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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체육교사는 자신의 인성을

어떻게 계발시켜 나가는가?

최      규      훈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최근에 인성교육 정책의 강화로 체육수업 프로그램이 다양화 되었고, 실

제 수업시수가 양적으로 증가되었고, 학교체육진흥법까지 제정되었다(교육

과학기술부, 2012). 하지만, 현장에서의 인성함양 체감도는 그다지 높지 않

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학교에서 학생의 인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

람은 바로 교사이다. 지난 10년 동안 2500여명의 체육교사를 선발하였는데, 

그 중 최근 3년 동안의 선발인원만 1,300여명이다. 국가가 체육교사에게 얼

마나 큰 기대를 하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기존의 인성교육 연구동향

을 살펴보면, 주로 학생의 인성에 치중하였고, 교사의 인성에 대한 연구가 

사실상 미흡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체육교사가 자

신의 인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발하는지 살펴 스스로 인성 함양을 돕는 

방안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1 )체육교사는 자신의 인

성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2) 자신의 인성 계발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3) 자신의 인성을 함양하도록 돕는 방안은 무엇인가? 로 

설정하였다.

교직경력별(5년 이하 43명・6~10년 23명・11년 이상 11명)과 성별(남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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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63명, 여 교사 14명)로 구분하여, 서울・경기・인천・강원・충청・경상・
전라・제주 지역 공・사립 중등학교에 근무하는 77명의 체육교사를 참여시

켰다. 전체 15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와 심층면담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

집하였으며, 7문항은 상・중・하의 3점 척도로, 8문항은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지역상의 이유로 직접 만나기 어려운 연구자 참여자 30명을 대

상으로 질문지법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47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 또는 

3~5명으로 구성된 집단 면담을 실시하였다. 개별 면담은 1시간 내외로, 집

단면담은 2시간 내외로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은 질문지에 따른 구조화된 면

담을 진행하면서 면담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비구조화된 면담을 추

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하여 얻은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

육교사 자신의 인성 인식은 인성 인식의 양면성과 인성 인식의 수준으로 

분석하였다. 인성 인식 양면성은 긍정적 인성과 부정적 인성으로 구분하였

고, 긍정적 인성은 교사 자신의 인식으로 긍정적 사고, 반성적 사고, 사명감

이 있었고, 학생을 통한 인식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공정한 태도, 솔선수범

과 언행일치, 사명감이 있었으며, 수업을 통한 인식으로 교과내용의 스포츠

맨십, 학생의 흥미와 몰입, 교사의 반성적 태도가 있었다. 부정적 인성은 교

사 자신의 인식으로 자기조절과 자기존중의 부족, 용기의 부족, 의사결정력

과 실천의지력의 부족이 있었고, 학생을 통한 인식으로 인내심과 존중의 부

족, 열정의 부족, 공정함의 부족이 있었으며, 수업을 통한 인식으로 경험부

족으로 인한 회의감과 체력한계로 인한 불성실함이 있었다. 인성 인식의 수

준은 체육교사 자신의 인성에 대한 인식빈도와 만족도를 분석하였고, 자신

의 인성을 가끔 인식하거나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만족도는 

중간정도로 분석되었다.

둘째, 체육교사 자신의 인성 계발은 인성 계발의 필요성과 인성 계발의 

양상으로 분석하였다. 교사의 인성 계발은 학생의 인성 계발을 위해 선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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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고, 그 이유는 교사의 인성이 학생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교사의 

인성 중 부족한 부분이 학생에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

었다. 인성 계발의 양상은 ‘개별적 계발 노력’으로 영성 및 반성의 시간

을 통한 가치관 정립, 독서, 체력 관리 및 다양한 활동 참여, 교원 연수・대

학원・학회 및 워크숍, 가정의 평안이 있었고, ‘협동적 계발 노력’으로 

교사학습공동체 및 교과교육 연구회, 교사 멘토링 및 동료 교사와의 대화, 

체육수업 활동, 학급담임의 역할이 있었다.

셋째, 체육교사 자신의 인성 함양은 인성 함양의 가능성과 인성 함양의 

방안으로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체육교사는 인성이 함양될 수 있다고 하였

고, 체육수업을 통해서 체육교사의 인성이 함양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인성

함양의 방안은 교직업무 수행을 통한 방안, 전문성 증진을 통한 방안, 개인

적 노력을 통한 방안으로 구분되었다. 교직업무 수행을 통한 방안으로 체육

수업 활동, 학급담임의 역할이 있었고, 전문성 증진을 통한 방안으로 교사

학습공동체 및 교과교육 연구회, 교원연수・대학원・학회 및 워크숍, 교사 

멘토링 및 동료교사와의 대화가 있었으며, 개인적 노력을 통한 방안으로 영

성 및 반성의 시간을 통한 가치관 정립, 독서, 체력 관리 및 다양한 활동 

참여, 가정의 평안이 있었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체육교사는 자신

의 인성을 인식하고 계발하며 함양할 수 있다. 함양하는 과정에서 다시 인

성을 인식하고 계발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육교사는 자

신의 긍정적 인성과 부정적 인성을 얼마나 자주,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인식하고, 교사 자신의 인성이 학생 인성에 큰 영향을 주는 인성 계발의 필

요성에 의해 개별적 또는 협동적 계발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노력으로 

인성 함양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다양한 방안을 실시하여 인성을 함양될 

것이다. 그 함양하는 과정에서 다시 인식된 긍정적 인성은 승화되고 부정적 

인성은 보완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와 같은 순환의 과정을 통하여 체육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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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자신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체육교사의 인성 함양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

다. 체육교사의 인성 함양을 위한 제언으로 첫째, 체육교사가 학생의 인성

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학생의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체육교사

의 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체육

교사의 인성 함양은 체육수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첫째, 체육 수업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식된 교사 인성 요소

를 추출하여 교사 인성 교육 정책 및 연수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초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체육교사의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연수가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구되어야 한다. 셋째, 경력별, 성별 

체육교사의 인성함양을 위한 방안이 단계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넷째, 예비 체육교사의 인성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직 체육교사의 인성

교육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어 : 체육교사, 인성

학  번 : 2001-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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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필요성

요즘 학교의 정문에는 예전과 다르게 학교의 주요 사업이나 목적을 설명

하는 전광판이 세워진 곳을 많이 볼 수 있다. 교과 관련 문구보다는 “나

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학교, 학생이 존중받고 꿈을 키우는 학교, 인성

이 답이다.”등등의 인성관련 문구가 빨강색으로 흐르면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난 2010년 이후 학교교육에서 인성이 강조되었다. 특히나 2015년 7월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으로 학교현장에서는 2016학년도부터 연간인성교육

계획을 별도로 세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학교교육을 통

해 학생들의 인성이 바르게 키워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추었

다.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16)에서 미래 인재 육성을 위

한 최우선 과제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인성 

친화적 학교・실천하는 가정・협력하는 마을(서울시교육청 인성교육 실행

계획 공청회, 2016)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인성교육 지원 협력 강화, 창의

인성교육센터 운영 확대 등 인성교육 정책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더욱 많은 

지원을 이야기하며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아동학대나 생명경시 풍조 등의 기사를 접할 때마다 더더욱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학교에 더욱 많은 기대를 하

고 있다. 

