으로 교사답게 사는 길을 고민해나가며 교직의 

가치를 찾아 나가는 교사 되기 라기보다는 하나의 삶의 이력으로 인- (becoming) , 

정받을 수 있는 교사 이기 에 가까운 것이다 교사 되기는 교사의 일과 - (being) . -

삶에 대한 가치와 거기에 담긴 자신의 소망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를 생각하

는 과정이었다 밥벌이로서의 교사 라는 하나의 탐나는 직함이 필요했던 것이. ‘ ’
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안정된 소득을 받는다고 해서 그 일이 다른 일보. 

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은 아니다 또한 그 사람이 더 훌륭한 일을 한다거나 전. , 

문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런데도 나는 생업으로서의 교직의 선택. , 

은 나의 몸과 나의 정신과 합치시키는 일 즉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소외시키, 

는 일임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나에게 교육대학 은 삶의 이력을 위한 밥벌. “ ” “
이 로서의 하나의 방편이었을지도 모른다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으로서 교” . 

사 이기 위한 모든 노력이 끝이 났다 나는 졸업식 날 교사임용 합격의 기쁨- . , 

만을 안고 힘껏 학사모를 날렸다. 스물세 살 그저 가르치는 일이라면 그곳이 , 
어디든 당차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나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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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졸교사의 예정된 좌절4) 

졸업식을 치른 지 열흘 째 되던 월의 아침 몸을 빼곡히 감싸고 죄어오는 3 , 

정장 차림으로 나는 긴장 속에서 첫 임지로 들어섰다 그곳은 일찍이 관광지. 

로 유명세를 떨쳤지만 나는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었던 동해안의 어촌이었다. 

초등학교 교정을 바삐 가로지르며 멀찌감치 바라다 본 바다의 빛은 기대와 달

리 잿빛이었다 교무실로 향하던 복도 앞에서 가장 먼저 눈빛이 마주친 이는 . 

말끔한 정장을 차려 입은 것으로 보아 그 학교의 교사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었다. 

박� 교사 혹시� 신규� 선생님이에요:� ?

나 네:� .

박� 교사 나를� 감싸� 안으며 어머 반가워요 나도� 오늘� 자로� 이� 학교에� 전근� 왔어요 나도�:� ( ) ,� .� .�

이렇게� 떨리는데� 선생님에게는� 오늘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교단에� 서는� 날이니� 얼

마나� 설레고� 기쁠까 나는� 아직도� 그� 순간을� 못� 잊어요 어떤� 아이들� 만날지� 기!� .�

대되지요?

교무실� 앞�복도에서� 박� 교사와의� 대화(2007.� 3.� )

박 교사는 놀랍게도 내가 소개한 적 없는 나의 신분을 나로 하여금 재확인

해 주었다 그렇다는 응답에 갑자기 그이는 나를 와락 감싸 안으며 어떤 아. “
이들을 만날지 기대되냐 고 물었다 초임 교사로서의 설렘과 기쁨을 속사포처” . 

럼 풀어내는 그이의 함박웃음은 아름다웠다 아이들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보. 

다는 그냥 말 잘 듣는 아이들을 기다리던 나는 그저 웃어 보일 뿐이었다“ ” . 

교무실에는 방송 조회를 준비하느라 교사도 학생도 야단법석이었다 격동의 . 

공간 속에서 어쩔 줄 모르고 다소곳이 앉아있던 나에게 어떤 이가 다가와,   

잠시 후 있을 방송을 통해서 부임인사를 할 준비를 하라고 귀띔이라도 해주듯 

말했다 자기소개와 앞으로의 포부를 분 정도 간단히 말하면 된다고 했. 1 “ ” 
다 당황스러웠다 방송조회를 시작할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었다 수첩을 . . . 

꺼내 일단 안녕하세요 라고 적었다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무슨 전공을 공“ ?” . 

부했고 취미와 특기는 무엇인지를 말하며 나 자신을 소개하는 공허한 문장이 

이어졌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시계 초침을 . 

바라보며 나는 학생들 앞에서 실제로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 것인지 어떤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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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가진 것인지 처음으로 고민해 보고 있었다.

무어라 떠들었는지도 모를 방송조회가 끝나고 내가 담임을 맡은 학년 교실, 3

의 앞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빼곡한 출석부 명단만큼이나 명의 아이가 좁은 . 36

교실에 가득 들어앉아 있었다 커다란 눈을 껌뻑거리며 나의 사소한 몸짓 하. 

나하나를 응시하는 숨결은 고요했다 긴장이 가득한 교실에는 아이들에게만큼. 

이나 나에게도 숨 쉴 공기가 모자란 듯했다 왠지 조용한 분위기의 아이들은 . 

앞으로 한 해 동안 무척 내 말을 잘 들을 것 같았다 나는 으레 영화나 드라“ ” . 

마에 나오는 교사가 하듯 칠판에 또박또박 내 이름 석 자를 적고 자기소개를 , 

했다 고향은 어디이며 어느 학교를 나왔고 무엇을 공부했는지 이야기했다 대. . 

뜸 한 아이가 이야기의 맥을 끊으며 질문을 했다.

순규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에요 무서운� 선생님이에요 착한� 선생님이에요:� ?� ,� ?

나 선생님이� 무서울까봐� 걱정되는구나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선생:� ?� .�

님의� 첫� 제자야 그래서� 선생님은� 더더욱� 너희들을� 많이� 사랑할� 거야.� .

민재 하하 사랑한대 우리를� 사랑한대:� !� ,� !

병철 아 닭살:� !� !

승민 사랑하지� 마세요 너무� 야해요:� !� !�

초임� 발령� 후� 첫� 만남� 속� 대화(2007.� 3.� )�

아이들은 박장대소하기 시작했다 몇 녀석들이 쓰고 있던 모자를 손가락으로 . 

돌리면서 공중으로 높이 던졌다 받았다가를 반복하기 시작했다 어떤 녀석은 . 

의자에서 바닥으로 엎어져 굴러다니며 배꼽을 잡고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끝도 없이 웃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그림처럼 앉아 있던 교생실습 때. . 

의 아이들과 이 아이들은 분명 같은 나이였다 당황한 나는 아이들에게 장난. 

을 멈추고 다시 제대로 앉으라고 말했다 아무도 말을 듣지 않았다 교실의 소. . 

란은 복도 끝까지 퍼져나갔는지 복도 끝 교실을 쓰던 부장교사가 창문 너머로 

내 교실의 풍경을 감시하듯 바라보고 있었다.

내 소개 속에 담겨 있던 좋은 선생님 과 사랑할 거야 라는 말이 구체적으“ ” “ ”

로 어떤 모습을 뜻하는 것인지 나 자신도 설득시키지 못한 언어는 타인을 설

득할 수 없었다 나는 좋은 선생님 이며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해주면 . “ ” “ ”
아이들 마음도 사로잡고 담임교사인 내 말을 잘 들을 줄 알았던 내 예상은 “ ” 
완전히 빗나갔다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며 어떡해야만 좋은 선생님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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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것인지 학생들을 사랑하는 상태란 과연 무엇인지 그것의 가장 “ ” , 

구체적인 한 단면을 그 이후로도 꽤 오랫동안 나는 떠올리지 못했다.

그 날 오후 전체 교사 회식이 있었다 브루스 마당이 펼쳐진 노래방의 한쪽 , . 

구석 끝에서 나는 차마 찌푸리지 못할 미소로 거나하게 취한 얼굴들을 관찰하

고 있었다 긴 긴 회식이 끝날 때까지 내 손에는 다음 날 수업할 국어 지도서. 

가 쥐어져 있었다 대학 시절 교생실습 때는 다음 날 수업할 과목을 하나만 . 

준비하는 것만도 하루가 빡빡했는데 다음 날 무려 다섯 과목의 수업을 진행, 

해야 하는 나로서는 마음이 급했다.

김� 교사 자 처녀� 총각� 교사들은� 다� 함께� 차로:� ,� 3 !

나 저 선생님 저는� 내일� 수업� 준비를� 못해놔서� 그만�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 !� .……

김� 교사 하하 선생님도� 참 누가� 수업� 준비� 다� 하고� 수업해 다� 그냥� 가는� 거야 빨리�:� !� ~� ?� .�

와!

교사전체회식에서(2007.� 3.� )

김 교사는 어렵사리 말을 건네고 있는 내가 꼭 끌어안고 있는 국어지도서를 

가리키며 웃었다 누가 수업 준비를 하고 수업을 하냐 고 하는 거친 질문. “ ”
은 신규교사인 나로서는 감히 거절할 수 없는 이유였다 나의 불안감은 그 자. 

리에 있던 누구에게도 공감받지 못했다 당연히 . 준비된 것 없는 다음 날 나의 

교실은 소굴 같았다 교과서를 들고 무어라 떠들어 대는 나를 바라보는 아이. 
들의 눈빛은 꼭 맹수 같았다 차라리 문제집의 문제 풀이를 해주던 중학생 과. 
외가 그리웠다. 
저희의 언어가 나의 말과 말 사이에 끼어들 틈만 찾는 아이들을 앞에 두고 

나는 이토록 쉬운 내용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지 답이 없었다 내가 의지할 . 

곳은 지도서뿐이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가르쳐야 하는지 국가에서 발행한 . 
지도서가 나에게는 모범답안이었다 대학 수업도 교생 실습도 지도서를 기반. 
으로 이루어졌다 어떤 교사가 될 것이며 왜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가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본 적은 없었다. 
화장실에 갈 일말의 틈도 없이 나에게는 수업 이외에도 하지 않으면 안 되, 

는 일들이 줄지어 있었다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곧장 우리 교실로 전화. 
가 울리거나 교실로 나를 찾아오는 교사들이 나타나곤 했다 여러 일 중 가장 . 
자주 했던 일은 교시부터 교시까지 수업 시작과 끝을 알리는 초인종을 울리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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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었다 교무실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있던 기계식 초인종은 고장 난 지 . 
오래였지만 우리 학교에는 이걸 고칠 만한 예산이 없어요 라며 전임자는 안“ .”
타까움과 시원함을 담아 나에게 업무를 인계했다 우리 반 교실은 본관 층 . 3

구석에 있었다 매시간 층까지 계단을 내려가 구름다리를 건너 신관 층의 . 1 1
교무실에 가서 초인종을 조정한 뒤 다시 우리 교실로 돌아오는 코스가 지옥 

훈련처럼 매일 똑같이 되풀이되었다 또 하나 내가 맡은 중요한 업무는 아침 . 
시간과 점심시간 오후 시간을 쪼개어 가며 합창단 피아노 반주를 하고 지휘, 
자를 보조하는 일이었다 게다가 쏟아지는 영어교육 관련 공문을 해결하는 일. 

은 아무리 일과와 일과 사이를 쪼갠다고 해도 수업 시간을 침범하지 않고는 

불가능했다. 
짙은 어둠이 내리깔린 학교에 불이 밝혀져 있는 교실은 오로지 내 교실과 

내 옆 반 선생님의 교실이었다 선배 교사는 다음 날 있을 모든 수업을 계획. 

하고 모든 아이의 일기장을 매일 쇼핑백으로 싸가지고 다니며 일일이 댓글을 

달아주었다 경험도 지혜도 미천한 신졸 교사인 내 처지에서는 보고 배울 점. 

이 많았다 다만 나는 선배를 존경할 뿐 선배처럼 무상으로 초과근무를 하. , “ ” 
고 싶지 않다는 묘한 반감이 들었다 종종 선배는 학습지를 손수 제작했고 그. 

것을 다른 교사들에게 한 번 써보시라며 권했다 그러나 다른 교사들은 자신. 

이 제작한 지도안과 교구를 공유하는 선배에게 너 혼자 페스탈로치냐 라며 “ ”

생채기를 내곤 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장악하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 . 

분개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옆 반 선배를 제외한 거의 모든 미혼 선배 교사들은 시내에 나가서 술도 마

시고 나이트클럽에 다녀왔다며 가끔 자랑하듯 말했다 그곳에 가면 같은 지역. 

에 근무하는 많은 남교사를 만날 수 있으니 생각 있으면 합류하라고 했다 교. 

사라는 직업을 밥벌이로 삼은 것은 그네들이나 나나 매한가지였다 다만 내 . 

옆 반 교사를 따라 그 거대한 조류에 동참하지 않는 나는 그 세계에서 별종이 

되었다 그 어디에도 교사로서의 내면을 한 인간의 생애로서의 교직을 일구어. , 

가기 위한 교사 되기 의 노력은 차기 힘들었다 퇴근을 하고 나면 바다와 땅‘- ’ . , 

은 구분되지 않았다 나는 어떻게 하면 교사인 삶 에서 벗어나 시간을 즐겁게 . “ ”

보낼까를 고민했다 아수라장 같은 교실이 내 속의 한구석에 버티고 있었지만. , 

더 생각해봐야 별 도리 없었다 비관을 이기려면 낙관이 필요했다 하지만 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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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속에는 피할 수 없는 물음들이 붙고 엉켜 있었다. 

내일도� 또 학교에� 가야� 한다 지옥� 같다 아 너무� 보고� 싶은� 내� 친구� 한갱도� 지옥� 같다고�‘ ’� .� .� ,�

했다 한갱은� 경기도� 대도시에� 있는� 학교에� 발령받아서� 그나마� 나보다는� 나은� 처지일� 텐데.� .�

오늘� 우리의� 전화통화� 결론은� 결국� 같은� 곳에� 닿았다 우리� 세대는� 늘� 목표를� 가지고� 그것.�

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능� 공부와� 학점� 따기만� 하고� 살다가 막상� 직장� 갖고서� 목표가� 없어,�

져� 갖버리니� 허무하고� 우울하다는� 것 그럼� 어떡해야� 할까 다시� 또� 목표를� 만들어야� 되나.� .� .�

하지만� 교사가� 된� 이상� 직업을� 바꿀� 것도� 아닌데� 뭘� 더� 공부하지 어차피� 직장� 가졌는데�?�

내가� 뭣� 하러 아 난� 그럼�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안� 잘리고� 돈이나� 벌면� 되는� 건가 이게� 아.� .� .�

닌� 거� 같은데..�

일기(2007.� 4.� )

청년백수시대에 무사히 교원자격증을 따서 직장을 얻었고 선생님 소리 들, “ ” 

으며 밥벌이도 하게 되었으니 그 이상 이루고 싶은 것이 나에게는 없었다 대. 

입 수능 시험과 교사 임용고사라는 인생의 관문들에서 한 번의 실패 없이 합

격한 끝에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이루었다고만 여겼다 그리고 교사인 삶은 중. 

노동을 하는 아르바이트 에 비하면 얼마나 쉬운 일인지를 그러므로 감지덕지“ ” , 

해야 마땅한 일임을 알고 있었다 사회인으로서의 조건은 모두 갖추었지만 이. , 

상하게 교사인 삶은 전혀 기쁘지가 않았다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 

있었다 밥벌이를 위해서 교육 공무원이라는 안정된 신분을 바라보고 노력해. 

온 만큼 딱 그만큼만을 누리고 있었다 나아갈 삶과 지금의 현실 속에서 나의 , . 

좌표는 어디쯤 되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나는 교사 임이 분명했지만 교사. - , ‘
로서 어떻게 나아가고 살아가야 하는가 좋은 교사란 대체 어떤 교사인가?’, ‘ ?’

라는 질문은 던지지 못했다. 

나에게 학교 란 늘 미루고 또 미루고 싶은 공간이었다 난 종종 지각을 했“ ” . 
다 어떤 날은 집에서 잠을 자다가 운동장 조회가 시작됨을 알리는 확성기 음. 
악 소리를 듣고서야 화들짝 잠에서 깨기도 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가야만 . 
하는 애송이 교사 의 출근길은 늘 치열했다 자전거 바퀴에 몸을 싣고 바다가 “ ” . 

면해 있는 해안 길을 분 정도 따라가야 했다 지나간 어떤 날처럼 이마에10 . , 
서 피가 흘러나오는지도 모르는 채로 출근했다가 선생님 이마 왜 그래요 소“ ?” 
리를 아이들에게 듣지 않으려면 최고의 속력을 가하되 낮은 높이로 마주 날, 
아오는 갈매기 떼를 피해야 했다 학교 후문에 몰래 들어서서 지각을 들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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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려 살짝 몸을 수그리고 살금살금 걷다 보면 꼭 교감 선생님이 앞에 서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구 하시며 혀를 차셨다 그런 나를 모두 신졸 이라고 “ ? ? !” . “ ”
불렀다.  

그곳에서 내게 무어라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은 말이라기보다 단지 소

리였다 들리는 모든 말소리가 투박하지만 구성진 강원도 사투리의 특유 억양. 

으로 수렴했다 그들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 애쓰면서 저 홀로 다른 소리를 내. 

고 있던 나는 그곳의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교사 임 의 헛헛함이 목구멍까. ‘- ’
지 차오를 때면 인근 지역으로 발령받은 대학 동기를 찾곤 했다 그이의 자취, . 

방 한편에는 신간도서가 쏟아져 내릴 듯 높이 쌓여 있었다 정체를 물으니 자. 

기 월급을 도서구입비에 쓰기로 했단다 이유는 물을 필요가 없었다 책은 나. . 

에게나 그이에게나 자기만의 방이라는 걸 대학 시절 가깝게 보낸 터라 잘 알

고 있었다 교사 이기 에서 찾을 수 없는 자극과 낙 위안과 위로를 책은 전해. ‘- ’ , 

주고 있었다 책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교사로서의 삶의 방향에 대한 생각을 . 

정리해줄 것만 같았지만 실상 그것은 생의 방패막이자 실낱같은 공허한 희망, 

이었다 피붙이도 소통할 동료도 없는 그 차가운 바닷가 마을의 한 축축한 방. 

구석을 비집고 앉아 위태롭게 쌓여있는 그 책들에 내 모습이 겹쳐졌다 구토. 

가 나왔다.

그곳은 나의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의 밥벌이 로 안성맞춤이. “ ”

라는 생각에 교직을 택하고 좌절한 바 굳이 교사 가 아니어도 밥벌이는 할 , “ ”
수 있겠다 싶었다 하지만 교직을 통한 밥벌이라는 다년간 좇아 왔던 원대한 . 

목표의 상실은 한 인간으로서의 나의 세계의 무너짐과 맞먹는 일이었다 자취. 

방 창문 너머에서 용트림을 해대는 차고 어두운 바다 위로 내일 아침이면 내 

몸뚱이가 둥둥 떠 있는 상상을 했다 무서웠다 다음 날 나는 온전한 정신으로 . . 

사표를 썼다 부임 첫날 나를 따뜻이도 품어주었던 중년의 여교사에게 나는 . 

사표를 안고 찾아갔다 사표를 들고 곧장 교감 선생님께 직행하지 않고 그분. 

께 찾아간 것은 일말의 미련과 두려움이 남아서였는지도 몰랐다 어째서 교직. 

은 나의 일이 아닌지에 대한 나의 외람된 이야기가 그분 앞에 전개되었다 나. 

의 이야기에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분은 답해주었다.

선생님이� 얼마나� 힘든지� 나는� 이해해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어린� 나이에� 가족도� 없이� 혼� � .�

자� 타지에서� 드세기로� 소문난� 우리� 학교� 아이들� 담임을� 맡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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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경력이� 년이� 넘었지만� 월이�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건� 여전해요 그리고� 새� 학20 3 .�

교로� 부임을� 오면� 꼭� 개월은� 지나야� 이제야� 우리� 학교다� 싶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아무리�6 .�

힘들어도� 지금� 당장� 교직을� 관두게� 된다면� 지금� 선생님� 반� 아이들에게� 상처가� 너무� 클� 겁

니다 사실� 아이들에게보다도� 선생님� 자신에게� 더� 큰� 상처가� 될� 겁니다 나는� 그게� 걱정입.� .�

니다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만큼� 선생님이� 스스로� 극복하지� 못했다는� 상처가� 평생을� 갈� 거.�

예요 나도� 이� 학교� 와서� 뭐� 이런� 학교가� 다� 있나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도� 나는� 아이들�.� ‘ ’� .�

만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이� 일이� 너무� 좋아요 사실� 나는� 학교에� 알리지� 않고� 몰래� 수영.�

장� 데려간다든지 노래를� 마음껏� 가르쳐준다든지� 내� 하고� 싶은� 대로� 놀아주고� 삽니다 선생,� .�

님 교직� 관두지� 말아요 나는� 교직� 선택한� 것� 후회� 안� 합니다 이� 학교가� 안� 좋은� 것은� 내,� .� .�

가� 인정합니다 선생님 당장� 맡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후회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 .�

선생님� 임용시험� 준비해서� 서울로� 가십시오 내� 친구들이� 서울에서� 많이� 근무합니다 이야.� .�

기� 들어보면� 정말� 선진서울 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서울엔� 선생님의� 가족도 애인도‘ ’ .� ,� ,�

친구들도� 곁에� 있으니� 나을� 거예요 우리� 신규� 선생님에게� 내가� 미처� 교사� 생활의� 재미를�.�

보여주지� 못한� 거� 같아� 너무� 속상하고� 미안합니다.

박� 교사의� 교실에서(2007.� 4.� )

박 교사는 정감 어린 부산 말투 속에 특유의 단호한 격조를 담아 나에게 호

소했다 부끄러웠다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나는 한 적이 없. . 

었다 그저 교직은 나의 생업으로 적당하지 않으니 관두어야겠고 내가 아닌 . 

다른 교사가 와서 대체하면 괜찮다는 식의 오로지 나의 일신을 위한 생각뿐이

었다 교육은 아이들과 나와의 존재적 만남을 전제로 하는 행위라는 것을 져. , 

버리고 싶다 해서 마음대로 져버릴 수 없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알지 못했

다 무엇보다도 교직을 관두는 것 또한 나에게도 상처가 되리라는 생각도 하. , 

지 못했다 당장의 고난과 수모를 외면하는 일은 더 길고 긴 시간의 수난을 . 

감당할 것을 요청함을 그분은 걱정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선진서울 로 가서 . , “ ”
교사생활의 참맛을 느껴보라는 그녀의 제안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들만의 리그  5) 

문득 대학 친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궁금했다 그들도 나처. 

럼 이렇게 힘겹게 신졸 생활을 연명하고 있기를 바랐는지 모른다 위안이 필. 

요했던 것인지도 몰랐던 나는 친구들의 온라인 미니홈피를 찾았다 저마다 첫 . 

아이들을 만난 일화와 짧은 소회를 사진에 글을 곁들여 표현하고 있었다 유. 

난히 숙이의 홈피에 담긴 글과 사진이 가슴을 적시어 왔다 숙이는 자신이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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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는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에게 색도화지로 어울리는 모자를 손수 만들어 

씌웠다고 했다 사진을 찍어 올려놓고 아이들 저마다의 개성을 표현하는 글을 . , 

곁들여 놓았다 사랑한다 한마디 말한 적 없으나 이미 아이들에 대한 숙이의 . “ ” 

사랑이 담겨 있었다 어느 한군데 좋은 선생님 이라는 수사가 없었지만 숙이. “ ”
는 이미 좋은 선생님이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

나는 과연 어떤 선생님이었던 것일까 가슴이 꾹 하고 아팠다 분명히 숙이‘ ’ . . 
나 나나 여러 아이들 앞에 서서 설명을 하는 모습은 같을 텐데 숙이와 나는 , 
무엇이 달랐을까 교사라는 이름은 그에게 배우는 아이들의 존재가 있을 때 . 

존립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런데도 나는 아이들 가슴 속에 존재하는 선생님. , 
이기 이전에 나는 선생님 이라는 명함에 자족했던 것일지 몰랐다 아이들 저“ ” . 
마다의 빛깔을 보지 못했던 나는 어쩌면 아이들을 한 인간으로서 상대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학급으로서의 우리 반만을 바라보고 떠들어, 
대는 교사 노릇을 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나는야 선생님 이라는 근거 없는 ‘ ’ . “ ”

낙관 속에서 현실상의 어려움을 스스로 외면해버리고 마는 고립된 교사 이기-
였다 실상 교사 이기를 달성한 순간 나의 목표는 상실된 것인지도 몰랐다. , - , . 
그러나 실상 상실된 것은 목표가 아니라 애초에 상실될 수밖에 없는 것을 삶, 
의 목표로 삼았는지 몰랐다 목표의 상실이라는 그 예정된 현상을 미처 예정. 
하지 못한 자가당착이었다 그러나 상실되지 않을 목표란 그저 밥벌이 로만 . “ ”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새로운 다짐으로 마주한 아이들의 얼굴은 어제와 같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지난 밤 숙이의 홈페이지에 보았던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 
들이 내 반 아이들 얼굴에 겹쳐졌다 숙이의 아이들과 나의 아이들은 무엇이 . 
달라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을까 재수도 없이 나를 만난 아이들이 문득 가. “ ” 

련했다 그랬다 허울뿐일지 몰랐던 내 반 아이들을 가르친다 는 알량한 명분. . “ ”
으로 밥벌이를 하고 있는 내가 스스로 염치없었다 교사 이기의 치욕은 단지 . ‘- ’
나라는 한 인간으로서의 치욕으로만 머물 수 없는 아픔인 듯했다 그것은 교. 
사를 교사로 만들어주는 아이들의 존재를 다시 돌아보는 과정을 요구하는 것

이었다.

아이들은 어떤 순간에 행복한지 알고 싶었다 아이들은 유난히 바깥을 좋아. 
했다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수업으론 체육 이 가장 마땅했다 그러나 인기 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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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체육샘 의 존재 아래에서 내가 체육 수업을 하는 장면은 스스로 어울리“ ”
지 않았다 심기일전한 나는 운동장 숲 그늘에 돗자리를 깔고 미술 수업을 하. 
자고 했다 아이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림 그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식빵. . 

에 잼을 발라 하나씩 건네주었다 아이들 얼굴에 희색이 넘쳐흘렀다 그곳에서 . . 
나는 아이들을 무어라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교사로서의 자신감, 
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가르침을 본연의 업으로 삼는 교사로서 무엇을 . ‘
어떻게 왜 가르치고 그것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에 관한 깊은 고민으’
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아이들이 먹을 빵을 손수 만들어주고 있는 나 자신의 . 

모습에 도취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바깥에서 이루어진 몇 차례의 수업은 네모난 교실에 갇혀있던 많은 이야기

를 아이들과 내 사이에 흐르게 하였다 나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피아노가 있. 
는 체육관이나 음악실로 향했다 아이들은 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하고 춤을 . 
추었다 나와 아이들 사이에 끈끈한 그 무언가로 이어진 듯했다 아이들은 마. . 

음 둘 곳 없는 나의 친구가 되었다 하교할 시간이 되어도 집에 가지 않고 선. “
생님 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교실에 남는 아이들이 점차 늘어났다 학교 간 아” . “
이가 집에 돌아올 시간인데 들어오지 않는다 며 걱정 끝에 나에게 전화를 걸”
었다가 아직 교실에 함께 있다 는 이야기에 적잖이 황당해하는 학부모들도 종“ ”
종 있었다 학부모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그런 우려를 낳지 않으려면 어떡해. , 

야 하는지 나와 아이들이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한 행동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지 잘 알지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나는 여지없는 신졸 이었다, “ ” . 
바다는 교실 창문 너머로 매일 싱싱한 해를 낳았다 저 바다 를 곁에 두고. “ ”

도 품에 안을 수 없는 것이 나는 몹시도 갑갑했다 내 마음을 꿰뚫기라도 하. 
듯 아이들은 휴일에 바닷가에서 만나서 함께 놀자고 했다 나는 주저 없이 수. 

락했고 당일에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아이들과 나는 함께 바다에 몸을 , . 
담그고 수영을 하고 모래성을 쌓으며 놀았다 구명조끼도 없이 학교장의 허가. 
도 없이 엄청나게 큰일 날 짓을 저지르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그 시절은 여지

없이 신졸 이었다“ ” . 
어느 휴일에는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 선생님 댁 방문 을 허용했다 아이“ ” . 

들은 많은 물건을 어질러놓은 채 내 침대를 방방 삼아 분쯤 들고뛰다 집으30
로 돌아갔다 판단 착오였다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잘 반영해주는 친구 같. . 



- 82 -

은 선생이 되고 싶었다 아이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싶어서 허용한 것이었지만 . 
한계가 어디쯤인지 제시하지 못했다 그것은 좋은 선생님 은 어떤 사람인가에 . “ ”
대한 나의 관념 또한 분명하지 않았던 데서 기인했을 것이다. 

체육 은 아이들이 그토록 좋아했던 바깥 의 동의어이기도 했다 내가 아이“ ” “ ” . 
들과 가까워지려면 체육 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당시에 체육교과시간은 “ ” . 
체육을 전담하여 가르치는 체육샘 이 담당했기 때문에 내가 바깥에서 체육을 “ ” ,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일명 합체 라고 불리는 합동체육 시간이었“ ”
다 합체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는 주로 합동체육 시간이 임박하여 동학년 . 

티타임 시간에 고경력 교사들의 결정에 의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 가장 빈. 
번하게 실행된 종목은 남자는 축구 여자는 피구 였다 밥만 먹으면 나가서 “ , ” . 
하는 것이 남자아이들끼리는 축구였고 여자아이들끼리는 피구였다 아이들도 . 
저희 마음대로 축구나 피구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큰 자유로 여겼다 심. 
판이라는 둥 지도라는 둥 모든 종류의 선생님의 개입은 일종의 간섭 같은 것

으로 치부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때 나는 단 한 번도 축구를 실제로 해보지 않았으며 축구 용어도 정확히 , 
알지 못하는 나의 교사 임 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웠다 저희끼리 축구를 하는 ‘- ’ . 
모습을 지켜보며 한 시간의 합체를 때울 수 있음 이 일견 편했다 나는 합체“ ” . 
를 빠뜨리지 않고 챙겨주었고 합체 시간 난 항상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 

일견 나는 그들을 지휘하는 듯한 위치를 서 있었지만 그들 속의 나는 실상 , , 
있어도 없는 존재 였다 곁에서 우두커니 서서 내 자리를 뭉개고 있는 치욕“ ” . “ ”
을 부정할 수 없음이 서글펐다 체육 수업에서 나도 점수나 매기는 것 말고. , , 
반칙자 잡아내는 것 말고 교사로서 스스로 어떠한 힘이라도 발휘하고 싶었다, . 
일전에 멘토 교사가 추천해 준 적이 있는 운동장 놀이 관련 책이 떠올랐다. 

다양한 놀이가 소개되어 있었고 그렇게만 하면 움직임의 즐거움도 교육적 의

미도 모두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용기 내어 시도할 때면 불공평하. , 
다면서 아이들 몇몇이 득달같이 달려들기 일쑤였다 용케도 토라지는 없는 아. 
이가 없는 날에는 아이들끼리 부딪혀 다치고는 했다 즐겁고 싶었고 그래서 . 
노력했지만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혼란이 지속되었다 그 수난을 누구에게라, . 

도 털어놓고 싶었지만 대학 동기들과 전화 통화로는 서로의 신세 한탄에 그, 
치고 말았다 학교의 선배 교사들은 저토록 각자의 교실에서 자기 아이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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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의 스타일대로 잘 일구어가니 그에 비하면 우왕좌왕하고 있는 신졸 인 , “ ”
나는 더욱 더 영락없이 신졸임을 내보이는 것이었다. 

그냥 대세에 따르기로 했다 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냥 이기도 했다“ ” . “ ” . 

나를 포함한 동학년 교사들은 학년 전체의 시합 대진표를 짜서 리그전까지도 

짜주어서 시즌을 진행했다 전문적 지식도 경험도 미천한 나는 성취감을 느낄 . 
일도 없었다 승리한 반 교사가 한 턱 쏘면서 시즌은 마무리됐다 거나한 술자. . 
리 속에서 그냥 웃고 있는 내 처지가 갑갑했다 나는 그들만의 리그 에서 “ ” . “ ”
교사로서 교사답게 한 일이 없으니 교사들끼리 축하할 것도 축하받을 것도 , 

없다고 생각했다 공허한 축하가 담긴 술잔을 나는 힘차게 부딪혔다. .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그간 준비했던 서울시 공립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시, 

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렵사리 알린 내 소식을 들은 동료들의 반. 
응은 각양각색이었다 어떤 이는 이 학교가 그렇게 싫었냐 며 날카로운 농담. “ ”
을 던졌고 또 어떤 이는 서울 가서 이 학교에서 하던 거 반만 해도 최고로 , “

인정받는다 하며 농담 어린 격려를 해 주었다 미숙한 신졸 이었지만 어떻게” . “ ”
든 아이들과 즐겁게 지내보려 했던 열정 을 알아보아준 동료 교사들은 나에“ ”
게 진심 어린 축하와 격려를 해주었다 신졸 과의 작별을 기념하며 교장 선생. “ ”
님께서는 손수 한시를 지어 읊어주시며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뜻으로 나의 교

직의 앞날이 찬란하기를 빈다고 말씀하셨다 서울시 초등교사로 임명장을 받. 

던 날 나는 발령 동기들에게 그 흔하디흔한 지하철역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 
자고 했다 나의 저간의 삶의 어느 언저리에서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지하. 
철역은 꿈에 그리던 선진서울 에서의 교사 생활이 새 출발할 것을 이야기해주“ ”
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 교사의 삶은 뭔가 색다를 것이라는 지하철역이 품고 . 
있던 환상을 깨닫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이들도 선생님도 모두가 바빴다 아이들은 교시 수업 끝종만 울리면 학. 6
원에 늦을세라 종례를 독촉했고 선배 교사들은 연구학교 발표 대회를 준비하, 
느라 성과물을 독촉했다 한 부장교사는 내 얼굴만 보면 업무 이야기를 했다. . 
넘쳐나는 학교 업무 때문에 신졸 이 오기만은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다고 했“ ”
다 기존의 교사들이 기피한 소위 업무를 종합선물세트처럼 안겨주었다. 3D . 

피폐하고 고단한 일상의 연속이었다 영혼 없이 일해야 했다 해가 뜨면 멀쩡. . 

한 척 출근해야 했다 밤이 되면 내일 또 아침이 온다는 사실에 숨이 막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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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았다 이른 아침 출근하곤 했지만 난 곧장 교실로 들어서지 못했다 손목시. , . 

계를 보면서 짐을 안고 교직원 주차장을 혼자서 빙빙 맴돌았다 그럴 때면 또 . 

한구석에서 나처럼 정처 없이 떠도는 발령 동기인 신규교사와 마주쳤다 그 . 

우연한 만남의 순환과 반복에 우리는 울 수도 웃을 수도 없었다. 

아이들이 하교한 후에도 사실상 수업 준비를 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 크고 . 

작은 회의들을 반복하다 보면 보안 장치가 작동하니 얼른 퇴근하라 하시는 “ ” 
숙직 기사님의 경고를 들으며 쫓겨나듯 퇴근해야 하는 시간이었다 그랬다 지. . 

시받은 기준에 충족하기 위한 성과물을 제출하는 데 온통 초점이 가 있다 보

니 정작 교실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실행할 ,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 

김� 교사 임혜림 나� 퇴근한다 늦게까지� 있는� 것� 같던데� 얼른� 퇴근해 칼퇴근하는� 교사가�:� !� .� .�

훌륭한� 교사야.

나 네 부장님 저도� 칼퇴근� 하고� 싶은데� 업무도� 너무� 많고 아직� 내일� 수업� 준비를� 못� 해:� ,� !� ,�

서요.

김� 교사 너만� 바쁜� 게� 아니라� 다들� 바빠 내� 컴퓨터에� 공문함� 한� 번� 볼래 다들� 수업은�:� .� ?�

업무하는� 간간히� 하는�거지 애들한테� 미안해도� 업무가� 많아서� 어쩔� 수가�없다.� .

교사연구실에서� 김� 교사와의� 대화(2009.� 5.� )

나와 함께 회의했던 선배 교사들은 어찌도 저렇게 칼퇴근을 잘하는 것인지 

의아했다 수업 준비는 언제 하느냐 고 물으면 선배 교사들은 업무를 하느. “ ” , “
라 간간히 수업을 한다 는 자조 섞인 농담으로 화답해 주었다 무력했다 밥” . . “
벌이 하려면 어쩔 도리가 없다 싶다가도 그래도 좀 더 즐거운 밥벌이 떳떳” , , 

한 밥벌이 보람 있는 밥벌이를 할 순 없을까에 대해 홀로 공상을 하다 보면 , 

또 다른 업무와 회의가 시작되고는 했다 긴 경력을 가진 선배 교사들도 저마. 

다의 업무 부담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지나간 시절에 대해 굉장한 . 

향수를 지니고 있었다. 

옛날이� 파라다이스였지 감히� 누가� 건드려� 교사를 애들도� 부모들도� 다� 괜찮았다고 그� � .� ?� .�

리고� 또� 가르치라는� 거� 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많아 지금� 같지가� 않았어 난� 요새� 갓� 들?� .�

어오는� 신규� 선생님들� 보면� 참� 불쌍해 나야� 이제� 끝이� 얼마� 안� 남았지만� 혜림샘같이� 젊은�.�

교사는� 앞으로� 몇십� 년� 어떻게� 버텨?

교사연구실에서의� 고경력교사와의� 대화(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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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는 가르칠 양만 많아진 교육과정과 그에 대한 교원 평가가 자율성‘ ’
과 사명감을 앗아갔다는 것에 대해 박탈감 속에서 몇몇 고경력 교사들은 나를 

처연한 얼굴로 바라보았다 그 속에서 나는 앞으로 몇십년을 어떤 표정으로 . 

버텨내야 할까 싶었다 교사로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청운의 꿈을 안고 선진. “
서울 까지 흘러온 나는 졸지에 동정받는 처지가 되어 있었다 더 이상 ” . 선진서“
울 은 없었다” . 이게 뭔가 싶었다 나는 대체 어떤 교사가 되었고 되어가고 있. , 

는 것인지 이제 나는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두려웠다 교사로서의 , , . 

삶을 놓는다면 내 삶이 행복해질까 싶었다 그런데 도망갈 곳이 없었다. . 

당장 살아있는 고통이 죽음의 고통보다 더 클 때 죽음을 택한다는 말이 피

부에 와 닿은 것은 그즈음이었다 나는 살아 있지만 죽은 것이었다 멀쩡히 밥. . 

벌이를 하고 있지만 왜 나는 이토록 필사적으로 밥을 벌어먹고 연명해야 하는

가 묻지 않을 수 없는 삶이 지속되었다 억눌린 멀쩡함이었다 생존하려고 먹. . 

는 밥만 추구하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극도의 우울감에 시달리던 그

때 정년퇴직을 앞둔 한 고경력 교사는 위로를 해주겠다며 원래 아무리 좋아, “
하고 잘하고 싶은 일도 돈 버는 일이 되면 다 지겨워진다 고 말했다 일견 맞.” . 

는 말이다 싶었다 과연 행복한 노동은 있는가 나는 왜 가르치는 일을 하는. , 

가 이리도 온전치 못한 정신으로 가르치는 일이란 가능한 것인가 즐겁고 행, , 

복한 일이란 있는 것인가를 회의하기 시작했다.

생업으로서의 교사의 삶은 과연 언제까지 지속 가능한 것인가에 관한 회의

감은 비단 나만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같은 또래를 이루었던 초임 교사들. 

과 가지는 사적인 모임의 대화 속에서 밥벌이에 대한 한탄은 일상적인 화제로 

자리 잡았다 학생들에게 반응이 좋았던 수업내용이나 기술적인 테크닉을 이. 

야기하다 보면 우리는 이 고단한 일을 앞으로 년이라는 느리고도 긴 시간 30

동안 과연 되풀이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탄했다 아마 그 탄식은 교사답게 제. 

정신으로 살아보려 했던 몸부림이었는지 모른다 타자일 수밖에 없었던 교사. -

이기의 치욕은 그 뒤로도 한동안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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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사 되기의 동경. -

  아이들에게 보답하고 싶어서1) “ ”

무슨 일을 하고 있었든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었든 학교는 해야 할 일의 시

작과 끝을 엄중히 알리는 종소리가 있는 곳이었다 새로운 종소리는 새로운 . 

행동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수업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리면 나와 아이들은 . 

뭘 가르치고 뭘 배워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교과서와 지도서를 펼치고 서로

를 엄숙하게 마주 보았다 어설프게나마 잠시 수업 을 위해 컴퓨터를 등졌다. “ ”
가 다시 돌아오면 저마다 기한이 촉박한 학교업무 관련 메시지들이 쌓여있었, 

다 모니터 한쪽 구석에 한 데 뭉쳐 진종일 수시로 깜빡거리는 주홍빛 상자들. , 

은 불야성을 연상케 했다. 

어차피 수업은 업무하다가 틈날 때 간간히 하는 것이었으니 수업 준비는 차, 

치하고서라도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아이들을 관리

하는 행위의 집합만으로도 근무시간은 훌쩍 흘러갔다 우유 마셔라 숙제 . “ .”, “
걷어 와라 교과서 펴라 줄서라 청소해라 하고 초침의 빈틈을 촘촘히 .”, “ .”, “ ”, “ .”
채우며 떨어지는 내 명령은 그것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검사하고 확인해야 할 

막중한 책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었다 하루하루가 삶의 전쟁터였다 말 그대. . 

로 사고 없이 아이들을 하교시키고 산적해 있는 당면 과제들을 미션 클리어“ ” 
하듯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퇴근 시간이 훌쩍 넘어가 있었다. 

그러나 나의 삶의 전쟁터는 비단 산적한 일을 완료해 내는 것만으로 깔끔하, 

게 종료되는 성질이 아니었다 수년간 무사히 연명하고 있는 교사 이기 의 삶. ‘- ’
에 대한 회의감에서 하루도 도망갈 수 없는 삶의 전쟁터였다 이 생활을 계. “

속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고민의 연속은 그곳이 어디든 늘 일상과 붙, ?” 
고 엉켜 있었다 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로 규정된 교육과정과 수업시간. , 

에 매몰되어 교사 라는 이름으로 가르치는 일로 먹고산다는 부끄러움이 불현“ ”
듯 나를 덮치곤 했다 그러나 이제 와 돌아보면 무서운 것을 무섭다 느끼고 . ,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움으로 직면하는 일은 교사 되기 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 ’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용기이기도 했다. 

그 힘들다는 학년 을 처음 담임하던 해 나에게도 남다른 각오가 필요했“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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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배 교사들은 월 한 달 동안 절대 웃음을 보이지 마라 학년은 약. “3 .”, “6
점만 한 번 보이면 한 해가 망한다 라며 겁을 주기도 했다 겁을 주는 선배들.” . 

의 경험담 속에는 좌절과 상처가 묻어 있었다 그만큼 학년은 선생님 뜻대로 . 6

좌지우지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경계하라는 주의이기도 했다 그랬다 질서 . . 

유지도 정말 중요했다 그런데 선배 교사들 말대로 학년 담임교사로서 근엄. 6

한 표정으로 아이들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잘 그려지지 않았다 그때 알았. 

다 난 아이들과 함께 그저 웃고 싶었음을. . 

첫 만남이 있었던 날 나는 밝혔다 선생님도 너무 막막하고 힘들어서 한 명, . 