 현대의 가정에서 부모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자녀들의 생계와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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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직업 전선에서 일하느라 자녀들과 보내는 절대적인 시간이 과거에 비

해 줄어들었다.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체육으로 인성을 실현하도록 정규 수

업시간 이외에 2012년 2학기부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추가되어 체육시

간이 더욱 많아졌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서울특별시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2012호)에 따르면 체육은 기준수업시수 

이상을 편성․운영하고 또한 매학기 편성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속적

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총 수업시수 3,366시간 중에서 체육은 272시간이

상(272~326),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 중에

서 학년별 연간 34∼68시간(총 136시간) 운영하며, 매 학기 편성하도록 하

였다. 또한 체육과의 목표를 살펴보면 ‘신체 활동을 통하여 활기차고 건

강한 삶에 필요한 지식과 실천 능력, 자신의 미래를 계발하는데 필요한 도

전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선의의 경쟁과 협동 능력 

등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로 신체활동을 통해 인성을 함양하는 것임

을 알 수 있다. 정규수업에서 체육뿐만 아니라, 방과 후 수업의 체육프로그

램・토요 스포츠 활동・1인 1스포츠・학교스포츠클럽리그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서울학생 7560+ 운영결과(서울시교육청, 

2014)를 보면, 서울시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1,118개 학교에서 658,849명의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 시작하기 전이나 이후 시간을 활용하여 리듬워킹・
육상・체조・탁구・배드민턴・축구・농구・풋살・소프트볼・태권도・줄넘

기・유도・훌라후프・플로어볼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체육진흥법(2013)의 제 6조 8항에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교류활동 활성

화에 대해 명시하였고,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에 대해서도 참가팀 대부분이 

경기장이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홈앤어웨이리그, 참가팀 중 일부만 경기장이 

확보가 가능한 라운드리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으며, 나아가서 현장

에 적합한 라운드리그 방식으로 실제 학교스포츠클럽 리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법이나 프로그램 수로는 단연코 체육에 대해 과거

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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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과 인성 및 사회적 역량

의 불균형에 대한 염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 핵심역량지

수’에 대한 국제 비교에서 우리 학생들의 ‘지적역량’은 비교대상 36개

국 중 2위였으나,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에서

는 최하위 수준인 35위로 보고 되었다(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10). 이러

한 결과는 2012년 실시된 인성교육 대국민조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신뢰와 협력, 참여 등 학생들의 더불어 사는 능력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75.6%에 달했으며, 청소년들에게 가장 부족한 인성 가치가 ‘배려’라는 

교육전문가들의 응답 결과가 제시되었다(교육부, 2012). 그리고 한국 어린

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 결과 5개 영역(물질적 행복・보건과 안전・
교육・가족과 친구관계・생활과 생활양식) 수준은 우수하나, ‘주관적 행

복’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한국방정환재단, 2015). 또한 객관적 삶

의 질은 높아졌는데 학교 급별로 자살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초등

학생의 16.7%, 중학생의 29.3%, 고등학생의 24.7%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한국방정환재단, 2015)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행복하지 않

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학교에서 스포츠・동아리 활동 등을 강조하고 많

은 시간과 방법을 투자하였는데 그 시간과 노력을 어디로 간 것일까? 

 1명의 체육교사는 1년에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을 가르친다. 그 체육교사가 

20~30년 동안 교직에 몸담고 있을 경우에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을 가르치게 

된다. 국가는 최근 3년 동안(2013년도 330여명, 2014년도 430여명, 2015년 

550여명) 1300여 명(각 시도별 교육청 사이트)의 체육교사를 선발하였다. 

체육교사의 수가 늘었고 체육교사가 많은 학생에게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

을 가르치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학생에게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스스로 인성교육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

는지의 여부는 검증되지 않았다. 인성교육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어떻

게 알 수 있을까? 과거에는 체육교사가 체육 수업에 대한 책무성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학교체육의 위기를 조장하는 실질적인 원인이 된다(강신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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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철, 2003)고 하여 권위주의의 대표 본보기로 체육교사를 꼽았다. 김영

식, 김승재(2003)는 현직교사들에 대한 재교육 차원에서의 연수 체제도 교

사의 인성을 함양시키기 보다는 자격취득이나 승진을 위한 점수획득에 필

요한 형식적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교사의 인성교육

을 위한 형식적인 프로그램으로 교사의 인성이 함양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의 인성을 위한 체육교육활동을 충분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생

들의 인성이 길러질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교사의 인성을 위한 연구가 현

재까지 미흡하고 앞으로 질적 깊이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동안의 연구는 학생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계발 및 탐색에 치

중되어 왔다(한국교육개발원, 2014). 최근에 발표된 인성교육진흥법도 학생

에 초점을 둔 정책이다. 이와 같은 연구와 정책이 학생의 인성에 어떤 영

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많은 기대와 염려가 공존하고 있다. 학생의 인성 

발달을 위한 노력은 학생 이전에 교사 스스로의 인성 계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교사 스스로가 자신의 성품과 솔선수범의 태도를 함양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접근을 활용하여 중학교의 체육교사가 체육을 통한 

인성교육을 잘 하기 위해 자신의 인성을 어떻게 가다듬어 나가고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체육교사의 인성에 대한 인식과 계발 노

력이 학습자의 인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체육교사들이 자신의 인성을 계발시키기 위한 개선 방안을 탐

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현직 체육교사가 자신의 인성을 어떻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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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인성 계발의 양상을 살펴 체육교사의 인성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3.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앞에서 논의한 연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첫째, 체육교사는 자신의 인성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체육교사는 자신의 인성 계발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셋째, 체육교사가 스스로 자신의 인성을 함양하도록 돕는 방안은 무엇인

가?

4. 용어 정의

▣ 체육교사

 체육교사란 일정한 자격과 경험을 가지고 공립이나 사립 중등학교에 근무

하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 체육교과 수업을 하고 있는 체육교사를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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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

 인성은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성・덕성・감성・영성(최의창, 

2009)으로 구성된 개인의 바람직한 심성과 사회적으로 갖추어야 할 가치 

있는 행동특성과 역량을 의미한다.

5. 연구 제한점

  첫째, 본 연구는 전국 각 지역의 중등학교 체육교사 77명을 대상으로 질

적 사례연구 방법에 근거하여 실시되었기에 전체 체육교사의 인성 계발의 

측면으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연구목적상 체육교사 자신의 인성 계발에 

적극적 관심을 갖고 있으며, 스스로의 인성 계발을 위해 노력하는 체육교

사들로 선정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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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체육교사의 역할과 전문성

 

가. 체육교사의 역할  

최근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으로 학교체육 위상은 높아졌지만, 학교체육

의 양적 증가로 체육교사의 업무 부담은 증가되었다. 체육교사는 체육수업 

지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운동부 관리, 학급 담임의 역할을 한다. 