이라도 내 편이 필요하다 생각하곤 한다고 나는 너희들을 평가하고 혼내주려. 

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 편이 되어주기 위해 여기 있는 거라

고 우리는 모두 실수투성이의 삶을 살고 있으니 앞으로 숱하게 벌어질 많은 . ,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사람의 용기를 인정해주자고 그리고 그 . 

삶을 글로 적고 소리 내어 읽어가며 매주 나누어보자고 지나간 월의 그 어. 3

떤 날처럼 깔깔 대며 웃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다 나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 

소리 없는 눈빛들이 내 몸속으로 스미는 듯했다.

사는 일이 만족스러운 사람은 굳이 삶을 탐구하지 않을 것이다 사춘기를 겪.ﾠ

어내고 있던 학년 아이들에게나 교사 이기 로 연명하고 있는 나에게나 사는 6 ‘- ’
일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매한가지였을 것이다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 이 . “ ”
살아온 짧지만 굴곡진 저간의 삶에 관해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고 나도 , 

그런 시간이 좋았다. 

혜미 선생님 공부� 말고� 선생님� 이야기해� 주세요:� ,� .

채린 맞아요 선생님 교과서� 공부� 말고� 인생� 공부요:� !� ,� .

중략( )

정선 선생님 그러면� 있잖아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왜� 우리는� 학교에� 와서� 공부:� ,� .� ,�

를� 해야� 돼요?

호중 선생님 꼭�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면요 저는� 그냥� 놀고먹고� 자는� 게� 제일� 좋은데� 엄:� ,� .�

마한테� 이런� 얘기하면� 맞아요 푸하하.� !

유리 선생님은� 이다음에�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식� 낳고� 찾아와도� 선생님을� 계속하고� 계실�:�

거예요?

현수 왠지� 우리� 선생님은� 그때는� 선생님� 안� 하고� 사막에서� 별� 보고� 있을�거� 같아:� !

교실� 수업� 중� 대화(2010.�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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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살아온 얘기 사는 얘기 살아갈 얘기 를 수업을 피할 수 있“ ”, “ ”, “ ”
는 핑계로 삼곤 했지만 실상 그저 공부하기 싫어서라고 그러는 것만은 아닌 , 

것 같았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원하지 않고도 수업을 회피할 수 있는 핑계는 . 

저마다 여러 가지가 있었을 터였다 나의 이야기는 인생 이야기부터 여행 이. 

야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지만 결론은 매번 같은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 

었다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지도 모르면서 살지는 말자고 고단한 삶을 벗어날 . . 

순 없지만 그래도 왜 사는지는 우리 생각해보면서 살자고 그러니 우리 그것, , 

을 깨닫기 위해 어서 다시 책 펴고 공부하자고 아이들은 내 이야기를 때로는 . 

온몸으로 받아내고 때로는 맞받아치듯 더 어려운 질문으로 나에게 화답했다. 

가벼워 보이는 아이들의 질문은 좋은 교사라면 무엇을 가르쳐야 하며 나는 , 

교사로서 그것을 왜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관한 무거움을 담고 있었다 쉽게 . 

대답할 수 없었던 아이들의 질문은 나에게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의 

하중을 실감하게 해 주었다 시원하게 답을 해주지도 못하는 나를 화려한 이. , 

력을 가지지도 못한 나를 인생 공부랍시고 개똥철학을 펴는 나를 그런 , ‘ ’ , 

나를 사춘기다운 저항심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마주해 있던 아이들은 환영, 

해 주었다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느낌. , 

이 이런 것인가 싶었다 아침 출근길에 콧노래가 나오는 나 자신이 문득 멋쩍. 

어지기도 했다 난 교사로서의 나의 삶이 왠지 잘 돌아가고 있다 고 느꼈다. “ ” . 

그것은 아이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있다 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그때 나는 아“ ” . , 

이들에게 무엇이라도 보답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 

나의 기쁨만큼 내 사랑으로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했다 정답이 없는 삶 속에. 

서 아이들이 쓰러지지 않고 삶을 긍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사, 

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짧은 순간 강렬하게 스쳐 갔다. 

교사 라는 집합명사로 나와 같은 부류에 속한 이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 ”
는지 그리고 그들은 행복할지 궁금했다 실상 궁금해하지 않고는 스스로 교. “
사인 삶 을 이어가기란 어려운 일이기도 했다 기나긴 방황 속에서 또래의 교” . 

사들은 각자의 취미생활을 찾기도 했고 대학원을 가기도 했고 방학마다 장기

배낭여행을 가기도 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유학이나 결혼이라는 이렇다 할 . , 

만한 일들을 해내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그간 무엇을 하였는가를 되돌아보면. , 

그저 나는 한 명의 교사라는 이력 외에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다 번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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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우연히 인터넷 서핑 중에 발견하게 된 한 초등교사의 온라인 블로그

에 담긴 일기는 놀라웠다 그이는 방학 때마다 초등학교 교사 모임에 참(blog) . 

석하여 며칠간 합숙을 해가며 공부 모임을 하고 있었다 그 구체적인 경험담. 

을 적어 내려간 그이의 글 속에서 그이는 행복해하고 있었다 행복하다느니 . 

보람되었다느니 하는 낡은 표현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방학마다 그 모임에 . , 

참석하고 또 다음 모임을 기대하고 주제를 고민하는 그이는 나와는 다른 종류

의 교사였다 나는 상상하지 못한 교사 되기의 보람을 그이는 이미 누리고 있. -

었다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나의 가슴은 들떠 있었다. .

이름도 모를 그이가 몸담은 교사 공부 모임의 정체가 무엇인지 나는 무엇에

라도 홀린 듯 찾아댔다 간절한 검색 끝에 찾아낸 그 모임은 초등교사 온라인 .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 방학마다 주최하던 교사연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 . 

나에게도 인디스쿨은 이미 익숙한 것이었다 준비하지 못한 수업을 어떻게든 ‘ ’ . 

때우려면 이름 모를 훌륭한 선생님들이 미리 제작해놓은 수업자료를 쉬는 시, 

간에라도 부랴부랴 출력하려고 수시로 접속하던 곳이었다 나는 거의 매일 교. 

수학습자료를 다운로드받으려고 들락거렸지만 한 번도 교사 모임에 관한 정, 

보를 발견한 적이 없었다 그때 나는 오로지 수업자료가 담겨있는 메뉴만을 . , 

클릭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제야 자세히 살펴보게 된 교사들의 커뮤니티 . 

공간에는 교사들간의 자유로운 소통이 오고 가는 자유게시판 코너라든지 직, 

무연수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율 연수 코너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다. 

그토록 많은 전국 각지의 초등교사들이 나와 비슷한 고민을 주제로 소통하고 

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 

놀라웠다 나에게 그곳이 가지는 의미는 일회적 쓸모 있음의 총합이었다면. , 

그이에게 그곳이 가지는 의미는 쓸모 있음과 없음을 따지지 않는 과정 자체로

서의 교사 되기의 발로 였다 그저 하나의 이력으로서의 교사 이기 에 머- ( ) . ‘- ’發露

물지 않고 교사 되기를 향한 숨은 열정이 겉으로 드러나게 해주는 힘을 가진 -

공간이었다 나로서는 직무연수 학점도 인정되지 않고 개인 돈을 들이는 자비 . 

부담 연수는 해 본 적 없었다 더구나 아는 사람 하나 없이 한 공간에서 살을 . 

드러내고 잠을 자야 하는 교사 합숙 연수는 잠시 망설여지기도 했다 이전에 . 

경험해본 적이 없는 생경함에서 나오는 거부감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곳에. 

는 나와는 종류가 다른 교사들이 교사 되기의 삶을 치열하게 이어가고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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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모니터 너머로 동경만 하고 있을 이유가 더는 없었다, . 

방학을 맞아 기대 반 걱정 반의 심정으로 합숙연수 장소에 도착했다 교외의 .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강당에 이미 모여 있는 사람이 백여 . 

명은 족히 넘어 보였다 호탕한 웃음소리와 왁자지껄한 수다가 가득한 공기는 . 

이미 그이들은 이번이 초면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듯했다 이것이 인사고과에 . 

도움도 안 되는데 제 돈 주고 산 넘고 물 건너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인 초등

학교 교사로서의 삶의 최전선인가 싶었다 이방인인 듯 그곳을 구경하고 있던 . 

나에게 강당 입구에 서 있던 진행자는 환영의 미소를 띠며 이 연수를 신청한 

계기를 포스트잇에 적어달라고 했다 뭐라고 적을지 고민이 됐다 말이나 글로 . .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생각해 본 적 없는 문제였다 그저 나는 교사 이기의 치. -

욕과 번민의 끝에 지금 여기에 다다랐을 뿐인데 그것을 어떻게 그 작은 메모, 

지 안에 담아야 할지 난해했다 그렇다 해도 교사 되기를 간절히 탐색해 왔고. - , 

그 최전선으로 추측되는 이 낯선 곳에 나를 투신한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일

지 생각해 보았고 고심 끝에 정성껏 적었다 아이들에게 받은 사랑을 보답하, . “
고 싶어서”.
학점을 받아야 할 이유도 출석해야 할 의무도 없는 초등교사 자율연수임에

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일정은 개인 휴식 시간을 가질 만한 여유 없이 촘촘, 

하게 진행되었다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라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수많은 교사. “ ”

가 바닥에 둘러앉았다 강의를 주의 깊게 듣고 책을 읽고 메모를 하기도 했다. .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교사로서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마주하며 질문을 하고 

있었다 기존의 교사 연수에서 펼쳐진 풍경과 가장 달랐던 점은 말하는 사람. 

의 이야기보다 듣는 사람의 이야기가 더 중요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 앞에. 

서 떠들어 댈 만큼 그럴듯한 경력이나 이력을 갖지 못한 평범한 교사들의 이

야기가 흐르는 곳이었다 과연 아이들에게 경쟁다운 경쟁은 무엇이고 협력다. , 

운 협력은 무엇인지를 치밀하게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는 자리였다 나는 그. 

곳에서 내가 그때까지 교실 속에서 실천해온 협력은 실상 협력을 가장한 경쟁

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하게 되었다. 

연수는 크게 토론 과 몸놀이 라는 커다란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우“ ” “ ” . 

선 토론은 그 주제와 구성원만을 달리 했을뿐 토론이라는 형식은 어떤 장에, 

서든 계속 이어졌다 주제와 참여자를 달리하는 각양각색의 이야기 속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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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흐름은 결국 우리가 수업을 왜 하는지 교사란 어떤 사람인지 우리를 , , 

매일 마주하는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를 직면하는 방향으로 수렴했

다 그곳에 다다르게 만들었던 온라인 블로그의 주인장인 그이의 행복감의 실. 

체가 무엇인지 희미하게 알 듯도 했다 그것은 교사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 

한 공부를 통해 새로운 것을 익히는 기쁨으로 행복할 것이라는 추측을 넘어서

는 것이었다 교사의 삶을 주제로 한 다양한 배움의 재료를 토대로 교사 자신. 

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생각하게 해주는 곳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교사 이기에서 느껴왔던 치욕과 번민을 처음으로 토해내듯 -

말했다 그다지 유쾌하지도 않은 그렇다고 희망적이지도 않은 나 라는 교사의 . ‘ ’
삶의 이야기를 꺼내 보이기는 쉽지 않았다 이전에는 상상해 본 적 없는 경험 . 

이었다 그이들은 옹기종기 다닥다닥 붙어 앉은 채로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 

뜨거운 시선과 끄덕임을 보내주었다 근무하던 학교에서 절친하게 지내던 극. 

소수의 동료 교사에게나 쏟아낼 수 있었던 나의 사적인 이야기가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는 그들의 이야기가 되는 기분이었다 나는 우리가 어떤 비슷한 . 

처지에 놓여 있고 비슷한 감정을 겪는지 응시했다 기가 막힌 해결책이나 묘. 

안을 제시해준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처지의 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디가 , 

아픈지만 알아도 한결 수월한 게 삶이지 싶었다. 

특히 그곳에서 펼쳐지던 몸놀이 는 아이들을 위한 목적이면서도 교사들을 , ‘ ’

위한 것이기도 했다 유연성이 부족해 뻣뻣해 보이는 어떤 남자 선생님도 머. , 

리가 희끗희끗한 여자 선생님도 그 놀이의 시간을 어색하게 받아들이던 나도 , 

어느새 함께 웃으며 흐르는 땀을 닦고 있었다 동심을 잃은 이후로 한 번도 . 

겪어본 적 없는 말뚝 박기나 물총싸움부터 생경하게만 여겼던 족구나 라인댄

스까지 합숙연수의 일정 곳곳에 몸놀이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사

이사이 끼어 있었다 교사 이기로서의 나의 삶을 다수의 교사 앞에서 꺼내 보. -

이는 용기가 요구했던 그 공간에서는 이번에는 나의 움직임을 꺼내 보이도록 , 

하는 새로운 도전을 요구했다 실상 그때의 나에게 움직임이란 춤을 포기한 . , 

것과 동시에 단절된 세상이었다 과연 내가 춤추던 기쁨을 알던 사람이 맞는. 

가 하는 의구심만이 나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잘하고 못. 

하고는 상관이 없었다 점수를 매기는 것도 승패가 갈리는 것도 아니었다 이. , . 

름 모를 이와 몸을 부대끼고 숨을 함께 들이쉬고 땀을 흘리며 때론 박장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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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듯 웃어젖히는 나 자신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인 것만 같았다 나 자신이 나. 

답지 않다 느낀 것은 실상 나라는 사람은 교사 이기 의 삶에서만 발견할 수 ‘- ’
있었던 나의 자아였을지 모른다 그저 즐거웠다는 말로만으로도 형용할 수 없. 

는 즐거움이었다 함께 들고 뛰던 유쾌한 그 풍경을 연수가 끝나고 나면 다시. 

는 재현할 수 없다는 서운함이 들 정도로 즐거웠다. 

연수를 마치고 반 아이들을 만난 나는 그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개개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초등교사 라. “ ”
는 공통의 이름을 가진 그이들과 향유했던 움직임의 기쁨을 아이들도 누려보

았으면 했다 몸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되뇌고 곱씹고 싶었다 며칠간은 교. . 

과서 진도를 빼지 않고 함께 몸놀이를 했다 아이들은 겉으론 유치하다고 하. 

면서도 그냥 체육 보다 이게 더 재미있다고 했다 평소 운동 기능이 뛰어나지 “ ” . 

않아 체육 시간에는 보이지 않던 아이의 미소가 보이기 시작했다 몸을 움직. 

이는 것보다 차라리 앉아 있는 게 더 즐겁다는 사춘기 여학생들의 미소가 보

이기 시작했다 선생님 우리 이거 언제 또 해요 하며 움직임의 갈망을 내보. “ , ?”
이는 아이들의 성화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교사연수에서 경험한 몸놀이 가 그. “ ”
저 일회적 유희로서 그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든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다 교사 되기라는 총화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기 위한 폭과 . - , 

깊이를 달리하는 배움과 성장을 나는 갈망하고 있었다. 

  참교사병 걸렸니2) “ ?”

연수는 끝이 났지만 연수가 훑고 간 내 마음의 자리는 끝나지 않은 여운이 , 

감돌고 있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아이들의 미소를 보게 해주는 힘을 배우. 

고 싶었다 내 속에는 생각 있으면 인디스쿨 내의 대한 지역 오프라인 교사 . “
모임에 들어와보라 는 스쳐지나간 어떤 이의 권유가 남아 있었다 그이는 그 ” . 

모임에 대해 교사로서의 열정과 다양한 특기를 지닌 선생님들이 모여 있다는 

말로 소개했다 순간 망설여졌다 나는 열정적인 교사가 아닌데 내가 그런 모. , . 

임의 일원이 되면 내 일상의 자유가 그곳에 매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배움을 향한 열의와 모순처럼 부딪히고 있었다 하지만 답은 하나였다 어찌 . . 

되었든 내일은 올 것이고 나는 내일 또 하루 교사 라는 이름으로 살아내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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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교사 이기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나를 그 낯선 집단에 . -

투신하는 용기가 필요했다.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고 나를 소개하는 자리였다 십 수 명의 교사들은 한 . 

사람씩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소개가 아닌 자기 옆 사람 소개를 했다 그것. 

은 새로 들어온 나를 위한 배려이기도 했지만 그것을 감행할 수 있을 만큼 , 

그이들은 이미 서로에게 끈끈한 유대가 오랫동안 흐르고 있었다 대수롭지 않. 

은 듯 이어진 옆 사람 소개말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저명한 교사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이들은 저마다의 특기가 있는 분야에서 저서를 출간하기. 

도 연수 강사로 유명하기도 한 분들이었나 나로서는 그들의 저서와 연수를 . 

접하며 교실에서의 생존을 근근이 이어나가던 터였다 내가 놀라움을 감추지 . 

못하자 그분들은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그 모임에 참석한 것은 아니며 이미 , 

수년 전부터 시작된 이 교사 모임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그 협력의 결과물을 

책이라는 형식을 빌려 출간한 것이라 설명했다 말로만 듣던 저명한 교사들과 . 

내가 같은 모임의 구성원으로 자리에 함께한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고 영광

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그 신기와 영광의 감정은 실상 나와 그들을 구분 짓는 . 

보이지 않는 유리막으로 존재했는지도 몰랐다.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진행된 교사모임은 이른바 재능기부의 형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 사람당 한 시간 정도씩 자신이 가르칠 수 있. 

는 거리를 준비하여 동료들과 공유하는 방식이었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프로. 

그램이 있다기보다는 무형식의 틀 속에서 교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

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소재가 되었다 그것은 때로는 종이접기가 . 

되기도 했고 수업의 동기 유발 전략이 되기도 했고 메이킹북 만들기가 되기, , 

도 했다 매달 주제를 달리하며 모임은 기존 구성원 간의 강력한 응집성을 가. 

지고 약속한 날짜에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간혹 새로운 얼굴이 들어왔다가 , 

금세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새로운 얼굴은 좀처럼 익숙해질 사이 없이 늘 새. 

로운 가운데 변하지 않는 얼굴들은 늘 그 자리에 빠짐없이 등장했다, . 

나는 반 년 남짓 빠지지 않고 모임에 꾸준히 참석했다 그분들은 그곳이 여. 

전히 낯설지 모를 나의 처지를 헤아려 친절과 배려로 대해 주셔서 고마웠다. 

그런데도 나는 그 내로라하는 교사들이 모여 있는 그곳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듯했다 그분들의 재능 나눔을 통해 나는 분명 배우고는 있지만 과연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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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엇을 베풀 수 있을 것인지 자신이 없었다 누구도 나에게 이젠 네가 진. “
행할 차례 라고 권하지 않았지만 나는 스스로 두려웠다 감히 그분들께 도움” , . 

이 될 만큼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한 처지가 처연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가르. 

치고 배웠던 서울 지역 오프라인 교사모임은 분명 쓸모 있었지만 왠지 내 이, 

야기를 쉽게 꺼낼 수 없는 나는 이도 저도 무엇도 되지 못한 채로 분주하게 

주변을 맴도는 것 같았다 그렇게 나는 어렵사리 찾아갔던 오프라인 모임을 . , 

스스로 거두었다. 

나는 그 모임에 더 합류하지 못함을 전하며 빚진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그 . 

자리가 아니라면 소위 온라인상에서 연예인교사 라고까지 불리는 훌륭한 선, “ ”
생님들을 쉽게 만나 뵐 수 없을 텐데 굳이 관두기까지 해야 했을까 하는 괴“ ” 
로움이 나를 갉아먹고는 했다 그러나 내가 지나온 저간의 삶의 과정이 그러. 

했듯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무모해보일 만큼 있던 자리를 , 

떠나 다른 자리를 찾아 나서곤 했다. 

권� 교사 여기가� 첫� 학교지:� ?�

나 네:� .

권� 교사 교사의� 인생은� 첫� 학교에서� 보내는� 년� 안에� 결정되는� 거야 자기� 적성이� 수업인:� 5 .�

지� 업무인지 승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년� 안에� 결정해야� 돼 자기가� 뭘�,� 5 .�

잘하고� 뭐로� 클� 것인가� 생각해야� 돼 두� 번째� 학교� 가서� 생각하면� 벌써� 늦는다.�

고 대학원도� 가려면� 첫� 학교에서� 끝내고.� .

나 저는� 일단� 이것저것� 좀� 배우면서� 교직이� 저에게� 맞는지� 생각하고� 싶어요:� .

권� 교사 임� 선생은� 너무� 어린� 나이에� 교사가� 되어� 세상� 물정을� 몰라� 그렇지 나처럼� 사회:� .�

물� 먹고� 교직에� 들어온� 사람은� 목적이� 분명하다고 경력� 허비하지� 말고� 년� 안에�.� 5

담판을� 지어.

교사전체회식에서� 권� 교사와의� 대화(2010.� 10.� )

젊은 날 교사로서의 경력을 이렇게 허비 하는 나를 승진을 앞둔 권 교사는 “ ”
세상 물정을 몰라 라는 언어로 표현했다 나를 아끼는 그들을 그래서 안타까“ ” . , 

워하는 그들의 심정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목표와 성과를 기준으로 한 사. 

람의 생애를 평가하는 언어로는 나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었다 교사 되기 의 . ‘- ’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이 필요했다 인터넷으로 교사 공부 모임을 . 

탐색하다가 이제껏 겪어보지 못했던 패러다임으로 진행되는 전국 초등교사들, 

의 공부 모임에 참여할 교사들을 모집한다는 게시물을 발견했다 전국 각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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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업 이야기도 하고 교사로 한 해를 꾸려가는 모임이

라는 소개 글이 마음에 와 닿았다 왕복 시간의 운전 끝에 다녀올 수 있는 . 5

지역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러웠다 그래도 . 

좀 더 나은 교사가 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정도 수고는 감내하

고 싶었다 그 모임의 합류 통보를 받기도 전에 나는 그곳에서 하게 될 공부. , 

는 무엇이며 그곳에서 만나게 될 이들이 누구이고 그를 통해 내가 좀 더 나, , 

은 교사가 될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를 이미 상상하고 있었다.

설렘 속에 도착한 곳은 공부 모임을 기획하고 주도하시는 선생님의 교실이

었다 뜻있는 선생님들을 모아 공부 모임을 가지기 위해서 재직 중인 학교의 . 

교장 선생님을 설득해서 장소 협조를 얻어내고 사비로 간식을 준비하는 그분, 

이 존경스러웠다 공부 모임은 동학년 단위로 한 조를 이루어서 지난 수업을 . 

비평하고 다가올 수업을 함께 계획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거꾸로 보. 

면 각 교사가 저마다의 학교에서 동학년 교사와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 

않는다는 방증이기도 했다 나에게 있어서도 실상 동학년 연구실은 협의하고 . 

성과물을 정리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는 회의실 내지는 수다나 개인적인 휴

식을 위한 휴게실일 뿐이었다 동학년 교사들은 저마다 같은 단원의 비슷한 . 

내용을 소재로 가르치면서 차마 엿볼 수 없는 자기 스타일대로 가르칠뿐 그, 

것을 어떻게 실행했고 소회가 어떠한지 앞으로 있을 수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토론은 없는 공간이었다. 

모임에 합류하게 된 계기를 소개하는 자리를 통해서 그 자리에 함께 한 많

은 교사가 나와 비슷한 염증과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들도 모두 나처럼 , 

좋은 교사 가 되기를 원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참여 교사의 연령대는 다양“ ” . 

했지만 유난히 초임 교사들이 많았다 하루하루 교사인 삶 의 전쟁터를 마주, . “ ”

하고 있는 그들도 나처럼 불안했다 우리는 지도서와 교과서를 가슴 한가득 . 

안고서 매달 약속한 날에 만나서 각자가 교과 수업 때 했던 새로운 시도들을 , 

공유했다 수업을 이야기하는 그들의 언어에 담긴 지식은 신선했고 열기는 뜨. , 

거웠다 그러나 좋은 교사 를 향한 집단적 열정은 이내 수그러들었다 나는 . “ ” . 

그 한계가 피부에 와 닿아 문득 다시 불안해졌다 차츰 모임이 거듭되면서 주. 

제를 달리하여 이야기가 진행될 뿐 교사로서 한 걸음 도약하게 하는 계기가 , 

빠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나는 교사로서의 자기 삶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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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자신이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때에 사유의 지반이 흔들

린다고 믿었다 그러나 멀리 사는 교사들끼리 저마다 교육 환경이 다른 각자. “
의 이야기 를 한 달에 한 번의 만남으로 이어가기엔 친밀감도 응집력도 힘에 ”

부쳤다 나는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한 채 모임을 약속한 날짜의 끝까지 . 

채워나갔다. 

그 역시 교사인 나의 한 친구는 그렇게 이곳 저곳의 교사 모임에 바쁘게 다

니는 나를 두고 너 참교사병 걸렸니 라며 쉬이 이해하지 못했다 나의 가까“ ?” . 

운 친구인 그이에게 내가 참교사병 에 걸린 환자 로 보일 수도 있는 내 처“ ” “ ”

지가 문득 처연했다 하지만 남들은 금방 잊는 걸 나는 쉬이 잊지 못했다 보. . 

고 듣고 느낀 것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곱씹어 보는 습관의 저변에는 전쟁터 

같았던 교사 이기의 일상이 다시 반복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

실상 나의 동분서주는 교사 이기의 부끄러움을 벗어나 보려는 발버둥일 뿐 -

이었을지 몰랐다 그저 좋은 교사가 되고 싶게 만드는 삶의 최전선을 찾아 내 . 

자리의 이유를 찾고자 했던 과정으로 그칠지 모른다 그 과정마저도 순탄치 . 

않아 어깨 너머의 구경을 하다가 결국은 공회전에 머물러 있는 기분이었다. 

그런데도 내가 그이에게 참교육을 찾아 나선 투사로 비친다니 놀라웠지만 한, 

편으론 이해도 했다 그이 자신의 교사 이기의 방식과는 다른 교사 되기의 삶. - -

의 방식은 그이 자신과 너무도 다르기에 생경함에서 나오는 거부감을 불러일

으킬지도 몰랐다. 

  살아난 움직임의 열망3) 

선생님 저희� 토요일� 오후에� 운동장에서�야구하기로� 했는데� 보러� 오실래요,� ?

심정민 학생이� 보내온� 휴대전화� 문자(2010.� 9.� .� )

아이들이 보내온 문자는 뜻밖이었다 운동장에서 노는 아이들 모습은 매일같. 

이 보아왔는데 구태여 시간을 내어 보러 오라니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었다, . 

매일 점심시간이면 양치질을 하면서 화장실 창문 너머로 저희의 위험한 행동

을 감시 하는 선생님의 존재를 아이들도 모르질 않을 터였다 그런데도 시간‘ ’ . 

을 내어 저희가 야구하는 모습을 보러 오라니 우리 사이를 메우고 있는 기류, 

가 감시만으로 그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어쩐지 반가웠다 기쁜 마음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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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민이의 문자에 그러겠노라고 답했다 그런데 나는 왜 매일 보아왔던 아. 

이들이 놀이하는 풍경을 시간을 내어 보러 가겠노라고 답했을까 만약 교단에 ? 

처음 서던 날의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제껏 보아온 익숙한 세상이 조? 

금은 달리 보일 수 있게 하는 것은 배움의 힘일 것이다 일시적인 호기심 충. 

족을 넘어서서 나의 삶을 마주하고 돌아보고 내다보게 하는 배움의 경험은 교

사 되기 의 삶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도록 하는 행복감의 원천이었다 나에게 ‘- ’ . 

있어 그 원동력은 바로 몸놀이 였다“ ” .

아이들은 토요일 방과 후 운동장의 한산한 공백을 메우기라도 하듯 복작대

며 움직이고 있었다 수다스럽던 녀석 말이 없던 녀석 할 것 없이 남자아이 . , 

열댓 명이 나와 야구를 하고 있었다 그 주변에는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 반 . 

여자 아이들이 열 명 정도가 서성이고 있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정말 나오. “
셨다 며 들떠 있었다 질서없이 방목된 아이들의 풍경에 나는 순간적으로 줄!” . “
서라 고 외치고 싶었다 아 내가 진두지휘하지 않는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함” . , 

께 살을 부벼본 적이 있었던가 아이들은 무질서한 질서 속에서 저마다 자기 . 

자리로 회귀하고 있었다. 

선생님 이 아닌 손님 자격으로 초대받은 운동장에서의 나의 자리는 어디쯤“ ”
으로 잡아야 할지 낯설었다 캐치볼을 . 하는 반 아이들을 구경할 작정으로 운

동장 스탠드에 어정쩡한 자세로 앉아 볼까 하던 순간 한 아이가 다가와 물었, 

다 선생님도 야구 같이 하실래요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명색이 선. “ ?” . “
생님 인데 야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대답을 차마 내놓을 수가 없었” , 

다 아이들은 밥만 먹으면 혈안이 되어 매달리는 것이 야구공이었다 하지만 . . 

야구공을 던진 적도 받은 적도 심지어 만진 적도 없었던 나는 그 순간 분명 , 

주저하고 있었다 내가 아는 야구는 교사 이기 위해 임용고사를 준비하면서 . ‘- ’ 

공부했던 초등학교 교육과정 속 야구형 게임이 전부였다 주저하는 사이에 아. 

이들은 고민에 빠진 나의 두 팔을 붙잡아 모시고 내려갔다“ ” . 

못 이긴 척 따라온 나에게 대번에 한 녀석이 선생님 글러브 끼시고 저희, “ , 

가 돌아가면서 공 던질 테니 받고 다시 던져주세요 하고는 공 던지는 자리로 .”
발걸음을 옮겼다 아이는 일말의 여지도 없이 야구 선수 뺨치는 투구 . 자세로 

나에게 강속구를 던졌다 난생 처음 당해보는 강속구에 속수무책이었으니 당. , 

해낼 리 없었다 얼굴이 뜨거웠고 숨을 곳은 없었다 아이들 앞에 뭐라고 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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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야 하나 민망했다. 

지인 투수를� 향해 야 선생님한테� 그렇게� 던지면� 어떡하냐:� ( ) ,� ?

나 괜찮아 괜찮아:� ,� .

성일 선생님 한� 번� 더 폴짝폴짝� 뛰며 못� 받으신� 공은� 제가� 뒤에서� 다� 받아� 드릴게요:� ,� !� ( )� .

상진 선생님 던질게요 연습하시면� 금방� 늘어요:� ,� .� .

나 그래 웃음 오늘� 선생님� 한� 번� 제대로� 가르쳐줘봐:� ?( )� .

운동장에서� 아이들과의� 대화(2010.� 9.� )

아이들은 뜻밖의 말들을 펼쳐냈다 선생님 께 멋진 폼으로 공 던지는 법. “ ”
을 가르쳐드리겠다면서 서로 나서니 이게 웬 호사인가 개인 강습에 못 받은 . , 

공을 주우러 가는 귀찮은 일 처리에 금방 실력이 늘 거라며 격려와 응원까지 , 

해주다니 선생님 이 아니고서는 누려보지 못하는 호사가 아닌가 싶었다“ ” . 

아이들에게는 선생님 도 어느 영역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고 그것을 배워나가, “ ”
는 저희와 비슷한 존재라는 것을 반가웠을 것이다 그 채움의 과정에서 아이. 

들 스스로 선생님 인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기뻤을 것이다 하지“ ” . 

만 아이들보다 부족한 부분을 내보이는 것은 교사로서의 수치라 여기던 시절

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든 아이들에게 나의 부족함을 드러낸다는 것은 상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런 고정관념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을지 모를 나. 

에게 함께 야구를 하던 아이들은 학생은 그저 선생님의 부족함을 찾아내고 , 

경멸하는 존재가 아니란 것을 나에게 가르쳐주었다.

무지를 드러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한 선생님 에게 아이들은 힘껏 손을 “ ”
내밀었다 나는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었다 굽 높은 구두에 가려져 있던 나의 . . 

맨발이 드러났다 양말도 운동화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맨발은 애초에 아이. 

들과 직접 야구공을 던지고 받을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로 운동장에 갔

다는 상징이었다 와 선생님 맨발이다 아이들은 깔깔 웃었다 하지만 그 웃. “ ! !” . 

음의 의미는 비웃음이 아니었다 그제껏 한 번도 보아오지 못했던 교사의 맨. “
발 을 대하는 생경함과 자기들과 야구를 함께한다는 반가움을 담고 있는 것이”

었다 흥분한 아이들은 서로 자기가 선생님께 가르쳐주겠다며 나섰고 나는 누. , 

구를 선생님으로 삼을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나는 부러 호성이를 지목했다 호성이는 학교생활에 반감을 품는 듯 좀처럼 . 

말은 잘 하지 않고 늘 운동복은 입고 등교하면 운동만 하러 다니는 아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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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성이는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 몰려들어 왁자지껄 떠들곤 할 때도 좀처럼 나

에게 다가오지 않고 한편 물러나 있고는 했다 나는 호성이가 행여나 거부하. 

지는 않을까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호성이는 쑥스러운 듯 웃어 보였다 그것은 . . 

선생님의 선생님 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했다 말없이 다가와 야구공“ ” . 

을 쥐는 법부터 투구 자세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다 많은 말이 오가지 않. 

았지만 내가 그 아이의 움직임을 응시하고 그 아이가 나의 동작을 응시하는 , 

과정을 통해 일면 늘 반항적인 눈빛을 품은 호성이가 내가 생각하던 모습과 , 

다른 모습을 가진 아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종종 교실에서 차갑고 날. 

카로운 말을 내뱉고는 이내 입을 닫아버리던 호성이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

이 무엇인지 알 것도 같았다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함께 움직이는 것을 즐. , 

거워하는 호성이와 나의 간격을 벌려 놓은 것은 다름 아닌 교사 라는 집합명“ ”
사에 담긴 관성적인 이미지가 아닌가 싶었다 운동을 한 번 한다고 해서 그 . 

아이를 일순간에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호, 

성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느끼게 해준 체육은 초등교사인 

나에게 필연이었는지도 모른다.

아이들은 각자 파트너를 짜서 캐치볼을 하다가 실력이 낮은 선생님을 고려, 

해서 팀을 짜서 시합했다 아이들이하야구공을 다루는 실력이 예상보다 뛰어. 

났다 공 던지고 받는 기본적인 일에 이토록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을 시간의 . , 

흐름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재미난 일이란 것을 깨닫게 했다 나에게 야구에 . 

대한 재미도 느끼게 하면서 실력도 청출어람 할 수 있게 만든 그 아이들이야

말로 진정한 체육교사가 아니겠는가 싶었다 그를 통해서 나는 그제껏 내가 . , 

보아온 아이들의 운동 장면은 텔레비전 광고처럼 스쳐 지나가는 일상의 한 장

면처럼 무의미했던 것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 그 움직임 속에서 어. , 

떤 일이 벌어지는지 움직이고 있는 그 아이들은 어떤 생각으로 임하고 있는지

는 들여다보지 못한 것이다. 

운동장을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 너머로 뉘엿뉘엿 해가 넘어가고 노을이 붉

게 타올랐다 함께 아이들과 옹기종기 둘러앉아 아이스크림을 나누어 먹으며. , 

그 날 운동하며 벌어진 사소한 다툼들을 이야기하며 누가 잘했느니 그래서 다

음 판에서는 어째야 한다느니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 실랑이가 퍽 사랑스러. 

웠다 그날 오후 나는 아이들에게 배운 투구 감각이 자꾸만 되살아나는 것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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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나는 허공에서도 야구공을 던지는 시늉을 하며 아이들의 멋들어진 투구 . , 

자세를 머릿속으로 무한 연상하며 웃고 있었다 . 

이진용 맨발의� 기봉샘 오늘� 정말� 좋았어요 다음� 토요일에도� 그다음� 토요일에도� 꼭� 나와�:� !� .�

주세요.

정현수 선생님 아이스크림도� 감사해요 오늘� 짱이었어요 이제� 깁스같이� 생긴� 검은� 구두�:� ,� .� .�

이제� 신고� 오지� 마세요ㅋㅋ�

학생� 휴대전화� 문자메세지(2010.� 9.� )

마침 아이들에게 온 문자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차올랐다 야구라고는 , . 

전혀 할 줄도 모르고 아는 것도 없는 내가 아이들과 함께 운동하고 이렇게 기

쁘다니 참 낯설었다 다 아이들 덕분이었다 그저 부족한 마음 너희들과 함, . . , ‘
께 움직이겠다 라는 그 사소한 마음 하나만 내보이면 그리도 한껏 반겨주는  .’

아이들이었다 운동장에 눈이 쌓여 눈싸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의 원대로 그. , 

다음 토요일에도 그다음 토요일에도 나는 기꺼이 맨발의 기봉샘 이 되어주었“ ”
다. 

운동이 거듭될수록 늘어간 나의 야구공 다루기 실력만큼 우리 반이 아닌 몇, 

몇 아이들도 구경꾼에서 벗어나 함께 놀이를 참여하곤 했다 토요일 방과 후 . 

반 아이들과 운동장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 교사 인 내 모습은 운동장을 스치“ ”
며 지나가는 많은 동료 교사와 다른 반 학생들 학부모들의 관찰 대상이 되기, 

도 했다 통상 교사 라면 애써 개인적인 시간을 들여가면서 하지 않을만한 행. “ ”
동을 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모르지 않았다 다른 반 아이에게는 부. 

러운 마음에 자기 담임에게 애꿎은 원망 을 할 수 있는 상황 다른 동료 교사“ ” , 

에게는 나댄다 는 말을 듣기 딱 좋은 상황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불안“ ” . 

한 기쁨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부담감과 중압감을 누를 만큼 나는 아이들과 . 

함께 운동을 하는 시간이 행복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저 내가 좋아서 하는 그 일이 그야말로 그저 나 혼, 

자만 즐거운 일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토요일 방과 후라는 일정한 제도적 . 

틀에 얽매여 있지 않은 시간이다 보니 어떻게든 그곳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 

있을 수밖에 없었다 교사로서 나는 그 아이들의 존재를 망각할 수도 없고 그. , 

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내 반 아이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 

는 정과 체육 수업으로 이 기쁨을 그대로 옮겨볼 수는 없을까 생각했다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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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과 체육 수업을 지도하는 교사 인 나와 토요일 방과 후 야구놀이를 함“ ”
께하는 맨발의 기봉쌤 인 나는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라는 요청이“ ”
기도 했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알 듯 모를 듯했다. . . 

몸놀이의 대가  4) 

방과 후에 아이들과 함께 운동하는 즐거움만으로는 어딘가 모르게 공허했다.  

진정으로 교사다운 삶은 무엇일까 교사 되기 의 삶은 이거다 싶어 손 뻗어보? ‘- ’
면 이내 사라져버리고 한 걸음 내딛고 나면 다시 제자리인 듯했다 하지만 그, . 

러한 숱한 번민과 방황 속에서도 원심력에 휘말리지 않고 무게중심을 지키게 

해준 것은 늘 내 곁을 지켜주던 나이 많은 친구 의 존재 덕분이었다 친구“ ” . “ ”
는 퇴임을 년 앞둔 대 여교사였다 내가 서울에 정착한 첫해에 동학년에서 2 60 . 

학년부장을 맡으셨던 분이었다 삼십 년을 넘어서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 

그분은 어느 날부터 다른 이에게 나를 소개할 때면 내 친구 혜림 이라고 부“ ”
르셨다 그분과 나의 간격을 말해주는 물리적 숫자를 채우고 있는 세월의 힘. 

은 내가 감히 그분의 친구 가 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런 소개“ ” . 

를 들을 때마다 황송한 기분이 머리칼이 쭈뼛 서곤 했다. 

그런데도 나는 그분의 언어에서 흘러나오는 친구 라는 말에서 위안이 느끼, “ ”
고는 했다 그분은 호탕하고 시원시원한 말투에 인자하고 따뜻한 성품을 갖추. 

고 계셨다 교장 선생님이든 계약직 직원이든 교사이든 행정직이든 모든 학교 . , 

구성원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좋아해서 몇 년째 학교 친목회장을 도맡아 

하시기도 했다 예순을 넘긴 연세였지만 매일 아침 혼자서 등산을 하시고 저. , 

녁엔 수영을 하시고 주말엔 자전거를 타셨다 영어와 악기를 배우는 일에도 . 

흥미가 있으셔서 좋은 연수가 있으면 내가 꼬실 테니 넘어가 줄래 혜림 하, “ , ?”
며 함께할 것을 권유하셨다 나는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분과 함께 다정. 35

하게 길을 걸어 연수 장소를 오가는 그 시간이 좋았다 방과 후 아이들을 하. 

교시키고 나면 진이 빠져 한동안은 무엇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체력이 고갈될 

때면 그분 교실을 찾아가면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오늘 우리 반에서 있었, 

던 사소한 일들을 늘어놓곤 했다 그분은 친구처럼 내 편이 되어 들어주시기. 

도 하시고 때론 초임교사의 설움을 대신하여 역정도 내주시고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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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선생님 주연이한테� 오늘� 선생님이� 밥을� 못� 먹게� 했다던데� 사실인가요:� ,� ?

나 아니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주연이가� 밥을� 못� 먹었다고� 하나요:� .� ,� ...� ?

학부모 선생님이� 학습지� 다� 한� 사람만� 밥을� 먹으라고� 해서 다른� 아이들은� 모두� 밥� 먹는�:� ,�

동안� 자기만� 밥도� 못� 먹고� 학습지� 했다고� 주연이가� 말하는데요 어떻게� 이러실� 수?�

가� 있어요?

학부모와의� 전화� 통화(2011.� 3.� )

어느 오후 수화기 너머로 주연이의 어머니의 격앙된 목소리는 텅 비어 있던 , 

교실을 뒤흔들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난 적잖이 당황했고 그런 사실이 없. , 

다고 답하는 순간 아차 싶었다 많은 아이들 모습 중에서 오늘 주연이가 밥을 , .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정확한 장면이 떠오르질 않았다 먹었다고 할 수도 안 . 

먹었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다만 내가 점심시간 직전에 학급 아이들. , 

을 향해서 학습지 다 한 사람은 점심 먹어라 라고 말을 한 것은 기억이 “ .”
났다 주연이를 콕 짚어서 학습지 다 하고 밥을 먹으라고 말을 한 적은 없었. 

지만 아마 내성적인 아이라서 누구에게도 말을 못 하고 밥 먹는 친구들 틈에, 

서 조용히 학습지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절망적인 예상이 스쳐 갔다 일단 나. 

는 아이 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 사죄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내 속에. 

는 밥 때가 되면 먹어야지 친구들도 모두 먹고 있는데 그렇다고 밥을 안 먹‘
나 왜 나에게 말도 안 했지 하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억울함이 치받? ?’ . 

친 나는 친구 의 교실로 곧장 찾아갔다 자초지종을 듣고 난 친구 의 반응은 “ ” . “ ”
예상 밖이었다.

이� 교사 혜림은� 반� 애들� 전체에다� 그� 말을� 하고� 마음� 놓았겠지만 애들� 한� 명� 한� 명이� 모:� ,�

두� 그� 말을� 알아들었나� 살펴보는� 것도� 선생� 일이야.

나 네 그런데요 제가�밥을� 못� 먹게� 한� 건� 아니라서�너무� 억울한:� ,� .� ..

이� 교사 억울하기야� 하겠지만 애가� 밥을� 안� 먹고� 집에� 갔다면� 교사로서� 잘못은� 자명한�:� ,�

거고� 책임을� 져야� 하는� 거야 내� 억울함도� 알아주세요� 하면� 선생이� 아니지 그래.� .�

서� 그� 엄마한테� 사과는� 했어?

나 네 했어요 근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 .� .

이� 교사 그� 엄마한테� 사과한� 거� 잘했다 너무� 억울해할� 거� 없어 원래� 사는� 게� 다� 연습이�:� .� .�

필요하듯이 사과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 애들한테나� 선생한테나 혜림 오늘� 연,� .� .� ,�

습한� 거야.

나 네 눈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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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사 선생이� 잘못� 인정한다고� 해서� 선생� 아닌� 거� 아니고 선생이� 많이� 안다고� 해서� 애:� ,�

들� 잘� 가르치는� 거� 아니야 내가� 애들� 데리고� 체육� 하는� 걸� 좋아하는� 것도� 다� 그.�

런� 이유야 내가� 몇십� 년� 교사생활� 해보니까� 체육이� 제일이야 애들이� 체육을� 좋.� .�

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거지만 체육은� 자기� 실수가� 남들� 눈앞에� 곧장� 몸으로� 드,�

러나거든 그러니까� 실수가� 생겨도�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사과받은� 놈은� 속상.� ,�

해도� 털고� 일어나� 다시� 뛰다가� 또� 풀어지고 그게� 얼마나� 멋져 애들한테� 그걸�.� ?�

꼭� 가르쳐야� 돼.

이� 교사� 교실에서의� 대화(2011.� 3.� )

기대와 달랐던 따끔한 맛에 눈물이 찔끔 나왔다 나에게 그분의 한마디 한 . 

마디는 그저 듣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선생이 잘못 인정해야 한다고 해. “
서 선생 아닌 거 아니고 선생이 많이 안다고 해서 애들 잘 가르치는 것 아니, 

야 라는 그분의 말은 특히 내 몸 전체를 뒤흔드는 것 같았다 선생인 것 과 .” . “ ”

선생 아닌 것 은 무엇인지 잘 가르치는 것 은 진정으로 무엇인지 생각하게 “ ” , “ ”
했다. 

실상 몇십 년 가르쳐봐도 속상해도 털고 일어나 다시 뛰게 하는 체육, “ ” “ ” “
이 제일 이라고 열변을 토하시던 그분은 실상 모두가 인정하는 몸놀이 의 대” “ ”
가였다 회식 후에 찻집에 가서도 네모난 티슈에 그림을 그려가며 ㄹ 리을. “‘ ’( ) 

자 놀이 를 어떻게 하면 재미난 지 늑목 타기 를 어떻게 하면 다 같이 들고 ” , “ ”
뛰는 놀이로 만들 수 있는지를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몇 번이고 , 

열렬히 설명하시곤 했다 그러나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분은 원래 . 

체육을 좋아하는 개인적 취향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었지 어떤 연유로 체육을 , 

좋아하게 됐는지는 생각하려 든 적 없었다는 아찔함이 짐짓 스쳐 갔다 체육. 

이 사람의 내면을 단련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나는 비로소 

그 날에서야 해보게 되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체육 수업의 장면들은 모

두 수많은 부닥침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부닥침의 광장으로서의 체육 수업의 . 

장면이 시간공간을 교차된 채로 강렬하게 내 몸을 뒤흔들고 있었다 내가 기. 

꺼이 맨발의 기봉쌤 이 되어가며 체육을 즐긴다 고는 느꼈지만 정작 과감하“ ” “ ”
게 정규 체육 수업을 자신감 있게 수행하지는 못하던 나의 묵은 갈증이 해소

되는 듯했다 막상 정과 체육 수업에서 내가 펼칠 혼돈과 무질서만이 반복될 . , 

것 같은 그 부닥침의 가능성을 나는 막연히 외면하고 싶은 것이었는지 몰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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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상의 친구 의 충고에는 나이의 두께만큼이나 옹골찬 지혜가 박혀 있었. “ ”
다 멋졌다 억울함을 삭이지 못하고 씩씩대며 그분의 교실을 찾은 내 모습이 . . 

일견 초라했지만 그래도 좋았다 먼 훗날 그분처럼 살아가고 있으면 좋겠다는 , . 

기분으로 울컥했다 하지만 나는 그분의 나이가 되어도 과연 그분 같은 선생. 

님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분명 동경하고 있는데 어떻. , 

게 해야만 동경의 대상을 실체화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동경이 깊. 

어질수록 아득함도 깊어갔다. 

동경의 대가  5) 

교사들과 함께 몸놀이를 하며 느낀 개운한 기분이 종종 온몸을 휘감고 돌았

다 하지만 연수에서 배워 온 몸놀이 는 실상 늘 레퍼토리가 정해져 있었다. “ ” .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이 드러날 것이 자명했다 특식이 아니라 삼시세끼 쌀. 

밥을 먹듯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이어나갈 콘텐츠가 부족하다 느꼈다 아이들. 

과 방과 후에 무작정 운동을 하면서 노는 것은 즐거웠지만 그렇다 해도 정과, 

체육 수업시간에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뛰어놀자니 모두의 시선에 공개된 운동

장이라 더욱 망설여졌다 노는 것은 좋고 움직이는 것도 좋은데 내가 하려는 . 

수업은 뭔가 운동 도 아닌 것이 스포츠 도 아닌 것이 체육 도 아닌 것 같“ ” “ ” “ ”
았다 몇십 년 가르쳐보니 체육이 제일 이라는 친구 의 조언을 따라 나도 체. “ ” “ ”
육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전해 보려다가도 이내 나는 잘할 수 없을 것 , 

같아 포기하고는 했다. 

열정만으로는 체육 수업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답을 주

진 못했다 당장 내 것으로 만들어 있는 써먹을 수 있는 내 안에서 새로운 . , , 

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체육에 관한 전문성이 긴요했다 마음이 급했다 원격. . 

연수 중에서 초등체육지도법에 관한 것은 없는지 탐색해보았다 인기리에 진. 

행 중인 강좌를 발견할 수 있었고 나는 즉각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 

동영상 속에 나타난 체육교사가 했던 수업을 나는 그 주 내로 곧장 수업에서 

써먹었다 체육 가르치는 일을 컴퓨터로 배우는 모순적인 상황이 스스로 우스. 

웠지만 찬밥 더운밥 가릴 만큼 나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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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현 매주� 새로운� 체육� 수업을� 하다니 선생님 우리� 반은� 정말� 행운아예요:� !� ,� .�

보람 다음� 체육� 수업을� 무엇을� 할지� 너무� 궁금해요:� .

체육관을� 나서며� 체육� 수업� 후� 대화(2012.� 5.� )

원격 연수의 도움을 받아 매주 새로운 체육 수업을 준비했다 그것은 이전에. 

는 없던 일이었다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그것을 이어나가기 위. 

해서는 최대정지마찰력이 필요하듯 낯선 노동에 대한 노력을 필요했다 노력, . 

은 곧 피곤을 말하는 것이기도 했다 과정은 고단하고 결과는 어설펐다 그런. . 

데도 어쩐지 아이들만큼은 보인 반응은 고단한 보람을 자처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나를 만나 행운이고 영광이기까지 하다니 선생님 을 기쁘게 하기 . “ ”
위한 귀여운 아부일지언정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체육 수업이 참 매력 있다 

싶었다.

방학에 있을 초등교사 체육교과 직무연수 참가희망 교사 모집에 관한 공지

를 발견한 것은 그즈음이었다 체육 수업 지도법에 대해 목말라 하던 차에 꽤 . 

반가운 제안이었지만 선뜻 혼자서는 해보지 않았던 실기형의 체육교과 직무, 

연수를 지원하자니 왠지 망설여졌다 과연 일주일 내내 체육과목만으로 무엇. 

을 어떻게 가르칠지 의문스러웠다 혹여나 운동신경이 뛰어난 남교사들 사이. 

에서 멀뚱멀뚱 서 있지 않으려고 시늉하다가 결국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 

다 쫓기는 신세가 되지는 않을는지 아찔했다 나는 결정을 유보했다 체육부장. . 

교사의 연락을 받은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다. 

이번� 방학에� 있을� 초등교사� 체육교과� 직무연수� 참가자� 희망� 공람� 봤지 이게� 학교에서�� � ?� 1

명씩� 차출되는� 연수인데 희망자가� 아무도� 없어 혜림샘 내가� 언뜻� 보니까� 자기가� 운동장,� .� ,�

에서� 애들� 데리고� 운동을� 자주� 하는� 거� 같아서 이게�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참여,� !�

해보는� 게� 어때?

체육부장과의� 전화� 통화(2012.� 7.� )

나는 체육부장교사의 연락을 받자 갈까 말까 고민하던 마음이 일순간에 사

라졌다 희망자가 아무도 없는 자리를 내가 채워야 한다니 왠지 억울했다. “ ” . 

그래도 운동장에서 애들 데리고 운동을 자주 하는 거 같아서 라고 나름의 “ ”
논리를 가지고 나를 설득하는 부장의 모습이 처연해 보이기까지 한 건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몇십 년 가르쳐봐도 체육이 제일 이라는 조언을 던져준 연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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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친구 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다 나는 체육부장교사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 ” . 

기는 척 애써 가주는 척하며 수락했다, .

연수 장소로 쓰일 체육관에 운동화에 운동복을 입고 출근하려니 왠지 어색

했다 예상보다 남교사가 많지 않았고 여교사가 많아 뜻밖이었다 나는 저들. , . 

이 어떻게 이곳까지 흘러와 나와 만나게 되었는지 나와 같은 이유로 온 것이, 

지 몹시도 궁금했다. 

나 선생님은� 이� 연수에� 어떻게� 오셨어요:� ?

홍� 교사 저는� 신규라� 차출당했어요 웃음:� .� ( )

허� 교사 몸도� 뻐근한데� 집에� 있으면� 뭐해 간식� 빵빵하고� 출장비� 준다니� 왔지 하하:� ?� .� !

김� 교사 아줌마� 되어� 봐 방학� 때� 집에� 있는� 게� 더� 피곤해 웃음:� !� .� ( )

체육교과� 직무연수에서(2012.� 8.� )

체육연수에 온 이유는 차출 당했거나 집에 있는 것 보다는 나아서였다“ ” “ ” . 

체육 가르치는 일 그 자체를 배우고 싶어 온 사람은 적어도 내가 말을 섞어본 

교사 중에는 없었다 의문스러운 조합으로 구성된 연수생들을 모아놓고 체육 . 

가르치는 일을 어떻게 가르칠지 우려스러웠다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은 안전. 

과 보건 체육 수업 지도와 관련된 이론형 연수가 간혹 끼어 있었지만 배드민, , 

턴 육상 티볼 표현활동 등 실기형 연수 위주로 짜여 있었다 아침부터 해가 , , , . 

질 때까지 시종일관 땀 흘리며 운동을 하다가 중간중간 체육관 바닥에 주저, 

앉아 다른 연수생과 이야기하고 간식 먹다가 다시 운동이 시작됐다 쉼표 없. 

는 선수촌의 생활이 이런 모습일까 언뜻 상상해보았다 하지만 오합지졸 속에. 

서도 의외의 승부는 있었고 시종일관 웃음도 있었다 나와 달리 운동 실력이 . 

뛰어난 연수생이 많지 않아 정말이지 다행스러웠다 열패감을 느꼈다면 즐겁. 

게 지나갔을 리 없었을 테니까 프로그램의 중간중간 끼어있는 이론형 연수를 . 

들으려고 가끔 의자에 앉아 볼펜을 들고 있을 때면 좀이 쑤셔 참을 수 없어지

는 내가 나답지 않다 느껴졌다 평상시의 연수장에서는 어떻게 온종일 정적인 . 

자세로 연수를 받았는지 그 따분함을 어찌 견뎌냈는지 신기할 지경이었다 온. 

종일 운동을 하고 노는 아이들의 기분이 이렇게 개운하겠거니 싶었다. 

연수의 백미는 초등체육지도법 강좌였다 선생님들이 학생의 입장이 되고. , 

연수강사가 교사가 되어 모의 체육 수업을 똑같이 진행했다 연수생 한 명 한 . 

명의 이름을 불러주어가며 배구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체육 놀이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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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쥐락펴락했다 선생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뛰라면 뛰면서 움직였다. .  

모둠을 짜서 대결하고 자기 팀을 응원했다 아주 잠깐 머무르는 시간 속에서 . 

존재하는 팀 이었지만 이전에 경험해본 적 없는 팀스피릿 이 느껴지는 것 “ ” , “ ”

같았다 학생들이 이런 기분이겠구나 싶었다 그 모든 것들은 연수생들이 학교. . 

로 돌아가 체육 수업에서 활용하게 하려고 연수강사가 소개하는 일종의 기법

들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보다도 그런 멋진 모의체육 수업을 주도한 연수강사. 

가 멋져 보였다 대체 어떤 것을 어떻게 배우면 저런 교사가 되나 싶었다 쑥. . 

스러운 마음에 연수강사에게 직접 묻지는 못하고 연수책자의 참고문헌을 뒤, 

져보았다 참고문헌은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낯선 저자의 체육교육론에 관한 . 

저서였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다급해진 나는 그 날 오. . 

후 서점에 가서 그 책을 샀다 필요한 부분을 골라 읽으려고 시작한 독서가 . 

금세 책 전체로 번졌다 책이 기반하고 있는 거대 이론이 무엇인지 혼자 힘으. 

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그 책에 소개된 몇몇 새로운 아이디어는 . 

당장의 체육 수업에 써먹고 싶었다.

부푼 마음으로 개학을 기다린 것은 실로 오랜만이었다 체육과 학년교육과정 . 

계획상 야구형 게임을 진행해야 할 시기였고 일회성 소재의 총합으로 이루어, 

진 체육 수업 대신 티볼을 중심으로 하는 시즌형 체육 수업을 시도해보기로 , 

했다 나는 사비를 들여 산 팀 조끼를 아이들에게 입혔다 아이들에게 팀이름. . 

도 짓고 구호도 만들고 응원가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 

는 것에 그치지 말고 구호 한 번을 외쳐도 친구가 잘해내기를 바라며 진심으, 

로 외쳐주자고 우리 단지 점수 때문에 서로를 야유하기도 하는 동네티볼 말, “ ” 
고 최선을 다해서 싸워서 이겨보자고 어쩔 수 없이 지게 됐다면 당당하고 멋, . 

지게 져주자고 우리 한 번 그런 마음으로 체육을 해보자고 당분간 체육 시간. . 

마다 티볼을 한다는 즐거움이 젖어있던 아이들은 나의 요청에 담긴 절절함을 

눈치채기라도 한 듯 호의적으로 따라주었다.

안개가 자욱했던 어느 오후의 체육 수업 시간에 전개된 우리의 티볼 경기 

점수판은 여느 때와는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점수는 대 영문을 알 수 . 9 2. 

없을 정도로 한 번 꺾인 사기는 되돌아오지 못했고 상대팀은 계속 해서 스코

어를 누적시키고 있었다 아 이제 안 할래요 선생님 이번 판은 이미 끝이에. “ , . ! 

요 어차피 못 이겨요 결과는 자명했다 이미 큰 간격으로 벌어져 버린 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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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역전시킬 만한 기세는 물론 없었다 선생인 나조차도 이기지도 못할 그 . “
경기 를 이어갈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판은 없던 거로 하고 다시 ” . 

으로 시작하자며 꼼수로 달래야 할지 어쨌든 경기는 경기니 끝까지 최선0 : 0 , 

을 다하자는 도덕률을 펼쳐야 할지 고민스러웠다 어쨌거나 양쪽 모두가 억지. 

였고 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다, . 

공수 전환 타이밍이 돌아왔을 즈음 하필이면 부슬부슬 가는 비까지 내리기 , 

시작했다 그때 지고 있던 팀의 한 아이가 외쳤다 우리 계속 가자 우리가 . , . “ ! 

점수 때문에 하는 것만은 아니잖아 하며 목이 터져라 상대팀의 구호를 외쳤!”

다 용맹했다 아이가 내뿜은 무시무시한 기운 속으로 희뿌연 안개가 빨려 들. . 

어가는 듯했다 그 아이가 목이 터져라 선창을 하니 나머지 아이들이 너나 할 . , 

것 같이 힘껏 후창을 했다 누구 하나 제안한 적 없으나 이미 감각을 통해 이. 

루어지고 있었다 늘 우리. 는 각자 우리팀의 구호만을 목청껏 외쳤을 뿐 상대 , 

팀의 구호를 외친 것은 그때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진심으로 상대를 응원할 때 . 

목구멍으로 차오르는 뜨거운 울림을 느꼈던 것은 비단 선생인 나뿐 만은 아니

었던 것 같았다. 

그래 우리 나가자 끝까지 최선 다 하자 하며 지고 있던 팀 아이들이 우르“ ! ! !”
르 경기장으로 나갔다 무릎을 구부리며 공을 받을 자세를 취하는 아이들의 . 

눈빛은 매서웠다 그 아이들은 오히려 큰 점수 차로 이기고 있는 상대팀의 구. 

호를 힘껏 외쳐주며 상대팀의 격려에 화답했다 꺾여버린 사기가 다시 바닥을 , . 

차고 올라 다른 공기를 만들어낸 것은 순식간이었다.  

물론 그 날의 경기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또한 결과와 상관없이 펼쳐지는 , . , 

상대에 대한 진심 어린 격려는 그 주체가 순수한 아이들이었기에 가능한 것인

지도 몰랐다 또 많은 이해관계가 걸린 프로스포츠 경기가 아닌 체육 수업이. , 

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나는 기적과도 같은 경이를 느꼈. 

다 체육 수업이 아니고서 내가 언제 한번 이렇게 뜨거운 적이 있었던가 전율. . 

이 느껴졌다 되기는 쉬워도 살아내기는 어려운 것이 교사의 삶이었다 모순적. . 

이게도 그래서 나는 체육교사로서의 삶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어쩌다 교사가 , . 

되어버린 이 생의 번민을 노력도 해도 손에 잡히지 않는 이 생의 좌절을 체, 

육 수업이 태풍처럼 쓸어줄 것만 같은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다 지난 체육교. 

과 직무연수 교재의 참고문헌에서 발견한 저자가 가르치는 수업을 직접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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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 해 겨울 원하던 체육교육전공 대학원에 합격하였다 하지만 년 후 대학, . 1

원 복도를 거닐며 나는 만약 알약을 처방받듯 체육 수업을 잘하는 테크닉을 , 

익히려고 대학원을 찾았다면 나는 아마도 지금 번지수를 꽤 잘못 찾아온 게 , “
틀림없다 고 생각하고 있었다 만약 내가 체육전담교사가 되어 실전으로 나간” . 

다면 당장 체육 수업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지 막막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 

때 나는 새 학교로 전근을 가게 되었다, . 

교감 임혜림� 선생님 결혼은� 했다고:� ?� ?�

나 네:� .�

교감 임신� 계획은� 올해� 없지:� ?

나 아직� 고민:� ...

교감 체육� 전공� 대학원� 다닌다고 체육전담은� 선생님� 자리로� 하지 뭐 어차피� 우리� 학교:� ?� ,� .�

는� 월에� 담임� 배정� 다� 끝났거든 안� 그래도� 체육전담� 할� 사람� 없어서� 큰일이었는12 .�

데 선생님이� 안성맞춤이네 아주� 잘� 됐어,� ?� !

전근� 발령받은� 날� 교무실에서� 교감과의� 대화(2014.� 2.� )

새 학교 첫날 교무실에서 나를 대면한 교감 선생님은 첫 마디는 퍽이나 인, 

상적이었다 나의 결혼 여부와 임신 여부가 우리의 첫 만남에 있어 이렇게나 .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에 서글펐다 선택지는 없었다 그것은 내가 교사다운 교. . 

사를 체육다운 체육을 동경한 대가였다 황무지 속으로 들어가 만신창이로 부, . 

서지게 될 몸을 나는 직감했다. 

그날 교감 선생님의 표현에 들어 있던 안성맞춤 이라는 단어는 체육교육전, “ ”

공 대학원생으로서의 나의 이력을 가리키고 있었다 모두가 기피하는 체육전. “
담 이라는 자리를 채울 사람을 애타게 찾던 학교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그보다 ”
더 안성맞춤인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러한 점에서 체육전담교사 배치. , 

에 대한 그분의 결정을 논박할 만한 근거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설득시. 

킬 만한 논거나 대안이 있었다 하더라도 나의 자리는 이미 결정된 것이었다. 

고민이 깊어질수록 그분의 기대가 나는 도무지 옳은 판단으로 보이지 않았다. 

담임교사로서 우리 반 아이들하고만 주 회 정도 체육 수업이라는 미명 하2~3

에 살을 부닥쳐본 것이 다였는데 체육전담 이라니 체육전담 이라는 말은 , “ ” . “ ”
체육 수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만큼 역량과 자질이 뛰어난 사람에게나 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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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었다 아무리 내가 체육교육을 공부하는 과정 중에 있었다지만 체육전. , 

담교사로 배치되기에는 나는 너무도 부족했다 느닷없이 주어진 체육전담 라. “ ”
는 자리를 떠안고 나는 한동안 신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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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로 살기2. 

앞에서 살펴본 초등체육전담교사가 되기까지의 나의 삶은 단지 하나의 이력, 

으로서의 교사 이기에 공허함을 느끼고 교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자 했던 -

자신만의 소명을 찾아가는 교사 되기의 과정으로 볼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 . 

초등체육전담교사 라는 하나의 직함을 부여받은 나의 삶의 모습으로 시선을 “ ”

옮겨보고자 한다 과연 나는 초등체육전담교사 라는 이름으로 어떤 경험을 했. “ ”
으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체육 가르치는 일에 대한 나의 동경과 기, ? 

대에 과연 그 현실은 부응했을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체육 가르치는 일을 ? , 

지속하게 한 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이 장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살아내기? ‘ ’
와 살아가기 라는 삶의 이중적 지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실상 자‘ ’ . , 

신이 맡은 일을 능히 처리하는 삶으로서 살아내기 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 ’
고 나아가는 삶으로서의 살아가기 는 분명히 서로 다른 양태를 띨 것이다 이‘ ’ . 

에 나는 초등체육전담교사의 삶 이라는 뭉뚱그려진 표현 속에 감춰진 당위적 ‘ ’
삶의 지향으로서의 살아내기 와 교육적 삶의 지향으로서의 살아가기 를 대조‘ ’ ‘ ’
적으로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그러나 현실상의 초등체육전담교사로서의 나의 . 

삶은 살아가기 를 추구했지만 늘 살아내기 와 한데 복잡하게 뒤엉켜있는 것‘ ’ ‘ ’
이었다 따라서 살아내기 와 살아가기 는 뚜렷한 구분을 가지고 있는 개념 범. ‘ ’ ‘ ’
주라기보다 초등체육전담교사의 삶을 이루는 복잡한 양상과 구조를 가시적으, 

로 이해하기 위해 나름대로 형식을 부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살아내기 . 

  체육선생님이니까 어색한 운동전문가1) “ ” : 
 

야속하게도 월은 왔다 체육전담 이라는 이름이 하나의 불가역적인 신분임3 . “ ”
을 실감하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학교 메신저상의 이름이었다 가지런히 정. 

렬된 학교 구성원 조직도의 한 층을 차지하고 있는 내 자리 체육 임혜림, 3456 ( ). 

학년부터 학년까지의 체육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라는 의미 교과전담 이라3 6 . ‘ ’

는 대분류 아래 하나의 하위 항목으로 자리 잡은 그것이 새 학교에서 나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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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름이자 쓰임이었다 그 낯선 이름 앞에서 나는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감. 

당해야 할지 생각하며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시각 체육전담 인 나를 찾아대는 업무 메신저의 세계는 나의 세계와는 , “ ”

다른 차원으로 작동하며 모니터 세상에서 끊임없는 깜빡거림을 만들어냈다, . 

체육전담 으로서 가장 먼저 마주한 요청은 학년 체육과 교육과정 “ ” 3, 4, 5, 6

운영 계획과 수행평가계획을 내일까지 제출하라는 지시였다 앞으로 년간 한 . 1

주 한 주 체육 시간이 오면 아이들과 어떤 일을 겪을 것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을 작년 자료를 참고하여 내일까지 완료하라는 요구는 너무도 

명징했다 체육전담교사의 첫 수업은 어떤 모습이어야 좋을지 고민이 되기 시. 

작했다 줄을 세우고 팀을 짜고 호각이나 수신호를 연습하는 것이 좋을지 아. , 

이들이 좋아할 만한 놀이로 화끈하게 한 판 놀아주는 것이 좋을지 무엇이 좋, 

을지에 대한 판단 준거가 나에게는 부족했다 전문가 가 아니고서야 굳이 덤. ‘ ’
빌 일이 아닌 것에 덤비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실상 체육전담교사가 되기 . , 

이전의 담임교사였던 나는 이런 고민에 부닥칠 때면 동학년 교사회의 시간에 

의견을 구하고는 했다 그런데 체육전담교사는 학교에서 오로지 나뿐이었으니. , 

상의할 필요도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다 체육 수업에 관한 결정의 자유는 나. 

에게 있었다 다만 그것은 고립된 자유였다 무엇을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어. . 

서 무엇도 시작하지 못한 채로 갑갑한 내 처지를 돌아보았다.

체육전담교사가 되기를 목적한 바 없으나 나는 그 길의 시작점에 서 있었, 

다 예정에 없던 길이라도 일단 떠나야만 목적지에 닿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 , 

엇이 그 길이 초입까지 다다르게 한 것인가를 나는 회상해 보았다 그것은 분. 

명 아이들과의 생생한 대화 를 가능하게 하는 일이 체육 수업임을 우연히 체‘ ’
득하게 됐고 그 길을 절박하게 걷고 걷다 아이들을 제대로 만나고 싶어서 , ‘ ’ 

거기까지 닿게 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내가 지금껏 걸어. , 

온 길과 아주 다른 길은 아닌 것 같았다.

첫 체육 수업 나는 아이들을 제대로 만나기로 했고 교실 이라는 전략적, ‘ ’ , ‘ ’
인 장소를 택했다 체육 수업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들고 뛰다가 끝나. 

는 것이 아님을 실컷 땀 흘리고 개운해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넌지시 , 

말하고 싶었다 담임선생님과의 첫 만남에서 교실이라는 공간이 당연시 되듯. , 

체육전담교사와의 만남 또한 존재적 만남임을 담지하고 싶었다 말하자면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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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체육 수업이 아니고서 마주할 일 없고 생각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교실에서 마주한 아이들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 

체육에 관심 없던 내가 어쩌다 그 자리까지 섰으며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희, 

귀한 우연인지 그 덕에 앞으로의 한 해가 얼마나 설레는지를 그러나 그 설렘 , . 

뒤에 감춰진 불안감까지도 차마 아이들 앞에 내보일 순 없었던 건 무엇 때문

이었을까? 

첫� 실외� 수업의� 주제는� 제식� 훈련을� 통한� 체육� 수업� 질서� 세우기로� 잡았다 나는� 차렷� .� ,�

열중쉬어 줄서기 헤쳐모이기� 등� 훈련을� 잘� 따르지� 못하는� 학생이� 없을� 때까지� 반복했다,� ,� .�

교실이� 아닌� 개방된� 공간에서� 수업해야� 하는� 체육교사로서는� 질서를� 세우기� 위한� 일정한�

루틴을� 만들고 수업의� 흐름과� 방향을� 장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만약� 아이들이� 물리,� .�

적으로� 한정된� 규격을� 가진� 교실이라는� 공간을� 벗어나� 실외에서� 마음껏� 활개를� 치고� 다닌

다면 아이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체육교사다운� 리더십을� 전혀� 발휘하지� 못,�

할� 것� 같았다 나는� 그게� 두려웠다.� .�

그런데 오늘� 체육관에서� 나를� 새롭게� 대면한� 아이들의� 눈빛은� 지나간� 교실수업의� 기억�� ,�

언저리에� 남아� 있는� 내� 모습을� 기억하는� 듯했다 그것은� 아마도� 상냥하고� 유쾌한� 체육선생.�

님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오늘� 수업에서� 아이들은� 내� 명령을� 거스르지� 않으려� 차오르는� 숨.�

을� 죽이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자꾸� 그�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불편하다 뭔가� 잘못되었.� ,� .�

다.

교사반성일지(2014.� 3.� )

체육교사의 리더십에 대한 알 수 없는 나의 불안은 철갑처럼 벗어버리기 무

겁고 투박한 방패를 만들어냈다 나는 첫 실외 체육 수업에서 존재적 만남의 .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통제 일변도의 제식 훈련을 감행했다 그토록 . 

원했던 생생한 대화 라고는 찾을 수 없는 훈련 같은 체육 수업을 받은 아이“ ” ‘ ’ 
들의 표정에 스스로 괴로웠으면서도 나는 달리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다 체육, . 

선생님은 강력한 리더십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군주적 이미지

와 나의 실제 모습은 왠지 어울리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를 고집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나를 잠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좌중을 압도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 

이도록 만드는 능력을 체육선생님의 존재를 성립시키는 판단 준거로 삼는 것

을 반드시 자연스러운 일로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나는 소위 카리스마 있는 . 

체육선생님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훈련과 복종 위주의 수업을 통해 감히 도전

할 수 없는 경계를 만들고 싶었는지 몰랐다. 

그러나 실상 소통이 없는 질서는 소외된 권력을 만들 뿐이다 아이들이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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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생각과 의견을 가졌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 

소통의 리더십을 갖춘 진정한 카리스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나는 단‘ ’ . , 

지 체육교사로서의 나 자신을 제왕적 이미지에 가두고 오직 영향력 있는 체, “

육선생님 으로 보이기 위한 판단과 행위를 이어간 것이라 볼 수 있다” .

드디어� 다음� 주부터� 교내� 육상대회가� 시작된다 단거리� 달리기 중거리� 달리기 멀리뛰� � .� ,� ,�

기 높이뛰기로� 네� 종목으로� 진행된다 각각의� 종목에서� 교내� 대표� 선수를� 선발해야� 한다,� .� .�

특히 높이뛰기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막막하다 높이뛰기를� 배운� 적도� 없는� 내가� 어떻게�,� .�

가르친단� 말인가 아이들에게� 높이뛰기를� 가르치지도� 않고� 대회를� 치를� 수는� 없지� 않은가.� .�

아이들이� 작년� 스포츠강사의� 시범과� 나의� 시범을� 비교하지나�않을는지.�

교사반성일지(2014.� 4.� )

방과� 후에� 체육관에서� 혼자� 높이뛰기� 연습했다 동영상으로� 높이뛰기� 방법을� 찾아보고�� � .�

시도해봤는데 어깨와� 허벅지에� 여기저기� 멍이� 들었다 높이뛰기에� 서투른� 내� 모습을� 지나,� .�

가던�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혹여� 볼까� 두려웠다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게� 웬�.�

생고생인가 그래도� 성공하는� 순간에는 가로대� 위로� 구름판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최정점에.� ,�

서� 무중력� 상태에� 빠진� 것� 같다 우주를� 유영하는� 기분이� 이러한가 아이들이� 이� 맛을� 알.� .�

았으면� 좋겠다.�

교사반성일지(2014.� 4.� )

단 몇 차례의 멋들어진 높이뛰기 시범을 위해서 나는 방과 후에 학교 체육

관에서 남몰래 연습했다 그러나 실상 그곳은 누가 보았어도 어쩔 도리 없는 . 

개방된 장소였다 하지만 혹여 볼까 안달했던 나의 내면에서만큼은 그곳은 이. 

미 누구도 보지 않길 바라는 금지 구역이었다 그러한 경계를 설정한 것은 체. 

육교사는 당연히 운동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미지의 산물이기도 

했다 높이뛰기에 서투른 내 모습을 혹여 볼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도 연습을 . 

지속했던 것은 체육선생님이니까 으레 운동을 잘하는 사람일 것이라는 이미“ ” 
지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매스컴 등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운. 

동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보다는 운동을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을 칭송하는 사

회적 분위기가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선생님이� 직접� 높이뛰기� 시범을� 보일� 테니 스텝을� 잘� 보세요:� ,� .

가로대를� 떨어뜨리지� 않고� 높이뛰기에� 성공하자� � � � ( )

학생들� 박수치며 우와 멋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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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현� 아 체육샘� 진짜� 잘하신다:� ,� .

주희� 야 당연하지 체육선생님인데:� ,� ,� !

승규� 맞아 체육선생님� 시범� 또� 보여� 주세요:� !� !

체육관에서� 체육� 수업� 중� 대화(2014.�4.� )

나는 아이들 앞에서 천만다행으로 높이뛰기 시범을 성공리에 보여주었다 고. 

된 연습의 덕이었는지 운이 작용했는지 알 수는 없었다 환호성 속에서 나를 , , . 

추켜세워주는 당연하지 체육선생님인데 라는 주희의 말에 나는 십년감수 “ , !”

했다 싶었다 만약 실패했으면 그보다 더한 망신이 없을 터였다 그러나 시범. . 

을 또 보여 달라는 승규의 이어지는 요청에 나는 주저했다 한 번의 성공은 . 

운이 보태졌을 뿐이지 실력으로 이룬 완전한 성공이 아님을 알기에 가까스로 , 

얻게 된 운동 잘하는 체육선생님의 이미지에 나 자신을 박제하고 싶었던 것“ ” 
일지 몰랐다 천신만고 끝에 얻은 명예에 멍에를 씌울 수는 없었다 그러나 비. . 

록 체육교사가 뛰어난 운동 실력을 갖추지 못했어도 운동 배우기를 즐기고 , 

실력을 쌓기 위해 도전하는 그 모습 자체로도 명예로울 순 없는 것인지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관리자는� 체육전담교사의� 임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나조차도� 당황스러운� 이� 상황을� 윗� � ,�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 끝에� 조심스레� 오늘� 말씀� 드렸다 분명� 축하한다 말씀해�.� .� “ ”�

주셨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다 마음이� 무겁다 임신한� 몸으로� 체육� 수업하기� 힘들� 텐데�,� .� .� “

어쩌느냐 고 의자에� 앉아서� 수업하며� 컨디션� 잘� 조절하라 고� 배려� 말씀도� 분명� 해주셨다” ,� “ ” .�

그런데� 뒤에� 이어진� 한마디� 말에� 담긴� 무게에� 나는� 착한� 어린이처럼� 대답했다.

그래도� 자기는� 체육선생님이니까� 누구보다도� 제일� 건강할� 것� 같은데“ ?”� � � � �

네 저� 건강해요“ ,� .”

교사반성일지� (2014.� 6.� )

육상대회 시즌이 끝나고 나는 예기치 않게 임신을 하게 되었고 묘한 죄책감, 

이 들었다 초등학교 교사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교사의 임신은 흔히 . 

있는 일이지만 몸을 써야 하는 체육전담교사의 임신은 일대사건이 되었다, .  

체육선생님이니까 누구보다도 제일 건강할 것 같다는 교감 선생님의 발언 “ ” 
속에는 체육 을 건강이라는 하나의 거대 담론 안에서 이해하려는 문화적 현‘ ’ ‘ ’
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체육 은 건강을 보장하는 하나의 변인으로서 종속함. ‘ ’ ‘ ’
으로써 존재 의의를 가지지 않기에 그러한 판단은 반드시 자연스러운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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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볼 수만 없다. 

그러나 임신이라는 생의 최대 변수를 맞닥뜨린 나는 앞으로의 건강 상태를 

확신할 수 없으면서도 교감 선생님의 소망 섞인 추측을 한껏 긍정해 주었다, . 

나는 스스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정히 생각하고 산 적 없으나 그들 앞에 체, “
육선생님이니까 나는 건강한 사람이고 싶었다 나는 체육선생님이니까 건강” . “
할 것 이라는 그들의 공식에 한껏 부응하고자 임신 기간 중에도 건강한 사람” , 

인 척 살아냈다 말하자면 내가 건강한 사람이 아닌 이상 체육선생님 으로서 . , “ ”
제 역할을 다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사회문화적 필요조건을 충족시키, 

지 못할 것이라는 부담감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다.

실상 체육교사는 단순히 카리스마 넘치면서 운동도 잘하고 건강한 사람만을 , 

뜻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동료 교사 학생들 학교 관리자의 체. , , “
육선생님이니까 라는 추측과 기대에 애써 부응하고자 했다 운동 기능이 뛰어” . 

나지도 특별히 건강하지도 않은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한 채 살아냈, 

다 체육교사라는 이름으로 나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 속에 나 자신을 가둔 .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나는 스스로 그런 사람이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체. , “
육선생님이니까 라는 말에 합당한 사람으로 보이고자 노력했는지도 몰랐다” . 

결국 체육선생님 라는 미명에 부과된 높은 운동 기능과 건강 체력에 대한 기, “ ”
대는 학생들이 운동을 즐기고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는 체육교사

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채 어색한 운동전문가 로 만들어냈, “ ”
다. 

그러나 서투르건 부족하건 체육교사로서의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 , 

정하고 노력해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드러남으로써 학생과 동료 교사 등의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나의 존재에는대한 이해를 받을 수는 없었을까 체육교? 

사처럼 보이는 것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는 것이다 드러나는 것‘ ’ ‘ ’ . ‘ ’
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안에서 밖을 향한다면 나타내는 것 은 밖에서 안, ‘ ’
을 향해 덧칠하는 일이다 어쩌면 체육선생님이니까 라는 말에 담긴 당위적 . “ ”
인식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초등체육전담교사로서의 잠재된 가능성의 발로를 ‘ ’ 
막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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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서요 여교사에서 마당쇠로2) “ .” : 

여교사 는 여성을 가리키는 여 자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의 합자‘ ’ ( ) ( )⼥ 敎師

이다 나에게 있어 여교사 라는 합성어는 여자니까 또는 교사니까. ‘ ’ “ ” “ ”
라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응당 대접받을 것으로 은연중에 기대하는 바를 함축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한 기대가 무엇인지는 나 자신이 여자 이며 . “ ”
교사 인 이상 알기 어렵다 그러나 나는 내가 여교사 로서 어떠한 기대“ ” , . “ ”

를 바라며 살아왔는지 체육전담교사 가 되고서야 깨닫게 되었다“ ” .

다인� 으악 야 체육� 선생님� 봐봐:� !� ,� .

성희� 대 박 체육� 선생님� 아닌� 줄� 알았어:� - !� !

나� 당황하여 왜:� ( )� ?

다인� 예뻐서요 하하하 웃음:� .� ( )�

나� 어처구니없어서 하하:� ( )�

산� 정상에서� 학생과의� 대화(2014.� 5.� )

전교생 산행대회가 있던 봄날이었다 산 정상에 가까워지자 숨이 차고 열기. 

가 후끈 오르며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입고 있던 외투를 벗고 반소매 티셔츠. 

만 입으니 산바람이 한결 시원했다 때마침 다섯 발자국쯤 거리의 맞은편에 . , 

서 있던 학년 여학생 두 명이 나를 보더니 소리를 질러댔다 당시 대와 5 . 20 30

대의 경계에 선 여자인 나로서는 예쁘다 라는 말이 반갑지 않을 리 없었, “ ”
다 으레 여교사라면 아이들에게 선생님 예쁘세요 라는 아부 섞인 칭찬을 . “ , .”

받기 마련이라 생각하기도 했다 실상 그 가정 속에는 내가 여교사인 이상 예. , 

쁜 선생님으로 보아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당연함도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예뻐서 라는 말로 설“ ”
명하고 있었다 예뻐서 내가 아닌 줄 알았다니 이전에는 접해본 적 없는 . “ ” , 

황망한 기분이 아닐 수 없었다.

여교사인 나는 예쁘다 와 체육선생님인 나는 예쁘지 않다 이 두 가“ ” “ ”. 
지 명료한 공식의 충돌은 아이들로서는 예쁜 체육선생님 을 나로서는 “ ” , 

예뻐서 내가 아닌 것 같은 사상초유의 사태를 마주하게 했다 실상 체육“ ” . 

교사가 예쁘고 안 예쁘고에 관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

한 기호의 영역이며 체육교육의 본질과도 거리가 멀다 그런데도 체육교사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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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마당쇠 이미지의 존재는 실제 현장에서 체육전담을 맡아야 하는 여교“ ” 
사에게는 실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체육교사에 대해 여자다움보다는 남자다. 

움에 가까운 이미지를 당연히 가지고 있는 현상은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에

게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학교� 주관� 산행대회� 날 산�정상에서� 한� 학부모가� 다가오며[ ,� ]�

학부모� 선생님 이� 김밥� 좀� 드셔� 보세요:� ,� .

나� 예 잘� 먹겠습니다 누구� 어머니이시지요:� ,� .� ?

학부모� 학년� 연재� 엄마예요:� 6 .�

나� 아 연재� 어머니이셨군요 반갑습니다 제가� 학년� 체육을� 가르치고� 있는데 연재가� 체:� ,� .� .� 6 ,�

육� 시간에� 봉사를� 자주� 해서� 아주� 대견해요.

학부모�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 의외네요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셨어요 예쁘게� 생기셔:� ( )� ,� .� ?�

서� 지금껏� 옆에� 있으면서도� 음악� 선생님이시겠거니� 했어요 웃음 그리고� 체육�.� ( )�

선생님이� 애들을� 하드하게� 돌린다고� 들어서� 당연히� 남자� 선생님인� 줄 말끝을�..� (

흐리며 아이들이� 워낙� 체육� 시간� 활동량이� 많아서� 좋아하긴� 하는데� 힘들어하더)�

라고요 그래서� 남자� 선생님이신� 줄� 알았어요.� .� � � � � � � � � � � � � � � � � � � � � � � � �

산� 정상에서� 학부모와의� 대화(2014.� 5.� )

학부모는 체육선생님이 의외로 여자였다는 점에서 놀라워하며 나를 체육선, 

생님으로 알아차리지 못한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예쁘게 생기셔. “
서 이며 다른 하나는 체육 시간에 활동량이 많아서 이다 그러나 예쁘게 생” , “ ” . “
긴 교사는 대개 체육선생님일 리 없으며 여자 체육교사라면 체육 수업 시 ” , 

학생들에게 신체활동량을 많이 부과할 리 없을 거라는 인과 관계가 반드시 자

연스러운 현상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이러한 현상은 학부모가 지니고 있는 . 

체육 교사에 대한 이미지가 여성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준

다 내가 체육선생님 이 된다는 일은 분명히 여자로서 당연시하며 간직해왔. “ ” , 

던 여자다움의 정체성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상황임이 틀림없으며 그것이 , 

주는 스트레스는 부정하기 어려웠다.

점심시간� 급식� 실에서� 여러� 교과전담�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이� 한� 데� 섞여� � 앉아� 식사중[

이다.]�

교장� 자신의� 식판에� 있던� 함박스테이크� 두� 덩어리를� 건네주며 더� 먹어:� ( )� .

연구자� 당황하며 네 감사합니다:� ( )� ,� .