1) 체육수업 지도

 중등 체육교사는 정규 교과시간에 체육수업을 담당한다. 체육교사의 주당 

수업 시수는 전체 평균 18.5시간(중학교 19.7시간, 고등학교 16.4시간)으로 

나타났고, 주당 수업 외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전체 평균 4.1시간(중

학교 4.4시간, 고등학교 3.6시간)으로 나타났다(이예훈, 권민정, 전선혜, 

2014). 이 시간 동안 체육교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체육과 교육

과정(2011-361호)에 근거한 건강활동・도전활동・경쟁활동・표현활동・여

가활동을 가르친다. 체육교사는 연간계획・단원계획・수업계획을 수립하고 

수업관리 및 지도를 실시하며 학생을 평가한다. 체육수업 지도는 체육교사

의 다양한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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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

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뜻한다(오대균, 2014). 학교는 학생들

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편성․운영한다. 체

육교사는 학교스포츠클럽을 계획하여 직접 지도하거나 스포츠강사 등을 관

리・운영하고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 총론(2013-7호)에 의하면, 학교스포

츠클럽 활동은 학년별 연간 34~68시간(총 136시간) 운영하며, 매 학기 편성

하도록 하고, 학교 여건에 따라 연간 68시간 운영하는 학년에서는 34시간 

범위 내에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체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 확대를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활성화, 

토요스포츠강사지원, 스포츠아카데미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서울시교육청, 

2015) 이에 따라 체육교사의 역할은 확대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의창・안양옥・이옥선(2014)은 지도자가 인식하는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의 주안점으로 인성의 함양을 꼽았고, 최의창(2007)은 교사 전문성 측면에

서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교사가 교육적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지니

고 있는지의 여부가 학교스포츠클럽의 교육적 운영에 대한 열쇠가 된다고 

하였다.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수행하

는 체육교사의 인성 함양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학교운동부 관리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또한 학생선

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

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학교체육진흥법, 2013). 최근 학교체육진흥법의 제정 및 실행, ‘공부하는 

학생선수’육성을 위한 학교운동부의 변화 추구와 크고 작은 학교체육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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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정책과 제도들로 인해 중등 체육교사들은 체육수업 외의 각종교육 활동 

및 기타 업무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실정이다(이예훈, 권민

정, 전선혜, 2014). 이충원(2004)은 체육교사의 업무에 대해 체육수업 지도 

및 공식적으로 할당된 업무이외에 일반교사와는 질적으로 다른 다양한 일

과 역할을 관행적으로 담당해오고 있는데, 특히 운동부 육성・의식 및 행

사진행을 꼽았다. 학교에서 학교 운동부의 실질적 책임자는 체육교사이다. 

체육교사들은 체육수업 지도・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의 역할 외에 운동부 시

합 출전 및 훈련에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운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체육교사는 체육수업 지도와 운동부 감독・코치라는 서로 유사하면서

도 차이가 있는 역할을 교육적 상황에서 경험하게 된다(Sisley, Carpel & 

Desertrain, 1987). 운동부 담당체육교사는 전인교육 실현과 운동부 승리의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운동부를 담당하는 체육교사는 교육적 상

황에서 일반 교사와 달리 다양한 역할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박성기, 김성

훈및 이안수, 2012). 

 

역할 직면하는 문제

체육교사

시합출장으로 인한 수업적응의 어려움, 시간강사와 수업연계의 문제, 학

생들의 수업 손해, 수업 집중의 어려움, 수업 준비를 위한 시간 투자의 

어려움, 연수 참여 기회의 제한, 전문성 향상 노력 부족, 수업에 대한 자

신감 결여, 수업 부담감, 학생들과 친밀감 조성의 어려움, 시간강사 수급

의 어려움, 잦은 출장으로 인항 수행평가에 그치는 수업, 스포츠동아리 

학생에 대한 관심 부족

운동부 감독

성적에 대한 부담, 법인카드 사용상 문제점, 카드영수증 처리의 번거로움, 

책임에 대한 부담, 예산집행 및 처리의 어려움, 관리자의 지나친 관심, 선

수수급의 어려움, 어쩔수 없이 감독직을 맡음, 운동부에 대한 많은 시간 

투자, 코치의 부재, 노력에 대한 혜택에 대한 불만, 선수들의 중도포기로 

인한 가슴 아픔, 예산 부족으로 인해 팀 운영의 어려움

[표 1] 중등 체육교사의 운동부 담당에 따른 역할갈등의 근거 이론적 접근
(박성기, 김성훈, 이안,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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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급 담임

 학급 담임은 조종례 시간 운영・학급 내 문제 처리・학급 관리・학급 분

위기 조성 등의 학급 경영을 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지도・학

부모 연계 및 상담・학교폭력 관련 업무 등의 생활지도를 하며, 진로 지도 

등을 수행한다. 중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80년 45.1명에서 2012년 

16.7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2). 과거에 

비해 학급 담임으로서 지도해야할 학생 수는 줄었으나 학교폭력관련 업무 

증가,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학급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은 

증가되고 있다. 

나. 체육교사의 전문성

  Castetter(1986)는 교사전문성이란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교육활동을 하

는데 필요한 전문적 능력으로 설명하였고, 손승남(2005), 조호제・윤근영

(2009)은 교사 전문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 전문성이라고 하였다. 조

기희(2015)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지식・수행・심성・성찰 관점으로 바

라보았다. Sockett(2006)는 심성이란 교사들이 원래 지니고 있거나 얻게 된 

정신적・행동적 덕목・자질・습관으로 설명하였고, 심성적 자질 요소로 인

격적인 덕목・인지적인 덕목・배려적인 덕목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곽은창과 주병하(2000)의 연구에서 효율적인 교수행동으로 교사의 정열적 

태도가 필수적이며, 교사의 헌신・열정과 같은 성격적 특성과 학생과의 상

호작용능력이 중요함을 시사하였고, 전용진과 이병준(2009)은 수업열정과 

정서가 효율적인 교수의 절대적인 구성요소임을 주장하였다. 류태호(2001)

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보다 교사의 정의적 특성 변인에 학생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박경석・전재호・최미정(2011)은 교사 열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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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정의적 특성은 학생들의 동기유발과 효과적 수업 운영에 중요한 요인

이며 열정적인 교수활동이 학생들에게 긍정적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였다. 

 Zeldin과 Pajares(2000)는 교사의 말과 행동・태도・열정적인 모습은 학생

들의 몰입과 자기효능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정현우

(2010)는 체육교사가 직접교수행동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어투・어조・표

정・몸짓・시범의 세밀함과 독창성・유머 등의 간접교수행동의 전문성을 

갖추어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 함양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2. 체육교사의 인성

가. 체육교사가 가르쳐야 할 인성

1) 체육과교육과정 문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체육과 교육과정(제2015-74호)의 내용요소에

서 제시한 인성의 덕목은 다음과 같다. ‘건강’영역에서는 자기존중・자

기조절・자율성 등이 있고, ‘도전’영역에서는 용기・인내심・절제 등이 

있으며, ‘경쟁’영역에서는 페어플레이・팀워크・운동예절 등이 있다. 

‘표현’영역에서는 심미성・공감 등이 있고, ‘안전’영역에는 존중・공

동체 의식 등이 있다. 

또한 각 영역의 기능에서 제시한 인성의 덕목은 다음과 같다. ‘건강’

영역에서는 관리하기・실천하기 등이 있고, ‘도전’영역에서는 시도하

기・수련하기・극복하기 등이 있으며, ‘경쟁’영역에서는 상호작용하기・
협력하기 등이 있다. ‘표현’영역에서는 감상하기・의사소통하기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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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안전’영역에는 대처하기・습관화하기 등이 있다. 

영역 내용 요소 (중학교 1~3학년군) 기능

건강 ◦자기 존중 ◦자기 조절 ◦자율성
◦관리하기

◦실천하기

도전 ◦용기 ◦인내심 ◦절제

◦시도하기

◦수련하기

◦극복하기

경쟁 ◦페어플레이 ◦팀워크 ◦운동 예절
◦상호작용하기

◦협력하기

표현 ◦심미성 ◦공감 ◦비판적 사고
◦감상하기

◦의사소통하기

안전 ◦의사 결정력 ◦존중 ◦공동체 의식
◦대처하기

◦습관화하기

[표 2]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내용체계(교육부, 2015)

2) 체육수업 - 인의예지(仁義禮智)

최의창(2010)은 체육교사의 간접교수활동으로 맹자의 사단(四端)과 사덕

(四德)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수업참여의 인의예지론’을 제시하였다. 체육

교사는 학생들에게 어진 마음, 멋진 행동, 밝은 표정, 고운 말씨를 가르쳐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어진 마음(仁), 측은지심(惻隱之心)이다. 체육

교사는 학생의 마음가짐(仁)이 어질도록 가르쳐야 한다. ‘어진 마음’을 

지니고 수업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어질다는 것은 착하고 온유하며 사

랑하다 등의 모든 것에 대하여 포용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한 가지로 표현

한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어진 마음을 지니고 수업에 참여하며 친구들

을 이해하고 감싸 안도록 지도해야 한다. 학생 자신은 물론, 친구들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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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존중・배려하는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한다.

둘째, 멋진 행동(義), 수오지심(羞惡之心)이다. 체육교사는 학생의 행동거

지(義)가 올바르도록 가르쳐야 한다. ‘멋진 행동’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멋지다는 것은 스포츠맨십을 보여주는 행동으로 각각의 상황 

속에서 참되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어려운 상황

에서 솔선수범하고 친구에게 양보하며 서로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

쳐야 한다. 학생들이 서로 멋진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쌓아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셋째, 밝은 표정(禮), 사양지심(辭讓之心)이다. 체육교사는 학생들의 얼굴

모습(禮)이 밝도록 가르쳐야 한다. ‘밝은 표정’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밝다는 것은 환하다, 미소 짓다, 명랑하다, 즐겁다 등의 상태가 

표현되는 얼굴모양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무표정한 얼굴모습을 버리고 긍

정적인 사고와 타인 중심적인 생각이 표정으로 나타나 즐거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이 친구들을 최대한 배려하는 예(禮)를 갖

추는 얼굴표정을 갖고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넷째, 고운 말씨(智), 시비지심(是非之心)이다. 체육교사는 학생들의 말씀

씀이(智)가 곱도록 가르쳐야 한다. ‘고운 말씨’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해

야 한다. 곱다는 것은 올바르다, 아름답다, 따뜻하다, 격려하다, 칭찬하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 학생들이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곱고 지

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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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마음
(仁)

사랑

운동을 잘 못하는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

부족한 체육교구를 공평하게 나눠 쓰는 마음

패 활동을 함께 하는 마음

운동 중에 다친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

매너

경기에 지더라도 친구의 실수를 탓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는 행동

상대편에게 실수로 공을 맞혔지만 사과하는 행동

운동실력이 부족한 친구와도 함께 연습하는 것

멋진 
행동
(義)

몸짓

체육 시간에 빨리 모이기

체육복 잘 입고 운동화 잘 신기

체육교구 아껴 사용하기

패 활동에서 큰 소리로 파이팅 외치며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체육교구를 소중히 다루기

용모

선생님 설명에 집중하기

잘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잘할 수 있도록 돕기

어려워 보이는 활동도 도전하는 마음으로 시도하기

수업 활동할 때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하기

수업 후 교구 정리 솔선수범하기

밝은
표정
(禮)

표정

친구, 선생님과 웃는 얼굴로 인사하기

경기 승리 및 과제 성공 시 ‘모두 너희들 덕이야’,‘우리가 해냈어’하는 뿌듯한 
표정 짓기

경기 패배 및 과제 실패 시 ‘괜찮아’,‘다음에 더 잘해보자’ 격려하는 표정 짓기

유머

다른 패나 친구의 활동에 진심어린 표정으로 응원해 주기

친구의 잘못된 행동과 말투를 유머러스하게 고쳐주기

패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을 때 긍정적인 유머로 패 분위기 상승시키기

경기 패배 및 실수로 시무룩해진 친구에게 격려 섞인 말투로 응원메시지 보
내기

고운
말씨
(智)

어조

친절하고 부드럽게 말하기

친구를 칭찬하며 말하기

화내지 않고 상냥하게 말하기

차분하게 배려하며 말하기

상대방을 존중하며 말하기

대화

친구야 괜찮아? 다치진 않았어? - 체육수업 도중 친구가 넘어졌을 때

도와줄까? - 친구가 체육수업 도중 친구가 어떤 동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힘내자! - 시합 도중 자신보다 경기력이 떨어질 때

나쁜 말 / 욕설하지 않기 - 체육수업 도중 경기나 자세연습이 잘 이루어지 
않을 때

괜찮아! 다시 해 보자! - 게임 도중 파트너나 우리 편이 실수를 했을 때

[표 3] 체육 실천을 통한 4덕(최의창,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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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체육교사가 갖추어야 할 인성

윤기준(2010)은 체육교사가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

며 수업의 운영을 위한 반성만이 아닌 교사의 실존적 삶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하였고, 최의창(2007)은 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교육자질과 능력에

는 도덕적이고 인성적인 영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학생을 

전인격적인 존재로 만드는 과정이라면 그 과정을 주도하는 교사가 틀림없

이 전인격적인 자질과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체육을 가르치

는 일도 마찬가지다. 체육수업도 도덕적 활동으로서 학생의 인성함양이 관

여된다(최의창, 2003; Arnold, 1997). 학교체육을 실행하면서 학생들의 심성

적 차원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체육교사는 인성적 차원의 자질과 재능

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체육을 잘 가르치려면 좋은 성품을 지닌 체육교사

가 되어야만 한다는 말이다. 단순히 운동기능이 뛰어나거나 이론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상태만으로는 학생의 인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가 없

다. 체육수업에서 학생의 기능수준은 체육교사의 기능수준에 영향을 받듯

이, 학생의 인성 수준은 체육교사의 인성 수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

러므로 높은 인성수준을 지닌 체육교사를 위한 인성교육의 방안을 살펴보

는 일이 중요하다.

1) 사명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사명감이란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

하려는 마음가짐이라고 하였다. 체육교사에게 있어 사명감이란 체육교사에

게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려는 마음가짐이다. 오경종(2011)은 교사가 성

직자와 같이 소명의식・헌신과 사랑・봉사정신・높은 도덕적 윤리적 행동 

규범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교직을 성스러운 정신적 활동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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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점으로 교사의 윤리적・인격적 측면을 중시하였다. 교직에 대한 성직

의식은 교직의 직업적 속성보다는 교육행위의 본질인 교사와 학생 간 인격

적 만남을 토대로 한 윤리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직은 천직이며 교

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소명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보았다(정영수, 

2007). 권태이(2009)는 교직이 현대사회에서 생계유지수단인 직업으로서의 

특징을 갖지만 다른 직업에 비해 봉사적 사명감이 강조된다고 하였다. 