교장� 체육은� 힘들어 많이� 먹고� 힘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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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에서� 교장과의� 대화� (2014.� 4.� )

교장 선생님은 체육교사에 대한 격려의 표시로 자신의 음식을 건네주었다. 

당시 내 주변에는 음악 교사 과학 교사 영어 교사 등 다양한 과목을 맡은 교, , 

과전담교사들이 함께 식사하고 있었지만 유독 체육교사 인 나에게만 음식을 , “ ”
전해준 점이 나는 부담스러웠다 또한 이전에는 겪어본 적 없는 교장 선생님. , 

의 친절한 관심에 주변 교사의 이목이 쏠리는 현상에 적잖이 부담을 느꼈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의 의도가 체육교사에 대한 개인적인 친밀감의 표시가 아

니라는 점은 많이 먹고 힘써 라는 이어진 말에서 드러났다 즉 체육교사는 “ .” . , 

물리적으로 힘을 쓰는 일 이므로 많이 먹어야 한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이“ ” , 

는 앞서 언급된 체육교사의 마당쇠 이미지와 일견 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이 “ ” 
었다. 

체육선생님 행정실입니다 백회� 가루� 도착했습니다 체육� 창고로� 옮겨놓으시면� 됩니다,� .� .� .

업무용� 메신저(2014.� 5.� )

메시지를 받고 도착한 행정실 한쪽 문가에는 백회 가루 열 포대가 쌓여있었

다 육중한 무게를 자랑하며 위태롭게 겹겹이 쌓여있는 백회 가루 포대들을 . 

과연 나 혼자만의 힘으로 체육 창고로 옮길 수 있을지 선뜻 자신이 생기지 않

았다 그 하중을 지탱할 만큼의 강하지 못한 나의 힘을 빌어 백회 가루를 체. , 

육 창고로 옮기는 데 필요한 물리적인 힘이 굳이 체육교사로부터 나와야 하는

지를 반문해 보았다 백회 가루를 옮기는 일은 체육교사의 일이라는 인식은 . 

어디에서부터 탄생한 것인지를 돌이켜 보았다.

나 저 선생님 백회� 가루� 포대가� 너무� 무거워서� 저는� 혼자� 못� 들� 것� 같은데요 학교� 기:� ...� .� .�

사님들께� 도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 주사 맞다 깜빡했네요 올해는� 체육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죠 한숨:� ,� .� ?� ( )

행정실에서의� 대화(2014.� 5.� )

�

김 주사는 체육선생님이 여자선생님이었냐는 자신을 위한 확인 질문 뒤로 

다음 말을 잇지 않았다 백회 가루 옮기는 일을 체육교사가 아닌 누구에게 맡. 

겨야 할지를 두고 난감해하는 것 같았다 그 난감함 속에는 학교에서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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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힘을 쓰고는 하는 마당쇠 로서의 체육교사의 이미지와 여자 인 체육교사“ ” “ ”
의 이미지가 충돌하고 있었다 그러나 체육선생님이라는 이름에 고유의 특성. 

처럼 작동하는 이미지는 비단 마당쇠 뿐만은 아니었다“ ” . 

가족산행대회날 정상에서� 하산� 중� 학년� 남학생� 명이� 나를� 앞서� 걸으며[ ,� 6 2 ]

현준� 동규야 근데� 작년� 체육쌤은� 년밖에� 안� 계셨는데� 왜� 가셨지:� ,� 2 ?

동규� 체육쌤은� 그냥� 강사래 비정규직이라서� 잘린� 거래:� .� .

현준� 아� 정말 불쌍하다 그럼� 지금� 체육쌤도:� ?� .� ?

나� 선생님은� 스포츠강사� 아니다:� .

동규� 엇 선생님� 비정규직� 아니었어요:� ,� ?

하산� 길에서� 학생과의� 대화(2014.� 5.� )

스포츠강사의 역할은 사실상 체육 수업 보조에 국한될 뿐 체육 수업을 주도, 

하여야 할 의무와 권리는 담임교사에게 있다 그런데도 작년 담임교사들은 스. , 

포츠강사에게 체육 수업 주도권을 전적으로 넘겨온 실정이라고 나는 기존의 

교사들에게 들었다 실상 학생들에게는 체육을 가르치는 이를 그저 체육쌤 이. “ ”
라 부를 뿐 그가 스포츠강사인지 아닌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는 중요치 , ,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가 학부모회 임원인 동규는 기존의 체육교사가 . 

비정규직 이라는 점을 그래서 잘렸다 는 사정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냥 “ ” , “ ” . “
강사 라는 동규의 말은 체육교사의 신분은 보통의 교사들과는 일견 다른 것으”
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에 대해 불쌍하다 고 말하는 현준이. “ ”
와 선생님도 비정규직 아니었냐 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동규를 보며 내가 “ ” , 

잘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처지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은 퍽 낯설었다“ ” . 

실상 체육쌤 이라는 동일한 이름 아래 비정규직 의 신분상의 불안정, “ ” “ ”
한 이미지가 나에게도 투영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란 그리 유쾌하지 않

았다 교사 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저간의 삶에서 은연중에 나는 교육공. “ ” “
무원 으로서의 신분상의 안정감을 대단히 자부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이 이” , 

번 일을 계기로 드러나게 된 것뿐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어디 드러. , 

내 보인 적은 없지만 그간 당연시하며 간직해 온 정규직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받들어주지 않는 낯선 상황은 체육전담교사 라는 이름으로 감당해야 할 또 “ ”
하나의 부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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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사람 선생이기보다 일꾼3) “ ” : 

학교에서는 내가 체육교사인지 아닌지 나는 종종 알 수 없었다 한 사람의 . 

역할에 대한 의식은 대체로 어떤 일을 행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체육교사로. 

서의 일이란 체육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이며 그것과 관련된 역량과 자질을 , 

기르는 일임은 명징한 사실이다 하지만 학교가 체육교사인 나에게 요청한 일. 

들의 성질이란 무엇이었는가를 돌이켜 생각하다 보면 나는 그 명징한 전제에 ,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체육교사를 찾는 일들은 어느 날 불쑥 예고 없. 

이 그러나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논리로 끊이지 않고 쏟아졌다 그것은 내, , . 

가 체육교사 직 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할 난데없는 숙명 같“ ”
은 것이었다.

오늘� 체육� 계원에게� 전화가� 왔다 교내육상대회� 반별� 수상자� 명단을� 작성해서 나더러�� � .� ,� 3

주� 후에� 자기에게� 보고하란다 학년� 높이뛰기 멀리뛰기 단거리달리기 중거리� 달리기�.� 3-6 ,� ,� ,�

네� 종목을� 내가� 직접� 체육� 시간에� 대회를� 진행하란다 게다가 학년� 단거리달리기는� 각�.� ,� 1-2

반� 담임선생님들이� 대회� 치르는� 날� 아침마다� 백회� 가루� 라인기로� 트랙을� 그려놓으란50m�

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학교� 업무분장� 상에� 체육업무를� 맡은� 계원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데� � .� ,�

왜� 내가� 체육전담교사라는� 이유로� 육상대회� 진행을� 혼자� 도맡아야� 할까� 싶었다 이� 육상대.�

회는� 담임교사와� 체육부장 체육계원의� 협업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인데 내가� 협조 는�,� ,� ‘ ’

할� 수� 있지만� 혼자서� 대회를� 주관 하여� 진행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에둘러� 말했다 돌아‘ ’ .�

온� 체육계원의� 답변은� 너무도� 자명해서�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작년엔� 스포츠강사가� 혼자�.� “

다� 했는데요 그래서� 바쁜� 담임선생님들이� 편했지요 담임들은� 바빠서� 못해요?� .� .”

교사반성일지� � (2014.� 4.� )

나는 체육전담교사라는 이유로 육상대회를 혼자 도맡을 것을 요구받았다 그. 

때에 이르러서야 나는 체육전담교사 라는 이름 뒤에는 지금은 없어져버린 스”

포츠강사3)라는 또 하나의 이름이 숨겨져 있음을 깨달았다 동료 교사의 말을 . 

빌리자면 작년까지만 해도 근무했던 우리 학교 스포츠강사는 체육계원의 계, “
원 역할이었다고 했다 교육청 정책상 학급의 소규모 학교인 우리 학교에 ” . , 12

체육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스포츠강사를 지원되지 않자 이제는 없어져버린 스, 

3) 년� 현재까지� 년간� 지속되고� 있는� 스포츠강사 제도는� 년� 체육보조강사 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 2016 8 “ ”� 2008 “ ”
작되었다 담임교사의� 책임� 아래� 진행되는� 체육� 수업을� 보조 하기� 위해� 체육� 용 기구를� 준비하거나� 시범을�.� “ ” ·
보이는�역할을� 주�업무로�담당한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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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강사의 자리를 체육전담교사인 나로 채우고자 한 것 같았다. 

실상 나는 스포츠강사가 아닌 정규 체육전담교사로서 체육 분야와는 관련, , 

이 없는 별도의 학교 업무를 분명히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체육전담교사라. 

는 이유만으로 추가로 학교체육 업무까지 주관해야 한다니 억울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나는 그 일을 차마 마다하지 못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멍에가 메. “ ” 
워진 소처럼 육상대회를 치르며 땀을 흘리더라도 내가 체육전담교사의 본래, 

적 역할을 규명하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흘려야 할 피보다는 차라리 나아 보였

기 때문이다.

더 이상 바쁨을 덜어주지 못하며 편함을 제공해주지 않는 스포츠강사만도 , 

못한 체육전담교사의 본래적 역할에 대해 다수의 담임교사가 동의하기란 어려

워보였다 억울해도 어쩔 도리 없었다 살아낸다는 것이란 다 그런 것이라 자. . 

위하면서 나는 담임들은 바빠서 못하는 그 작업을 대신해주었다 라인기로 , “ ” . 

트랙을 그려주고 육상대회에 나갈 반별 선수를 선발하는 작업을 대신해 주었, 

다 나는 과연 담임의 분주함을 덜어주기 위한 체육교사인지 교육다운 교육을 . , 

펼치고 싶어 체육을 가르치는 체육교사인지를 의심했다.

육상대회는� 원칙적으로� 담임샘들� 업무인데� 도움� 주시려고� 애쓰시는� 임혜림샘이� 맘적으로�

고생이� 참� 많으신� 것� 같아서� 부장으로서�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힘내시고요.� ~

업무� 메신저(2014.� 4.� )

아침� 일찍� 수고해주신� 학년� 육상대회� 무사히� 잘� 치렀습니다1 .�

저희가� 해야� 할� 일인데....

감사드립니다.� � *^^*

업무� 메신저(2014.� 4.� )

종종 일부 교사들은 학교 업무용 메신저로 나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 왔다. 

원칙적으로 담임샘들 업무 저희가 해야 할 일 이라는 말을 통해서 나“ ”, “ ”
의 노동은 본래 나의 역할이 아님을 확인해주었다 동시에 어째서 자신들이 . 

나에게 감사를 표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다 나는 그 도움 과 . “ ”
감사 라는 일련의 조화로운 행위 속에 억울함도 고단함도 눌러 담았다 하“ ” . 

지만 전체의 조화와 개인의 희생은 과연 상호보완적 관계인가에 대한 의문은 

이후로도 모습을 달리하며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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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0� � 2m� � � � � 9.55m� � � � � � 19.55m� � � � � � � � � � � � � 39.55m� � � � � � � 46m� 48m� ”

꼬깃꼬깃해진� 메모지 여기에� 적힌� 숫자들 미터� 원형� 트랙의� 중심을� 잡는� 마법의� 숫자.� .� 200

들 이것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겠지 이제는� 눈감고도� 그릴� 수� 있을� 것� 같다.� .� .�

내가� 어쩌자고� 체육교사가� 되었을까 달리기� 대회가� 있을� 적마다� 트랙� 그리는� 일을� 당연히�.�

체육교사의� 사명인� 양� 대하는� 이들에게� 감히� 따져� 묻지� 못하는� 내가 트랙� 하나� 그려져� 있,�

지� 않은� 운동장� 속에서� 흙먼지� 마시며� 분투하는� 내가 오늘� 참� 초라하다,� .�

교사반성일지(2014.� 4.� )

미터 원형 트랙을 어떻게 하면 정확히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 나는 전혀 200

궁금증을 가져본 일이 없었다 하지만 나를 향한 지시는 간결했다 그 간단명. . 

료함은 육상대회를 앞둔 체육교사라면 응당 백회 가루로 원형 트랙을 그리는 

일쯤은 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나는 체육교사 일을 하는 . 

지인들에게 묻고 묻다가 트랙 그리는 도안을 우연히 구했다 트랙 위에서의 , . 

그 지겹고도 고단한 노동이 손에 익어갈 즈음 학교에서는 운동회를 앞두고 , 

라인기로 트랙을 매번 그리지 않아도 되게끔 녹색 표식 대못을 박겠다고 전해

왔다 늦긴 했어도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대못을 박는 작업을 위해 기. . 

사님들과 함께 일하고 기초 라인을 그리는 일은 역시나 체육교사인 나의 몫이

었다. 

김� 교사 임� 선생님 아이고 여기� 있었네 수업� 중에� 미안 지금� 큰일� 났어 기사님들이� 화:� !� ,� .� .� .�

나� 있어 운동장에� 대못� 박을� 장비� 들고� 다� 나왔는데 라인이� 안� 그려져� 있다!� ,�

고.

나 오늘� 미리� 라인� 그려놓으란� 이야기� 없었는데요:� ?

김� 교사 여기는� 기사님들이� 성격이� 급해 일� 떨어지면� 바로� 해야� 돼 지금� 잔뜩� 화가� 나�:� .� .�

있어서� 잘못하면� 싸움날� 판이야 얘들은� 잠깐� 내가� 볼� 테니까 얼른� 나가서� 라인�.� ,�

그려.

나 지금� 수업� 중이라서요 교시� 끝나고� 가서� 볼게요:� .� 1 .

김� 교사 아니� 글쎄 수업� 중요하지 그래도�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얼른� 나가� 봐 내가�:� ,� .� .�

애들� 데리고� 어떻게든� 해볼게.�

나 정말� 당황스럽네요 수업보다� 대못� 박는�게� 먼저인가요 저는� 수업하고� 나가겠습니다:� .� ?� .�

체육관에서� 수업� 중� 김� 교사와의� 대화(2014.� 5.� )

운동장에 트랙을 설치하는 일이 체육교사의 본연의 일이라 수긍할 수 없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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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상황은 점입가경으로 치달았다 체육 수업 과 트랙 설치 중 반드시 , . “ ” “ ”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그간의 웬만한 갈등 상황에 적당한 . 

희생으로 무마해왔던 내가 고참의 지시에 굽히지 않은 이유는 나의 희생이 또 

다른 희생을 낳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체육교사가 체육 수업을 도중에 관두고 . 

일 을 하러 나가는 것은 비단 아이들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미안함뿐 아니라 “ ”
나 스스로에 대한 치욕이었다 수업을 마치고 운동장에 나가보니 나에게 일을 . , 

종용했던 부장교사가 직접 라인기로 트랙을 그리고 있었다 강경한 나의 태도. 

에 분이 난 것 같았다 아랫사람인 내가 치받은 꼴이니 그도 그랬을 것이리라 . 

이해하면서 한편 나는 앞으로의 학교생활이 아득해졌다 엉성하게 각진 모양, . 

으로 설치된 트랙을 보고 학생들이 다칠 세라 진노하신 교장 선생님은 부장교

사와 나를 교장실로 불러 대못을 도로 제거하고 트랙을 다시 그릴 것을 지시

했다.

그 날 오후 나는 트랙 재설치라는 숙원 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트랙을 다시 , 

그렸고 다시 마주한 부장교사는 나를 역시 임 선생님이 체육 쪽 일은 전문, “
가 라며 추켜세워주었다 나는 부장교사가 말하는 체육 쪽 일 이 무엇을 말하” . “ ”
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고 알고 싶지 않았다 그러한 이유로 전문가 가 되고 , . “ ”
싶지는 않았다 전문가 란 어떤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 ‘ ( )’專⾨性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뜻한다 국립국어원 그렇다면 전문가로서의 체( , 2016). , 

육교사란 어떤 사람이라고 보아야 할까 교사 본연의 일이 교육이라는 사실을 ? 

고려해 볼 때 전문가로서의 체육교사는 체육교육 분야 에 상당한 지식과 경, “ ”
험을 가지고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뜻함은 틀림없다 한마디로 체육교육 분. , “
야에 관련된 일 을 잘하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실제 학교 현장에서 체육교사” , 

에게 요구되는 체육 쪽 일 과 같은 의미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 . 

임� 교사 학교야영캠프� 때문에� 운동장에� 텐트를� 개� 쳐야� 하는데� 말이야 교장� 선생님이�:� 80 .�

운동장은� 선생님이� 잘� 안다고 텐트� 배치� 구상계획과� 실제� 라인� 그리는� 걸� 선생,�

님한테� 부탁하래 우리� 학교� 운동장� 전체� 폭과� 길이가� 얼마나� 되지.� ?

나 저는� 트랙� 길이만� 압니다 운동장의� 전체� 폭과� 길이는� 잘� 몰라요 그건� 직접� 줄자로� 재:� .� .�

어� 봐야� 알� 수� 있어요.

임� 교사� 아무튼 선생님이� 운동장� 사정을� 잘� 아니까� 선생님이� 그려봐 텐트� 하나당�:� ,� .� 4m�

곱하기� 이거든 본부석� 쪽에� 놀이마당� 공간을� 비우고 그림을� 그리며 이렇6m .� ,� ( )�

게� ㄷ자� 형태로� 텐트가� 개� 배치되게끔 그리고� 목요일� 오후에� 그� 도안대로�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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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무늬로� 라인기� 작업을� 해야� 해 교과연구실을� 나가며 아무튼 되는� 대로�.� ( )� ,�

빨리� 도안� 좀� 잘� 부탁해 교장� 선생님이� 제일� 자부심� 느끼는� 학교교육과정행사.�

잖아.

교사연구실에서� 임� 교사와의� 대화(2014.� 6.� )

임 교사는 나에게 학교행사 구획 배치에 관한 구체적인 도안을 구상한 후 

라인기로 트랙을 그리는 작업을 요청했다 그 근거로서 운동장 사정을 잘 아. “
니까 라는 말을 덧붙였다 체육교사가 과연 운동장의 폭과 길이 따위에 관한 ” .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인가를 나는 스스로 되물었다 실상 운동장의 폭과 길이. , 

를 재는 일은 누구나 운동장에 나가 줄자를 대고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는 약

간의 수고만 감당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체육교사이기 때문에 운동장 사정 을 . “ ”
잘 알 것이라는 부장교사의 말이 나는 그다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 체육교사의 역할에 대한 확대 해석 속에는 늘 운동장과 관련된 일 학교 . , 

교육과 관련된 일이라는 이유가 따라다녔고 그 앞에서 나는 무력했다 운동, . “
장 과 학교교육 이라는 말 속에 담긴 명분이 과연 체육교사 로서의 전문성” “ ” “ ”
과 직결되는가를 의심했지만 나는 거절하지 못했다 막상 거절한다면 체육 , . , “
쪽 일 을 거절한 체육교사인 나를 동료 교사들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나는 ”
답이 없었다. 

그 날 오후 내내 나는 다음 날 수업 준비 대신 텐트 배치도를 그렸다 교. “
육 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각종 학교 행사와 관련 업무들 앞에 실제 학교 ” , 

현장에서 체육교사의 전문성은 어떤 모습으로 해석되고 실천되어야 하는지 나

는 한참을 생각했다 학생들이 체육을 제대로 배우도록 돕는 일을 본분으로 . 

삼고 싶어 체육교사가 된 나로서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체육 쪽 일 의 해결“ ”

사 노릇이나 하게 되는 학교생활을 원망해 보았다 교육 이라는 밑그림 위. “ ”
에서 체육교사 로 살아가고 싶었던 나의 현실 좌표는 과연 어디쯤 되는 것“ ”
인지 아득했다 그래도 혼돈투성이인 체육교사로서의 삶은 살아있는 한 계속 . 

이어지는 것이었다 체육교사로서의 꿈이 그저 꿈에 그치는 것인지를 의심하. 

면서도 꿈을 꿈으로 그치게 하는 것들과 타협이든 굴복이든 무어라도 해야 , 

했다.

나 엇 부장님 지금� 운동회� 걸개그림� 그리시는� 거예요:� ,� !� ?

김� 교사 어 어 이거 거의� 다� 했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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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고 힘드시죠 제가� 해야� 했을� 일인데 저� 시키시지� 그랬어요:� ,� ?� ,� .

김� 교사 아냐 내가� 어떻게� 임신한� 사람을� 시키나 걱정� 안� 해도� 돼 나는� 선생님을� 아예�:� .� .� .�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 임� 선생님은� 몸� 잘� 챙기고.� .�

체육관에서� 김� 교사와의� 대화(2014.� 10.� )�

운동회라는 체육 쪽 일 중 가장 큰 행사를 앞둔 체육교사로서 나는 제 “ ” “
역할 을 해내야만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대운동회를 앞두고 ” . 

점점 만삭에 가까워지는 내 배를 보며 괴로워한 이는 비단 나뿐 만은 아니었

을 것이다 통상 운동회의 대미로 학교의 한쪽 벽을 장식하곤 했던 대형 걸개. , 

그림을 그리는 일은 체육교사의 일 중 하나였다 그러나 나로 인해 통상 적인 . “ ”
일이 더는 통상적이지 않은 일이 되어가는 것은 나는 분명 체육교사로서의 

평균성 에서 비껴가고 있음을 지켜보는 것과 같았다‘ ’ .  

그날 부장교사는 분명히 나의 건강을 염려하며 운동회 관련 업무에 대한 부, 

담감을 가지지 않기를 바라며 없는 사람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과연 “ ” . 

체육교사로서 체육 수업만 열심히 하고 체육 쪽 일에 쓰임이 없으면 없는 “ ” “
사람 인 것인가 쓰임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없는 사람 으로 생각해야 마음” ? “ ”
이 편해지는 것인지를 되뇌며 나는 서글펐다 나는 이후로도 오랫동안 없는 , . “
사람 이라는 말에 갇혀 체육교사로서 없는 사람 이 되지 않으려면 과연 어떻” , “ ”

게 해야 하는가를 번민했다 없는 사람 이라는 배려 속에서 결과적으로 체육. “ ”
교사인 나는 운동회와 관련된 일 중 무엇도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무엇. 

도 하지 못한 없는 사람 으로서의 채무감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다“ ” . 

  재미있게 놀아주면 안 될까 안전제일 레크레이션 강사4) “ ?” : 

살아내기라는 지향성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살펴볼 주제는 체육 수업 의 본‘ ’
질과 기능 사이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제각기 견해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나의 

고투이다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로서의 나는 체육 수업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 

학생의 내면적인 성장을 이끌어 내는 데 있다고 보았다 체육 수업은 전인적 . 

성장이라는 목적으로 함이 명시되어 있으나 학교 구성원들은 그것을 문서 상, 

의 목적으로서만 동의한 것일 뿐인지 몰랐다 무엇이 체육 수업의 진정한 목. 

적인지 체육 수업은 그들 각자에게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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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생각하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곤 했다. 

선생님의� 부족한� 점< >�

운동할� 시간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 그래서� 재미가� 줄어든다.� .

학생� 교원만족도조사자료(2014.� 11.� )

체육 수업을 통해 학생이 어떠한 배움을 일구어냈는지를 스스로 발견하길 

바라는 목적으로 나는 매 체육 수업의 후반부 분을 토론 시간으로 할애했다, 5 . 

모둠별로 그날의 운동을 통해 느낀 즐거움과 보람에 관해 토론을 나누고 그 , 

내용을 학급 전체와 이야기 나누고 귀 기울여 들으며 다 함께 배워나가기를 

원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학생은 그 시간을 당연한 체육 수업의 일부분으로 . 

받아들이며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고 즐기는 것으로 보였다 학년 말에 공, . 

개된 학생 교원만족도조사 결과에서는 기대 이상으로 체육선생으로서의 나에 

대한 칭찬과 감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학생 교원만족도조사에서 익명의 학생 한 명의 발언은 유독 달랐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생각하는 바가 너무도 날카롭고 뚜렷했다 쓸데없는 . “
말 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내가 모를 리 없었다 움직임의 즐거움과 인간으로” . 

서의 내면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나는 자부했었다 그런데 적어도 . 

그 학생의 발언에서만큼은 체육교육 을 전개해나가야 하는 나의 수업은 교, “ ” “
육 을 향하고 있었고 학생이 원하는 체육 수업은 운동 과 재미 를 향하고 ” , “ ” “ ”
있었다 나는 안타까웠다 그가 소수에 불과한다 할지라도 운동할 시간 과 . . , “ ”
쓸데없는 말 은 교육 의 한 과정으로서 자연스럽게 겹쳐질 수는 없었을까“ ” “ ” ? 

점심을� 먹고� 교과전담실� 선생님들과� 함께� 급식실을� 나서는� 길이었다 길목에서� 나를� 마� � .�

주친� 아이들은� 역시나� 내게로� 달려들었다 질문� 세례가� 닦달하듯� 쏟아진다 선생님 내일�.� .� “ ,�

체육� 뭐해요 재미있는� 거� 해요 방과� 후에서는� 플로어볼� 해서� 재미있었는데� 우리도�?”,� “ ?”,� “

그거� 하면� 안� 돼요 나는� 답을�하지� 않고 그저� 웃으며� 자리를� 떠났다?”� ,� .�

내심� 짜증스럽다 체육� 수업이� 그렇게� 재미 나야� 하는� 것인가 내� 곁에서� 동행하며� 걷는�� � .� “ ” .�

과학� 선생님 음악선생님 실과선생님에게는� 결코� 그리� 묻는� 법이� 없다 아이들은� 오로지�,� ,� .�

체육선생인� 나에게로� 쏜살같이� 달려든다 교과전담실� 동료� 선생들도� 나더러� 매일같이� 피곤.�

하겠다며� 안타까운� 미소를� 지어� 보인다 무조건반사와도� 같은 답하기� 싫은� 이� 질문이� 역시.� ,�

나� 오늘도� 지겹고� 피곤하다.�

교사반성일지(201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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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기 초에 계절이나 날씨의 영향 시설과 용구의 준비 상태 학교 행사, , 

상의 여건을 모두 고려하여 연간 체육과 교육과정을 짰고 되도록 그것을 실, 

현하려고 했다 그리고 매 수업의 끝마다 다음 체육 수업에서는 어떤 것을 할 . 

것인지 분명히 예고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기억하는지 마는지 알 수가 . 

없었다 기억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저희 판단에 재미 있는 것이 아니라면. “ ” , 

그것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재미있는 거 언제 하냐 를 늘 묻고 있었“ ”
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체육 을 재미 의 동의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 “ ” “ ”

발견하였다 다른 교과와 달리 유난히 체육 을 통해 재미 를 추구하려는 아. “ ” “ ”
이들의 성향은 장소와 시간을 달리하며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대개 다음 수업시간에 무엇을 배울지 궁금하면 아이들은 교과서를 펼쳐보곤 , 

한다 그러나 체육 수업은 분명 교과서와 교육과정이 존재하지만 여타의 교과 . , 

수업처럼 교과서상의 진도대로 순차적으로 수업은 진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 

아이들에게는 체육교사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자신의 재미 를 충족하기 위“ ”
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것이다 또 우리도 그거 해요 라는 말. , “ .”
에서 볼 수 있듯 아이들은 때로는 재미 를 위해 체육 수업의 내용을 제안하, “ ”
거나 교사와 협상을 하려 하기도 한다 이것은 체육이 아닌 다른 교과목에서. 

는 찾아보기 힘든 사실이다. 

실상 아이들이 나에게 바라는 모습과 내가 나에게 바라는 모습이 같지 않았, 

다 그것은 학생의 내면적인 성장을 일구어갈 수 있는 체육 수업을 추구하고. 

자 했던 나에게는 실로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그 괴리는 비단 학생. 

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으로 머물지 않았다. 

교시 예정에� 없던� 방송이� 아이들이� 바쁘게� 걸어� 다니는� 복도에서 전담실� 천장에� 달린�� � 3 .� ,�

스피커에서� 울려� 퍼졌다 오늘� 교시에는� 전교생� 약물중독예방교육이� 있습니다 각� 교실에.� “ 3 .�

서는� 를� 켜고� 시청하기� 바랍니다 일순간 교과전담실의� 내� 옆자리� 선생과� 나는� 쾌재를�TV .”� ,�

불렀다 앗싸 교시� 수업� 없어졌다 당장� 교시에� 예정되어� 있던� 수업을� 못� 하게� 되면.� “ !� 3 !”� 3 ,�

해당� 반만� 수업� 진도가� 차시씩� 밀려서� 나중에� 다른� 반과� 진도를� 맞출� 생각을� 하면� 여간�1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예정에� 없던� 휴식은� 그런� 걱정� 따위는� 사치스러운� 것으.� ,�

로� 환원시킬� 만큼� 반갑고� 달콤했다 당장에� 겪어내야만� 할� 추위와� 고단함에서� 해방되는� 순.�

간이었다.�

그� 순간 교시에� 수업할� 반의� 회장인� 아이가� 나를� 찾아왔다 아이는� 눈을� 동그랗고� 뜨� � ,� 3 .�

고� 물었다 선생님 저희� 체육관에� 다� 모여� 있는데 안� 오세요 나는� 방송을� 못� 들었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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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니하며� 교실로� 돌아가� 방송교육을� 들으라고� 했다 이어진� 아이의� 말은� 비로소� 나를� 당황.�

하게� 했다 저희� 방송� 들었는데요 그거� 재미없어요 그냥� 체육� 할래요 담임선생님도� 저희.� “ .� .� .�

한테� 체육관� 가라고� 하셨어요 이게� 뭔가� 싶었다 나는� 그� 반� 담임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

자초지종을� 물었다 이어진� 담임선생님의� 반응에� 나는� 말을� 잃었다.� .�

애들이� 요새� 교실� 밖에서� 몸을� 못� 써서� 스트레스� 풀� 데가�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방송�� � “ ,�

안� 봐도� 된다고� 했어 애들이� 체육을� 워낙� 좋아하잖아 체육관에서� 자기가� 재미있게� 놀아주.� .�

면� 안� 될까?”�

교사반성일지(2014.� 9.� )

이런 상황은 옆에 있던 음악선생이나 과학 선생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 

것은 그저 내가 체육선생 이기에 들이닥친 숙명과도 같은즉슨 형평성을 따질 “ ” , 

수 없는 사태였다 그 담임교사는 아이들이 스트레스 풀 데가 없고 체육을 . “ ” “
워낙 좋아한다 는 점을 강조했다 나는 체육 수업은 그저 아이들이 좋아한다” . 

는 이유만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목적만으로 실행되지 않음을 나는 모르지 

않았다 또한 그날 방송은 학교교육과정의 일환으로서 전교생 모두가 시청해. 

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아이들을 잔뜩 기대하. 

게 한 채로 체육관으로 보낸 고참 교사의 완곡한 명령 을 나는 거부할 수 없‘ ’
었다. 

재미있게 해주면 안 될까 라는 체육 수업에 대한 요청의 언어에는 체육교“ ?”
사는 재미있게 놀아주는 역할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이 좋아하“ ” . “
는 체육 수업을 통해서 스트레스 도 해소하고 흥미도 넘치는 한바탕의 재” “ ” “
미 난 일을 바라는 고참 교사의 바람과 체육 수업을 통해 교육다운 교육 을 ” “ ”
펼치고 싶은 나의 열망이 엇갈리고 있다는 방증이었다 재미 를 기준으로 체. “ ”

육 수업을 해석하고 실행하는 관점은 체육교사로서 교육다운 교육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의 지평을 좁힌다고 볼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 학교 현장에서는 체육 수업에 재미 라는 말이 늘 따라붙, “ ”
는다 하지만 이외에도 안전 이라는 기치도 체육 수업의 꼬리표처럼 따라붙었. “ ”
다 체육 수업은 몸과 몸의 부닥침이 수반되기 마련이며 배우는 자는 그것을 . , 

기반으로 성장해 나간다 그러나 그 속에는 늘 안전사고의 위험이 함께 도사. 

리고 있다 이 예기치 못한 변수를 마주한 체육교사로서의 나는 좌절감이 깊. , 

어질수록 과연 체육 수업을 실행해야 할 본질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맞닥뜨리

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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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육상대회의 한 종목인 높이뛰기는 몇 년째 시행되고 있었지만 아이들, 

은 높이뛰기에 익숙하지 않았다 원래부터 학교 대표 선수 나갈 사람만 했어. “
요 라는 아이들의 대답은 명료했다 높이뛰기는 원래 자신과는 상관없이 일부 .” . 

아이들의 운동인 것 마냥 전혀 무력함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서

글펐다 나는 모든 아이. 가 높이뛰기에서 좋은 기록가 내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잘하려고 시도해보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즐거워하며 높이뛰기의 매력을 알았

으면 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기록이 뛰어난 학교 . 

대표 선수를 뽑을 수 있다면 높이뛰기가 그들만의 리그 가 아닌 모두의 축, “ ” “

제 로 남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나는 수업을 열심히 준비했던 만큼 높이뛰기” . , 

에 서투르더라도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가로대를 뛰어넘는 모습에 박수를 쳐

가며 목청껏 외쳤다.

그렇게� 너무� 열심히� 가르칠� 필요� 없어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높이뛰기� � “ .� ,�

같이� 위험한� 수업은� 애들� 사고� 한� 번� 나면� 다� 끝이야 나는� 이� 수업� 너무� 걱정되네 대강�.� .�

잘하는� 애� 몇� 명만�추려서� 진행해.”

체육관에� 들렀다가� 우연히� 나의� 높이뛰기� 수업을� 보신� 부장님이� 걱정스레� 말씀하셨다 내� .�

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싶었다 내� 뜻대로� 밀고� 나가고� 싶은� 반감이� 들었다 이런� 식의� 좌.� .�

절이� 되풀이된다면� 체육� 수업을� 통해� 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앞으로도�?�

답을� 찾을� 수� 없는�문제라면 체육� 가르치는� 일은�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 ?�

교사반성일지� (2014.� 4.� )

내가 무엇을 얼마나 준비했는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열성을 다하, 

고 있는지는 외연적으로 드러나지 않기에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무의미해진, 

다 사고 위험을 먼저 걱정하는 부장교사에게 체육교사의 열성은 순전히 그. “
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는 사적인 감정에 불과할 뿐이다 그이에게 드러나는 ” . 

것은 오로지 매트로 나뒹구는 아이들의 구부러진 몸과 신음소리 그리고 바닥

을 향해 허물어진 가로대가 전부일 것이다 말 그대로 누가 알아주는 것 도 . “ ”
아닌 쓸모없는 것에 사고 한 번 나면 다 끝인 위험한 것에 열정을 쏟아붓는 , “ ” 

애송이 체육교사로 비칠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무력했다 안전사고의 책임 .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공교육의 체육 수업에서는 높이뛰기같이 위험한 “
수업 은 애당초 시도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합리적인 것인지 그것이 체육교” , 

육의 본질과 부합하는지를 나는 오래 생각했다 무력감과 불안감 속에서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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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고 없는 체육 수업 이라는 나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아슬아슬한 줄타기”
는 계속되었다.

 

나 유민이� 아버님� 되시지요 유빈이� 체육교사입니다 유빈이가� 오늘� 체육� 시간에� 팔에� 공:� ?� .�

을� 맞았습니다 외상은� 없지만 유빈이가� 아파해서� 병원에� 데려와서� 지금� 대기하고� 있.� ,�

습니다.

학부모 팔을� 또� 다쳤다고요 구급차� 불렀나요:� ?� ?

나 제가� 택시� 타고� 병원에� 데려왔습니다:� .�

학부모 유민이는� 지난주에� 팔을� 다쳐서� 깁스� 팔걸이� 하고� 있었는데� 못� 보셨습니까:� ?

나 체육� 수업� 시작할� 때� 유빈이를� 포함해서� 아픈� 학생들은� 지정� 장소에� � 나와� 앉아있었는:�

데 제가� 다른� 모둠을� 지도하는� 사이에� 어느� 친구가� 멀리서� 유민이에게� 장난삼아� 공을�,�

던졌고 그것을� 유빈이가� 받고� 다시� 던지고� 놀다가� 다쳤답니다,� .

학부모 선생님이� 눈� 뜨고� 뭐했습니까 잘못되면� 선생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택시비고� 병:� ?� ?�

원비고� 다� 알아서� 하세요.

병원에서� 학부모와의� 통화(2014.� 5.� )

다친 아이가 스스로 공을 던지고 받을 가능성은 일절 상상한 적 없는 장면

이었다 선생님이 눈 뜨고 뭐했냐 며 언성을 높이는 학부모의 다그침 앞에 억. “ ”

울한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나의 체육 수업에서 부상당한 아이가 생긴 것은 . , 

부정할 수 없는 결과 이니 억울함을 호소한들 내 얼굴에 침 뱉기일 터였다“ ” , . 

병원 검사 결과 다행히 아이에게는 이상이 없었지만 학부모는 이미 격분해 , , 

있었다 나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체육 수업 중에 불상사가 생긴 점을 거듭 . 

사과하면서 안전사고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 앞에 체육교사의 교권은 어디, 

쯤 있는 것인지 가늠할 수 없었다. 

학부모가 나에게 요구한 책임은 단순히 택시비 병원비 같은 실비 변상“ ”, “ ” 
만을 포함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설사 학교안전공제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 , 

를 통해 체육교사가 경제적 변상의 책임을 벗을 수는 있을지언정 부상당한 , 

학생과 그 학부모에 대한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체육 수업이 제. 

아무리 참다운 목적으로 시행된다고 한들 일련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 

체육교사에게는 결과 만이 주홍글씨처럼 남을 뿐 교육을 향한 목적 과 과“ ” , “ ” “
정 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

올해를� 무사히� 넘기나보다� 했는데 결국� 끄트머리에� 대형사고가� 터지고� 말았다 체육� 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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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때� 한� 팀으로� 뛰었던� 서진이와� 다희가� 부딪혀 서진이의� 이마가� 다희의� 앞니에� 찍힌� 것,�

이다 다희는� 이가� 흔들리는� 것� 같다고� 말했고� 서진이의� 이마는� 상처는� 바늘로� 꿰매어야�.�

할� 만큼� 상처가� 깊어� 보였다 두� 아이를� 꼭� 끌어안고� 보건실로� 향하는� 길에서� 나는 상처.� ,�

가� 깊어� 외상이� 남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정신이� 혼미해졌다 삽시간에� 소문을� 들은� 여러�.�

선생님이� 보건실로� 모여들어� 조심� 좀� 하지� 어쩌다� 그랬냐 며� 아이들을� 채근했다 나는� 그�“ ” .�

북적이는� 목소리들이� 꼭� 체육교사인� 나를� 채근하는� 것처럼� 들렸다.

다희와� 서진이는� 그� 아픈� 와중에� 죄송해요 선생님� 괜히� 저희� 때문에 라며� 나에게� 사� � “ .� ...”

과를� 하니 황송할� 뿐이었다 다행히� 다희와� 서진이는� 각자의� 어머니가� 긴급히� 병원을� 데려,� .�

갔고 몇� 시간� 후� 치료� 끝났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선생님을� 놀라게� 해드려� 죄송하다며�,�

연락을� 해주니� 고마울� 뿐이었다 나는� 교장 교감� 선생님을� 찾아� 상황이� 일단락되었음을� 보.� ,�

고했다 뒤에� 이어진� 나의� 사과에� 대한� 두� 분의� 반응은� 대조적이었다.� .�

아유 괜찮아 선생님 애들이� 다치기도� 하면서� 체육� 하는� 거지 수업� 열심히� 하다보면�� � “ ,� ,� !� .�

그런� 일도� 생기는� 거야.”

애들한테� 앞으로는� 뛰지� 말고� 걸으라고� 해� � “ .”�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 했던가 다치지� 않으려면� 아주� 움직이지도� 않는� 것도� 방법� � .�

이다� 싶다.�

교사반성일지(2014.� 12.� )

평소 교장과 교감은 두 분 다 안전사고의 발생에 대해 주의할 것을 자주 당

부하셨다 하지만 사고 책임에 대한 나의 사과 발언을 듣고 표명한 발언은 상. 

당한 차이가 있었다 수업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생기는 것 이라는 말 . “ ”
속에는 교육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수업 이라는 과정 이 분명히 존재하며“ ” “ ” , 

그 속에서 예상치 못하게 안전 을 위협하는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담“ ”

지한다 그러나 뛰지 말고 걸으라 는 것은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여 안. “ ” “
전 이라는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결과 중심주의적인 사고이다 물론 안전” “ ” . , 

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교사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부정할 수 없는 전제다 그러나 신체의 움직임을 근간으로 하는 체육 수. 

업에서 뛰지 말고 라는 단서가 달려야 한다는 것은 결과중심주의가 빚어내는 “ ”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공교육의 한계가 뛰기도 해야 하는 체육교육의 본“ ” 
질을 뒤흔든다고 보인다.

때때로 예기치 못한 사고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고귀함을 앗아가기도 

한다 이러한 가치는 안전 이라는 기치와 맞물려 대단히 중시되는 풍토를 이. “ ”
루고 있다 물론 안전 에 대한 의식을 체육교육 현장에서 녹여내고 학생 스. , “ ”

스로 중시하도록 만드는 일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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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 안전 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없는 피치 못할 사고“ ” “ ” “ ”
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체육 수업은 교육 을 실행하는 과, “ ” “
정 의 정당성조차 인정받지 못했다 교육 없는 안전 은 과연 교육 을 추구하” . “ ” “ ”

고자 하는 체육교사에게 안전제일 레크레이션 강사 라는 또 하나의 커다란 “ ”
압력과 부담으로 자리 잡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재미 와 안전. “ ” “ ”
만을 중시하는 풍토 속에서 체육 수업은 본래적인 목적과 가치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인지 체육교사는 과연 그처럼 교육적인 일을 실천해내는 사람인지를 , 

고민하려야 한다.

진� 교사 선생님 오늘은� 우리� 반� 애들� 체육� 수업� 안�보낼게요:� ,� !

나 네:� ?

진� 교사 오늘� 우리� 반�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얘네는� 체육� 수업� 받으면� 안� 될� 거�:�

같아요 선생님도� 이번� 시간은� 좀� 쉬세요.� .�

교사연구실에서� 동료� 교사와의� 전화� 통화(2014.� 10.� )

담임교사는 체육 수업의 실행을 결정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 또한 체육 수업의 실행 여부에는 강력한 인과관계가 작동하고 . , 

있었다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라는 이유는 체육 수업이 담임교사의 상벌도. “ ”

구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체육 수업은 재미 있기 때문에 말을 제. , “ ” 
대로 듣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체육 수업이라는 상 을 줄 수 없다는 담임의 “ ”
편견이 내재된 것이다 이는 다른 교과목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인과관계이. 

다 만약 체육 을 재미 와 동치 시키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현상이 빚어졌. “ ” “ ” , 

을까 이는 재미 와 안전 이라는 기치 아래 어느 순간 안전하게 놀아주면 ? “ ” “ ” , 

그만인 소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으로 인식되는 체육 수업을 실행해야 , “ , ”
할 교사의 현실을 대변해준다.  