 이승미(2000)는 소크라테스의 ‘덕’이란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지식으로, 그것의 의미를 일상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탐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교사에게 사명감이란 교사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지

식과 실천이라고 하겠다. 윤성경(2016)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

에 의해 왜곡된 도덕세계에 문제를 제기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명

제를 대화를 통해 탐구하면서 도덕적인 삶을 실천하였고 그 연구과정은 학

당에 앉아 혼자 논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제기되는 의문을 타

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함께 풀어나가는 방식이었다. 체육교사들 역시 체육

교사로서 어떻게 살아야할 것인가를 탐구하면서 도덕적인 삶을 실천해 가

려면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다른 체육교사 즉 교사 전문공동체에서 대화

를 통해 함께 풀어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에 명시된 인성의 핵심 가치ㆍ덕목으로 예(

禮)・효(孝)・정직・책임・존중・배려・소통・협동 등의 마음가짐을 제시하

였다. 이 중에서 교사의 사명감은 예(禮)・정직・책임・존중・배려와 관련

이 깊다고 볼 수 있다. 학생에 대한 예를 갖추고 교육현장과 삶 속에서 정

직하고 교육활동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학생과 학부모, 동료 교사를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 실천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형진(2010)은 공자의 인(仁)을 애인(愛人)・충서(忠恕)・극기복례(克己復

禮)로 설명하면서 애인(愛人) 즉, 사회적 인간관계에서 우선 삶을 사랑하는 

것이 인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려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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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내면이 확립되어야 한다. 애인(愛人)은 인의 본질적 의미를 가리키

는 개념으로서 사람이 선천적으로 갖추고 있는 사랑의 정(情)으로 “오직 

인자라야 사랑할 수 있고 능히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論語, 里仁, 唯仁者 

能好人 能惡人.).”라고 했다. 교사에게 애인(愛人)은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학생과 동료교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이 되는 것이라 하겠

다.

 차민경(2015)은 공자의 주된 관심은 인간(人間)으로 모든 가치의 정점에 

인간(人間)을 세웠다고 하였다. 인간의 주체적 자각과 실천을 가장 우선으

로 하는 인도주의 사상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이 도달하게 

해주고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사람을 평등하게 대

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헤아려 배려하며, 자기를 미루

어 타인(他人)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 공자의 인도주의 정신이다. 체육교사

가 학생을 평등하게 대하고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헤아려 배려하고 자신보

다는 학생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이다.

 정진환ㆍ박병진(2001)은 사랑은 교원이 준수해야 할 비공식적인 실천 윤

리로서 “사도는 제자를 사랑하고 개성을 존중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명

랑한 학풍을 조성해야 한다.”는 사도강령을 제시하였다. 강희섭(2011)은 

예수의 청지기(steward) 비유를 통해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로서 지혜롭고 진실한 마음으로 최고의 헌신을 이끌어내야 하고, 집안일

을 경영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짜서 지혜롭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경영자이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주인 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완수한다고 하였다. 교사는 성경이 말하는 청지기와 같이 지혜롭고 

진실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책임을 완수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최의

창(2010)은 수업운영 능력이 뛰어나고 교과교수지식이 넘쳐나도, 학생과 교

육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한갓 잔재주와 헛지식의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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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서지 못하고 교사와 학생 누구에게도 유익이 없다고 하였다. 

2) 반성적 사고 

 소크라테스가 남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우리 자신이 아무 것

도 모르고 있음을 인정하라”는 의미이다. 김태우(2016)는 사람들이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알기 쉬운 ‘자기 자신’ 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자신이 무언가를 알

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에게 실은 스스로가 그것의 본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대화한 소크라테스처럼 교사는 반성적 사고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아 발전시켜 나가는 면이 중요하다. 

 차민경(2015)은 유학(儒學)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을 가리키는 말은 성인

(聖人)으로 은혜와 덕이 경지에 이른 사람을 뜻한다고 하였고 공자(孔子)의 

인도주의 사상의 근본은 수기(修己)이며 그 귀결점을 치인(治人)으로 보았

다. 즉, 자기수양을 통해 성취한 최고의 인격으로 성인군자(聖人君子)를 이

야기 하였는데 더 나은 상태의 자신으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수양(自己修養)이다. 

 진영준(2013)은 석가모니는 평범한 일상의 모습에 최고의 도가 있음을 몸

소 실천함으로써 보여준 훌륭한 교사라고 하였다. 석가모니는 모든 현상과 

존재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자세와 반성적 사고를 통하여 늘 자신의 수행

과 가르침을 되돌아보았으며, 그러한 자세를 통하여 존재에 대한 깊은 이

해를 할 수 있었다.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 그 당시 존경받던 여

러 스승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그를 가르쳤던 스승들은 그들이 가르치

는 내용과 가르치는 일에 대한 반성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나 석가모니

는 출가한 후 여러 스승들로부터 배운 방법으로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자, 

지극하게 수행을 한 실천과 끊임없는 반성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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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륜(2010)은 석가모니가 자신의 허물을 대중 앞에 드러내어 고백하는 포

살(布薩)과 자진해서 자기의 죄를 지적해 달라고 동료들에게 청하는 자자

(自恣)를 행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오세호(2008)는 체육교사에게 반성적인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서 

수업이 끝났다 하여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의 자료들을 수집

하고 분석함으로써 수업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지식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학생들에게 공만 주면 좋아할 거라는 생각!' 더 

이상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반복적인 반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질 좋

은 수업을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양정실 등(2013)의 연구에서도 인성교육은 방법적 차원보다는 교사와 학

생이 상호작용하는 실천적인 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윤성경

(2016)은 인성발달은 인간의 전 생애를 통해 진행되며 도덕적 사고력은 어

느 순간에 형성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장에서 발생하는 갈등 사태

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한다고 하였다. 인성은 교육을 통해

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완성해 가려는 삶의 태도로 이해되

어질 수 있다. 교사의 인성 역시 학생과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속적으로 완성해 가려는 삶의 태도로 보아

야 할 것이다.

 이승미(2000)는 교사가 학습자와 함께 교육내용을 고민하고 탐구하는 모

습이 학습자의 자율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이며, 한 인간으로

서의 교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내면화한 지식의 상태라고 하였다. 최의창

(2003)은 체육수업이 교육적인 것이 되려면 체육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에 대한 철학적・윤리적・사회적・예술적 탐구와 성찰을 주된 활동으로 하

는 반성적 체육수업이 되어야 하며 교사는 반성적 체육교사가 되어야 하

고, 교사는 자신의 수업활동에 대한 의식적인 반성과 성찰을 수행하여 철

학적・윤리적・사회적・예술적 측면에서 수업향상을 도모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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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육교사의 인성 함양 방안

가. 연수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이 교육에 있어 건물

이나 시설・교구 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원이다. 현직교사의 

재교육은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여러 방법과 기회를 통하여 새로

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효과적인 교수・학습활동을 위한 전문인으로서

의 기능 보유와 자기 성장・발전을 도모하며 업무수행 등 교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체의 행동이다(김영식, 임종호, 2002). 현직 교원은 아래 

표와 같은 다양한 형태와 종류의 연수를 다양한 기관을 통해 재교육을 받

고 있다. 