나� 교감� 선생님 오늘� 교시� 체육� 수업을� 육상대회� 중거리달리기� 때문에� 운동장� 전체�:� ,� 5,� 6

트랙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운동장에�말들이� 와� 있습니다.� ,� .

교감� 금요일� 교시에는� 앞으로� 늘� 저학년� 승마반이� 운동장을� 사용해야� 해 이건� 이미�:� 5,� 6 .�

우리� 학교에서� 허가해준� 것이기� 때문에� 방과� 후� 학교라� 해도� 운동장� 사용을� 우리가�

양보해야� 돼.

나� 방과후학교는� 방과� 후에� 수업이� 이루어져야지요 지금은� 방과� 중인데� 이렇게� 승마장이�:� .�

펼쳐져� 있으면� 정규� 체육�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방과후학교� 분기는� 어쩔�.�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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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겠지만 다음� 분기부터는� 이� 문제를�반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4 .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시비를� 건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다른� 반이랑� 체육� 시간을� 바꾸:� ,�

어서� 진행하면� 되지� 않나 해결할� 방법을� 찾아봐 어쨌든� 오늘은� 운동장� 수업� 어려?� .�

워.

운동장을� 바라보며� 교감과의� 대화(2014.� 4.� )

운동장 사용이 중복되는 문제를 두고 교감은 방과 후 승마반의 운동장 사용, 

에 대해 학교 측에서 이미 허가 한 상태이므로 정과체육 수업이 양보 해야 “ ” “ ”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과연 무엇을 허가 해야 하고 무엇을 양보 해야 하는. “ ” “ ”
가에 관한 고민은 시비걸기 로 인식되었고 더 이상의 타협은 없었다 그러나 “ ” , . 

이는 학교관리자 개인의 문제로 빚어진 것이라기보다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학

교평가에 반영되는 시대적 상황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김� 부장 방과� 후� 승마반을� 이� 시간에� 안� 하면� 안� 돼 매주� 금요일� 오후마다� 운동장을� 점:� ?�

유하니까� 아주� 불편해� 죽겠어.

이� 부장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방과� 후를� 줄이긴� 더� 늘려야� 할� 판국이야 학교평가:� .� .�

랑� 성과급에� 반영되는� 건� 방과후학교� 참여율이거든 어쩔� 수가� 없어 이제는� 우리.� .�

가� 양보해야� 해.

조회대에서� 부장들간의� 대화(2014.� 10.� )

방과 후 승마반의 운동장 점유를 둘러싼 김 부장의 불만을 이 부장은 오히

려 더 늘려야 할 판국 이라는 말로 일축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방과후“ ” . “
학교 참여율 이므로 양보 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 부장은 생각하고 있었” “ ”

다 이는 학교평가 와 성과급 으로 대변되는 성과지상주의 앞에 체육 수업의 . “ ” “ ”
본래적 가치 따위는 중요 한 게 아니라는 방증이기도 했다 말하자면 방과후“ ” . , 

체육이 정과 체육 수업의 운영을 전복시키는 것으로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

다 학교현장의 최전선에 만연하고 있는 데이터 지상주의적 의사결정은 협소. 

한 목표중심적 시야 아래 교사들을 비뚤어진 열정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지‘ '

적을 받는다 이처럼 성과중심주의에 기반하(Hargreaves, Shirley, 2012, p.112). 

여 정과 체육 수업을 해석하고 실행하는 방식은 안전제일 레크레이션 강사“ ”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학교 문화 속에서 살아내야만 하는 초등학교 체육전담교

사의 입지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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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살아가기. 

  진짜 스포츠맨 체육 수업을 향한 열정1) “ ” : 

    

체육전담교사라는 이름에 닥친 다양한 역할은 초등체육전담교사라면 기본“
적으로 이러이러하다 한다 라는 식의 당위를 지향하고 있었다 나는 체육전담/ .” . 

교사라는 직함에 가해지는 압력과 부담에 저항하며 살아가고 싶으면서도 한, 

편으로는 되도록 다수에게 보편타당한 것으로 수긍될 만한 행위를 택하며 살

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실상 나 스스로 체육전담교사로서 가치 있다고 . 

느끼는 대의나 포부와는 관련이 없는 초등체육전담교사의 직분이나 소임에 , 

가까운 것이었다 만족할 수 없는 체육교사 생활 속에서 과연 나의 본분이 무. 

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체육교사의 존재는 체육을 가르치는 일. 

로부터 확립된다는 점에서 체육전담교사로서 해야 할 수많은 일 중에서도 가, 

장 본연의 일은 체육 수업이라는 사실은 자명했다 또한 체육교사 되기 로서. , ‘- ’
의 내 삶의 여정에서 체육 수업에는 뭔가 다른 특별한 힘이 있다고 느낀 것이 

분명하다면 나는 어렵더라도 본래 체육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전개해 나가고 , 

싶었던 나의 뜻을 펼치고 싶었다. 

  가 경기만이 체육은 아니야 승리보다는 보람을) “ .” : 

 

체육을 재미있는 것으로 치부하는 데에는 움직임의 욕구를 표현하고 자신의 , 

몸을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체육 수업. 

을 선호하는 가장 주요한 근거로는 승리와 패배라는 승부의 묘미가 커다란 축

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경기. 

에서 승리하거나 패배하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스타일의 ‘busy-happy-good’ 
체육 수업은 허무하게 와 닿았다 그런 식의 수업에서 체육교사로서의 내 뜻. 

을 펼칠 여지는 없어 보였다.

몸풀기� 놀이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를� 했다 술래가� 뒤를� 돌았을� 때 술래에게� 움직� � ‘ ’ .� ,�

였다고� 지목당한� 아이들은� 너도나도� 말버릇처럼� 술래에게� 소리를� 질러댔다 나� 안� 움직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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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나도� 안� 움직였다고 너� 두고� 봐라!”,� “ !� .”�

아이들은� 각자� 자기는� 분명� 잽싸게� 멈추었는데� 술래가� 거짓말을� 한다고� 했고 술래는� 그�� � ,�

말이야말로�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러다가� 서로�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이다� 보면� 놀이 가�.� ‘ ’

싸움 이� 된다 놀이� 자체를� 즐기며� 몰입할� 수는� 없는� 것인가‘ ’ .� ?�

교사반성일지(2014.� 3.� )�

아이들은 체육전담교사인 나에게 나 안 움직였어 라는 말이 거짓인지 술“ !”
래의 지목이 거짓인지는 밝혀달라고 했다 그러나 놀이의 당사자가 아닌 나로. 

서는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가 없으며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를 밝혀내는 일, 

은 중요하지 않았다 만약 체육교사인 내가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놀이를 이. 

어간다면 그 놀이에서 중요한 것은 정지자세의 여부 그 자체가 된다 사실관, . 

계를 밝혀내기 위한 진실게임에 서로가 쏟아내야 하는 부정적 에너지의 발산

은 내가 체육 가르치는 일을 하는 목적은 아니었다 증명되지 않더라도 일단 . 

자신과 함께 놀이에 임하는 술래를 존중하고 그의 말을 믿어주는 것 그것으, 

로부터 모든 놀이가 시작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었다 상대에게 걸리면 억울하. 

고 분노를 토해야 하며 어떻게든 상대에게 걸리지만 않으면 승리하는 것이라, 

고 치부하는 아이들은 승리라는 결과만이 최고로 대접받는 승리지상주의식 체

육에 길든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등� 앗싸 내가� 등 거봐 내가� 이긴댔지1 :� !� 1 !� ,� ?

등� 선생님 이거� 연습게임으로� 쳐요2 :� ,� .�

등� 아 내가� 신발� 벗고� 뛰었으면3 :� ,� !

등� 난� 출발신호를� 못� 들었어4 :� .�

년� 월 수업� 중� 교사� 메모(2014 4 .� )

결승선을 통과하기가 무섭도록 아이들은 각자의 반응은 빠르게 보여주었다. 

그 반응들은 분명 각기 다른 내용이었으나 어떤 면에서는 같은 종류이기도 했

다 달리기 결승점에 닿으면 너무도 명확히 갈리는 승부 앞에 아이들은 승자. 

도 패자도 의연하지 못했다 지나간 몇 차례의 달리기 연습 속에서 자신이 계. 

속해서 비슷한 기록을 내고 있음을 아이들은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은 . 

연습게임으로 치자 라며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거나 신발 과 출발신“ ” , “ ” “
호 처럼 외부적인 것에서 그 원인을 찾으며 자신의 탓이 아님을 확인하고자 ”
했다 또 거봐 내가 이긴댔지 라며 상대를 우롱하는 승자의 말에는 이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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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같은 병폐가 패자의 문제의식과 같은 선상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

었다 왜 승리를 통해 자신의 뛰어남만을 으스대려 하는지 왜 패배를 통해 자. , 

신의 부족함을 알고자 하지 않는 것인지 안타까웠다 승리는 달콤하고 패배가 , . 

쓰라린 것은 승리와 패배가 우리에게 결과 로서만 이해되기 때문일 것이‘ ’
다.

나 호각 자 모이세요 끝났습니다 오늘은� 양팀� 모두� 박빙의� 승부를� 펼치며� 최선을� 다하:� ( )� ,� .� .�

는� 모습� 멋졌습니다 양팀� 점수는� 대� 입니다.� 7 7 .�

경오 그럼� 무승부잖아요 아 괜히� 했어:� !� ,� !�

희진 맞아요 이길� 때까지� 할래요:� !� .�

체육관에서� 학생들과� 티볼� 수업� 중의� 대화(2014.� 5.� )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결정 나지 않는 무승부 가 나버린 경기에는 어떠한 , “ ”

성취도 이룰 수 없는 것일까 무승부 를 거부하는 아이들의 원성 뒤에는 괜? “ ” “
히 했다 는 이유가 공식처럼 이어졌다 상대와 온 힘을 다해 겨룬 시간 속에” . 

서 흘린 구슬땀들도 괜히 했다 는 말 속에서 수포처럼 사그라들었다 승리 아“ ” . 

니면 패배라는 결과주의적인 사고방식에 길든 아이들이 체육 을 이해하는 방“ ”
식은 대체로 그렇게 나타났다 나는 과정으로서의 체육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 

게 하는 아이들의 편견을 변화시키고 싶었다 이기는 것만이 체육이 아니라. “ ”
는 점을 호소하고 싶었다.

나는� 체육� 시간에� 진서랑� 다른� 팀이� 되어� 경쟁을� 하였다 하기� 싫었는데 나는� 친한� 친구� .� .�

와는� 절대� 라이벌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친한� 친구랑은� 경쟁하지� 않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장나윤 학생체육일기(2014.� 4.� .� )

예지는 친한 친구랑은 경쟁하지 않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며 경쟁을 “ ”
하면 친한 사이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경쟁은 한 사람은 이기면 한 . 

사람은 지고야 마는 제로섬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경쟁의 결과 일 . ‘ ’
뿐이다 이것이 생성해내는 좌절과 원망과 같은 부정적 감정들 때문에 경쟁을 . 

원천적으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과정으로서의 경쟁을 통해 실력을 . 

겨루기 위해 나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대에 대한 경의와 애정을 가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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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는 것인지 과정으로서의 패배를 통해 자기의 실수를 맞닥뜨리고 거기서, 

부터 박차 오르며 도전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나는 묻고 있었다 경쟁은 우, . 

리 사회를 구성하는 필연적인 요소이기에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비판하고 거

부할 수만은 없다 다만 경쟁이 우리의 삶 곳곳에서 약간의 차이를 드러낼 뿐 .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이라면 올바른 패배 즉 멋지게 지는 법에 대한 교, , 

육을 학교체육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다.

나 오늘� 티볼� 수업에서는� 여자팀과� 남자팀으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

성이 아 선생님 그럼� 재미없죠 여자애들이랑은� 게임이� 안� 돼요:� ,� !� !� .

나 게임이� 되게끔� 합시다 공격� 시에� 만약� 여학생이� 안타를� 치면� 루를� 진루할� 수� 있습니:� .� 2

다 여학생은� 수비할� 때는� 날아오는� 공을� 손바닥으로� 쳐내기만� 해도� 아웃으로� 인정합.�

니다.

여학생들 환호:� ( )

현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너무� 불공평해요:� ?� .�

나 그래서� 이번� 경기의� 이름이� 불공평티볼 입니다:� ‘ ’ .�

동재 불공평한� 걸� 왜� 해요 그럼� 우리만� 억울하잖아요:� .� .�

민규 남학생을� 향해 어쩌면� 재미있을� 것� 같지� 않냐 그래도� 남자가� 이길� 거� 같은데:� ( )� ?� ?

희진 남학생을� 향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길� 거� 같은데:� ( )� ,� ?�

체육관에서� 학생들과� 수업� 중� 대화(2014.� 6.� )

무엇이 공평한 경기이며 무엇이 불공평한 경기일까 공평하다 는 어느 쪽도 ? ‘ ’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는 뜻으로 정의된다 국립국어원 그러나 그러한 정( , 2016). 

의는 결과로서의 고름 을 이야기하는가 과정으로서의 고름 을 이야기하는가‘ ’ , ‘ ’ ? 

스포츠 경기가 매번 무승부 로 끝날 것이 자명하다면 누구도 득점하기 위해 “ ” , 

노력을 기울이기 않을 것이다 승패가 명확히 갈리는 스포츠의 승부야말로 더. 

욱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도록 이끄는 묘미일 것이다 승리는 스포츠가 추구하. 

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적어도 체육에서는 승리 자체가 최고 최선의 가치가 , ‘ ’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양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규칙 체계를 가지고 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공평한 경기라 부를 수 있다 그렇다면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해 온 . 

규칙은 과연 공평한가 실상 전력을 균등화하기 위해 남학생과 여학생을 혼성? , 

으로 팀을 편성하고 공평한 규칙이라는 이름 아래 경기를 이어가다 보면 여, 

학생은 신체조건이나 운동 기능이 뛰어난 남학생들에 가려진 그림자 같은 존

재로 남곤 한다 나는 당연히 공평한 규칙 으로 생각해온 상식을 파괴함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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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결과적 승리 만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 . 

때로는 규칙이 불공평하다 하더라도 대체로 수긍하기 힘든 비상식이라 하‘ ’
더라도 승부를 아슬아슬하게 겨루는 과정 그 자체에 온 정신을 집중하며 진, 

땀을 빼고 최선을 다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희열과 보람을 발견할 수 있을 것

을 믿었다 그날 평소 눈에 띄지 않던 여학생들까지 최고의 노력을 기울인 그 . , 

경기에서 남학생들은 가까스로 이겼다 수업을 마치고 여학생들도 남학생들도 . 

다음 시간에 또 불공평티볼 을 하자며 졸라댔다 분명 그때 남학생들은 애초“ ” . , 

에 이 게임은 남학생이 백 보 양보함으로써 성립한 경기라는 것에 대해서 더

는 억울해하지 않았다.

오늘은� 아이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의� 뜻을� 이야기하며 로� 뽑힌� 친구들은� 스포� � ‘ ’ ,� MVP “

츠맨 답게� 봉사할� 것을� 제안했다 아이들은� 그날그날의� 수업에� 쓰였던� 체육� 용구와� 쓰레기” .�

를� 정리하는� 것을� 봉사� 내용으로� 정하자고� 했다.

승리한� 자로서� 자만심� 대신�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겨뤄준� 상대를� 위해� 봉사를� 한다는�� �

일이란� 얼마나� 아름다운가 앞으로의� 수업이� 기대된다 아마도� 봉사를� 하기� 싫어서� 승리를�!� .�

포기하는� 우매함을� 보일� 아이는� 없을� 것이다.

교사반성일지(2014.� 5.� )

어떤 경기에서든 승리한 아이들에게는 환희가 넘쳤다 승리가 주는 기쁨은 . 

패배가 주는 좌절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어야 했다 하지만 늘 그랬왔듯. , , 

이긴 아이들은 승리했다는 사실을 세레모니 하듯 뽐내는 것에 그쳤다 만약 . 

승리가 자신의 숱한 좌절과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결과라

면 그리고 자신이 이룬 승리가 자신이 포기하지 않도록 지지해준 사람들의 , 

존재에 기반을 둠을 안다면 그러한 승리의 환희는 더욱 떳떳하며 축하받아 , 

마땅하다 나는 아이들이 승리한 자로서의 자만심 보다는 자부심 을 갖길 원. ‘ ’ ‘ ’
했다 자랑하며 뽐내는 것과 마음을 당당하게 가지는 것은 분명 다르다 승리. . 

를 뽐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마음을 당당하게 가지게 하기 위해서 승리를 

자만으로 그치는 승리지상주의식 체육 수업에 대한 틀을 바꾸고자 했다 그를 . 

위해서 나는 아이들 각자가 노블레스 오블리주 의 마음으로 전체를 위해 봉사‘ ’
하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다고 믿었다 자신의 승리는 자신의 뛰어남만을 말.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겨뤄준 상대에 대한 고마움과 경기 자체에 대한 경

의를 표하는 연습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그 봉사가 순전히 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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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것이라 볼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교사에 의해 구조화되었다 할지라도 칭, 

송받는 자로서 가져야 할 감사함과 책임감을 연습하는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

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나 저도 이젠 누굴 지킬 수 있어요 생각보다 강한 나) “ .” : 

많은 학생이 체육 시간을 좋아하고 기다리지만 누구에게나 늘 그러한 것은 , 

아닐 것이다 다년간의 승리지상주의식 체육 수업을 겪어내면서 특히 패자 역. , 

할에 익숙한 학생들은 운동을 즐기지도 체육 수업을 그다지 고대하지 않았다. 

난� 체육은� 앞으로도� 그냥� 못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못� 하는데� 하면� 시간� 낭비일� 것� 같아� � .�

서이다 나는� 승준이보다도� 못한다 내가� 승준이보다� 더� 큰데도� 나는� 뭐든지� 못한다.� .� .

임성민 학생체육일기(2014.� 4.� .� )

높이뛰기 수업을 주제로 내준 체육 일기에서 성민이는 또 하고 싶지 않다“ ”
고 말했다 학창시절 운동 기능이 뛰어나지 않았던 여학생 중 한 명으로서 나. 

는 성민이의 마음을 왠지 알 것 같았다 그런데 성립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 . 

중에서 왜 하필이면 어차피 못해서 라는 생각을 해야만 했는지 가슴이 아팠“ ” , 

다 어차피 못해서 라는 말에는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나는 못한다. “ ” “ ”
는 일종의 경험적 회피가 담겨 있었다 실패의 경험이 누적되면서 도전 자체. 

를 회피하게끔 하는 그 원천은 무엇인지 나는 알고 싶었다 내가 바꿀 수 있. 

다면 바꾸고 싶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아득했다 막막함과 아득, . 

함에는 항상 근심이 함께했고 나는 스스로 운동을 못한다 고 생각하는 학생, “ ”
들이 최대한 도전 의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에 걸쳐 게임의 형태

나 규칙을 변형하고자 했다. 

피구는� 상대에게� 공을� 맞혀� 아웃을� 시켜야만� 팀의� 승리에� 득이� 되는� 경기이다 그래서�� � .�

공을� 잘� 던지는� 아이들이� 돋보이기� 마련이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적지� 않은� 아이들이� 공이�,� .�

무서워� 공을� 피하기만� 하다가 그마저도� 제대로� 못� 해서� 금방� 아웃되어� 나간다 수비� 영역,� .�

으로� 나가서도� 공을� 잡지� 않고� 멀뚱히� 서� 있곤� 한다 그� 아이들은� 늘� 자신을� 소외시키고�.�

있다.�

그래서� 오늘� 학년� 피하기형게임� 삼국통일피구� 수업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다 공� � 3 .� “

을� 잘� 던져서� 상대를� 아웃시키는� 사람은� 물론 공을� 받아내는� 친구 날렵하게� 잘� 피해서�,� ,�

팀에서� 마지막� 살아남은� 명� 안에� 든� 친구 경기� 매너� 때문에� 선생님께� 특별한� 경고를� 받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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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친구에게� 모두� 점씩� 득점으로� 인정해� 줍니다1 .”� �

변형된� 규칙에� 대부분의� 아이는� 환호했다 예상대로 공격력이� 뛰어난� 일부� 학생은� 아쉬워� .� ,�

했다 우리의� 체육� 수업에서의� 목표는� 잘하는� 사람이�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제� 몫.�

을� 해내는� 수업임을� 나는� 다시� 한� 번� 힘주어� 말했다.�

아이들� 중� 누가� 공을� 받아냈고� 누가� 매너를� 지키지� 않았는지� 메모를� 하느라� 나는� 바빴� �

다 그래도� 그� 덕분에� 아이들이� 어떻게든� 공을� 받아내� 보려� 애쓰고 더� 당차게� 피하려고�.� ,�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교사반성일지(2014.� 7.� )

나는 피구 규칙의 변형을 통해 공을 잘 던지는 능력뿐만 아니라 공을 잘 받, 

아내는 능력 공을 잘 피하는 능력 경기 매너를 지키는 태도에도 점수를 부과, , 

했다 이를 통해서 득점 기회를 늘리고 득점의 요인을 다양화함으로써 공을 . 

잘 던지지 못하는 학생에게도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자 했다 소극적인 학생. 

들도 득점을 하여 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체육교사로서의 내가 도전해야 할 몇 가지 난제가 .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소외되는 약자에 대한 배려와 강자의 불만 사이에서. , 

계량화의 비교육성과 교육성 사이에서 학교에서 체육 가르치는 일의 의미를 ,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했다 그래야만 나 자신을 설득하고 아이들을 설득할 . 

수 있었다. 

첫째 이러한 조치는 운동 실력이 뛰어난 학생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느낄 수 , 

있었다 그러나 학교체육은 일부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고 양성해내기 위한 엘. 

리트 스포츠의 목적과 다르다 따라서 이미 높은 운동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학. , 

생들이 활약하는 기존 수업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운동에 대한 경험적 회

피는 성인기가 되어서도 무한정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었다 이를 . 

위해서는 모든 학생이 고르게 활약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체육교사

로서의 내가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일이었다. 

둘째 평소의 나는 인간의 행동에 점수를 부과하는 것이 비교육적인 처사라, 

고 생각해 왔었다 그러나 그 점수를 한 학생의 인간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 

는 것이 아니라 학생 자신의 운동 실력의 진전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된, 

다면 그것은 충분히 교육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어 보였다 점수 부여를 통. 

한 행동 강화를 무조건 거부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

면서도 교육적 의미를 담보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나가는 것이 체육교사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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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할 일이었다.

변형된 규칙은 아이들의 다양한 시도에 대해 점수를 부과함으로써 자신감을 

고취시킨다는 면에서 제법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역시나 공을 잘 던지는 등 . 

공격력이 뛰어난 친구가 게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기존 수업

과 마찬가지였다 어떻게 하면 공을 잘 못 던지는 친구도 잘 던지게 할 수 있. 

을까 나는 골몰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이름하여� 양보배려피구 를� 했다 상대를� 한� 번이라도� 아웃시킨� 친구는� 두� 번째�� � “ ” .�

라운드에서� 피하기만� 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았다 어쩔� 수� 없이� 공에� 맞기� 싫어서� 공을� 잡.�

았을� 때는� 공을� 옆�친구에게� 건네주도록� 했다.�

이번에도� 역시나� 다수의� 학생은� 환영했지만� 평소�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내켜하지� 않았� �

다 나는� 그� 아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 수업의� 목적은� 본래� 상대를� 아웃시키는� 것이� 아니.�

라� 요리조리� 잘� 피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으며 모두가� 성장하는� 데�있다고� 말했다,� .

교사반성일지(2014.� 7.� )

나는 다시 한 번 한 번이라도 상대를 아웃시킨 성공 경험을 가진 친구는 “ ” 
다음 판부터는 피하기만 함 으로써 성공 기회를 다른 친구에게도 양보할 것“ ”
을 제안했다 말하자면 소수의 실력자에게 독점된 성공 기회를 구조적 배분을 . , 

통하여 운동은 어차피 못한다 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경험적 회피가 반복되는 “ ”
현상을 막아보자는 뜻이었다 실상 가장 흔하게 이루어지는 체육 수업의 형태. , 

는 단체 경기 로서 이는 체육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실력 향상 정도를 파악하‘ ’ , 

고 개별 지도하기는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다 물론 학생 한 명 한 명의 긍. , 

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교육의 목적임이 분명하지만 인의 교사가 , 1

다인수 학급을 상대해야 하는 학교 현장의 실제적인 여건이 그다지 녹록지 못

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기본기 습득을 위한 수업이 아닌 한 판의 경기 나 게. , ‘ ’ ‘
임 위주로 진행되는 체육 수업의 경우 운동 실력이 뛰어난 소수의 학생의 주’ , 

도적인 역할을 하고 나머지 다수의 학생은 그 그늘에 가려지기 마련이다 심. 

지어 그 소수의 뛰어난 실력자들은 어느 종목이든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 

성이 크다 이는 대다수의 학생이 반복적 소외 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 ‘ ’
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나에게 있어 체육전담교사로서의 일을 스스로 떳떳. 

하고 정정당당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그저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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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렇지 잘했어 요요하듯이� 손목으로� 공을� 감싸� 쥐고� 팔꿈치를� 이용해서:� !� !� !

서이 아 됐다 됐다 선생님 저� 늘은�거� 같아요 이따가도� 잘해야� 하는데:� ,� !� !� ,� !� .

나 그래 서이 정말� 많이 너희들� 다음� 시간에도� 수업� 분� 전에� 일찍�와서� 더� 연습하자:� ,� !� !� 5 .

체육관에서� 농구형� 게임� 수업� 중� 대화(2014.� 9.� )

고사리 같은 손으로 육중한 농구공을 손바닥으로 탁탁 때리는 서이의 모습

을 보노라면 서이가 농구공을 드리블 하는 것인지 농구공이 서이를 드리블 , 

하는 것인지 헷갈렸다 서이는 작달만한 체구로 뭐든지 열심히 하고 싶어 하. 

는 학생이었지만 실력은 의욕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늘 아쉬웠다 이런 경, . 

우 실력은 어떻게 하면 향상되는 것인지 나는 고민스러웠다, .

승패만이 중요한 듯 이어지는 경기 또 경기 의 허무한 반복은 아이들로 하‘ , ’
여금 정작 자신의 약점이 무엇이며 어떠한 노력이 더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을 

가로막는 것 같았다 난 스스로 기본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체. 

육 수업이 있는 날 다른 아이들보다 분 일찍 와서 연습하도록 했고 개별적5 , 

으로 지도해 주었다 실상 체육교사인 나에게도 물론 쉬는 시간의 휴식은 달. , 

콤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자신의 부족한 실력 때문에 짓눌릴 의욕. 

을 떠올리면 그 짧지만 긴 시간을 허투루 날려버릴 수 없었다 그런데 어떤 . 

경우에는 짓눌릴 만한 한 점의 작은 의욕 조차도 없는 무기력한 아이를 마주‘ ’
해야 했고 그것은 체육교사인 나로 하여금 더 큰 난관에 봉착하게 만들었다, .

나 오늘은� 엄마오리� 아기오리� 피구 를� 하겠습니다 모둠장은� 엄마오리이고 모둠원들은� 아:� ‘ ’ .� ,�

기오리입니다 아기오리들은� 엄마� 오리� 뒤로� 앞사람� 허리를� 붙잡고� 늘어섭니다 엄마.� .�

오리와� 아기오리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꽉� 붙잡아야� 하겠지요 아기오리는�?�

한� 번� 공을� 맞으면� 아웃되지만 엄마오리는� 아기오리가� 뒤에� 있는� 한� 공을� 맞아도� 아,�

웃되지� 않아요 아기오리는� 지켜야� 하기에� 엄마오리는� 강합니다.� .

현수 손을� 번쩍� 들며 와 제가� 엄마오리� 할래요 제가� 우리� 반에서� 공� 제일� 잘� 던져요:� ( )� ,� !� !

아이들 맞아요 현수� 공� 근데� 너무� 아파요 웅성댐:� !� .� ( )

나 자 주목 오늘의� 엄마오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새로� 발표하기로�:� ,� !� .�

한� 새� 모둠의� 모둠장들입니다.

모둠� 발표� 후( )�

진서 내� 곁에� 다가와 선생님 저는� 모둠장� 하고� 싶지� 않아요:� ( )� ,� .

나 음 선생님은� 진서가� 모둠장을� 잘해낼� 것� 같은데 진서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 ,� ...� ,� ?

진서 저는� 누구를� 도와주거나� 지켜주거나� 보호할� 능력이� 되지� 않아요:� .�

체육관에서� 학생들과� 수업� 중� 대화(201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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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렁그렁한 눈물을 가득 담은 진서는 내 곁에 슬며시 다가와 특유의 느린 ,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다 저는 누구를 도와주거나 지켜주거나 보호할 능력. “

이 되지 않아요 진서의 말은 나약했지만 필사적이었다 나는 진서가 자신의 .” . 

나약함을 무기 삼아서라도 피하고 싶은 좌절 그 아이가 겪었을 보이지 않는 , 

무수한 좌절을 떠올렸다 순간 목이 메여 나는 무어라 답하지 못했다 어정쩡. . 

하게 몇십 초를 흘려보내고서 호소해 보았다 진서가 그렇게 생각했다니 선. “
생님 마음이 참 아프다 진서야 그래도 한 번 해보지 않을래 선생님이 생각. , ? 

하는 진서는 진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고 잘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래.”
고민 끝에 느릿느릿 고개를 끄덕인 진서는 그날 아기오리를 지키는 엄마오, 

리가 되어 남보다 더 자주 공에 맞아가면서 아기오리들을 몇 차례 구해냈다. 

진서는 공에 강타 당하는 것을 되풀이하고 있었으니 잘 막아낸다고만은 할 “ ” 

수는 없었다 그러나 사력을 다하고 있는 진서는 분명 달리 보면 잘 막아내. “ ” 
는 게 맞기도 했다 과연 잘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못 한다는 것. “ ” ? “ ” 
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잘함 과 못함 을 가르는가? “ ” “ ” ? 

실상 진서의 잘함 은 반에서 공을 제일 잘 던진다는 현수의 잘함 에 견줄 , “ ” “ ”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감히 견줄 수 없는 진서의 잘함 과 현수의 잘함. “ ” “ ”

을 하나의 잣대로서 견주어 판단하고 있다 교육의 목적은 진서가 현수를 능. 

가하게끔 공을 잘 던지고 받아내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있지 않다 물론 현“ ” . , 

수만큼 공을 잘 다루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교육의 “ ” , 

부차적인 결과로서 따라와야 할 뿐 그 자체가 본질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나는 진서와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스스로 못한다 는 생각을 갖지 않기를 “ ”

원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남과 대등해지거나 남을 앞지르기 위한 잘함. “ ”
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자기 자신보다 스스로 더 잘할 수 있, “
다 는 믿음을 향한 것이다 비교의 잣대를 타인에게 둘 때 나의 못함 은 무” . , “ ”
한하다 어제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나도 이제 나아졌는지를 느낄 수 있도록 . “ ” 
하는 것 학생이 자기의 가능성을 믿도록 돕고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 

일은 체육전담교사인 나의 성장 가능성의 지평을 넓히는 일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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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저도� 이젠�누굴� 지킬� 수� 있어요,� !

한진서 체육관을� 나서며� 수업� 종료� 후� 대화(2014.� 9.� .� )

  다 이해하게 됐어요 이야기로 이어진 우리) “ .” : 

나 여러분은�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활동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무엇을� 하나요 함께� 이야:� ?�

기해� 봅시다.

유진 선생님 저는� 여가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

나 유진아 왜 못한다면� 그� 이유도� 이야기해보자:� ,� ?� .

유진 아빠는� 공사현장에� 가시면� 개월� 있다� 오시고요 우리� 엄마는� 아파서� 거의� 누워� 있:� 6 .�

어요 그래서� 저는� 여가활동� 못� 해요.� .

민수 선생님 저도요 우리� 아빠는� 중국집� 배달이� 시쯤� 되어야� 끝나고요 엄마는� 중국에�:� ,� !� 12 .�

돈� 벌러� 가서� 본� 지� 한참� 됐어요.

윤하 저도요 선생님� 저도� 발표할래요:� ,� .

교실에서� 여가활동� 수업� 중� 대화(2014.� 9.� )

저는 여가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라는 유진이의 말을 시작으로 자기 이“ .”

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외로운 마음들이 주섬주섬 손을 들었다 자기 자신. 

의 생을 걸고 줄기차게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아이들의 얼굴은 쓸쓸했다 아이. 

들은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나 또한 아이들. 

이 실제로 여가활동을 실현하게 될 맥락을 구체적으로 그려본 적 없었다 그. 

저 여가활동 은 나에게 있어 반드시 가르치고 평가해야 할 의무가 있는 등 “ ”

체육교육과정 상의 한 영역이었음을 나는 뒤늦게 돌이켜보았다 체육이 아이. 

들의 삶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여가를 일구도록 입문시키기 위한 교육이라

면 분명히 학교 체육 수업 시간 안에서 아이들의 여가생활과 가정의 여건 그, 

것을 수행할 수 있을만한 정서 상태 등을 살피고 보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담아내는 체육 수업은 반드시 서로의 . 

이야기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한지를 고민하는 , 

일이야말로 교사로서의 보람과 긍지가 실려야 한다고 믿었다. 

체육교사로서의 나의 갈망은 체육 수업이라는 명목 하에 아이들을 그저 안

전하고 재미나게 놀아주는 사람쯤으로 그치는 데 있지 않았다 지난 날 내가 . , 

체육전담교사가 되기까지의 과정 속에는 경기 또 경기 의 심판 역할을 하면“ , ”

서 겪은 이도 저도 무엇도 되지 못한 교사로서의 좌절감이 무겁게 자리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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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디딜 수 있게 한 것은 교사로서의 내가 아이들에. , 

게 뭔가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자신감이었다 그것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 

장 중요한 맥락이었던 아이들과의 소통 은 체육교사가 되어서도 여전히 추구‘ ’

하고 싶은 과정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곳곳에서 한. , 

계를 드러냈다.

나 오늘� 체육� 수업� 어땠나요:� ?

아이들 재미있었어요:� .

나 왜� 재미있다고� 생각했나요:� ?

민재 그냥요:� .

성규 저희� 팀이� 이겨서요:� .

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

도희 민규가� 저한테� 삿대질� 한� 거요:� .

나 오늘� 체육� 수업에서는� 무엇을� 배웠나요:� ?

용진 자신감이요:� .

희준 배려요:� .

운동장에서� 수업� 중� 대화(2014.� 3.� )

무엇을� 얻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나는� 아이들의� 목소리로� 들어봐야만� 체육� 수업에서의�� � ,�

배움이� 느껴지는� 것� 같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 늘� 기대에� 못� 미친다 너무� 짧고� 피상적.� .�

이다 어쩐지� 진실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다 내� 발문에� 문제가� 있는� 걸까 어떻게� 바꿔.� .� .�

야� 할까 체육에서의� 배움을� 과연� 표현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땀� 흘리면� 되는� 것.� ?�

일까 실제체육학습시간의� 압박� 속에서� 왜� 나는� 모둠토론을� 고집하고� 있나?� ...

교사반성일지(2014.� 3.� )

나는 운동할 시간 이 부족하다는 아이들의 원성을 뒤로 한 채 수업 후반부 “ ” , 

분에는 반드시 모둠토론을 진행하고는 했다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발5 . 

표하라고 하면 아이들은 주로 개인적인 득실에 집중하여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었다 진행 방식과 효과를 확신할 수 없으면서도 모둠토론을 고집 하는 이. “ ”
유에 대해 나는 스스로 검열해야 했다 그 속에서 나는 소통이라는 이름 아래 . 

모둠토론 이라는 방식만을 빌렸을 뿐 정작 소통의 중심이 될 만한 주제가 “ ” ‘ ’ , 

없다는 생각에 봉착하게 되었다 나는 아이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만한 이. 

야기 거리를 가급적 가까이에서 찾고자 했다.

나 선생님이� 어제� 여러분� 반� 학생� 중� 명에게서� 어제� 진짜� 스포츠맨 의� 모습을� 봤어요 오:�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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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은� 수업� 전에� 그�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아이들 누군데요:� ?

나 어제� 방과� 후에� 높이뛰기� 학교대표선수� 선발대회가� 있었어요 재호와� 빈이가� 역전에� 역:� .�

전을� 거듭하며� 아슬아슬한� 승부를� 겨루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에서� 먼저� 시도한�.� 108cm

빈이는� 실패했고 재호는� 가로대에� 아주� 살짝� 닿긴� 했지만� 떨어뜨리지� 않고� 성공했어,�

요 모두가� 기립박수를� 쳤고� 재호가� 학교대표로� 뽑히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재.� .�

호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들 뭐라고요:� ?

나 선생님 사실은� 저�가로대가� 내려가� 있었어요:� ,� 1cm� .

아이들 와 재호� 대박:� ,� !

나 재호는� 높이뛰기� 가로대가� 인� 줄� 알고� 뛰어넘었는데 뛰는� 동안� 로� 살짝�:� 108cm ,� 107cm

내려가� 있었던� 걸� 보았대요 그것을� 본인이� 정직하게�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정직.�

하게� 말한� 거지 아무튼 결과적으로� 그다음� 시도에서� 성공한� 빈이가� 육상대회� 선수로�.� ,�

뽑혔어요 하지만� 빈이� 못지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정정당당한�.�

재호의� 모습도� 진짜� 스포츠맨 이었어요 여러분이� 재호였다면� 어떡했을� 것� 같아요‘ ’ .� ?�

체육관에서� 수업� 중� 대화(2014.� 4.� )

학교대표 선발대회가 있던 날 실제로 재호가 보여준 스포츠맨십은 체육교사, 

인 나에게도 커다란 감동으로 와 닿았다 그렇다면 이 생생한 감동을 재호와 . 

같은 반 친구들이 알게 된다면 감동은 더욱 배가되고 좋은 교훈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예상대로 아이들은 재호의 행동에 놀라워하며 재호를 추켜세웠다. . 

그때부터 나는 수업마다 인상적인 스포츠맨십을 보여준 학생들의 행동을 관, 

찰하고 메모해 두었다가 그 이야기를 소통의 초점으로 삼기로 했다 만약 자, . 

신의 친구가 진짜 스포츠맨 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과연 그 친구의 “ ” , 

어떠한 태도가 그러한지를 몹시 궁금해하고 닮으려고 하는 모습들은 바로 아

이들의 표정과 말로 나타났다 그런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나는 가슴이 벅차. 

올랐다. 

실상 체육 수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운동 실력과 함께 내면의 힘을 겸비한 , 

스포츠맨십의 형성에 있다 그러나 스포츠맨십을 설명하는 방식의 수업은 때. ‘ ’
때로 아이들로 하여금 스포츠맨십을 고리타분한 도덕률로 취급하게 하기도 한

다 하지만 스포츠맨십을 갖춘 진짜 스포츠맨 이 바로 자기 자신 곁에 존재한. “ ”
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것이다 나는 스포츠맨은 탁월한 운동 실력과 훌. 

륭한 인성을 갖춘 어느 완벽한 인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 ‘ -

기 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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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오늘부터는� 모둠토론� 시간에� 진짜� 스포츠맨을� 직접� 뽑아보자고� 했다 오늘� 수� .�

업에서� 스포츠맨 다운� 행동을� 보여준� 친구들� 모둠� 내에서� 명 반에서� 명� 선정해서� 그� 이“ ” 1 ,� 1

유와� 함께� 발표해� 보라고� 했다 발표할� 때면� 학생들� 눈이� 있는� 대로� 커지면서� 궁금해하는�.�

웃음기들이� 드러난다 저희끼리의� 토론으로� 직접� 뽑은� 진짜� 스포츠맨이어서� 그런� 것� 같다.� .

아이들은� 팀의� 득점에� 기여할� 만큼�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친구를� 뽑기도� 했고 실수한�� � ,�

자신에게� 같이� 다시� 해� 보자 라며� 손을� 건네준� 친구를� 뽑기도� 했다 운동� 기능이� 뛰어나“ !” .�

서� 부러운� 친구 자기에게� 유리하게� 굴어준� 친구를� 칭송하는� 것으로� 끝날까� 봐� 하는� 걱정,�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각자가� 생각하는� 스포츠맨의� 모습을� 근거로� 대면서� 이야기하,�

는� 모습이� 만족스럽다.� �

교사반성일지(2014.� 5.� )

진짜 스포츠맨 에 선정되었다고 해서 평가에서 가산점을 준다든지 상품을 “ ”

시상한다든지 하는 특별한 보상 체계는 없었다 단지 선생님의 인정과 친구들. , 

의 박수갈채만이 있을 뿐이었지만 아이들은 진짜 스포츠맨 이 뽑히는 순간에, “ ”
는 모두가 집중했고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고요했다 그러나 진짜 스포츠맨 이 . “ ”
체육교사에 의해서 선정되기만 한다면 과연 그는 진정으로 친구들의 인정과 , 

지지도 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 즉 아이들은 스스로 진짜 스포츠맨 인 급우의 , “ ”

행동을 통해 진정으로 인격적인 감화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스스로 물어야 

했다 어느 순간 그 고민의 자리는 아이들 스스로 모둠 토론으로 직접 선정한 . , 

진짜 스포츠맨 의 존재가 대신했다“ ” .

우현 저희� 모둠이� 뽑은� 진짜� 스포츠맨은� 신예지입니다 아까� 예지가� 우리� 모둠이� 실수했을�:� .�

때� 그래도� 잘했어 괜찮아 이렇게� 말해줘서� 우리� 모둠� 애들이� 다� 열심히� 한� 거�“ .� .”�

같아요.

나 오 그랬구나 선생님은� 그건� 몰랐었는데 예지가� 여러� 친구에게� 힘을� 주었네 자 다:� ,� ?� .� ?� ,�

음� 모둠� 발표해볼까요?

민성 저희� 모둠도� 오늘� 신예지를� 뽑았습니다 아까� 예지가� 성민이한테요 지난번� 발야구�:� .� .�

때도� 잘했으니까� 오늘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성민이한테� 공들고� 가운데서�,�

공격하라고� 말했어요.�

나윤 예지가� 성민이가� 잘할� 수� 있게� 격려해주는� 게� 보기� 좋았어요:� .

체육관에서� 모둠토론� 중� 대화(2015.� 5.� )

부탁했던 대로 아이들은 모둠 토론의 결과로 선정된 진짜 스포츠맨 을 발, “ ”
표할 때면 각자 인상적이라고 느낀 말이나 행동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야기

해주었다 또 운동 실력만 좋은 사람을 뽑지도 않았다 다만 아이들은 각자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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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스포츠맨 을 뽑은 각자의 그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고 진심으로 박수를 “ ”
치면서 행복해 보였다 나는 박수에 담긴 지지야말로 뽑힌 사람에게도 뽑은 . 

사람에게도 스포츠맨십을 향해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해 나는 아이들 내면을 움직이는 힘이 . , 

무엇인지 아이들 저마다 겪은 그 사소한 일들을 풀어내는 방식을 보면서 체, 

육교사로서 내가 미처 깊숙이 들여다보지 못한 아이들의 마음 속 이야기를 가

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때로는 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진짜 스포츠맨 의  . “ ”
영광의 그림자에 가려진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서는 체육교사의 본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할 순 없었다. 

준홍 아까� 공� 주고받기할� 때요 저는� 찬형이가� 준� 공을� 마지막� 한� 번만� 받으면� 개� 성공:� .� 10

이었는데� 제가�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찬묵이가� 저한테� 편하게� 준� 공도� 못� 받는다면.�

서� 뭐라고� 해서 눈물......� ( )

찬형 미안해 준홍아 나는� 네가� 일부러� 나를� 골탕� 먹이는� 줄� 알고 내가� 말이� 심했던�:� .� .� ......�

거� 같아.

준홍 골탕� 먹인� 거� 아니야 나도� 잘하고� 싶은데� 그런� 거야 공을� 못� 받은� 거� 나도� 미안해:� .� .� .�

나 준홍아 찬형아 진심으로� 마음이� 풀린� 거니:� ,� .� ?

찬형 네 이해하게� 됐어요:� ,� .

준홍 저도요:� .�

체육관에서� 모둠토론� 중� 대화(2014.� 7.� )

수연 저는� 서언이보다는� 못했지만� 처음으로� 를� 성공해서� 기분이� 좋아요 전에는�:� 90cm .�

까지밖에� 못� 가서 길� 가다가도� 가위뛰기� 연습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60cm ,� .� 90cm

까지� 간� 것� 같아요 웃음 그리고� 만약� 저� 혼자서� 높이뛰기를� 하고� 기록을� 쟀다면�.� ( )�

쯤� 넘고� 나서� 누가� 이� 높이를� 넘을� 수� 있겠냐고� 생각했을� 텐데 서언이� 때문75cm ,�

에� 도� 넘을� 수� 있었던� 거� 같아서� 고맙기도� 해요90cm .

체육관에서� 모둠토론� 중� 대화(2014.� 9.� )

편하게 준 공도 못 받냐 며 핀잔을 주던 찬형이는 분명히 이해하게 됐“ ” “
어요 라고 말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상대의 처지에 자신을 가만히 .” . 

들여놓아 보는 역지사지의 시간이었다 모둠토론은 남의 생각과 내 생각과의 . 

연관을 깨닫게 함으로써 남과 나의 생각은 다르지만 같고 같지만 다른 선상, 

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정이었다 그런 이유로 나는 시작부터 시행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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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투성이인 모둠토론이었지만 토론이 거듭될수록 그 시간을 기대하게 되었다. 

내가 모둠토론 시간을 좋아했던 이유는 여백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자. 

기식의 자기 말을 피워낼 권리 즉 함께 겪은 운동 경기에 대한 해석의 여지, 

가 있다는 것을 뜻했다 말하자면 못했지만 으로 시작해서 고맙기도 해요. , “ ” “ .”
로 끝나는 수연이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나는 패배자의 패배가 그저 패배로 , 

남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이는 그저 패배자에게 승패에 굴복하지 않을 권리를 주는 것과는 분

명히 달랐다 비록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혹은 진짜 스포츠맨 이 . “ ”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누구든 최선을 다해 겨루었다면 각자의 소회가 있을 , 

터였다 그것의 내용이 아쉬움이든 부끄러움이든 그가 그것을 털어놓을 기회. 

를 가졌으면 했다 서로의 상대가 되어 겨룬 모든 아이. 가 그 이야기에도 주목 

했으면 했다 그것이야말로 운동 경기가 끝나고도 살을 맞대고 함께 살아가야 . 

할 공동체로서의 우리 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믿었다 그것을 통해서 멋지게 “ ” . 

지는 법 좌절감을 털어내는 법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태도야말로 초등학교 체, , 

육교사가 본질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일이이라 믿게 되었다.

  깜짝 놀랐어 동료와의 소통 2) “ ” : 

나는 체육 가르치는 일을 통해 펼치고 싶었던 체육 수업의 본질을 지켜냄으

로써 초등체육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잠재된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했다 그, . 

러나 체육 수업뿐 아니라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의 학교 구성원들과의 관, , 

계 또한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체육전담교사로서 외면할 수 없는 

지점이었다 실상 체육 수업을 향한 나의 고투가 체육교사로서의 나와 밀접한 . ,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에게는 그저 자기 수업에나 신경 쓰며 마당쇠나 일꾼으

로서의 제 역할 은 하지 않고 없는 사람 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닌가에 관한 ‘ ’ “ ”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하지만 체육교사로서의 나의 노력과 열정은 다른 . 

무엇보다도 체육 수업 을 통해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으며 그에 터하‘ ’ , 

여 학교 구성원들에게도 가슴 속 울림이 있는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

였다.  

나는� 높이뛰기를� 못� 한다는� 부정적인� 생각과� 겁을� 먹고 너무� 멀리에서� 뛰어서� 잘� 못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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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같다 그래도� 기분이� 좋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나에게� 자세가� 좋으니� 곧�.� .� ,�

성공할� 거라고� 칭찬을� 해주셨기� 때문이다 만약� 다음에� 또� 뛴다면 다음에는� 선생님께서� 말.� ,�

씀해주신� 것을� 귀담아듣고 꼭� 성공을� 할� 것이다,� .

년� 월 임윤정 학생체육일기(2014 4 .� .� )

나는� 오늘� 넘어졌지만 기분이� 좋았다 선생님이� 나를� 일으켜주고� 박수쳐� 주어서이다� � ,� .� .�

년� 월 김우남 학생체육일기(2014 4 .� .� )

을� 넘었을� 때� 선생님이� 폴짝폴짝� 잘� 뛴다고� 칭찬해주셔서� 기분이� 좋았다 왜냐하면� � 90 .� ,�

폴짝폴짝이라는� 말이� 듣기� 좋았기� 때문이다.�

국승호 학생체육일기(2014.� 4.� .� )

내가 자세가 좋으니 곧 성공할 것 이라고 말을 했는지 폴짝폴짝 잘 뛴다“ ” , “ ” 

고 칭찬을 했는지 넘어진 학생에게 박수를 쳐주었는지 나는 아이들의 글을 , 

보고서야 기억했다 나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사소한 말과 행동을 . 

아이들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더 잘하고 싶었다. . 

일기를 통해서 아이들은 나에게 받은 격려와 응원을 긍정적으로 재현하고 있

다 그러나 실상 아이들의 일기는 체육교사인 나에게 있어서도 나의 진심과 . 

열정을 이해해주는 존재를 만난 기쁨을 전해주는 것이었다.

훈규 길다가� 달려오며 선생님 우리� 내일� 협동주먹야구� 하지요:� ( )� ,� ?

나 어 너� 어떻게� 알았어:� ?� !

훈규 점심시간에� 학년� 형아랑� 옆� 반� 친구들이랑� 운동장에서� 축구하며� 놀았는데 다� 알려:� 6 ,�

줬어요 웃음 이기려면� 협동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려줬어요.( )� ,� .�

웃음 엄청� 재미있대요( )� .

나 아유� 참 하하 벌써� 알아버렸어:� ,� !� ?

계단에서� 학생과의� 대화(2014.� 6.� )

길을 지나고 있는 나에게 달려와 말을 건 아이가 훈규라는 것은 예상 밖의 

일이었다 훈규는 누구보다도 궂은일을 도맡는 아이였지만 말수만큼은 유난히 . 

적었다 그런 훈규와 나를 이어준 건 동일한 수업 차시를 먼저 경험한 학생들. 

의 입담이었다 훈규는 다 알려줬어요 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엄청 재미있. “ .” “
다 고 힘주어 말했다 체육 수업의 수식어처럼 따라붙던 재미 라는 말을 유난” . “ ”

히 탐탁지 않았던 나였다 하지만 신이 난 훈규의 목소리에 담긴 재미 는 오. “ ” “
늘 재미있는 거 해요 라는 일전의 문장 속에 놓여 있던 재미 와는 달랐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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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가 체육 수업에 대해서 맹목적인 쾌감을 얻고자 하는 재미 였다면 전자“ ” , 

는 경험자가 보장하는 재미 로 인한 기대감과 신뢰감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 . 

내가 전개해나간 수업이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말로 묻고 직접 

들어보아도 알 수 없는 것이 수업이었다 그렇기에 지나간 체육 수업을 경험. 

한 아이들의 긍정적 소회를 듣는 일도 그로 인해 다가올 체육 수업을 한껏 , 

기대하며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훈규의 표정을 보는 일도 모두 체육교사인 

나를 설레게 했다 때때로 마주하는 그 사소한 설렘이 체육교사로서의 더 큰 . 

가능성을 희망하게 했다. 

명� 부장 선생님� 홑몸도� 아닌데� 체육� 수업� 하느라� 고생� 많지 애들이� 선생님� 좋다고� 난리:� ?�

야 아니� 도대체� 체육�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

나 아유 부장님 아녜요 웃음:� ,� .� .( )

명� 부장 우리� 반� 애들� 일기에� 체육� 시간� 이야기가� 많더라고 애들이� 체육� 시간을� 얼마나�:� .�

좋아하는지� 알겠어.�

나 아 그랬어요 뭐라고� 썼는지� 궁금한데요 하하:� ,� ?� ?�

명� 부장 내가� 혼자� 보기가� 아깝다니까 선생님은� 체육� 쪽으로� 연구를� 많이� 했나� 봐:� ?� ?

년� 월 복도에서� 부장교사와의� 대화(2014 9 .� )

체육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며 격려의 말을 걸어온 이는 다름 아“ ”
닌 이런 체육 수업은 사고 한 번 나면 다 끝 이라는 엄포를 놓았던 부장교사“ ”
였다 복도를 거닐며 그저 묵례로 스쳐 지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나. 

에게 사무적인지 않은 대화 를 건넨 일은 그저 우연이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
이다 누가 알아주는 것 아닌 무모한 노력을 하던 나의 체육 수업에 대해서 . “ ” 

조금은 달리 보게 된 것은 우리 반 애들 일기 를 통해서라고 그이는 설명하“ ”
고 있었다 어느 순간 그이에게 내가 체육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한 사람 으로 . “ ”
이해되고 있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체육 수업을 향한 나의 노력과 열정이 . 

더는 외로운 고투로 남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했다 체육교사. 

로서의 나의 열정과 그것을 이해해주는 동료의 존재를 통해서 그이와 나는 

가볍지 않은 대화 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 . 

나 교실에� 들어서며 안녕하세요:� ( )� ?

김� 부장 어머 우리� 임혜림� 왔어 내가� 임혜림� 수업하는� 거를� 우연히� 지나다가� 봤는데 나:� ,� !� ,�

는� 깜짝� 놀랐어 내가� 한참을� 쳐다보다� 왔잖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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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사 웃음 아니� 남의� 수업을� 왜:� ( )� ?

김� 부장 글쎄 배드민턴을� 가르치는데� 애들이� 그림같이� 움직이는� 거야 애들� 앉혀놓고� 서:� ,� .�

브� 넣는� 규칙을� 가르치는데 시범조� 애들이나� 앉아� 있는� 애들이나� 죄다� 그림이야,� .�

앉아� 있는� 반� 애들한테� 선생님이� 규칙을� 하나하나� 물어보면� 애들이� 대답하는� 대

로� 시범조가� 그림처럼� 움직이는� 거지 보통� 우리는� 체육� 시간에� 애들� 가르치면�.�

정신없잖아 이� 자식들� 막� 움직이고� 떠들어대고� 서브� 설명하다� 보면� 정신없어져서�.�

이� 시키� 가만히� 있어 이러고 하하하 아니� 그렇다고� 임혜림은� 애들을� 때리는�“ !”� .� .�

것도� 아니고 집중을� 너무� 잘하는� 거야 애들이� 또� 엄청� 좋아해요 체육샘이� 최고.� .� .�

라고 비결이� 뭐야.� ?�

이� 교사 아니� 비결이� 뭐야 체육� 시간에� 애들이� 어떻게� 그래:� ?� ?

나 아 웃음 큰� 비결� 없는데요 웃음:� ...� ( )� .� ( )

김� 부장 뭐야 너만� 알려고� 안� 가르쳐� 주는� 거지 웃음 우리도� 좀� 알자 우리� 언제� 한번�:� !� !( )� !�

임혜림한테� 체육� 교수법� 강의� 받아야� 해 언제� 배울� 수� 있는� 거야.� ?�

한� 교실에서� 저학년� 교사� 티타임� 중� 대화(2014.� 10.� )

분명 눈앞에 있어도 당장 학교 현장에 산적해 있는 체육 쪽 일 을 하지 “ ”
않으면 없는 사람 으로 취급받곤 하는 존재가 초등체육전담교사였다 더구“ ” . 

나 임신까지 한 여자 체육전담교사로서의 나는 그들에게 쓸모 있음과 쓸모없

음 사이에서 없는 사람 이 되는 것은 명징했다 그런 나를 이전과는 조금 “ ” .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었음을 김 부장은 깜짝 놀랐어 라는 말로 이야기“ .”
를 시작했다 물론 단 한 번의 체육 수업을 우연히 참관하게 된 것만으로 그. , 

가 체육교사로서의 나의 존재를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는 그 우연한 참관을 계기로 삼아 체육교사로서의 나의 분투와 열정을 주변의 

교사들에게 최선을 다해 소개하고 있었다 실상 김 부장의 정성 어린 소개는 . , 

그 스스로가 체육교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려는 나의 노력과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김 부장 덕분에 나는 일순간에 모종의 체육 수업 비. “
결 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 

그러나 나를 추켜세워주는 그의 칭찬이 나는 내심 기쁘면서도 그들을 충족

시키지 못할까봐 부담을 느꼈다 나는 모종의 비결을 가진 쓸모 있는 사람 으. “ ”
로 남고 싶지 않았다 설령 그 비결 이 미천하여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 “ ”
라도 체육전담교사로서의 나의 자리를 떳떳하게 지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으‘ ’ 
로서 나는 이미 있는 사람 으로 이해받고 싶었다 그러한 점에서 특별한 비“ ” . “
결 없는데요 라는 나의 대답은 없는 사람 에 가려져 있던 있는 사람 으로서.” “ ” “ ”

의 나의 노력과 열정을 이해받는 것이었다 이는 동료 교사들과 깊은 대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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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눌 수 있고 그를 통해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리라는 또 다른 희망의 증거로 

볼 수 있었다. 

  스스로 대체 왜 내 자리의 이유 찾기3) “ ” : 

민주 어쩌다� 체육전담이� 된� 거야:� ?

나 어 음 나는� 전� 과목� 중에서� 체육� 가르치는� 게� 제일� 좋더라고:� ?� ,� ...�

민주 그럼� 네가� 체육전담을� 자원한� 거야 스스로 대체� 왜 너� 원래� 운동� 잘했었나:� ?� ?� ?� ?

대학� 동기� 결혼식장에서� 만난� 친구와의� 대화(2014.� 3.� )

오랜만에 만난 대학동기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향해 질문을 쏟아

냈다 실상 어쩌다 체육전담이 된 거야 라는 민주의 물음에는 내가 체육전. , “ ?”

담교사로서 마주하게 될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상상이 묻어 있음을 모르지 않

았다 민주 자신 또한 나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여교사 중의 한 사람이었기 . 

때문에 살갗을 파고드는 칼바람 속에서도 이글거리는 태양 속에서도 한시도 , 

가만히 있지 않은 수십 명의 학생을 왜소한 몸뚱이 하나로 맞서야 하는 고단

함을 모를 리 없었다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의 대다수가 신규 교사나 남교사. 

로 강제 배치되고 있는 현장의 실정 또한 몸으로 부닥쳐 알고 있을 터였다. 

그러나 스스로 체육전담교사가 되기를 희망하였다는 나의 이야기에 민주의 

안타까움은 이내 의아함으로 바뀌었다 스스로 대체 왜 라며 필사적으로 내 . “ ”
자리의 이유를 물어야만 했던 민주의 의아함을 나는 어쩌면 이해할 수 있었

다 나조차도 과연 무엇이 내가 서 있는 지금 여기로 이끌어왔는지 스스로 확. -

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의 질문에 대해 마땅치 않은 답변 거리를 늘어. 

놓고 그중에서 무엇을 골라 답할까 고민하는 내 꼴이란 궁색했다 운동을 잘 . ‘
하지 않는 이상 무언가를 대번에 답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가 나 를 이해할 , ‘ '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그것은 나 의 모든 답을 가두어 ?’ ‘ '
놓았다 하지만 친구의 질문에 대한 나 의 답을 가두어 놓은 것은 체육교사는 . ‘ '

운동을 잘해야 한다는 민주의 편견 때문이기도 했지만 실상 나 자신 때문이, 

기도 했다 속상했다 왜 나는 초등체육전담교사가 되었는지를 당당하게 말하. . 

지 못한 것인지 두려웠다 초등체육전담교사로서의 나를 바라보는 의아함으로 . . 

가득 찬 시선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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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현 누나 제� 친구도� 초등학교� 체육전담하는데� 남자인데도� 진짜� 힘들다� 하대요 누나도�:� ,� .�

힘들지� 않아요?

나 어 웃음 좀� 힘들지 그래도� 뭐� 이왕� 해야� 하니까� 잘해야지:� ,( )� .� .

국현 누나는� 학부� 때� 체육심화도� 아닌데 거기다� 임신까지� 한� 여자� 초등체육전담교사는� 진:� ,�

짜� 지금� 우리나라에서� 누나� 한� 명밖에� 없을� 거� 같아요 웃음 누나도� 신기하지� 않아.� ( )�

요?

대학원� 후배와의� 대화(2014.� 7.� )

국현이는 나를 체육심화도 아니면서 임신 한 여자 체육전담교사 라는 “ ” “ ” “ ” “ ”
네 가지 속성의 교집합으로 설명하면서 누나도 신기하지 않아요 라며 놀라“ ?”
움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질문을 해왔다 그랬다 실상 체육전담교사 라는 역. . , “ ”
할은 체육비심화 임신 여자 가지 중 무엇 하나도 그와 자연스럽게 어“ ”, “ ”, “ ” 3

울릴 만한 조합은 없어보였다 예상치 못한 국현이의 질문은 나에게 주변의 . 

의아함을 무릅쓰고도 초등체육전담교사 직을 이어가야 하는 내 자리의 이유‘ ’
를 묻는 것이었다 그 질문은 나로 하여금 내가 과연 초등체육전담교사 라는 . ‘ ’
지위와 역할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힘든 자리를 고수, “ ” 
하도록 하는지 스스로 답하라는 요청이기도 했다 하지만 나 혼자서는 초등체. 

육전담교사로서의 나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었다 하고 싶어. 

도 요원하기만 한 어쩌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 

어제� 저녁� 티처런� 모임이� 있었다 처음엔� 그저� 체육� 수업에� 필요한� 자료라도� 얻어볼까�� � .�

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시작한� 티처런이었다 그런데� 어느새� 나는� 한� 달에�,� .�

한� 번� 돌아오는� 티처런� 모임�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만약� 티처런이라는� 초등체육교.�

사� 공동체가� 내� 곁에� 없었다면� 나는� 지금쯤� 학교에서� 어떤� 모습으로� 체육을� 가르치고� 있을

까 학교에서� 유일한� 체육교사인�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막막할� 때 나에게� 티?� ,�

처런이이� 있다는� 사실이� 상당한� 심정적� 안정을� 주는� 것� 같다 도움을� 청하고� 질문을� 하면�.�

각자의� 경험을� 풀어주는� 티처런이� 있으니� 고마울� 뿐이다.

나는� 특히� 티처런� 모임에서 서로� 돌아가며� 한� 달간의� 자신의� 체육� 수업� 동정을� 소개하� � ,�

는� 시간이� 가장� 좋다 그� 시간만큼은� 어떤� 형식에도�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한� 달� 동안� 겪.�

은� 삶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다 다른� 선생님이� 열심히� 살아낸� 이야기를� 들으면� 아.� ‘ ,�

저이는� 저렇게� 계속� 나아가고� 있구나 나도� 나아가야지 하고� 배우게� 된다 그리고� 초등체육.� .’ .�

전담교사로서의� 삶이� 더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 포기하고� 싶을� 때 바로� 내� 옆,�

에� 둘러앉아� 있는� 선생님들이�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댓글을� 달아주는� 기분이다 댓글을� 달.�

아주는� 이가� 과연� 누구인지� 표정은� 어떨지� 알� 수가� 없는� 온라인� 댓글과는� 종류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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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진짜� 댓글이자� 진정한� 대화야말로� 동료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내가� 체육�

가르치는� 일을� 이어가는� 힘이� 아닐까.�

교사반성일지(2014.� 6.� )

실상 나라는 한 인간의 삶은 체육전담교사로서의 역할 이외에도 다양한 역, 

할과 그에 따른 역할 행동이 중첩되어 있다 그렇기에 하나의 부품처럼 내가 . 

초등체육전담교사로서 작동해야 하는 학교 라는 반경을 넘어서기만 하면 나“ ” , 

는 체육 가르치는 일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도 몰랐다 이. 

해 불가능하다고만 여겼던 내 자리의 이유 찾기에 한 걸음 다가가게 해준 것

은 마침 한 선배가 이끄는 티처런 이라는 초등체육교사학습공동체와의 만남이‘ ’
었다 돌아보면 그것은 초등체육전담교사로서의 내 자리의 이유를 찾기 위한 . , 

우연한 필연인지도 몰랐다. 

티처런 모임은 체육 수업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에 ‘ ’ 

대한 토의가 주된 내용을 이루었다 그러나 티처런은 지난한 세월 속에서 내. 

가 경험한 각종 교육도서나 교사직무연수 그리고 온라인 교사학습공동체와는 

다른 묘한 매력이 있었다 그것들은 교과의 내용 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데 그. ‘ ’
친다면 티처런은 함께 참여하는 사람 그 자체 에 대한 배움을 지속할 수 있, ‘ ’
었다 체육을 가르치는 나와 비슷한 이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체육 . , 

수업에 대한 열정과 학생에 대한 사랑을 발견했다 거기에서 나는 체육교사로. , 

서의 태도 는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걸고 이루어지‘ ’
는 이야기 속에서 나 스스로 감화되는 것임을 느꼈다.

초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인 티처런은 교실이라는 반경과 형식적인 모임을 벗

어나 오랜 친구와 같은 관심으로 초등체육전담교사로서의 나의 삶에 관해서 

이해하려고 했다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무엇이 왜 아픈지를 읽어주고 .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새로운 자극을 주는 말들의 향연은 내가 체육전담교사

로 왜 살아가는지를 풀어내게 해 주었다 초등체육전담교사가 아닌 수많은 역. 

할로 살아가는 나의 존재를 중심 잡도록 했고 고통이 견딜만한 고통이 될 수 , 

있도록 삶의 일부로 감싸 안도록 해 주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초등학교 . 

체육지도교사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타인의 . 

이야기에 나를 비추어 봄으로써 나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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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교사 저는� 제가� 왜� 체육� 수업� 연구를� 열심히� 하는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가진�:� ,� �

걸� 풀어놓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좋은�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좋고 어디� 속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데 결국은� 타인에서� 인정을�,� ,�

받을� 수�있는� 나눔이� 가장� 본질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나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은�:� ,� .� .�

거의� 안� 해봤어요 인정받거나� 나눠줄� 만큼� 제가� 잘� 아는� 게� 없어서요 웃음 그냥� 저.� .( )�

는� 제가� 티처런에서� 배운�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보고� 거기서� 애들이� 한� 발짝� 커나가

는� 모습을� 볼� 때� 좋은� 거� 같아요.

성� 교사 아 선생님은�실용적� 가치에� 중점을� 두시는� 거� 같네요:� ,� .

티처런� 모임� 중� 대화(2014.� 9.� )

나는 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서 배운 것을 체육 수업 현장에서 공들여 풀어내

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기뻐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좋았다 성. 

교사는 그러한 체육교사로서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실용적 가치 에 중점을 “ ”
둔다고 해석했다 체육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지켜보. 

는 보람이야말로 실용적 가치가 아니라 본질적 가치라고 항변하고 싶었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개개인의 체육 교사마다 품고 있는 이상과 본질이 다를 . 

터인데 나의 것이 본질이라 주장한들 그것이 그에게 본질이 될 수는 없을 것, 

이었다 내가 체육교사로서의 나의 삶을 이어나가게 하는 본질이 성 교사가 . 

품고 있는 체육교사로서의 본질과 같을 수 없음을 직시해야 했던 순간인지도 

몰랐다.

성 교사의 주관은 뚜렷하고 단단했다 주변으로부터의 인정 을 바라기 때문. ‘ ’
에 나눔 을 지속한다는 성 교사의 자기 고백에 나는 흠칫 놀랐다 그는 실제‘ ’ . 

로 티처런 모임에도 체육 수업 연구에도 늘 열심이었고 심지어는 본인의 재, 

직 학교에서 희망하는 신규 교사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체육교과 연수를 한다

고 했다 나로서는 상상한 적 없는 일이었다 나는 굳이 인정 을 필요로 한 적 . . ‘ ’
없기에 나눔 을 실행할 생각을 한 적도 없었다 실상 나눌 수 있을 만큼 재주‘ ’ . , 

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여겼고 그저 배워나 갈 수 있다면 망극할 뿐이었다, . 

어쩌면 성 교사에게는 주변에 나눠줄 것 하나 없는 체육교사로서의 내 모습, 

은 체육교사로서의 본질적 가치보다는 실용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체육교사로 

보일 만도 하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렇다면 그처럼 내세울 것도 나눠줄 것 하. 

나 없는 나는 체육전담교사라는 자리를 과연 떳떳하게 이어갈 수 있는가를 나

는 스스로 물어야 했다 하지만 그 지난한 답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돌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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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곤 했다.

선생님 배드민턴이� 재미있어서� 체육� 수업� 기다리느라� 미치는� 줄� 알았어요 다른� 시간에� � ,� .�

도� 배드민턴� 계속� 치고� 싶단� 생각이� 자꾸� 들고요 전에는� 배드민턴� 관심도� 없었고� 합체� 시.�

간에� 어쩌다� 하면� 막� 서로� 치기만� 했는데 이젠� 어떻게� 하면� 서브를� 더� 잘� 넣을까� 생각하,�

고요 서브� 넣는� 규칙에� 대해� 궁금한� 것도� 자세히� 알게� 되니까�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선.� .�

생님한테� 더� 배우고� 싶어요.

김희연 체육� 수업� 전� 학생과의� 대화(2014.� 10.� .� )

희연이는 체육 수업을 기다리느라 혼이 났다며 자세히 알게 되니까 재미있, “
고 선생님한테 더 배우고 싶다 고 말했다 분명 체육 시간에 공을 제대로 ” “ ” . , 

맞히거나 받아본 일이 없다고 자신을 조소하곤 했던 희연이였다 통상 체육 . “
수업 이라는 이름 아래 펼쳐지는 장면들에는 자기 자신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

자신을 재단했던 희연이는 그 순간만큼은 움직임의 열망에 흠뻑 빠진 듯했다. 

희연이를 움직이게 한 원동력의 한가운데에 체육교사로서의 나의 모습이 비쳐 

보였다 희연이와의 대화 직후 메모해둔 내용을 나는 한참 쳐다보며 아이의 . , 

보람을 지켜보는 보람으로 나는 벅차올랐다 그리고 한때 운동 기능이 뛰어나. 

지도 체육 을 좋아하지도 않았던 여학생이었던 내가 학생의 보람을 지켜보는 “ ”

체육전담교사라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불현듯 낯설었다 그 낯설음으로 나. 

는 스스로 대체 왜 체육전담교사로서의 삶의 하중을 지탱해 나가는지 알 것“ ” 
도 같았다.

나 선생님이� 이제� 아기를� 낳으러� 가야� 해서 당분간� 여러분을� 못� 만나요:� ,� .

욱이 그럼� 언제� 오는데요:� ?

나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

연이 놀람 정말요 아 선생님 내년에� 우리� 학년� 담임선생님� 하면� 안� 돼요 그럼� 좋을�:� ( )� ?� ...� ,� ?�

텐데 체육� 수업만으론� 이야기할� 시간이� 부족해요,� .

찬이 선생님 그럼� 다음� 주부터는� 체육� 시간에� 선생님� 대신� 누가� 와요:� !� ?

욱이 김재윤� 샘� 왔으면� 좋겠다 웃음:� !� ( )

나 누구 작년� 스포츠강사선생님 왜:� ?� ?� ?

욱이 정들었어요� 미운� 정 하하:� .� .�

도연 맞아요 매주� 체육이� 시간인데 지옥훈련� 두� 번에� 그냥� 피구� 한� 번� 해요 그래도� 선:� .� 3 ,� .�

생님이� 웃기긴� 해요.

욱이 근데� 그� 선생님은� 뭔가� 선생님이랑은� 많이� 다른� 느낌이에요 웃음 선생님은� 뭔가�:� .� ( )�

수업� 같은� 걸� 하세요 근데� 그� 선생님은� 땀� 많이� 흘리는� 운동� 하면� 돼요 그런� 걸�.� .�



- 159 -

강조하세요 헬스장� 같은� 느낌 하하.� ?�

희진 지금은� 수업� 전이나� 후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 샘은� 체육관� 딱� 오면� 달리기�:� ,�

대형으로� 서래요 이름도�달리기� 대형 웃음 그리고� 종� 칠�때까지� 지옥훈련 웃음.� .( )� !( )

아이들은 나의 체육 수업을 작년에 체육을 가르쳤던 이와 비교하며 뭔가 “
수업 같은 거 라고 표현했다 아이들의 말에 포함된 뭔가 수업 같은 거 는 판” . “ ”
에 박힌 고루한 가르침의 형식을 뜻하는 것인지 혹은 저마다의 성장에 유익한 

배움을 얻었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짧은 대화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또. 

한 아이들의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체육교사로서의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는 , 

것도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의 수업은 미운 정 으로 대변되는 한 교사의 . “ ”
지옥훈련 이나 그냥 피구 와는 다른 종류로 상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야“ ” “ ” . “
기 를 좀 더 나눌 수 있는 담임선생님 의 역할을 나에게 요청한 것은 적어도 ” “ ”
나 자신이 체육전담교사라는 자리를 이어가는 이유를 충분히 담고 있었다 내 . 

자리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거듭하면 할수록 체육전담교사로서 겪어야만 하

는 힘듦 속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또렷해지는 기분이었다. 

경희 아픈데� 학교� 바빠서� 입원은� 못� 했어:�

나 아파도� 입원할� 수� 없는� 교사의� 삶� ㅠㅠ:�

경희 교사의� 삶은�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징:�

나 벌써� 우리가� 살임 올해가� 대학졸업� 년 우리� 대학� 때� 년� 후� 나에게� 쓰는� 편:� 32 .� 10 !� “10

지 과제� 있었던� 거� 같은데� ㅋㅋㅋ� 그때� 우린� 이런� 교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

을까 ㅋㅋ.

경희 ㅋㅋㅋ� 기억나네 근데� 다들� 별거� 없이� 지내잖아:� .� ?�

나 별거 없지 허허허 때때로� 보람은� 있긴� 한데:� ......� .� .� .�

경희 아닌가 너랑� 민아언니는� 결혼했네 진이는� 박사님이� 될� 거고 ㅋㅋ�:� ?� .� .�

진이 모야 왜케� 갑자기� 짠하노 ㅎㅎ:� ~~� .�

미란 마음은� 대학생� 때나� 다르지� 않은데� 몸이� 늙어:� .�

민아 다들 짠하다 모두� 파이팅� 하자:� ..� .� .

대학� 동기들과� 모바일� 메신저� 상의� 대화(2014.� 1.� )

나는 초등학교 교사라는 동일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년 전의  , 10

우리은 년 후인 지금 어떤 교사로 살아가고 싶었을지를 묻고 싶었다 경희10 . 

는 누구 하나 별거 없이 지내지 않느냐고 되물어왔다 체육 가르치는 일에서 “ ” . 

느끼는 나의 보람은 년 전 예비교사인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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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경희에게 내 삶은 그리 별거 없는 것은 아니라 항변하고 싶었지만 딱“ ” , 

히 경희의 말을 부인할 만한 마땅한 근거가 없었다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라. 

는 내 자리의 이유는 결혼 을 했거나 박사님 이 되지 않고서는 별거 로 인, “ ” “ ” “ ”

정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나는 늘 책을 읽고 배움의 현장을 찾아다니. 

기를 중단하지 않았지만 타인에게 내세울 만한 학위나 이력은 어느 것 하나 , 

없었다 이런 나의 삶의 방식이 부끄럽지는 않았지만 타인에게 설명하기도 이. , 

해받기도 어려웠다.

별거 없지만 체육 가르치는 초등교사로서의 삶을 별거 로 인정받고 싶다“ ” , “ ”

는 소망을 잠시나마 왜 나는 접을 수 없었던 것일까 스스로 그토록 찾아 헤? 

매었던 체육전담교사라는 내 자리의 이유를 타인에게 별거 로 인정받고 싶어 “ ”
했던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배웠다 결국 살아가기 란 타인의 시선이 만들. ‘ ’ , 

어놓은 체육전담교사의 환영과 투쟁해야 하는 살아내기 에 다름 아님을 초등‘ ’ . 

학교 체육전담교사라는 내 자리의 이유를 찾기 위한 투쟁이 비록 별거 없어“ ” 

보일지언정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과 살아갈 수 없는 가능성 사이에서 결국 , 

살아내고 나면 의미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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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및 논의. Ⅴ

이 연구를 시작하게 한 것은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라는 이름에 부과되는   

사회문화적 정체성이 나 스스로 체육 가르치는 일을 통해 지향하고 싶었던 교

육적 삶의 모습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비애감이었다 이 연구는 여자 초등체육. 

전담교사로서의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 교육적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

로서 초등체육전담교사가 되기까지의 삶의 여정을 풀어낸 후 장 시간의 흐, (1 ), 

름에 따라 시선을 옮겨 초등체육전담교사의 삶 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진 ‘ ’
이야기를 살아내기 와 살아가기 라는 구조에 주목하여 대조적으로 드러내고‘ ’ ‘ ’
자 했다 장 그러나 여기에서 다룬 초등체육전담교사로서의 나의 삶의 이야(2 ). 

기에는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전문인 으로서의 초등체육지도교사의 일과 ‘ ’
삶에 대한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 이를 근거로 이 장에서는 초등체육전담교사 . 

되기 와 초등체육전담교사로 살기 의 교육적 의미를 해석하고 그 시사점을 ‘ ’ ‘ ’
논의하고자 한다. 

소명을 발견하는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되기1. 

직업의 기본적인 기능은 생계유지이지만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사람에 따라 ,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누군가는 안정된 소득과 더 높은 지위를 보장받을 수 . 

있는 직업을 찾아 나서기도 하고 누군가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자, 

아실현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 나서기도 한다 한 사람의 직업 . 

선택에서 생계유지는 피해갈 수 없는 동기이지만 그것만이 직업의 전적인 기

능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개인의 직업 선택의 동기에 따라 직업인으로서의 삶, 

의 태도는 전연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의 여. 

정을 거쳐 초등체육전담교사라는 직업인이 되었으며 이를 교육의 눈으로 해, 

석해 볼 때 하등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 초등체육전담교사가 되기? 

까지의 나의 삶의 여정은 실상 한 개인의 선택과 선택의 총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 이다 이를 근거로 초등체육, (the subjective) . “
전담교사 라 불리는 한 직업인이 되기까지의 나의 삶의 여정이 과연 교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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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해석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 , 

의 주관은 진공 상태가 아닌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주, 

관적인 것 은 개인적인 것 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the subjective) (the individual)

을 것이다 조용환 따라서 나의 개인적 선택이 어떠한 사회문화적인 맥( , 1999). 

락에서 형성되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질적 연구의 논리에 기대어 있는 이 연

구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본 장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작, 

업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초등체육전담교사가 되기까지의 나의 삶의 여정과 . 

그것이 가지는 교육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가 생계유지를 위해 일하는 초등교사이기. 

학창시절의 나는 정해진 학교수업 시간과 시험공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그저 

하루하루 움직임의 열망에 사로잡혀 춤만 추며 지냈던 시골 학교 여고생이었

다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이렇다 할 만한 꿈은 가져본 적 없. 

었다 그런 내가 초등교사가 되는 장면은 나로서는 한 번도 꾸어본 적 없는 . 

꿈이었다 대입진학담당교사에게 도시 애들도 서로 들어가려고 피똥 싼다. “ ”
는 말로 교육대학 입학을 권유받기 전까지는 적어도 그랬다 그러나 교육대. “
학 이 어떤 목적을 가진 기관인지도 몰랐던 내가 일순간 교사가 되는 상상에 ”
사로잡힌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 생을 걸고 고민해야 했을 직업을 대? 

번에 선택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도시 애들 이라는 말 때문이었다 고향 마, “ ” . 

을을 벗어나본 적 없던 촌뜨기였던 나에게 그 말은 대학 입시에 관한 고급 , 

정보와 기반을 충분히 갖춘 사람들이 선택한 보장된 성공의 길 의 대변하는 ‘ ’
것이었다. 

그러나 성공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반드시 남들이 인정할 만한 좋은 대학“ ”
에 합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나의 부모님 선생님 친. , , , 

구들 등의 주변인의 이야기 속에서 교직은 칼퇴근 과 방학 안정적인 월, “ ” “ ”, “
급 을 보장받는 여자로서 최고의 직장 의 동의어이기도 했다 나는 대다수가 ” “ ” . 

추구하는 지배적인 목표만을 좇아 교육대학에 입학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로 내가 교육대학에 입학하여 만나게 된 친구들의 모습은 대학입시 경쟁에서 , 

상대적으로 높은 진입장벽을 뚫었다는 성취감에 젖어 있던 나의 모습과 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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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닮아 있었다 그 성취감은 세인들이 인식하는 철밥통 직장인 의 이미지와. “ ”
도 맞닿아 있는 것이었다 내가 대도 붙었는데 포기하고 교대 왔다 그래. “ OO . 

도 여자가 명문대 나와 봐야 회사 가면 커피나 탄다 나이 먹어도 대우 .”, “

받으면서 꼬박꼬박 월급 받을 수 있는 괜찮은 일 이라는 류의 언어들은 나와 ”
비슷한 처지에 있는 대학 동기들의 교직 선택 동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대학에 . ‘ ’
입학한 예비교사들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실상 초등교사의 교직 선택 과정. 

에 있어 가르치는 일에 대한 흥미와 적성과 같은 내재적 동기뿐 아니라 물질‘ ’

적으로 환원이 가능한 외재적 동기 가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 ’
존의 국내 연구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박미림 이옥선 조기희 신정( , , , 2015; 

철 송경오 정지선 여태철 이쌍철 김혜영 홍창남 장유수, , , 2007; , 2011; , , , 2012; , 

최주연 특히 직업 안정성과 근무시간의 융통성이라는 교직의 특2010; , 2006). , 

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초등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하는 외재적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높은 직업 안정성과 근무시간의 융통성은 여성의 . , 

교직 유인 동기로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는 의 논의는 오랜 시간이 Lortie(1975)

흐른 지금의 사회상에 비추어 볼 때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초등교사의 교직 선택 동기를 살펴보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교직과 

교사의 삶에 관해 예비교사들 스스로 형성한 관점 은 향후 (subjective warrant)

교사로서의 삶을 통째로 뒤바꿀 수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초등(Lawson, 1983). , 

교사의 대다수가 체육을 반드시 가르치고자 하는 필사적인 목적과 의지를 가

지고 있지 않은 현 실태를 고려한다면 체육교사로서의 초등교사 되기 와 관, ‘ ’
련된 예비교사의 주관적 근거 를 살펴보고 이를 고려한 조(subjective warrant)

처를 마련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한 .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설사 거듭된 실패를 경험할지언정 자신의 

의지를 쉬이 꺾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예비 초등교사들은 실제로 초등교사. , 

라는 직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왜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고 하는지에 대, 

한 물음을 스스로 던져보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 

인의 교직 선택의 동기가 어떠하였든 좋은 교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잘 ,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예비교사 스스로 본질적인 물음을 던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직전교사교육 기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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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의 직전교사교육의 목적과 방식은 예비교사들이 현장에 잘 적응

하여 좋은 교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지적

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손준구 장경환 이옥선 최의창( , 2006; , , 2014; , 2009).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초등 직전교사교육기관은 왜 이러한 문제

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 앞서 살펴보았듯 모든 초등교사 양성? , 

기관은 교원자격검정령 제 조 항을 근거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19 3

며 이 강좌를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한 예비교사에게 급 초등 정교사 자격증, 2

을 수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교사들은 정해진 강좌를 이수하고 일정 시. 

간 이상의 학점을 따기만 하면 교사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 그야말로 학점 . “
따기 와 임용시험 합격 은 교사라는 신분을 획득하기 위한 일정한 통과 의례” “ ”
이자 제도적 장치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로서의 내가 경. 

험한 초등체육지도법 수업의 예만 살펴보더라도 줄넘기 단 뛰기 연속 , “ 2 10

번 수영 레인 제한시간 내 회 왕복 배드민턴 하이클리어 연속 ”, “ 25m 2 ”, “

회 정해진 스키 코스를 회의 패럴렐 턴으로 타기 등의 목표가 분절30 ”, “ 5 ” 
적으로 제시되었고 목표 달성 여부는 학점 따기 에 이어 임용시험 합격 의 , “ ” “ ”
여부로 이어졌다 총점 순으로 나열된 여명의 예비교사 속에서 나는 등이. 400 1

라는 일시적 결과를 얻고 잠시 도취했지만 그것은 교사라는 직함을 얻은 나, 

의 체육 수업 실천에 종국적으로 어떠한 의미도 남기지 못했다.

이처럼 나는 어떻게 하면 초등교사가 되는가 라는 당위적 삶의 문제에 실질‘ ’
적인 관심이 쏠려 있었다 그러므로 어떠한 초등교사가 되어갈 것인가 라는 . ‘ ’
문제는 물론 초등교사로서 체육을 왜 가르칠 것인가 에 관한 고민을 하지 못, ‘ ’
했다 결국 분절적으로 시도되는 교육과정 상의 활동과 활동의 총합은 학점 . , “
따기 라는 압력 아래 획득하게 된 낱낱의 파편적 지식으로 존재할 뿐 좋은 ” , “

교사 되기 라는 하나의 커다란 그림을 그리게 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초등교사의 체육 수업 전문성 부족 문제는 

초등체육 직전교사교육의 방식으로부터 야기되었음을 방증하는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와 접목해 본다면고문수 박미림 이옥선 조기희 박재정( , 2012; , , , 2015; , 

양정모 이동호 성기훈 이승배 연구참여자인 나 혼자만의 개인, , 2011; , , 2013), 

적 문제로만 해석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초등교사의 체육 수업 전문성 부. 

족이라는 난제는 무엇보다도 초등체육 직전교사교육기관의 목적과 방식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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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직전교사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예비교사로 하여금 교사로서 앞

으로 꾸려가야 할 삶 그 자체에 대한 존재 물음을 던지게 하기보다는 교사가 , 

되기 위한 학점 따기 와 임용시험 합격 이라는 제도적 장치의 그늘에서 벗“ ” “ ”
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직전교사교육기관의 교육방식과 제도. 