[그림 1] 교원 연수 개요(교육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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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중심 현직연수

기관중심 현직연수는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원연수원, 대학 부설 초․중
등 교원연수원 그리고 중앙의 여러 연수관련 기관 등의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되는 각종 연수활동이며, 유형에는 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 특

별연수, 국외연수가 있다. 자격연수는 상급 자격취득과 전문성 제고 및 자

질 연수, 국외연수가 있다. 자격연수는 상급 자격 취득과 전문성 제고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것이며, 직무연수는 각 교과의 교육이론 방법 및 일반교

양을 제고하여, 새로운 정보 및 기술 습득이 목적이다. 또한 직무연수는 직

무 수행 능력 향상과 교직 윤리관 제고를 위한 것이고, 특별연수는 한국교

원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석사과정이며, 국외연수는 외국어 능력신장, 선진국

의 기술 정보 습득과 사기 앙양을 위한 것이다.

2) 학교중심 현직연수

학교중심 현직연수는 단위 학교 내에서 교직원들의 필요와 요구에 대하

여 자체계획을 세원 실시하는 여수 활동으로 교내 연수라고도 하며 교원 

현직 연수 중에서도 현장과 교육학 이론이 만나는 연수이다. 학교중심 현

직연수의 목적은 교원의 질을 향상하고 학습의 능률화를 기하며,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 방법을 개선하고 교육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유로운 연구와 상호 협동으로 창의력을 발휘하고 교육조건을 

정비해 나가는 데 있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연수 활동으로 학교

장의 책임 하에 단위학교에서 자발적으로 계획하여 실시되는 수업연구, 강

습회, 협의회 등이 있다. 교내 연수내용은 주로 학습지도에 관한 내용과 교

직관 확립에 관한 것 등이며, 교육청 장학진이나, 관련 교육전문가를 초빙

하여 시범수업이나 지도조언을 청하는 장학형태도 있다. 학교중심 현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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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교사의 요구와 필요에 바탕을 둔 연구 활동으로서 교사의 주도하에 

자주적, 자율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계획 실천되며, 그 목적은 교사의 자

질 향상과 교수 기술의 계발 신장에 있다.

3) 개인중심 현직연수

개인중심 현직연수는 자기연수라고 하며, 교사의 자발적 동기에 의하여 

사회교육 관련 기관에서 전문적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개인 수준에서 이

루어지는 현직연수로, 각종 연수활동에 참여하는 자기 연찬 활동을 의미한

다. 이러한 개인 중심 현직연수는 교사 스스로가 성장해 나아가지 않고는 

발전하는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교사 자신의 전문적 성장

을 목적으로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순수하고 자발적인 것이

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을 내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없어서 좋고, 방법과 

기회가 무한정 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상위 자격 취득과 같은 결과로 연

결될 수 있어 효율성도 높은 것이다. 개인 중심 연수가 지니는 가장 큰 장

점은 교원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연수활

동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최근에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각종 연수지침 등을 통하여 개인중심현직연수를 꾸준히 강조․권장하고 있

으며, 교원들도 개별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6 중점 교원연수 추진방향 자료(교육부, 2016)에서는 연수의 방향으로 

인성교육 강화를 제시하며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인성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교원 연수과정에 인성요소를 반영하고 인성교육중심 수업・인성교육프로그

램 지도 사례 등 실천적 인성교육에 관한 연수를 확대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법령에 따라 전체 교원이 교내자율연수 등 연간 4시간 이상 인성관

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고 인성교육 지도역량 제고를 위한 단계별 연수를 

개설하여 연수와 현업이 직접적으로 연계되도록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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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감성・인문소양・정서함양 연수를 확대 개설하고 인성교육에 대한 

학교장의 책무와 관련된 연수과정을 개설하도록 하였다. 연수기관에서 인

성교육프로그램 지도법, 인성교육 사례발표 및 분임 토의 등 체험․실습형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단위 학습공동체 연수는 교사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

하는 교사 인문도서 읽기, 인성동아리 연수 등을 권장하였다. 최의창(2006)

은 체육전문인의 심법적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문적 접근을 제안하면

구  분 기관명 주요 연수과정 비고

중앙단위

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육정책, 교원․일반직 연수

․연수 발전 및 자료 개발

교육연수원 

평가 업무 포함

시・도 

교육연수원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등 17개 기관

․유・초・중등 교원 자격 및 직

무연수

교장자격 

연수기관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교(원)장 자격연수

․특별연수 및 외국어연수

교장 자격연수

지정기관

서울대학교사범대학

부설 교육행정연수원

․교장(중등) 자격연수

․교육행정 지도자 과정

서울교육대학교 

부설 교육연수원
․교장(초등)・원장 자격연수

대학부설 

교육연수원

서울대학교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등 80개 기관
․부전공・복수전공 자격연수 등

고등교육법상

 대학에 설치

원격교육

연수원

학교폭력예방교육센터

원격교육연수원 

등 37개 기관

․교원 직무연수, 원격연수과정
교육청 설치 

기관 제외

교육행정

연수원

서울대학교사범대학 부설 

교육행정연수원
․교장(원장), 교감(원감) 대상 1개

종합교육

연수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종합교육

연수원 등 8개 기관

․교장(원장), 교감(원감) 및 교원

의 직무연수

민간 및 

공공기관

특수분야

연수기관

국립국어원 등 

각종 공공ㆍ민간분야
․유・초・중등교원 직무연수

지정권자 : 

교육감

[표 4] 교원 연수 기관 현황(교육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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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학・예술・종교・역사・철학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인문적 지혜와 서

사적 체험을 강조하고 신체활동의 직접적 체험과 함께 스포츠와 관련된 영

화・만화・음악・명화・시・소설・신앙 등의 간접적 체험을 통하여 체육전

문인의 마음의 내면에 영향을 주어 심법적 차원의 변화를 촉발시키도록 제

안하였다. 이러한 최의창의 제안은 2016 중점 교원연수 추진방향 중 인문

소양, 정서함양, 인문도서 읽기들의 방향과 일치한다. 

번호 연 수 명

1 중등학교와 함께 만들어가는 맞춤식(3차) (유0공고 : 생활교육 및 상담)

2 중등 학생과 소통하는 교사역량 강화 2기

3 중등 학생과 소통하는 교사역량 강화 1기

4 2016 중등 맞춤식 직무연수(목0중 : 참여와 소통이 살아나는 행복교실 만들기)

5 2016 중등 맞춤식 직무연수(오0중 : 회복적 생활지도를 통한 행복한 학급 경영)

6 2016 중등 맞춤식 직무연수(잠0중 : 나눔으로 성찰하는 교실 문화 정착을 위한 교사 연수)

7 2016 중등 맞춤식 직무연수(영0중 : 수업- 교사 삶의 토대 매만지기 4)

8 2016 중등 맞춤식 직무연수(인0고 : 참여와 소통의 배움공동체 구현)

9 2016 중등 맞춤식 직무연수(개0중 : 질문으로 여는 (소)통(대)통(형)통 수업)

10 중등 인성교육중심 수업 역량 강화 1기

11 중등 인성교육중심 수업 역량 강화 2기

12 2016 중등 맞춤식 직무연수(중0중 : 협력적 인성 함양을 위한 수업 및 평가 전문성 신장 연구)

13 중등 수업 성찰 2기

14 중등 교사의 삶 성찰 명상 1기

[표 5] 인성관련 직무연수(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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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현재의 다양한 연수 가운데 교사의 인성에 대한 연수는 많지 않

다. 2016년 4월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개설 인성관련 직무연수를 살펴보

면 90개의 직무연수 중 인성관련 직무연수는 14개가 개설되어 있으나 주로 

학생의 인성이나 인성교육방법이 주를 이루고 교사의 인성에 대한 연수는 

많지 않다.