가 안정적인 직장인 으로서의 사회적 대우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교직을 준비‘ ’
하는 예비교사의 신념 체계를 바꾸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초등교. 

사 양성기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비교사 스스로 교사로서

의 실존적 삶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예비교사로서의 나의 삶이 향후 초등교사가 되어 맞이할 삶과 직. 

접 맞닿아 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장차 현직 초등교사? 

가 되어 경험하게 될 일과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짐작하고 초등교사로서 , 

체육을 가르치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하며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차근

차근 준비해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점에서 가르치는 일이란 예비교사 ? , 

자신이 겪은 교육에 관한 이상적인 모습을 살려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 ’
의 주장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연 현재 Lortie(1975) , . 

우리의 초등체육 직전교사교육은 초등체육 가르치는 일에 대해 개개인의 예비

교사가 이미 지니고 있는 경험과 그에 대한 반성을 살려 나가고 있는가‘ ’ ? 

초등체육을 가르치는 교사를 길러내는 일은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새로 입‘
히는 일 이기에 앞서 초등교사로서 체육 가르치는 일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 , 

며 그 일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자신의 소망과 반성을 

살려 나가는 일 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배적인 목표를 좇았던 나의 ‘ ’ . 

교직 선택 동기는 교사의 내면세계를 변화시킬 힘이 없는 직전교사교육의 한

계와 맞물려 교직에 대한 막연한 낙관적 환상과 기대를 만들어냈다 이는 입, . 

직 후의 학교 현장의 복잡다단한 현실과 충돌하게 되었고 졸업 후 교사라는 , 

이름을 얻고 마주한 교직의 현실은 나아가야 할 삶의 좌표를 말해주지 않았

다 분명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장인 이 되었지만 나는 아이들 곁에 있어도 . ‘ ’ , “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공허감을 부정할 수 없었다 수업뿐 아니라 업무에” . 

서도 신졸 교사였던 나는 달걀 상자 같은 학교 사회 안에서 , “ ” ‘ (Lorite, 1975)’ 
고립된 채로 베테랑 교사가 해내는 거의 모든 일을 해내야 했다 심지어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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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 대한 두려움을 지옥 같은 학교 로 표현하기도 했으며 그것을 이 험난“ ” , “
한 청년백수시대에 철밥통을 얻었으니 그저 안 잘리고 돈이나 벌면 되는 건

가 라는 생각에 젖어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저?” . 

간의 나의 삶의 목표가 그저 교직을 얻는 것 자체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벌어

진 예정된 좌절 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르치는 일을 가치 있게 “ ” . 

여기는 내재적 동기보다는 안정적 고용조건 시간적 여유 등을 좇아 교직을 , 

선택한 경우 교직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

와도 일치하며 김이경 한신일 종국적으로 교사의 교직 선택 동기는 학( , , 2006), 

생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교수행위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초등체육 직전교사교육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서는 입직 전 , 

교직 사회화 요인으로서 초등교사의 교직 선택에 작용하는 실질적인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요인을 고려한 실질적인 조처가 중요하다 즉, . , 

초등체육 직전교사교육 과정에서부터 예비교사들이 교직을 외재적 목표 성취

의 수단으로만 삼지 않고 초등교사로서 체육 가르치는 일에 대한 자기 본연의 

소명을 품도록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 초. 

등교사의 선발 단계에서부터 초등교사로서 체육 가르치는 일에 대한 적성과 

태도에 대한 평가가 일정 부분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선. 

발된 예비 초등교사들로 하여금 체육 가르치는 일에 대하여 스스로 지니고 있

는 소망과 반성을 살려 나가는 방향으로 초등체육 직전교사교육의 실질적인 ‘ ’ 
교육과정과 실행방식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 체육 가르치는 일을 통해 소명을 발견하는 초등교사 되기. 

가르침을 본연의 일로 삼는 교사가 자기 일에서 생업 그 이상의 의미는 찾

기 힘들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낙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임용시험 . 

합격은 철밥통 직장인으로서의 교사가 되었다는 안도감을 가져다주기에 충“ ” 
분했다 한동안 나는 밥벌이 이상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로 교사 생활을 이어. 

나갔다 그러나 때때로 밥벌이를 위해서 교사라는 이름으의 뭉개고 있는 치. “
욕 을 느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느낀 교사 이기의 치욕 은 결국 교사 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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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동경 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 

즉 교사라는 하나의 이력으로만 살아가는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직면하는 , 

일은 좀 더 나은 교사가 되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용기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를 전쟁터 같은 일터라고만 여겼던 나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 ” 
부끄러움으로 직면하게 하고 더 나은 교사가 되고 싶다는 동경 을 품게 만든 “ ”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어딘지 모르게 공허하기만 했던 교사로서의 나의 삶 ? 

속에서 좋은 교사 가 되고 싶다는 동경 을 품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아이“ ” “ ”
들에 대한 사랑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저 안정적인 직장을 바라고 초등교사가 되었던 내가 아이들에 대

한 깊은 사랑이나 교사로서의 소명을 가지게 된 일은 그리 자연스러운 과정이

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실상 초임교사 시절의 나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 , 

과 지식이나 기능을 학생들이 습득하도록 만드는 데 온 노력을 기울이는 데 

급급했다 말하자면 교사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 지식과 기능을 잘 전달. , 

하는 일이 교사로서의 최선이라고 믿기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의미 . 

있는 변화는 외부에서 주어진 지식이나 어른들의 뜻이 아닌 자기 자기 뜻과 

부합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나는 몇 년간의 숱한 상처를 겪고서야 깨달았다, . 

특히 학년 아이들을 담임했던 해에 거의 매일 이루어진 상담과 글쓰기 활동, 6

은 아이들은 저마다의 고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한 주요 원천이었

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활동은 초기에는 학생 생활지도라는 목적을 이루는 . 

데 필요한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아이들과의 대화에 나는 서, 

서히 마음의 빗장을 풀게 되었다 말하자면 아이들 저마다의 살아가는 이야기. , 

를 들으면서 하나의 불완전한 인간이기도 한 선생님 으로서의 나의 삶의 이, “ ”
야기를 열어보이고 싶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나에게 무한한 신뢰와 . , 

사랑을 보내주는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어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 ” 
가르치는 일과 관련된 일이라면 무엇이든 배우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된 교사학습공동체 와의 만남은 교직과 교사의 삶에 “ ”
대한 나의 사유의 지반을 강하게 뒤흔든 계기가 되었다 그곳은 교사 라는 같. “ ”
은 이름을 가진 직업인들이 모여 있다는 점에서 매일같이 출근하는 직장 으, ‘ ’

로서의 학교와 다르다고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자기 일에 매 순간 최선을 다. , 

해서 분투하며 살아가는 교사들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현장이라는 점에



- 168 -

서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직장 과는 분명 다른 곳이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초, ‘ ’ . 

등학교 교사학습공동체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지만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축, 

적하지 않는 내 삶의 방식은 타인에게 쉬이 설명할 수도 이해받을 수 없는 것

이었다 또래의 한 동료 교사는 그러한 나의 삶의 태도를 참교사병 으로 치부. “ ”
하기도 했고 승진 가도에 오른 어느 선배 교사는 첫 학교에서 진로를 정해, “
야 한다 며 걱정을 쏟아내기도 했다” . 

하지만 이렇듯 주변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도 내가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속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하여 나는 교사 라는 이름의 공? “ ”

허함을 채워준 아이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서 라고 회상하기도 했다 말하“ ” . 

자면 나를 향한 아이들의 사랑은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의 빈 , 

구석을 채워주었고 이는 나로 하여금 아이들에 대한 사랑 의 감정을 일깨, “ ”
워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 , “
일에 대한 사랑 즉 가르침을 직업으로 삼는 나의 삶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 , 

져 좋은 교사 가 되기 위해 무엇이든 배우고 싶다는 열의를 품게 만들었, “ ”
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듯 교사 되기의 동경 에 사로잡혀 지속한 . “ - ”
교사학습공동체 속에서의 배움의 여정은 종국적으로 초등체육전담교사 로“ ”
서의 나의 삶을 형성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일까? 

우연히 참여하게 된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에서 체험한 운동 실기 활동은 나

로 하여금 유년시절 이후 한동안 잊고 지냈던 움직임의 열망 을 일깨워 주었“ ”
고 초등교사 체육교과 직무연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된 계기를 , 

제공했다 이렇듯 강렬한 여운을 남긴 교사교육 속의 몸놀이의 참맛 은 나로 . “ ” , 

하여금 맨발의 기봉쌤 이 되어 방과 후 아이들과 함께 운동을 하며 교감을 “ ”
나눌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해주었다 이를 계기로 나는 평소 몸놀이의 대가. , “ ”

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체육 가르치는 일을 사랑하던 경력 년차의 선배 초40

등교사의 존재를 새삼 다른 의미로 돌아보게 되었다 말하자면 나 스스로 아. , 

이들과 함께 움직이는 즐거움을 깨닫고 나니 평소 행복한 선생으로 살아가려, 

면 체육을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하던 선배 교사의 조언이 새

삼 특별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체육 가르치는 일에 애. , 

정을 가진 선배 교사의 존재는 내가 체육 교과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만든 강

력한 역할모델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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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당장은 체육 교과에 특별한 재능이나 관심을 가지

고 있지 않은 초등교사일지라도 몸놀이의 참맛 을 체험할 수 있는 초등체육 , “ ”
교사교육 프로그램과 강력한 롤모델의 존재를 통해 유년 시절 누구에게나 잠

재해 있는 움직임의 열망 을 깨우고 체육 가르치는 일에 대한 사랑을 키울 “ ”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초등체육 교사교육에 있어서 체. 

육을 가르치는 초등교사로서의 교사됨을 회복하는 원천은 학생을 사랑하는 “
일 과 가르치는 일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체육교과를 사랑하는 일 에 두고 ” “ ”, “ ”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실상 초등체육 현직교사교육은 어떠한가 실제로 나는 그 과정을 각? , 

종 교사 연수와 교사학습공동체를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찾아다녔다고 회“ ” 
상하기도 했다 대다수 현직교사가 나처럼 사적인 비용을 투자해서 시간과 . “
장소를 불문하고 교사교육 현장을 찾아 돌아다니는 일은 그리 흔한 일도 자” 
연스러운 일도 아닐 것이다 실상 이미 학교 현장에는 수많은 선배와 동료 교. , 

사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장학 이라는 명분하에 교사 연수 임상장학 컨설팅, “ ” , , 

장학 신규교사 멘토링 등 다양한 종류의 현직교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 

그런데도 나는 왜 오래도록 그러한 노력을 유지해야 했을까 그것은 기존의 ? 

초등체육 현직교사교육이 초등교사로서의 일과 삶에 대한 관념을 뿌리째 흔들

지 못하는 피상적인 수준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 

이러한 결과는 초등체육 현직교사교육이 피상적인 수준의 논의로 흘러가도록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체육을 가르치는 초등교사로서의 삶에 대한 사유의 지

반을 흔들 수 있는 것들과 연접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내실을 기해야 할 필요

성을 시사한다 즉 교사교육의 종류와 기회를 양적으로 확대하기에 앞서 초. , , 

등교사들이 진정한 동료의식을 가지고 강한 학습공동체를 만들고 체육 가르치

는 일에 관한 구태의연한 생각을 지울 수 있는 초등체육 현직교사교육이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조기희 이처럼 ( , 2015; Shulman, 2004; Stroot & Ko, 2006). 

교사학습공동체의 중요성과 가치는 기존의 다수의 연구 서경혜 서경혜( , 2011; , 

조기희 에서도 확인된 바 있으며 지속2012; , 2015; Hargreaves, Shirley, 2012) , 

적인 전문성 개발 의 관점에서 근래(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

에 들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초등교사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는 교사학습. 

공동체 참여를 통해서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배움과 성장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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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을 꾸준히 자극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나는 제법 오랫동안 참여해왔던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어느 순간 

스스로 거두었다 그토록 어렵사리 찾아다니던 귀중한 배움의 공간을 스스로 . 

박차게 된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 실상 진짜 내 이야기 를 쉽게 꺼낼 ? , “ ”
수 없는 그분위기에 대하여 나는 이도 저도 무엇도 되지 못한 채로 분주하게 “
주변을 맴도는 것 이라고 회상하기도 했다 말하자면 내로라하는 선배 교사들” . , 

의 재능 나눔 을 통해 유익한 지식과 간접 경험을 공유 받고는 있었지만 이“ ” ‘ ’ , 

렇다 할 만한 지식도 재능도 없었던 나로서는 과연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공‘

유할 수 있는 것인지 막막했던 것이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전문적 지식’ . 

이나 관심이 부족한 교사의 교사학습공동체 참여와 공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는 체육을 가르치는 초등교사로서 당장은 부족할지언정 그 이야기를 함께 공, 

유함으로써 결국 자기 삶을 만들어 가도록 돕는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실상 교사학습공동체의 명맥을 유지하는 주요 원천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의 , 

공유 이다 서경혜 조기희 그리고 많은 경우 교사학습공동체를 ‘ ’ ( , 2011; , 2015). , 

이끌어가는 주축이 되는 교사들은 주로 핵심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동료들에게 

가르칠 역량을 갖춘 전문가 이다 즉 교사학습공동체의 주요 특징인 전문적 ‘ ’ . , 

지식의 공유 를 가능하게 하는 구심점의 역할은 전문적 지식이 뛰어난 전문‘ ’ ‘
가 가 맡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교사학습공동체에서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다’ . 

수의 교사가 교사학습공동체의 구심점이 되기보다는 주변인으로 맴돌게 될 가

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교사학습공동체가 교사 한 사람 한 사람. , 

의 진솔한 경험과 그에 대한 감상을 공유 하기보다는 관련 지식의 축적 에 “ ” , “ ”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등교사들의 동반 성장을 꾀하기 위해서는 현재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각종 교사학습공동체의 전문적 지식의 공유 가 진정한 의미의 공유 인“ ” “ ”
지 반문해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다수의 교사학습공동체. , 

는 온라인상에서 유용한 정보를 퍼가듯이 또는 다운로드 받듯이 전문 “ ” “ ” 
지식의 공유 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끊임없이 모임을 구성하고 “ ” , 

소통을 유지할 수 있는 유기체로서의 응집력은 떨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 

므로 교사학습공동체가 관련 지식에 손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자료실 의 “ ” “ ”
역할로 그치지 않고 저마다의 교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관심과 애정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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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전문적 지식을 업로드 시키기 도 하고 집단의 생기를 불어넣기“ ” “
도 하는 유기체로서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contribute)”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별거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초등교사가 가르. , “ ” 

치는 일을 하며 겪는 보람과 좌절의 이야기를 생생히 공유함으로써 저마다의 

특별한 의미를 발견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 

결국 저간의 삶에서 겪은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에 다소 부족함이 있었을지라, 

도 교사로서의 나의 성장에 긍정적인 족적을 많이 남겼다고 할 수 있다 체육, . 

교육에 대한 관심이 깊어감에 따라 나는 체육 수업 실천을 통해 다양한 실험

적인 시도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교감하며 커다란 보람과 희열을 맛보았다. 

결국 체육 가르치는 일의 매력에 힘입어 나는 체육교육에 대하여 깊이 있는 , 

공부를 하겠다는 작정으로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다 하지만 체육교육 전공 . , 

대학원생으로서의 이력은 재직 중이던 학교에서 체육전담교사로 배치되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일선 초등학교 현장의 체육전담교사 배치. 

가 교사의 실제 체육 수업 전문성과 개인적 희망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

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김지헌 김승재 이동성( , , 2008; , 2011; 

이상돈 최종희 박수정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교사 배치는 대다, 2015; , , 2015). 

수가 기피하는 초등체육전담교사라는 공석을 채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 

교사가 실질적으로 체육 가르치는 일에 애착을 가지고 스스로 노력하게끔 돕

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교사를 체육전담교사라. 

는 하나의 직함으로만 머무르는 생활에 그치도록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가 되기까지의 나의 삶의 결정적 순간을 돌

아봄으로써 그것이 가진 나름의 의미를 교육의 눈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그. 

러나 결국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되기 라 이름 붙은 이러한 삶의 여정은‘ ’ , 

초등체육전담교사라는 하나의 직함을 가진 교사로 강제 배치되는 장면으로 마

무리되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가 되었다는 결과 적 사실 이. ‘ ’
외에 초등체육전담교사가 되기까지의 나의 삶의 여정에서 어떠한 의미를 찾, 

을 수 있는 것일까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라는 직함을 ? 

얻었으니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되기 라는 이름이 붙어도 마땅한 것일까, ‘ ’ ?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되기 라는 뭉뚱그려진 표현 속에 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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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된 이기 와 되기 의 의미를 좀 더 면밀히 구분할 필요가 ‘ (being)’ ‘ (becoming)’
있다고 본다 무언가가 된다 는 것은 과거와는 다르게 바뀐 현재의 결과 적 . ‘ ’ , ‘ ’
상태와 그에 이르기 위한 과정 적 사태를 모두 아우르는 의미이다 국립국어원‘ ’ ( , 

하지만 흔히 되기 라는 용어는 과정으로서의 되기 보다는 결2016). ‘ ’ ‘ (becoming)’
과로서의 이기 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being)’ . 

그러나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되기 라 이름 붙은 나의 삶은 교사라는 ‘ ’
하나의 직함만을 가진 인간으로 살아야 했던 교사 이기의 치욕 을 딛고 부“ - ”
끄럽지 않은 교사로 살아가고자 했던 절박한 생의 의지였다는 점을 고려한다

면 과정으로서의 되기 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 ‘ (becoming)’ . 

를 근거로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가 되기 까지의 나의 삶의 여정은 체육 , ‘ ’
가르치는 일의 매력을 발견함으로써 초등교사로서의 소명을 찾아가는 ‘ ’
초등체육전담교사 되기 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 은 자신“ - ” . ‘ ’
의 한계를 극복하는 더 나은 인간 향상을 위한 변증법적인 자기갱신의 에너지

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조용환 의 논의에 기대어 본다면 소명을 찾(2001) , ‘ ’
아가는 초등체육전담교사 되기의 과정은 나의 존재 가능을 위한 분투이자 

교육적 성장 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 . 

하지만 처음부터 소명이라는 이름으로 초등체육전담교사 되기 의 나의 삶‘ ’ ‘ ’
을 들여다본 것은 아니었다 연구 초기에는 초등체육전담교사로서의 나의 삶. 

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서도 과연 무엇으로 그 답을 채

울 수 있을지 두려웠다 언어화할 수 없는 나의 삶을 언어로 표현한다는 어려. 

움을 딛고 논문으로 펴내야 할 만큼 나는 과연 무엇이 절실했는지를 스스로 , 

물어야 했다 별거 없는 나의 삶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막연했다 하지만 . “ ” . 

대단하지 않다는 것 또한 나의 평가이자 해석이다 나의 삶을 무슨 수로 평가. 

하고 어떻다 저렇다 말할 수 있으랴 삶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 

이다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의미를 발견하기로 했다. . 

삶의 의미는 무어라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연구를 통해 글로 풀어쓰는 ,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초등체육전담교사 되기의 삶을 나의 삶을 통. -

해 응시하는 일은 내가 초등체육전담교사가 된 절차는 이러했다 에서 무엇이 ‘ ’ ‘

나 자신을 초등체육전담교사라는 자리로 움직였는가 를 가만히 들여다보도록 ’
해주었다 이제까지 살펴본 나의 초등체육전담교사 되기 의 삶의 의. - (be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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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는 체육을 전담하여 가르칠 자격이 있는 초등교사 임 을 보여주는 교- (being)

원자격증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는 , “ .”
말이 보여주듯 체육 가르치는 일을 통해 초등교사로서의 소명과 보람을 발견

하는 일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다 소결 직업인이기보다 전문인 되기. :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이하에서는 교사 되기의 과정을 직업인 이기보다는 , ‘ ’
전문인 이 되어가는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를 ‘ ’ . 

위해서 우선 직업인 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헤아려 봄으로써 전문인 으로서의 ‘ ’ ‘ ’

초등체육지도교사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대조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통상 직업인 은 직업 과 인 의 합자로서 여기에서 직업 이란 생계, ‘ ’ ‘ ( )’ ‘ ( )’ , ‘ ’職業 ⼈

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을 뜻한다 국립국어원 그렇다면 직업인 으로서의 교사란 ( , 2016). ‘ ’
한정된 시간 내에서 생계유지 를 위한 대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가르치는 ‘ ’

일을 행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교사 또한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생존해나가야 하는 하나의 개체로서 ,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업적 대가를 받는 것도 중요한 부분임이 틀림

없다 또한 교사 또한 직업 의 하나로서 생계유지를 위한 생업의 기능과는 상. , ‘ ’
관없이 가르치는 일의 가치나 그 일을 대하는 태도처럼 관념적인 것만을 궁구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교직이 교사 자신의 당장의 생계를 위한 돈벌. , 

이와 사회적 인정의 수단으로서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측면도 인정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사가 정해진 시간 이외에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다고 해서 그의 삶에서 교육의 성격과는 전연 다른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그, 

를 교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 

교사라는 하나의 직함을 얻고 밥벌이를 하며 살아가는 데 급급했던 저간의 

나의 삶에 비추어 나는 교사 되기의 과정을 철밥통 과 칼퇴근 이 보장되는 , “ ” “ ”
직업인 되기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현 세태에 의문을 던지고자 한다 실상 초‘ ’ . , 

등 직전교사교육은 실상 전문성 향상 이라는 이름 아래 직업 세계를 기반으‘ ’ , 

로 하는 직업인 담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교사는 누구인가‘ ’ . , “ ?4) 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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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만들기에 앞서 교사는 무엇이다 라고 규정하고 교사, ‘ ’
가 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상정한 특정 내용 지식을 가르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시대와 사회의 요구 등 교사의 전문성 으로 상정된 특정 요소, ‘ ’ ‘ ’

가 한 인간 그 자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교사로 하여금 관련 지식이나 기, 

술 및 태도를 습득하게 하면 된다는 단순한 논리에 기대어 있다는 것이다 이 . 

같은 접근은 교사가 되기 위한 내용 가르치기에만 집중한 나머지 어(being) ‘ ’ , ‘
떻게 하면 교사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일에 대한 가치를 찾도록 만들 것인

가 라는 근본적 질문에 대한 관심을 멀리하게 된다 이는 한 인간으로서의 교?’ . 

사의 존재 물음 그 자체와는 분리된 채로 교사에게 특정한 요소 를 강조하는 ‘ ’
난점을 갖게 한다. 

그렇다면 전문성 은 한 인간과 분리된 채로 독립적일 수 있는 성질이 아니‘ ’
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문성 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과 결부된 방식으로 다, ‘ ’
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특정한 내용 요소를 (Evans, 2007). , 

습득하거나 달성하게 함으로써 직업인 이 되도록 만드는 협소한 관점을 넘어‘ ’
서서 교사를 자신의 소명으로 교육적 삶을 이끌어가는 전문인 이라는 , ‘ ( )’專⾨⼈

관점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전문인 이란 무엇인가 그. ‘ ’ ? 

러나 전문인 은 전문 과 인 의 합자로서 종국적으로 어떤 분야에 ‘ ’ ‘ ( )’ ‘ ( )’ , 專⾨ ⼈

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소명을 갖춘 인간 을 가리킨다 인간은 소( ) . ⼈

유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은 천직과 소명을 찾는 과정이어야 하며(Hubbard, 1983). , 

자신의 소명에 헌신하고 순응할 만큼 절박한 것이어야 스스로 삶의 궤적을 가

치 있게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전문인 으로서의 교사는 자기 일(Brooks, 2015). ‘ ’
을 생업으로서만 대하지 않고 자기 분야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 ’

에 대해 끝없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문인 으로서의 초등체육지도교사는 직업인으로서의 생업의 울타리를 ‘ ’
넘어서서 체육 가르치는 일과 초등교사인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임, 

없이 묻고 해석하며 실천해야 함을 시사한다 즉 소명을 가진 교사라면 생. , ‘
업 으로서의 교직으로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서 머무르지 않고 경계 지으려야 ’ , 

4)� 실상 교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교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교육적� 삶의�,� ‘ ?’ ‘ ?’ ,�
주체로서의� 교사의� 모습에� 관해� 묻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교사는� 무엇이다 라는�관점은� 교사� 노릇‘ ’ .� ,� ‘ ’
을�하는� 사람의�삶과는�관계없이 교사를�규정� 가능한� 하나의� 객체로� 본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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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지을 수 없는 삶 이라는 바탕에서 교사 자신‘ ’ 의 일을 가치 있게 해나가려 

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러한 교사의 삶의 과정이야말로 전문인 으로서의 . ‘ ’
교사의 삶이자 삶의 주체로서의 소명을 가진 교육적 삶 이라고 할 수 있을 , ‘ ’

것이다 압도적인 압력과 업무의 부담에도 교사를 교직에 남게 하는 힘 한 학. , 

생을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탁월한 수준에 이르게 하는 힘은 바로 교직

을 소명 으로 받아들이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
(Hargreaves & Shirle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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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가능성을 지향하는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로 살기2. 

우리는 살아 있는 한평생 동안 스스로 살아나갈 방도를 찾기 위해 일정 기

간 동안 직업인‘ 5) 으로 살아간다 그러한 우리의 삶은 통상 직업인 이라는 집’ . ‘ ’
합명사의 보편성에 근거하고 있지만 그 삶의 양태만큼은 고유한 개별성을 지, 

니고 있다 누군가는 자신의 직업을 통해 스스로 추구하는 바를 향해 앞으로 . 

나아가며 살아가기 도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직함 앞에 닥친 일들‘ ’ , 

을 해결하는 데 급급해하며 살아내기 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품은 포‘ ’ . 

부를 실현해 나가며 살아가기 만 하는 삶은 있을 수 없으며 자신이 맡은 일‘ ’ , 

들을 능히 처리하며 살아내기 만 하는 삶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살아가기‘ ’ . ‘ ’
와 살아내기 라는 말로 직업인으로서의 삶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을 ‘ ’

것이다 다만 나는 한 인간의 삶이 그가 가진 하나의 직함으로 대변되는 현실. , 

에 주목하고자 한다 과연 직업인으로서의 나를 가리키는 초등체육전담교사. ‘ ’
라는 이 명징한 이름은 나의 존재 가능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초등체육? 

전담교사로서 추구하고자 했던 대의가 초등체육전담교사라는 역할에 가해진 

압력과 부담에 짓눌리는 것은 아닐까 지금부터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관된 ? 

관심을 품고 먼저 당위적 삶으로서의 살아내기 를 중심으로 초등체육전담교, ‘ ’
사로서의 나의 삶의 모습을 교육적 삶의 지향으로서의 살아가기 를 대조적으‘ ’
로 드러내려고 한다. 

가 당위적 삶으로서의 살아내기. 

곡절 끝에 얻게 된 초등체육전담교사 라는 나의 직함은 체육 가르치는 일‘ ’ , 

에 대한 동경과 학교 관리자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만난 목적한 바 없는 , 

결과였다 체육전공 대학원생이라는 그럴듯한 이력을 가진 초등체육전담교사. 

인 나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기대가 쏟아질 것은 분명해 보였다 하지만 나. 

는 미처 그에 상응할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 여겼고 그러한 자신을 스스, 

로 준비되지 않은 초등체육전담교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 . 

5) 생계를�유지하기�위해�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직업을� 가진�사람을� 우리는� 직업인이라� 부른다 국립국어� ‘ ’ (
원,�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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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초등체육전담교사라는 이름에 부과되는 기대가 실상 무엇인지 겪어

본 적 없음에도 체육선생님 으로서의 삶을 지레 외면하려 했던 나의 모습을 , “ ”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는 초등체육전담교사라면 응당 이러이러해야 한다? 

는 체육전담교사로서의 당위적인 정체성 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 ’
것이다 가령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높이뛰기를 방과 후 남몰래 시범 연. , “
습 해서 운동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 애쓰는 모습은 체육교사라면 응당 운” ‘
동 기능 이 뛰어나야 한다는 직업적 정체성을 나 스스로 품고 있음을 보여준’
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운동 기능의 부족은 초등교사들이 체. 

육 수업을 어려워하는 주요 원인임을 확인한 기존의 연구 결과도 일맥상통한

다김시은 박재정 이광무 이유경 이원희 최홍섭 김( , 2009; , 2007; , , 2009; , 2008; , 

명수 박미림 이옥선 조기희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운동 실, 2009; , , , 2015). 

기 능력의 부족이 체육 수업을 기피하게 되는 직접적 요인이라기보다 체육교, 

사의 높은 운동 기능에 대한 당위적인 직업적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첫 체육 수업에서 제식훈련 위주의 통제 일변도의 수업을 감행하는 모, 

습에서도 체육교사라면 실외수업에서는 능히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학생 장, ‘
악력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나 자신에게 내재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 

또한 체육선생님이니까 누구보다 건강할 것 같은데 라는 학교 관리자의 말, “ ?”

에 네 저 건강해요 라는 즉각적인 대답은 학교 관리자뿐만 아니라 나 자신“ , !”
마저도 체육교사라면 응당 건강해야 한다는 당위적 인식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체육전담교사라면 운동 기능 학생 장악력 건강 체력이 . ‘ ’, ‘ ’, ‘ ’
뛰어나야 한다는 식으로 규정된 정체성은 결국 나 자신을 어색한 운동전문“
가 로 가두었다 이처럼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로서의 사회화 과정은 일반 교” . 

사의 사회화 과정과는 또 다른 과정을 거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 

체육교사의 사회화 과정에는 사회 교육 단체 관료제의 일반적인 기대뿐 아니, , 

라 체육과 스포츠에 대한 이미지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Macdonald, 1995). 

이처럼 체육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교사로서의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으나, , 

실제로 닥친 현실은 어색한 운동전문가 로서의 당위적 삶이었다 하지만 체육“ ” . 

교사로서의 당위적 삶을 규정하는 주체는 비단 나 자신만으로 그치지 않았다. 

실지로 학교 구성원들의 언어 속에서 입버릇처럼 회자되곤 했던 체육선생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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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까 라는 말은 결국 체육전담교사로서의 나 자신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
다 말하자면 성공적인 운동 시범에 대한 당연하지 체육선생님인데 와 같은 . , “ , !”
류의 학생들의 반응은 체육교사로서의 정체성이 단지 나만의 환상으로 그치, 

는 것이 아닌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이미지임을 확인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 

렇다면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 등의 타인은 체육교사의 이미지 를 어떻게 규, , ‘ ’
정하고 있으며 이는 초등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게 될 교사들에게 시사하는 , 

바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배치에 관한 기존의 연구 교육부 에서는 절대( , 2013) , 

다수 초등교사는 초등체육전담교사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 

내지만 정작 본인이 초등체육전담교사가 되는 것을 기피한다는 사실이 보고, 

된 바 있다 이 같은 모순으로 인해 학교는 초등체육전담교사를 교사 개인의 . 

희망 여부와 상관없이 임의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자리는 기실 남교사, 

의 전유물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승배 서장원 이호철 권오륜 정우식( , , 2010; , , , 

하지만 체육교사의 이미지는 남성적인 것으로만 그치지 않으며 초등체2005). , 

육전담교사로서의 남교사들에게 각종 학교체육업무가 더해지면서 실제로 자신

을 학교의 마당쇠 로 여기기도 한다 이동성 실상 백회 가루 포대를 “ ” ( , 2009). , “
체육 창고로 옮겨놓으세요 체육은 힘써야 하는 일이니 많이 먹어 와 같은 .”, “ .”
언어에는 체육교사가 되기 이전의 여교사 인 나로서는 한 번도 마주한 적 없‘ ’

는 것이었다 이는 닥친 일을 능히 처리하기 위해 물리적인 힘을 쓰는 소위 . 

마당쇠 같은 체육교사의 이미지가 여교사에게도 여지없이 투과되고 있음을 “ ”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예뻐서 체육선생님이 아닌 줄 알았다 체육선생님이라 당연히 남자, “ ”, “
일 줄 알았다 라는 학생과 학부모의 반응에서도 남성적 이미지로 대변되는 체”

육교사에 대한 고정된 성 역할 인식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McGullick, 

에 따르면 여성 체육교사는 성격이 사내 같거Belcher, Hardin & Hardin(2003) , 

나 늘 후줄근한 복장을 입는 등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이미지로 인식된(butch) 

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은 여성 체육교사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실. 

상 체육교육 전반에 드리워진 부정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 

학교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체육 수업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

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 초등교사 중 여교사가 절대다수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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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성 , 체육 교사를 향한 “마당쇠 이미지와 사내” “ ” 
이미지는 다수의 초등학교 여교사가 실제로 체육 가르치는 일을 꺼리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아닐 수 없다 말하자면 체육 가르치는 일의 교육적 가치를 느. , 

꼈다 하더라도 체육교사를 둘러싼 부정적인 이미지는 여교사로 하여금 선뜻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로는 나서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여교사가 체육교사. 

라는 이유로 자신의 모습이 타자에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 , 

이는 체육선생님 이라는 이름이 씌워주는 또 하나의 멍에는 아닐까“ ” ?

지금까지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를 둘러싼 이미지 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 . 

이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주변인들이 체육교사를 어떻게 이해하며 그들과 어떠

한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초등체육 수업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 ’ , 

다(McGullick, Belcher, Hardin & Hardin, 2003) 실상 동료 교사와의 관계는 . , ‘ ’
체육전담교사 직을 이어나가는 이상 반드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삶의 일부이다. 

그렇기에 이는 체육 가르치는 이의 삶을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맥

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체육교사의 마당쇠 이미지는 동료 . ‘ ’ 
교사와의 관계 형성을 어떤 국면으로 끌고 나갈까‘ ’ ? 

연구참여자인 내가 근무한 학교 현장은 육상대회와 운동회 야영 캠프 등 학교 , 

교육과정 상의 다양한 행사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운동 또는 운동장 과 조금이, ‘ ’ ‘ ’
라도 관련이 있는 학교 행사에 관해서는 체육교사가 상당량의 업무를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엄연히 체육계원이 별도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체육교사라는 이. 

름을 가진 나의 삶은 각종 학교체육업무에서 쓸모 있는 존재여야 했다 물론‘ ’ . , 

체육교사는 학교 구성원의 하나로서 학교행사가 차질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 

하면서도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 

체육전담교사의 본분은 학교 육상대회 주관이라든지 운동장 트랙 설치와 같은 

학교 체육 업무 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질 높은 체육 수업의 계획과 ‘ ’ , ‘ ’
실행에 있다 그런데도 체육전담교사로서의 내가 해내야 할 일들은 체육 수업과. 

는 큰 관련이 없는 업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난잡하게 늘어졌다 하지만 이. 

왕 체육전담교사가 된 이상 학교 체육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쓸모 있음 을 동료 , ‘ ’
교사에게 인정받는 것이 원만하게 교직을 이어나가야 길이라 믿기도 했다 이는 .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인 이기도 한 나는 불만 속의 순응최종희 박수정‘ ’ ‘ ( , , 2015)’
을 택하며 생의 노동을 이어나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180 -

하지만 임신 이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를 맞이한 체육전담교사로서의 나는 “ ”
없는 사람 으로서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임신 때문에 운동회 걸개그림 을 “ ” . “ ”
그리지 못해 미안함을 표하는 나에게 부장교사는 나는 선생님을 아예 없는 사“

람으로 생각하고 있어 라는 말로 부담감을 덜어주려고 했다 하지만 실상 그러.” . 

한 언어에는 그 일은 체육전담교사가 응당 수행해야 할 제 역할이라는 대전제, ‘ ’
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했다 없는 사람 이라는 말에는 학교체육업무라는 제 역. “ ” ‘
할을 하지 않는 임신한 여자 초등체육전담교사는 쓸모 가 없으므로 차라리 ’ ‘ ’
실재 하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해야만 덜 불편한 것일지도 몰랐다 따라서 여기‘ ’ . 

에서 없는 사람 은 단순히 체육전담교사의 실재 와 부재 를 가르는 경계에 면“ ” ‘ ’ ‘ ’
해 있다기보다 쓸모 의 있음 과 없음 이라는 척도를 기준으로 하는 없는 사, ‘ ’ ‘ ’ ‘ ’ “
람 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임신한 여자 체육전담교사였던 나의 삶을 없” . “
는 사람 이기 이전에 있는 사람 그 자체로 이해한다면 체육전담교사로서의 더 ” “ ” , 

나은 교육적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나는 은연중에 쓸모를 세뇌당하는 체육전담교사로서의 나의 삶에 스 

스로 불만을 품으면서도 학교 구성원들이 원하는 쓸모 있음에 부합하기 위해 , -

체육전담교사라는 직을 생업 으로서 이어나가기도 했다 그렇다면‘ ’ . , 동료 교사

와 체육전담교사인 나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쓸모 라는 척도가‘ ’ ‘ ’ 체육 수업 을  ‘ ’
통해 펼치고 싶었던 본래의 나의 뜻을 손상시키지는 않았을까 실상 교사 되? , ‘-

기 의 나의 삶에서 만난 체육 가르치는 일 의 매력은 함께 움직이는 즐거움을 ’ ‘ ’
통해 학생들과의 생생한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데 있었다 그러나 . 자기가 “
재미있게 놀아주면 안 될까 애들이 요새 스트레스 풀 데가 없어서 라며 ? .” 학교 

사정으로 인해 휴강된 체육 수업의 보강을 요구하는 어느 담임교사와 체육 “
수업할 때 애들 보고 뛰지 말고 걸으라고 해 라는 말로 안전사고 결과 처리에 .”

대한 체육교사의 보고에 대응하는 관리자의 언어 속에서 체육전담교사는 그저 

다치지 않게 재미나게 놀아주는 안전제일 레크레이션 강사 역할로 규정되어 “ ” 
있었다 즉 하나의 존재로서의 체육전담교사를 특정한 쓰임 으로 판단하는 교직 . , ‘ ’
문화는 수업에서의 체육교사의 역할을 안전 과 재미 로 수렴시킨다고 할 수 있‘ ’ ‘ ’
다. 

초등체육전담교사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주변 교과로서의 초등체육의 입지

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실지로 오늘은 우리 반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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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체육 수업 안 보낼게요 라는 어느 담임교사의 통보에서 볼 수 있었듯 체육 .” , 

수업의 실행 여부는 담임 교사의 자의적 판단 때문에 쉽사리 좌우되기도 한다. 

이는 체육 수업을 고유의 가치를 가진 교육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 , “

잘 듣는 아이들에 대한 재미 있는 보상으로 여기는 도구적 관점을 보여주는 ” ‘ ’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사 학생 등의 구성원들에게 초등체육교육의 고유. , 

의 내재적 목적이 명확하게 자리 잡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 

면 초등체육을 가르치고 배우는 누구도 이러한 교과이다 라는 정의를 내리지 , ‘ ’
못한 채 이러한 활동들을 한다 고 이야기하는 현실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 ’

결국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초등체육 교과의 정체성 결여는 초(Capel, 2000). , 

등체육을 가르치는 교사의 주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학교 “ 6) 에서 초등체육전담교사로서의 나는 체육 가”
르치는 일을 통해 전개하고 싶은 대의가 무엇인가와 상관없이 안전제일 레, “
크레이션 강사 쯤으로 여겨졌다 그러한 현실의 이면에는 체육전담교사 스스” . 

로 닥친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는 즉 쓸모 있는 사람인가를 따지는 사고방식, ‘ ’ 
과 마당쇠 와 운동전문가 로서의 정체성 이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 ” “ ” ‘ ’ . 

말해서 학교 는 체육전담교사로서의 나의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 “ ”
기보다는 현실적 필요를 충족시키며 살아내기 급급하게 만드는 하나의 홈 ‘ ’ ‘
패인 공간7) 으로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즉 학교(Deleuze & Guattari, 1980)’ . , “ ”

는 체육전담교사로서의 나의 실존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잠재된 가능성을 키

워나가기보다는 체육전담교사라는 직함에 붙박인 당위적 이미지 와 쓸, (image)

모에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육 가르치는 일을 이어나가도록 한다는 것

이다. 

결국 이는 체육교사로서의 초등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당장의 필요

를 충족시키기 위해 높은 수준의 운동 기능을 갖춘 운동전문가 로 받아들여, “ ”
지거나 체육 분야와 관련된 학교 업무를 능히 해결해내는 일꾼 으로 받아들“ ”
여지는 교직문화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체육교사는 자신의 있는 . 

6) 실상� 학교 란�육안으로� 확인되는� 하나의� 뚜렷한� 실체이기보다� 통상� 학교 라는� 언어에� 담겨� 있는�문화를�가� “ ” “ ”
리키는� 것으로서 학교 고유의� 분위기와�풍토를� 빚어내며�그�안에서�살아가는�사람들의� 가치관이나�관념을�,� “ ”�
가리키는�것이다.

7) 홈� 패인� 공간은� 일정하게� 길이� 나� 있는� 공간을�말하는� 것으로 영화� 영웅의� 한�장면처럼� 마차의� 수레바퀴� ‘ ’ ,� ‘ ’
가� 홈� 패인� 길을� 따라가는� 장면으로� 떠올려볼� 수� 있다 들뢰즈와�가타리는 홈� 패인� 공간에� 들어선� 인간은�.� ,� ‘ ’
획일화된�길을� 따라�일정한�규정성이� 부과된� 길을�갈�수밖에�없도록�운명� 지어졌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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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의 모습을 이해받고 체육 가르치는 일을 통해 자기 뜻을 펼치고자 하는 

가능성을 지지받을 수 있을 때 초등체육교육의 내실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살아가기 라는 삶의 한 . , “ ”

가지 지향성에 터하여 초등체육전담교사로서의 나의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나 교육적 삶으로서의 살아가기. 

앞서 살아내기 라는 이름 아래 살펴본 체육전담교사로서의 나의 삶은 저들‘ ’ ‘ ’
과 나 의 당위적 관념이 뒤엉켜 있었고 그것은 나에게 암묵적인 압력과 부담‘ ’ , 

이 아닐 수 없었다 초등체육전담교사로서의 나 역시 처해 있는 상황의 영향. 

을 받으며 이미 규정된 길에 얼마간은 순응할 수밖에 없는 세계 내 존재‘ - -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체육전담교사라는 직함에 붙박(Heidegger, 1932)’ . 

인 당위적 정체성 과 쓸모 로 설명되는 초등체육전담교사의 삶에 순응‘ ’ ‘ ’
하지만은 않았다 체육 가르치는 일을 통해 품은 뜻을 스스로 펼치기 위해 부. 

단히 노력하기도 했다 이는 체육전담교사 라는 직함이 주는 압력과 부담은 . “ ”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인 동시에 내가 인식함으로써 생기는 것임을 알고 이, 

에 굴종하지 않고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체육전담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초등체육전담교사로서의 내가 압력. 

과 부담 속에서도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가려 했던 나의 태도를 살아가기 라‘ ’
는 삶의 지향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 

한 힘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일까? 

체육 가르치는 일의 매력을 찾아 초등체육전담교사 라는 자리에 서게 된 “ ”
내가 결국 운동전문가 처럼 보이기 위해 어색한 노력을 기울이고 안전제일 , “ ” “
레크레이션 강사 쯤으로 여겨지는 현실은 쓸쓸했다 그러나 분명 체육교사로” . 