2014 한국교육개발원 초등교원 인성교육 연수 자료집(한국교육개발원, 

2014)은 학생의 문제를 생각하기 이전에 교사의 마인드부터 점검해보아야 

한다고 하며 인성교육의 효과는 교사의 태도, 교사의 인성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이 연수 자료집에는 인성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 초등학생의 발달

특성과 인성교육, 교과수업을 통한 인성교육,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

교육, 학급차원에서의 인성교육, 인성교육을 위한 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

뿐만 아니라, 교사 인성 함양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그러나 

교사 자신의 인성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은 미흡하다. 체육교사의 인성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으로는 사제동행(한국교총원격교육연수원)에 개설된 

‘인문적 체육교육・하나로 수업’등이 있다(최의창, 2015).

나. 자기교육연구 및 실행 연구

교사 자신은 학생들이 알아듣기 쉽게 잘 가르쳤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정작 학생들은 교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거나 

전혀 듣고 있지 않을 수 있다.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충분히 설득했

다고 뿌듯해 하지만 교문을 나서는 학생은 전혀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나에게는 올바른 행동이나 가치라고 여겨지는 것들

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

게 되면 내가 바라보는 세계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의 가치로 받아

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나’라는 존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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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가치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서 본 세계와 다른 사람들의 눈

을 통해서 본 ‘나’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이혁규 외, 2012). 학생

들의 문제 행동을 ‘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또 

다른 교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이해되는 것이라면 ‘나’의 눈을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눈’은 관점을 의미하며 이 관점

은 ‘나’의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가치관과 교육 신념 즉, 나

의 본질을 뜻하는 것이다. 

최의창(2015)은 자기교육연구란 교육하는 자아와 자신의 교육활동을 대상

으로 1인칭 교사연구에서 강조되는 자기를 교육시키는 연구라고 하였다. 

즉, 연구자와 연구대상이 일치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성찰하고 체계적으로 

탐색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희용(2007)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2년간 

파견 근무를 하면서 교사로서의 전문성 향상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

다고 고백하였다. 교사는 과목을 가르치는 전문가이기에 앞서 학생들의 어

려움을 같이 아파하고 고민하는 나약한 인간이자 아이들의 대부(代父)이어

야 한다고 하면서 교과에 대한 전문 지식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인생에 대

한 지식이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안정감과 감동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는 교사가 자기 연구를 통해 자신의 성장 배경과 생애사를 되짚어 보고 현

재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교사로 거듭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자신의 인성 인식 및 계발

⇧
자기교육연구・실행연구

⇧
체육교사

[그림 2] 체육교사의 자기교육연구 및 실행연구를 통한 인성 인식 및 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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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연구는 교사들이 자신의 전문적 활동을 의식적으로 발전시키기 위

한 방법으로서 자신의 실행과 그 맥락을 체계적이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고(Samaras, 2002), 교사가 자기 아닌 것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자신의 실행・자신의 생각에 대한 연구이다(Hamilton & Pinnegar, 1998). 

자기 연구 교사들은 자신들의 실천에 대해서 알게 된 점들을 명확하게 드

러내고자 하며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그들의 작업은 개별 자아를 넘어서게 

된다(Loughran, 2005). 자기교육 연구는 내면에 초점을 맞춘 질적 연구로서 

자기 실천의 제 요소들에 대한 체계적인 탐구이다(Cole & Knowles, 1998).

교사들은 개인적인 삶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 가치관과 자신의 신념에 따

라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다. 자신이 알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지만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거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

지 못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과 달리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로서는 인성 지

도 상황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학생에게서 문제의 원

인을 찾기보다는 교사와 학생이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

이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혁규(2012)는 교사의 자기연구(self-study)의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첫째, 열린 태도를 갖는 단계로 자신을 오픈(open)하면서 고민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협력하는 단계로 경험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셋째, 재구성하는 단계로 자기인식을 재구성 하고 

다른 관점으로 보며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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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위와 같은 3단계의 절차를 활용하여 심층면담과 개방형 설문

지를 작성하였다.

열린 태도

자신 열기 고민 공유하기

⇩
협력

경험 공유하기 새로운 관점 제시하기

⇩
재구성

자기 인식 재구성하기 다른 관점으로 보기 새로운 해법 모색하기

[그림 3] 교사의 자기연구(self-study)의 절차(이혁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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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가. 연구의 패러다임 및 논리

연구자는 연구의 방법론을 결정하고, 그 방법론에 근거하여 자료수집과 

기술, 분석 및 해석의 과정을 수행한다(이종규, 2006). 연구 방법론의 관점

을 의미하는 패러다임(Guba & Lincoln, 1994)은 사람의 사고 및 견해를 본

질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 체계(국립국어원, 2014)이고, 연구 대상을 바

라보는 연구자의 철학적 관점을 의미한다. 

Creswell(2010)은 연구 패러다임을 후기실증주의, 구성주의, 옹호 및 참여

주의, 실용주의로 구분하였고, 본 연구는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근거한 연구

를 실시하고자 한다. 구성주의적 연구 패러다임은 연구 참여자의 주관적이

고 의미 있는 지식을 강조하고, 그 지식과 의미는 인간의 행위 및 습관에 

의해 구성된다. 연구자는 이러한 의미를 찾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시각을 

가능한 한 신뢰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Creswell, 2012). 이와 같은 구성주

의적 연구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Creswell(2012)이 제시한 다섯 가지 질적 

연구 방법인 내러티브(narrative), 현상학(phenomenology), 근거 이론

(grounded theory), 문화기술지(ethnography), 사례 연구(case study) 중 사

례 연구를 채택하였다. 질적 사례 연구는 실생활, 현대적 맥락 혹은 세팅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연구 가치가 있는 사례를 선택하고 주요 이

슈나 문제를 이해하려는 접근이다 (Creswell, 2012; Yin, 2009). 