서의 생으로 나를 이끌어 온 힘이 체육 가르치는 일 의 매력에 있다면 체육‘ ’ , 

교사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한 나의 노력은 다름 아닌 체육 수업 으로부‘ ’

터 출발해야 했다 말하자면 그것은 체육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어색한 운동. “
전문가 와 안전제일 레크레이션 강사 라는 당위적 정체성에 저항하고 그것을 ” “ ”
전복시키는 일이었다 저간의 나의 삶에서 발견한 체육 가르치는 일의 매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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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함께 움직이는 즐거움 속에서 숨 가쁜 호흡을 내쉬며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모습에 있었다 아이들로 하여금 함께 운동하고 때로는 승부를 겨루며 . 

그 속에 담긴 소회를 풀어내고 자신과 타인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그래서 다, 

시 또 함께 운동하고 싶게 만드는 힘이 체육 가르치는 일에 있었다 그리고 . 

교사인 나에게도 스스로 더 좋은 교사로 살아가고 싶게 만드는 힘이 체육 가

르치는 일에 있었다. 

하지만 초등체육전담교사가 되어 마주한 현실 상의 체육 수업은 학생들에게 

그저 오만한 승리 와 굴욕적 패배만이 난무하는 승부의 세계로 인식되고는 ‘ ’ ‘ ’

했다 그러므로 이기는 것만이 체육은 아니야 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곤 했던 . “ .”
나의 수업은 승리지상주의에 함몰된 아이들에게 체육 수업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그저 운동 기능을 향상시키는 공간이 아님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었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체육교사의 운동 기능은 기술과 전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 , 

는 것 또한 체육교육의 중요한 측면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체육교사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뛰어난 운동 기능을 전달하는 데 그친다

면 체육 수업은 그저 훈련 수준에서 그치고 말 것이다, ‘ ’ . 

체육교사의 존재 의의는 동영상이나 기계를 통해서도 단련할 수 있는 운동 

기술이나 기능만을 가르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이를 통하지 않, 

고서는 도저히 배울 수 없는 모종의 측면에 있다 최의창( , 2010c 즉 체육교사). , 

는 운동 기능의 향상뿐만 아니라 운동을 사랑하고 즐기는 태도를 통해 학생의 

내면적 성장을 일구어내는 것을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 

의에 기대어 나는 체육 가르치는 일을 통해 결과적 승리보다 더 큰 승리 는 , ‘ ’
정정당당하게 이기고 멋지게 지며 그러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치 있게 여, , 

기며 살아가는 것임을 배우게 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러한 뜻을 품고 체육 가. 

르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나에게, 나는 “ 앞으로도 그냥 못했으면 좋겠다 어. 

차피 못 하는데 하면 시간 낭비일 것 같아서 라는 어느 학생의 일기는 쉬이 간”
과할 수 없는 체육 수업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다지 체육을 좋아하지 . 

않은 여학생이면서 교통사고 후유증이 주는 정신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삶의 경험을 가진 나로서는 운동에 대한 경험적 회피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의 , 

무기력함을 모를 리 없었다 그래서 나는 운동 기능이 뛰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 

쉬는 시간에 분 일찍 만나서 지도하거나 그 아이들이 득점 기회를 충분히 얻“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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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도록 득점 요인을 다양화하고 경기의 규칙을 변형함으로써 기존의 체육 

수업에서 음지에 있던 아이들을 이끌어내려고 시도했다 그것은 체육에 대한 아. 

이들의 경험적 회피를 어떻게든 극복하게 한 체육전담교사로서의 새로운 도전이

기도 했다 그러나 때로는 운동을 연습할 기회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득점이 유리. 

하도록 경기의 구조를 변형시켜도 절대 움직이지 않는 육중한 열패감을 가진 학

생도 만날 수 있었다. 

어느 아이는 저는 누굴 지킬 수 없어요 라는 말로 나약함을 무기 삼아서라“ .”
도 피하고 싶은 체육에 대한 공포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학생과 얼마간의 대화를 . 

마치고 격려한 끝에 체육 수업을 마치며 선생님 저도 이제 누굴 지킬 수 있어“ , 

요 라는 말과 함께 보여준 밝은 미소는 체육교사로서의 나로 하여금 더 큰 가.”
능성을 향한 열정을 품게 하는 일이었다 다시 말해서 체육전담교사로서의 나는 . , 

학생의 성장을 지켜보며 체육 가르치는 일을 나 자신이 공헌하는 바가 분명히 

있고 그를 통해 스스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학생의 보람을 지켜보는 보람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무엇이

었을까 이에 대하여 나는 체육선생님 은 학생이 운동을 남보다 잘할 때 인정? , “ ” ‘
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전보다 잘하려고 노력할 때 기뻐하는 사람임을 체득하’ ‘ ’
게 하는 사제간의 깊은 대화 가 통했던 것으로 본다 즉 체육 수업은 운동에 대‘ ’ . , 

하여 타인보다 뛰어난 실력을 뽐내는 공간 이 아니라 저마다의 성장을 위해 도‘ ’ ‘

전과 실수가 격려 받는 공간 일 때 비로소 교육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렇다면 운동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체육교사의 깊은 대. ‘
화 를 가능하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이는 체육 수업을 바라보는 시각과 실천하’ ? , 

는 방식은 체육 수업의 실행 주체인 체육교사의 삶의 태도로부터 나온다고 본다. 

체육 수업에서 학생 저마다 나름의 성장을 끌어낼 수 있다는 신념은 외부에서 , 

규정된 목표나 당위에 순응하기보다 비록 남보다 월등한 실력을 증명하지 못한

다 할지라도 체육전담교사로서의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자기식의 

삶의 밀고 나가고자 했던 체육전담교사로서의 나의 삶의 방식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체육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게 한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은 학생, 

들과의 생생한 대화 였다 하지만 실상 학기 초반의 모둠토론 에서는 그것의 ‘ ’ . , “ ”
구체적인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공허한 재미있었어요 가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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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되기도 했다 그러나 체육 수업 중 다툼이 있었던 상대 학생에게 불현듯.  

이해하게 됐어요 라는 말은 건넨 어느 학생은 나로 하여금 “ .” , 체육 가르치는 일

의 백미는 타인과의 부닥침을 이야기로 풀어내서 상대를 이해하고 그런 자신

을 스스로 가치 있게 여기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었다 하지. 

만 이와 같은 모둠토론 은 일부 학생에게는 운동할 시간에 쓸데없는 말 로 “ ” “ ”
치부되기도 했다 실제로 체육 수업에서의 토론은 체육 수업의 실제학습시간. 

을 잡아먹는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로 남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실제. ‘ ’
의 학습이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나는 실제학습 이 운동 수행하‘ ’ ? ‘ ’ ‘

기 로만 해석되는 것만이 과연 실제 적인 학습 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지 반문’ ‘ ’ ‘ ’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운동하기 뿐 아니라 운동 과 관련된 읽기 쓰. , ‘ ’ ‘ ’ , 

기 보기 말하기 듣기 등 모든 활동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성장하도록 하는 , , , 

모든 시간을 체육 수업의 실제학습시간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체육 수. 

업을 통해 운동 수행만을 잘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체육교육의 본질적 목

적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나는 체육교사로서의 교육적 삶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 다른 무엇보

다도 체육 수업 에 주목함으로써 체육전담교사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
자 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나의 모습이 동료 교사에게는 그저 자신의 . , 

수업 에나 신경 쓰며 학교의 마당쇠나 일꾼으로서의 제 역할은 하지 않는 ‘ ’ ‘ ’

쓸모 없는 사람 으로 치부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 . 

하지만 임 선생님이 체육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임 선생님 수업 “ ”, “
보고 나는 깜짝 놀랐어 언제 한번 체육 교수법 배워야 해 라며 깊은 대.”, “ .” ‘
화 를 시도해 온 이들은 때때로 체육전담교사로서의 나의 존재를 쓸모 로 판’ ‘ ’
단하기도 했던 동료 교사들이었다 그들은 우연히 지나다가 또는 우리 반 . “ ” “

애들 을 통해서 한때 무모해 보이기도 했던 체육 가르치는 일에 대한 나의 ” , 

열정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이해를 가능. 

하게 한 것은 체육전담교사로서의 내가 특별히 쓸모 있는 일을 했다거나 대‘ ’ 
단한 활약을 보였다거나 하는 것에 있지 않았다 단지 그것은 체육 가르치는 . 

일의 교육적 가능성을 향해 부단히 노력하는 나의 삶을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새로운 관점이 아니었을까? 

체육전담교사를 쓸모 로 판단하는 오늘날의 교직 문화는 교사들간의 관계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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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격적 유대로 이어가게 하기보다는 쓸모 에 대한 대가, ‘ ’
를 교환하는 사무적 관계에 그치게 한다 그처럼 메마른 교직 문화의 토양 위. 

에서 체육을 가르치고 배우는 풍경의 삭막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결국 체육 수업을 통해 학생과의 교육적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대에 미흡한 체육교사라 할지라도 체육 가르치는 일에 대한 열정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동료 교사의 진정성 있는 이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이렇다 할 만한 성과 없이 열정 만으로는 온전, ‘ ’
히 이해받을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 초등체육전담교사로서의 나의 삶이

었다 어쩌다 체육전담이 되었느냐. “ ?”, 스스로 대체 왜 라는 타인의 질문에는 “ ?”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라는 내 고된 자리의 이유에 대한 물음이 담겨 있었고‘ ’ , 

나는 그에 대한 답을 쉬이 내놓지 못했다 스스로 내 자리의 이유를 수긍하지 못. 

했기 때문에 타인을 설득시킬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지도 몰랐다 그렇다면 . 

체육전담교사라는 내 자리의 이유를 과연 무엇이었으며 그것은 나 자신을 설득, 

할 수 있었을까 실상 체육전담교사로서의 삶을 돌아보며 발견하게 된 내 자리? , 

의 이유는 육안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실증적인 논리에 기대어 있지 않았다 다만 . 

그것은 체육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아이들이 진짜 스포츠맨 답게 운동을 즐기“ ”
는 모습을 지켜보는 보람 때로는 쓸모없고 무모해 보일지 모르는 체육 수업에 , 

대한 나의 노력에 대한 동료 교사들의 지지 우연히 마주한 티처런 이라는 초등, “ ”

체육 교사학습공동체에서 이루어진 깊은 대화 속에 담겨 있었다 특히. , 티처런 “ ”
에서의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걸고 이루어지는 깊

은 대화는 체육전담교사로 살아가는 보람과 좌절의 이야기를 내 자리의 이유‘ ’
로서 풀어내게 해주었다 이처럼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형태의 교사교육은 . 

그 활동의 과정 자체에 사회화 문화화 를 수반한다(socialization), (enculturation)

는 점에서 초등체육을 가르치는 교사로(Lawson, 1983; Lave & Wenger, 1991), 

서의 정체성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

다.

하지만 때때로 초등체육전담교사라는 내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별거 없음 으“ ”
로 치부되곤 할 때 나의 삶이 특별함 과는 멀어지는 것만 같은 서운함이 없었, ‘ ’

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별거 없음 은 평범함 을 가리킬 뿐 반드시 무능함 이. “ ” ‘ ’ , ‘ ’
나 열등함 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직함에 부끄럽지 않‘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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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평범한 삶 속에서 주어진 매 순간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며 최선을 다 하며 ’ 
사는 일이야말로 특별한 삶 이자 교육적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 ’ . 

지금까지 살아가기 라는 이름 아래 살펴본 초등체육전담교사로서의 나의 삶‘ ’

은 현장의 교직 문화에 순응하고 수동적인 삶을 살아내기만 하는 것은 아니었

다 때때로 기존의 교직 문화에 대한 변이를 추구하고 잠재된 가능성을 발견. 

하기도 했다 이처럼 살아가기 의 과정은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며 맡은 바를 . ‘ ’
능히 해결할 것을 기대 받는 살아내기 라는 당위적 삶 속에서도 세인들에게 ‘ ’ , 

체육전담교사의 본분 으로 회자되는 것들이 과연 그러한가를 의심해보는 과정‘ ’

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초등교사로서 체육 가르치는 일에 대한 끊임없는 도. , 

전과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 그 자체로서 교육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체육전담교사라면 능히 . 

이러이러한 일을 해결하기를 기대받기보다 부족할지언정 체육 가르치는 이로, 

서의 성장 가능성을 지향하는 교사의 열정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학습공동체 활동 등과 같은 교사의 연대를 . , 

통해 하루하루 진보해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자기 자리의 의미를 찾

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 소결 전문가로 살아내기보다 전문인으로 살아가기. : 

살아내기 로서의 초등체육전담교사로서의 삶은 규정된 정체성 이미지‘ ’ ‘ ’, ‘ ’, 
쓰임 이 뒤엉켜 결국 체육 수업의 본래적 의미를 퇴색시켰다면 살아가기 로‘ ’ , ‘ ’
서의 삶은 이와는 거꾸로 체육 수업을 통해 체육교사로서의 잠재된 가능성을 

펼쳐나가고 지지받으며 자기 자리의 진정한 이유를 찾는 과정이었다 단순히 . 

살아내기 와 살아가기 가 일대일로 조응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체육교사의 ‘ ’ ‘ ’ ,,, 

삶을 이해하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체육 수업의 양상을 대조적으로 보여준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살아가기란 견딜만한 살아내, ‘ ’ ‘
기 에 다름 아니었다 말하자면 더 나은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한 살아가’ . , ‘
기란 주어진 목표에 순응하고 과제를 능히 처리해내는 당위적 삶으로서의 살아’ ‘
내기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나의 연구는 초등체육전담교사로서의 견’ . , 

디지 못할 삶을 견딜만한 삶으로 만들어 주는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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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힘은 바로 체육교사 스스. 

로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소명으로서의 체육교사 되기‘ ’ ‘ ’
와 부끄러움을 자부심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가능태로서의 체육교사로 살아가, ‘ ’ ‘

기 를 가능하게 하는 전문인 이라는 새로운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 ’ .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이하에서는 체육교사로서의 초등교사는 어떻게 살아, 

가야 하는가에 대해 완성태로서의 전문가 라는 관점 대신 가능태로서의 전문, ‘ ’ ‘
인 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한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선 전문가’ . , ‘

란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그분야에 상당한 지식( )’ “專⾨家

과 경험을 가진 사람 이다 국립국어원 전문 과 가 의 합자로 ” ( , 2016). ‘ ( )’ ‘- ( )’專⾨ 家

이루어진 전문가 의 의미를 전문인 과 대조하여 헤아려 보기 위해서는 특히 ‘ ’ ‘ ’ , 

가 의 쓰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가 는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 ( )’ . ‘- ( )’ ‘家 家

는 사람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그것에 능한 사람 등의 뜻을 더하는 ’, ‘ ’, ‘ ’ 
접미사로서 국립국어원 이는 전문적인 능력을 이미 가진 사람을 뜻한( , 2016), ‘ ’ 

다고 볼 수 있다 즉 전문가 는 애초에 어떤 분야에서 맡은 일을 능히 처리해. , ‘ ’
낼 수 있는 뛰어남을 전제로 하는 완성태 를 지향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 ’
다. 

반면 전문인 은 전문 과 인 의 합자로서 전문인 은 종, ‘ ( )’ ‘ ( )’ ‘- ( )’ , ‘ ’專⾨⼈ 專⾨ ⼈

국적으로 한 분야에서 인정받는 대가 가 아닌 애초에 불가능성을 안고 ‘ ( )’⼤家

있는 인간 그 자체를 가리킨다 인간은 붙잡으려야 붙잡을 수 없으며 경계 ‘ ’ . 

지으려야 지을 수 없는 삶 이라는 가능성을 향해 탈주하려는 세계 로의 존재‘ ’ ‘ - -

이다 그렇기에 인간은 무엇도 되지 못했지만 무엇이든 (Merleau-Ponty, 1945)’ . 

될 수 있는 잠재된 가능성과 그를 향한 열정을 쏟음으로써 스스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종종 현실 속에서 체육전담교사로서의 나는 잠재된 가능성을 가진 

전문인 으로서 이해받기보다는 체육 분야의 일을 능히 해결해낼 수 있는 전‘ ’ , ‘
문가 로서 재단되기도 했다 이는 실상 세인들에게 전문가 로서의 체육전담교’ . ‘ ’
사의 존재 의의는 쓸모 있는 뛰어난 능력에 있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것이, ‘ ’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국 체육전담교사인 나의 마당쇠 이미지도 . “ ” 

체육전담교사를 맡은 일을 능히 처리해내야 하는 전문가 로서 이해하는 방식‘ ’
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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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구성원들은 쓸모없어 보일지 몰랐던 체육 가르치는 , 

일에 대한 나의 노력에 대해 지지하기도 했다 그로 인해 체육 가르치는 일의 . 

보람과 기쁨이라는 내 자리의 이유를 찾기도 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 

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그것을 체육교사의 잠재된 가능성과 열정을 가치 있게 ? 

바라보는 전문인 의 관점이라고 본다 초등체육지도교사의 존재 의의는 학‘ ’ . 

교체육 분야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자신의 완결된 지식과 경험을 사용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 터하여 나는 완성태로서의 전문가 보. , ‘ ’
다 가능태로서의 전문인 이라는 관점으로 초등체육지도교사의 일과 삶을 ‘ ’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전문가 에 가려져 있던 전문인 으로서 . ‘ ’ ‘ ’
초등체육지도교사에 눈길을 돌릴 수 있을 때 질 높은 초등체육 수업을 실현, 

할 수 있는 체육교사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으며 가장 바람직한 초등체육지도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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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문인으로서의�초등체육전담교사� 되어가기� 과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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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Ⅵ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체육전담교사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초등체육전담교사

로 살기의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초등체육을 가르치는 교사를 둘러싼 , 

교사교육과 교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적 함의를 발견하는 데 있다 이를 위. 

해 연구문제로 1) 초등체육전담교사가 되기까지의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그 교육적 의미는 무엇인가 초등체육전담교사가 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 2) 

으며 그 교육적 의미는 무엇인가 로 설정하였다 두 가지 연구 문제에 대한 , ? . 

연구 결과 및 논의를 중심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되기 의 과정은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인 이기, ‘ ’ -

보다 소명을 찾는 전문인 되어가기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연구참여자인 나는 유년시절 무한강산을 놀이터 삼아 마음껏 뛰어놀며 움직임

의 열망을 발현했다 하지만 정해진 방식대로 뛰어야만 하는 학교체육 수업을 . , 

받게 되는 고학년이 되면서 움직임의 열망은 점차 사그라들었다 그러던 어느 . 

날 갑자기 닥쳐온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여러 해 동안 제대로 걷거나 뛸 , 

수 없게 되어 신체 부자유 상태에 대한 설움과 열패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 

나 그것은 오히려 움직임에 대한 갈망을 불러와 불완전한 몸이었지만 스스로 , 

춤연습을 시작하고 종국에는 힙합댄스 동아리의 일원이 되도록 만들었다 나. 

에게 춤은 한동안 잊고 지냈던 움직이는 즐거움을 일깨워주고 세상살이를 가

능하게 하는 날개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대입 수능을 준비해야 하는 나. 

이가 되면서 그토록 좋아하던 춤추기를 포기하고 한 번도 꿈꾸어본 적 없던 

교육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에 춤추기 이외에는 특. 

별한 포부를 가진 적 없었던 나로서는 교사가 되면 안정적인 소득과 신분 보, 

장 그리고 비교적 높은 사회적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변의 권유를 ,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밥벌이의 두려움 때문에 시작된 예비교사로서. 

의 생활은 당장의 아르바이트 수입과 교원자격증을 얻는 데 필요한 학점을 얻

는 데 치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교육대학은 생업을 위해 교직을 얻고자 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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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뿌리 깊은 세계관을 바꾸지 못했고 교사 임용 후 학교 현장에서의 현실, 

충격은 예정된 좌절이었다 나는 수업이라는 시공간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하. 

고는 있었지만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곳에서 그저 교사라는 이름만으로 뭉, 

개고 있는 치욕을 느꼈다. 

그러나 담임교사로서의 몇 해를 거듭하며 기한이 없을 것만 같았던 기나긴 

좌절의 시간과 숱한 상처 끝에 결국 아이들의 의미 있는 변화는 가르치고자 , 

하는 교사의 뜻이 아닌 아이들 각자의 뜻과 부합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

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 각자가 고유한 생각을 하는 존재로 인정. 

하고 하나의 불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담임선생님인 나 자신을 열어 보여야 했

고 그 결과 아이들은 더 깊은 사랑과 신뢰로 나에게 다가와 주었다 그때부터 , . 

나는 아이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더 좋은 교사 되기의 동경을 -

품고 손에 닿지 않는 것들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가 축적되지 않. 

고 다양한 교사직무연수와 교사학습공동체를 찾아다니는 나의 삶의 방식은 혹

자에게는 쉬이 참교사병 으로 치부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 길에서 발견한 몸“ ” . 

놀이의 참맛과 평소 존경하던 롤모델로서의 교직 선배의 역할은 한동안 잊고 

지냈던 움직임의 열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를 통해 체육 가르치는 . 

일의 매력을 발견한 나는 일찍이 목표로 삼은 적 없는 체육전공 대학원생이라

는 이력을 택하게 됐다 하지만 그것은 초등체육전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 

해야 할 제도적 압력 아래 놓여 있던 학교 관리자에게는 그저 더없이 반가운 

하나의 이력에 불과했고 일순간 준비되지 않은 체육교사가 된 나는 현실 상, 

의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정리하면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가 되기까지의 삶은 외재적 동기에 의한 교, 

직 선택과 직전교사교육의 한계를 딛고 체육 가르치는 일을 통해 초등교사로, 

서의 소명을 발견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체육교육전공 대학원생. , 

이라는 하나의 이력은 체육전담교사로의 강제 배치라는 목적한 바 없는 결과

를 낳았다 이는 단편적인 지식이나 기능의 습득이 중시되어 체육 가르치는 . 

일에 대한 교사 개인의 소명을 키워주지 못하는 교사교육의 문제 교사 개인, 

의 희망이나 실제 전문성과 상관없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해 초등체육전

담교사가 강제 배치되는 현실 상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한다 따라서 초등교사의 체육교사 되기 의 과정은 그저 생업을 위해 일하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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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이기보다는 체육 가르치는 일을 통해 교사로서의 소명을 찾아가는 -

과정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개개인의 잊혀 . 

있던 움직임의 열망을 키워줄 수 있으면서도 초등교사로서 체육 가르치는 일, 

을 하는 의미를 각자의 삶의 문제의식과 연접할 수 있는 교사교육이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둘째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로 살기 의 과정은 학교 현장의 당장의 필요, ‘ ’
를 해결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 살아내기 보다는 (survive)

체육 가르치는 일을 통해 성장 가능성을 지향하는 전문인으로 살아가기 의 (live)

과정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체육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 

교사로서의 삶의 의미를 찾고자 체육전담교사가 된 나에게 닥친 현실은 체육, 

전담교사로서 맡은 일을 처리하며 살아내기 에 급급한 당위적 삶이었다고 ‘ ’
할 수 있다 초등체육전담교사 생활의 초반 한동안은 체육선생님이니까. “ ” 
응당 운동 기능이 뛰어나고 건강할 것이라는 당위적 정체성에 사로잡혀 스스

로 어색한 운동전문가 로 살아냈다 또한 포대자루 옮겨라 예뻐서 “ ” . , “ .”, “
못 알아봤다 와 같은 말들은 체육교사가 되기 이전의 여교사 시절에는 마주.”
한 적 없는 것으로서 학교 마당쇠 로서의 체육전담교사의 이미지를 보여, “ ”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체육전담교사를 수업보다는 학교체. 

육업무에서 쓸모 있는 존재 즉 선생이기보다 일꾼 으로 대하는 방식과도 , “ ”

연관되며 임신이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를 맞이하면서 없는 사람 이라는 , “ ”
말을 듣기도 했다 이와 같은 쓸모 있음이라는 척도는 결국 체육교사로서의 . - , 

내가 품었던 포부나 대의와는 상관없이 교사가 안전제일 레크레이션 강사, “ ” 
쯤으로 여겨지는 체육 수업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로 살아내기 의 과정은 당위적인 정체성 과 이미지‘ ’ ‘ ’ ‘ ’, 

그리고 쓸모 있음 이라는 척도가 한데 뒤엉켜 체육 가르치는 일의 본래적 의‘ - ’ , 

미를 퇴색시킨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살아가기 는 체육 수업을 통해 체육교사로서의 잠재된 가능성을 펼쳐, ‘ ’
나가고 지지받으며 자기 자리의 진정한 이유를 찾는 과정이었다 체육전담교. 

사로서의 현실은 쓸쓸했지만 분명 그 자리로 오게 된 원동력이 무엇보다도 , 

체육 가르치는 일 의 매력에 있었다면 나의 노력은 다름 아닌 체육 수업 으‘ ’ , ‘ ’
로부터 출발해야 했다 진짜 스포츠맨 이라는 주제를 강조하여 수업을 진행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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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통해 체육교사로서의 보람과 희열을 순간을 만나기도 했다 그러나 , . 

수업 에 대한 노력이 학교 일꾼으로서 제 역할 은 하지 않는 쓸모 없는 사‘ ’ , ‘ ’ “
람 으로 치부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었지만 깜짝 놀랐다 언제 한번 ” , “ .”, “

배우고 싶다 와 같은 말로 깊은 대화를 시도해 온 이들은 한때 나의 존재를 .”
쓸모 있음 으로 판단하기도 했던 동료 교사들이었다 그러나 이렇다 할 만한 ‘ - ’ . 

성과 없이 열정 만으로는 온전히 이해받을 수도 설명할 수도 없을 때가 있었‘ ’
다 그러나 교사학습공동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걸고 이루어지는 대. 

화를 통해 별거 없는 내 자리의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체육교사로서의 초등교사가 높은 수준의 

운동 기능을 갖춘 운동전문가 로 받아들여지거나 체육 분야와 관련된 학교 “ ” , 

업무를 능히 해결해야 하는 일꾼 으로 받아들여지는 교직문화가 개선될 필요“ ”
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초등교사로서 체육 가르치는 일을 통해 성장 가능. , 

성을 키워나가는 과정에 대한 동료 교사들의 격려와 지지가 매우 중요하며, 

교사학습공동체와 같은 교사의 연대는 교사로서 하루하루 진보해나가는 자신

의 모습을 확인하고 자기 자리의 의미를 찾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임

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초등교사의 체육교사로 살기 의 과정은 체육전담. , ‘ ’
교사가 학교 현장의 당장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완결된 전문적 지식과 경험

을 쏟아내며 살아내는 당위적 삶이 아니라 체육 가르치는 일을 통해 초등교‘ ’ , 

사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교육적 삶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 ’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세상에는 이미 나보다 학식이 높은 사람 문장력이 좋은 사람 명성이 높, , 

은 사람은 많다 또한 나는 초등체육 분야의 전문가도 행정가도 아니다 그저 . , . 

나는 남들이 알아줄 만한 권위와 이력을 가지지 못한 하나의 체육전담교사이, 

다 초등체육 교사교육 분야에서도 이미 훌륭한 연구는 차고 넘친다 그런데도 . . 

나는 별거 없는 초등체육전담교사로서의 나의 삶을 왜 연구해야 했을까 나“ ” ? 

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류가 아닌 나에게 초등교사로서의 자부심을 찾게 해“ ” , 

주었던 체육 가르치는 일을 향한 노력과 부닥침의 의미를 발견하고 싶었다. 

이 연구는 나조차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초등교사로서의 나의 삶에 대한 관심

이자 문제의식이었다 이 연구는 무엇이 초등교사로서의 존엄인지를 발견하고 . 

그것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글쓰기였다 당장 전문가 로 인정받.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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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체육교사로서의 나의 이야기는 비록 시시할지언정 소명을 발견하, 

고 성장 가능성을 지향하는 전문인 으로서의 초등체육전담교사 되어가기 의 ‘ ’ ‘ ’
과정은 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여정이었다 그런 의미. 

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초등체육전담교사로서의 나의 삶의 이야기는 체육교사, 

로서의 초등교사 교육을 위한 실패한 성공담이자 성공한 실패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언

지금까지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되기 와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로 살기 의 ‘ ’ ‘ ’
과정과 그것이 지닌 교육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체육교사로서의 . 

초등교사 교육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 연구에 후속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 

있는 연구주제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가 교사교육을 위한 제언. 

초등체육전담교사로서의 나의 삶을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되어가기 의 과‘ ’
정을 살펴본 결과 초등교사가 체육교사로서의 소명과 성장 가능성 을 발견, ‘ ’ ‘ ’
하기 위해서는 체육교사로서의 초등교사를 둘러싼 교사교육의 개선이 필요함

을 알 수 있었다 오늘날의 초등교사교육은 초등교사의 체육교사로서의 소명. ‘ ’
과 성장 가능성 을 발견하는 과정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에 관한 의문을 중‘ ’

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교사의 수업 전문성 부족 문제를 누가 가르치면 초등체육을 잘 , ‘
가르칠 것인가 라는 정책적 쟁점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초등체육을 잘 가르?’ ‘
치는 교사가 되는가 라는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근래에 들어?’ . , 

초등교사의 체육 수업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등체육전담교사 

확대 배치 스포츠강사 지원 등 초등체육교육 제반에 관련된 정책적 뒷받침이 , 

강화되었다 교과부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나 이는 대다수의 학급담임교( ,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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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체육 수업 전문성을 키우려는 조처라기보다는 체육전담교사나 스포츠강, 

사 등 초등체육지도교사의 대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근본‘ ’
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 초등체육을 지도하는 상당수의 담임교사 또는 . 

체육 비전공 교사가 체육 수업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에서 기인한다(Morgan 

또한 각종 학교체육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 Bourke, 2008). , , 

분의 체육 수업 실행 당사자는 학급담임교사이며 모든 초등교사는 잠재적, ‘ ’ 
초등체육지도교사이다 따라서 초등교사의 체육 수업 전문성 부족이라는 초등. 

체육교육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등체육을 전담하여 가르치는 교사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실행하기에 앞서 대다수 현직 초등교사로 하여금 , 

체육 가르치는 일에 대한  소명과 성장 가능성을 키워주기 위한 교사교육의 

실천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정책적 처방을 통해 체육 수업만을 전. , 

담하여 가르치는 교사를 양산하기에 앞서 체육 가르치는 일을 통해 초등교사, 

로서의 소명과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돕기 위한 초등체육 교사교육의 역

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초등교사로서 체육을 가르쳐야 할 소명은 찾지 못한 채 특정한 내용 , ‘ ’
요소 를 체육 수업 전문성으로 상정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숙달시키는 현행의 ‘ ’
초등체육 교사교육의 목적과 방식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모. 

든 초등교사는 중등체육교사와는 달리 언젠가는 체육을 가르치게 될 것을 예, 

상하지만 체육 가르치는 일의 의미를 당장은 체감하지 못하는 잠재적 초등, ‘ ’ 
체육지도교사이다 초등교사로서 나는 왜 체육을 가르치고자 하는가 라는 물. ‘ ?’
음이 던지는 의미를 자기 삶에서의 문제의식과 접목시키지 못한 채 무엇을 , ‘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에만 집중하는 교사교육의 결과는 대단히 공허하다 이?’ . 

는 초등체육교육의 기본적인 정체성조차 의심받고 있는 초등체육교육의 현 실

태와 무관하지 않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교사는 중등체육교사와. , 

는 달리 체육교과만을 담당하여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계기가 없는 , 

한 나는 왜 체육을 가르치고자 하는가 에 관한 실질적인 고민을 스스로 하, ‘ ?’
기 어렵다 초등교사에게 있어 체육 가르치는 일은 자신의 신념이나 의지 없. 

이도 규정상 가르치게끔 되어있으니 가르쳐야만 하는 일종의 책임이자 의무‘ ’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초등교사가 직업인으로서의 생을 걸고 반드시 체육 가. 

르치는 일을 해야 하는 소명 이 반드시 필요치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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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체육교사로서의 초등교사 교육은 체육 수업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
칠 것이며 왜 그렇게 가르칠 것인가 그러한 방식으로 체육을 가르치는 일, ?’, ‘
은 초등교사로서의 자신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라는 본질적인 물음을 ?’

던지고 그 답을 함께 찾아보는 방향으로 그 목적과 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초등교사들이 운동 을 좋아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신체 활동이 포함, ‘ ’ , 

된 교사교육을 통해 유년 시절 잊혀 있던 움직임의 열망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운동을 좋아하지 않거나 활발한 신체활동 경험이 적은 여교사가 . , 

초등교사의 대다수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이 체육 수업 에 대한 기존의 , ‘ ’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사교육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인간은 . 

익숙하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므로 제한된 삶의 조건 속에서 한정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초등교사로서의 저간의 삶에서 각자의 이유로 자발적. , 

으로 택하지 못했던 더 넓고 더 멋진 움직임의 세계로 그들을 입문시켜줄 필

요가 있다 말하자면 최의창 은 초등체육교육은 낭만의 교육 이 되어야 . , (2010) ‘ ’

한다고 했듯 초등체육 교사교육 또한 교사 스스로 체육 가르치는 일을 좋아, 

하게 되는 정서적 마음가짐과 호기심을 갖고 탐색할 수 있는 낭만의 단계‘ (the 

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비초등교사의 대다수는 stage of romance)’ . 

학창 시절에 경험한 체육 수업에 대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해 볼 때 이러한 접근이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Morgan & Bourke, 2008),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 , ‘
르쳐야만 하는 체육 에 그들의 생각을 고정하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을 ’ , 

맛봄으로써 가르치고 싶은 체육 으로 느끼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즉 초등교‘ ’ . , 

사가 체육의 매력을 발견함으로써 초등체육지도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자신의 

본래적 자아를 합치시킬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초등교사들이 체육 가르치는 일 을 좋아할 수 있도록 예비 초등교사, ‘ ’ , 

에게는 양질의 체육 수업실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대학교육과정이 필요하

며 현직 초등교사에게는 체육 수업을 실천하고 함께 비평하는 기회를 가질 , 

수 있는 교사의 연대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체육 가르치는 일 의 희열과 보. ‘ ’
람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직접 실행해 보는 것만큼 좋은 기회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비초등교사 스스로 체육 가르치는 일 에 대한 소명이 없다면 체육 ‘ ’ ‘ ’ , 

수업의 실습기회를 아무리 양적으로 확대한다 한들 이는 거듭된 공회전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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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다 따라서 초등체육 수업을 실제로 실행해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비. , 

초등교사 저마다 체육 가르치는 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갈

등을 겪었고 그 속에서 느낀 희열과 보람은 무엇인지 돌이켜볼 수 있는 수업

비평을 통한 토론 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저마다의 예‘ ’ . 

비교사가 얻은 통찰을 공유하고 이를 다시 수업 실습 현장에 반영한 뒤 그 실

천결과를 다시 토론해볼 수 있는 순환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토론의 과정에서 체육 가르치는 일에 관한 교육적 비평을 제공함으로써 체

육 가르치는 일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체육교사교육자의 역량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초등체육 현직교사교육의 방식은 학교 현장의 당장의 필요를 위해 , 

축적된 전문지식을 주고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체육 가르치는 일과 관련하여 , 

초등교사로서의 자기 서사 가 만들어지는 체험의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 ’
요가 있다 즉 체육 수업 실천에 관한 교사 개개인의 경험 이 보잘 것 없을지. , ‘ ’

언정 그것을 공유하고 지지함으로써 초등교사로서 한 걸음 진보한 자신의 모, 

습을 확인하도록 하는 장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과 인간의 만남으. 

로서의 교사의 연대 는 개별적 사유만으로는 닿을 수 없는 곳을 닿게 만들며‘ ’ ,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교사들의 경험과 생각을 마주하게 하고 그 이야, 

기에 자기 삶을 들여놓아 보도록 만든다 이는 초등체육지도교사로서의 평범. ‘

한 경험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초등교사로서의 자기 존립을 가능하게 만드는 ’ ,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서 초등교사들은 체육 가르치는 ‘ ’ . , 

일을 어떻게 할 것이며 자신이 그 일을 왜 해야 하는가를 생각함으로써 긍지

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긍지란 남 보다 잘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 , ‘ ’
이전의 나 보다 한 걸음 진보했을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 ’ . 

초등체육 현직교사교육은 체육 가르치는 일에 관한 저마다의 경험과 의미를 

읽어내고 사유하고 시도하는 방식이 순환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 - - ’ . 

원리를 바탕으로 개개인의 초등체육지도교사가 다중적인 구심점이 되는 유기

체로서의 교사의 연대 가 이루어질 때 초등교사는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믿‘ ’ , 

고 끊임없이 체육 가르치는 일에 도전하는 전문인 이 되어갈 수 있을 것이다‘ ’ . 

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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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하여 진행될 수 있는 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을 가르치는 초등교사가 그를 둘러싼 교직 문화와의 상호작용. , 

을 통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에 관한 더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 

구에서는 체육을 가르치는 초등교사로서의 삶은 그를 둘러싼 교직 환경과 분

리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즉 교사를 좌절하게 하는 것도 성장하게 하는 것. , 

도 교직 문화이며 때로는 교사 스스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 

교직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초등체육 분야에서 이루어. 

진 기존의 연구가 대체로 교사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통해 교사의 변화를 살

피고자 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향후에는 체육을 가르치는 초등교사가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 학교 제도 , , , 

등의 교직 문화와 어떠한 상호작용을 거쳐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에 대한 심

층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둘째 초등교사의 체육교사로서의 미약한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사교육 ,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즉 초등교사로서 체육 가르치는 . , 

일에 대한 소명을 찾고 성장 가능성을 지향하는 의도적인 교사교육 프로그램

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체육전담교사 되기 의 과정은 생. ‘ ’
계유지를 위한 직업을 구하는 직업인이기보다는 소명을 찾는 전문인이 되는 , ‘ ’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초등체육전담교사로 살기. , ‘ ’
의 과정은 완결된 역량을 갖춘 전문가이기보다는 성장 가능성 을 지향하, ‘ ’
는 전문인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따라서 이. 

러한 원리를 근거로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초등체육 직전교사교육과 현직교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가 마련된다면 보다 실질적이고 교육적인 접, 

근으로 초등교사의 체육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교사교육 프로

그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사 성장 메커니즘 연구 등과 같이 체육 가르치는 일을 통해 초등교, 

사로서 성장해나가는 삶의 여정을 장기적 관점에 탐구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

하다 교사의 삶은 하나의 단계에 고정된 채로 머무르지 않고 주변 환경과의 . , 

상호작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가기 때문이다 비록 본 연구 안에서는 체. 

육전담교사로서의 나의 삶의 여정은 년간의 이야기로 마무리되었지만 지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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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순간에도 본 연구의 바깥에서 체육을 가르치는 초등교사로서의 나의 삶은 

매 순간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껏 살펴본 이 연구의 결과. , 

는 체육을 가르치는 초등교사로서의 교육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

한 중간 점검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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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ecialist PE teachers system in elementary schools emerged in order to 

enhance the quality of elementary PE classes. Nevertheless, the actual condition of 

elementary PE classes wasn’t any better. It tells us that an elementary school 

teacher as a PE teacher is still in crisis, and it is needed a deeper understanding 

and discussion about teacher education and the culture of teaching profession in 

elementary P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ocess of becoming and living 

as a specialist PE teacher in elementary schools and to draw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about teacher education and the culture of teaching profession in 

elementary P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How did I live until I 

became a specialist PE teacher in elementary schools, and what are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2) How did I lived as a specialist PE teacher in elementary schools, 

and what are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Adopting an autoethnography research method, this study took a participant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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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le elementary school teacher who I am and has one year of working 

experiences as a specialist PE teacher. Data were collected from memory data, 

teacher’s reflective journals, and local document collection.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content analysis and structural analysis(Ellis, 2004). Peer debriefing, 

member checks, and triangulation were conducted to enhance the trustworthiness of 

this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y life is largely formed in two flows, ‘A shame 

of being a teacher’ and ‘A longing of becoming a teacher’, until becoming a 

specialist PE teacher in elementary schools. In regard to ‘A shame of being a 

teacher’, I revealed the course of life that I became a teacher for a stable income 

and a social status, but I was ashamed of my own for earning livelihood by the 

name of a teacher. In regard to “A longing of becoming a teacher”, I revealed the 

course of life that I discovered the appeal of teaching PE by participating a 

variety of teacher training programs and the teacher learning communities, and it 

made me a graduate student majoring in Physical Education, and a specialist PE 

teacher in elementary schools. This suggests that the current teacher education 

fail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becoming a teacher for extrinsic motivation, 

and it needs to be improved in a way of finding a calling for teaching PE as an 

elementary school teacher. 

Second, my life of living by the name of a specialist PE teacher in elementary 

schools has dual goals of life, ‘Surviving’ and ‘Living’. In regard to ‘Surviving’, 
four themes emerged: ‘An awkward movement specialist’, ‘From a schoolmistress 

to a butch’, ‘Being a workman rather than a teacher’, ‘A safety first recreation 

instructor’, I revealed the normative life of a specialist PE teacher who is request 

to do what she’s told to do. In regard to “Living”, three themes emerged: 

‘Passion for the PE classes’, ‘Communications with the colleagues’, ‘Finding a 

reason for my space’, I revealed the educational life of a specialist PE teacher 

who is actively seeking opportunities for the educational growth. This suggests that 

the current culture of teaching PE in elementary schools is a burden and pressure 

to the teachers in that they have to handle the urgent issues of the school settings, 

so the passion for growing up on their own as an elementary teacher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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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PE and the understanding and support of their colleagues is important.  

Building on these findings and discussion,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urse of becoming a specialist PE teacher in elementary 

schools is needed to approach from the perspective of ‘becoming’  

professionals(‘jeonmunin’) who has a calling for her job rather than ‘being’ a 

workman(‘jigeobin’) who works for a living. Second, the course of living as a 

specialist PE teacher in elementary schools is needed to approach from the 

perspective of ‘living’ professionals(‘jeonmunin’) who seek the growth potential of 

an elementary teacher through teaching PE rather than ‘surviving’ 
specialists(‘jeonmunga’) who have skills to settle urgent issues of their schools. 

For future research and practice, the following suggestions can be provided. 

First, regarding the issues of the lack of elementary teachers’ professionalism in 

teaching PE, we need the perspective of ‘How do they become a good teacher to 

teach elementary PE?’ rather than ‘Who will teach elementary PE?’. Second, the 

system of the teacher education emphasizing for acquisition of content element 

needs to be reconsidered to make them find their calling for teaching PE as an 

elementary school teacher. Third, it is necessary to include vigorous physical 

activities to make teachers love ‘PE’. Fourt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opportunities for practicing and reviewing their PE classes to make teacher love 

‘teaching PE’. Fifth, in-service teacher education need to be improved a system of 

encouraging themselves through sharing their own experiences rather than 

downloading the useful knowledge. Future studies should focus on examining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eachers and their culture, developing programs for 

enhancing the teacher identity, and examining teacher change mechanism from a 

longterm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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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a specialist PE teacher, educational growth, teacher education, teaching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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