본 연구는 체육교사가 자신의 인성을 어떻게 계발시켜 나가는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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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연구하여 스스로의 인성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시키기 위

한 방안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나. 연구의 절차

연구자는 2015년 9월에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전반적인 연구 계획을 수

립하였으며, 자신의 인성을 계발시켜나가고 있는 체육 교사를 사전 조사하

였다. 연구 목적을 가장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체육 교사를 선정하기 위해 

2015년 9월부터 자료 수집을 시작하였다. 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후에는 

2016년 12월까지 총 16개월간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며 결론을 내릴 예정

이다. 전체 과정은 도입 단계・탐색 단계・결과 단계로 구분되고 이 단계

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도입 단계

2015.09~2016.03
⇨ 탐색 단계

2016.04~2016.11
⇨ 결과 단계

2016.11~2017.01

연구주제 선정

연구계획 수립

연구문제 설정

연구 참여자 선정

자료수집

심층면담

개방형설문조사

현지문서

자료분석

결과 해석

결론 도출

[그림 4] 연구 수행 절차

도입 단계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루어졌다. 연구 주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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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연구 계획 수립, 연구 문제 설정의 과정을 통하여 이에 적합한 연구 참

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자는 학교에서 학생의 인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체육교사의 인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체육 교사 자신만의 

바람직한 인성 함양 및 계발 방안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이 연구

주제를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 및 체육 교사의 인성과 인성교육

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시작하였고 선행 연구의 분석을 통해서 연구 문제

를 형성하였다. 체육교사가 자신의 인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자신의 

인성 중 바람직한 부분과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승화 및 보완 시

키며, 현직 체육교사의 인성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을 알고자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

는 체육교사 15명을 심층 면담 대상자로, 35명을 개방형 설문대상자로 선

정하였다.

탐색 단계는 2016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

의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자료는 반구조화된 심층 면담, 개방형 설문

지를 활용하여 수집될 것이다. 그 자료는 코딩, 주제의 생성 과정을 통해 

분석할 것이며, 분석되어진 자료는 다각도 검증법・구성원 간 검토・동료 

간 협의를 실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자료 수집 설계

현지

문서

심층

면담
질문지법

[그림 5] 자료 수집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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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에 있어서 심층 면담과 개방형설문지의 문항을 작성할 때 연구 

참여자인 체육교사가 스스로를 성찰하고 인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자기교육연구(이혁규, 2012; 최의창, 2015)의 방법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설계하여 수집할 것이다.

결과 단계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분석된 자료를 해석하고 

결론 도출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 수집과 분석되어진 자료를 심층적으

로 이해하고 세련화 하는 과정으로 연구를 마무리할 것이다.

2. 연구 참여자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가장 적합한 연구 참여자를 찾는 것이 질적 연구

에서 중요하다(김영천, 2006).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는 목적 표집으로 

선정할 것이다. 인성에 관심이 많은 교사, 자신의 바람직한 인성을 승화시

키고 바람직하지 못한 인성을 보완하려는 교사, 자신의 인성을 보다 바람

직한 방향으로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는 교사 등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였다.

본 연구는 중등학교 체육 교사 77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경력, 

성별, 지역별에 근거하여 선정하였다. 첫째, 경력에 근거하여  5년 이하의 

초임 교사 43명, 6~10년의 교사 23명, 11년 이상의 경력교사 11명으로 구

성하였다. 둘째, 성별에 근거하여 남자 교사 63명, 여자 교사 14명으로 구

성하였다. 셋째, 지역별에 근거하여 서울 22명・경기 21명・인천 6명・강

원 7명・충청 5명・경상 5명・전라 7명・제주 4명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자

의 소속 대학 지도교수 2인, 스포츠교육학 박사 1명, 박사과정 대학원생 2

명과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연구 참여자 선정의 오류를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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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참여

체육교사

스포츠교육

연구실 실원

스포츠교육학

박사

스포츠교육학

지도교수

[그림 6] 연구 참여자 선정의 전문가 그룹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6] 연구 참여자의 특성                                        (명)

특성 전체 77명

경력별
5년 이하

43

6~10년

23

11년 이상

11

성별
남 

63

여 

14

지역별
서울

22

경기

21

인천

6

강원

7

충청

5

경상 

5

전라

7

제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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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체육교사의 인성에 대해 파악하고 인성의 계발 방안을 탐색하

기 위해 심층면담, 설문조사, 현지문서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다. 자료 

수집을  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한 서면 상 설명을 실시하여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시키고 연구 동의서에 동의를 구하였다. 자료 

수집을 진행한 날짜, 장소, 대상, 자료수집 방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가. 심층면담

심층면담은 참여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담아내고자 할 때 연구대상에 대

한 심층적 정보와 이해를 얻기 위한 적극적인 연구방법이다(김영천, 2006).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인 체육교사가 자신의 교육활동과 맥락을 체계

적으로 이해하고 반성적으로 사고하여 자신의 전문적 활동을 의식적으로 

발전시키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자기교육연구의 방법을 활용할 것이

고, 이에 근거하여 심층면담 내용을 구성하였다. 자기를 연구하되 자신의 

교육활동 또는 교육하는 자아에 대한 탐구라는 제한된 의미를 반영하여(최

의창, 2014) 다양한 문제 상황의 갈등이 생기거나 해결하는 국면에서 교사

와 학생이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내면에 초점을 맞춘 질적 연구

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전에 설정한 반구조화된 면담 가이드를 활용하여 

면담을 진행한다. 연구 참여자인 체육교사의 면담 질문지에 따라 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면서 연구 참여자와의 대화 중에 면담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비구조화된 면담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 

77명 중 47명을 대상으로 3~5명씩 개별면담은 1시간 내외로, 집단면담은 2

시간 내외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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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문지법

심층면담을 통하여 많은 체육교사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필요하지만, 

연구 참여자 총 77명 중 시간 및 거리상의 제약이 있어 만나기 어려운 30

범주 내용

인성�인식
양상

• 자신의 인성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인식하는가?

• 자신의 인성을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 

• 만족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저 그렇거나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 자신의 인성 중 바람직한 면과 바람직하지 못한 면은 무엇인가?

인성�계발
양상

• ‘학생의 인성 계발을 위해서 교사의 인성 계발이 선행되어야 하

는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교사의 인성이 학생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가?

• 자신의 인성 중 부족한 면이 학생에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가?

• 자신의 인성 계발을 위하여 ‘체육교사’로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

는가?

• 자신의 인성 계발을 위하여 ‘담임교사’로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

는가?

인성�함양
방안

• 교사의 인성이 함양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

인가?

• 체육수업을 통해서 체육교사의 인성이 함양될 수 있는가? 그렇

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체육교사 스스로 자신의 인성을 함양하도록 돕는 방안 중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표 7] 심층면담과 질문지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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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은 질문지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체육교사들의 인성에 대한 인식과 

계발 노력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단순 응답형 설문이 아닌 개방형 설문지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다양한 의

견을 수집하였다. 개방형 설문지는 연구 참여자가 설문에 대한 응답에 제

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민식, 2008). 심

층면담과 개방형 설문지의 주요 내용은 [표 7]과 같다.

다. 현지 문서

본 연구와 관련해서 체육교사들이 사용하는 학습지도안, 교수 학습 자료

와 같은 공식적인 문서들과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학습지・반성 일지・과

제・메모와 같은 비공식적인 문서 역시 체육교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

을 준다. 본 연구를 위해 심층 면담, 개방형 설문조사와 더불어 질적 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로 현지 문서를 수집한다. 교사들이 사용하는 교수학습지

도안이나 수업 자료를 통해서 평소 체육교사가 사용하는 용어나 태도에 대

하여 알아볼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이 주로 사용하고 글을 올리는 홈페이지

를 통해 자료 수집을 하는 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활동이 어떤 방

식으로 이루어졌고 교사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다.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기술・분석・해석의 과정

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단계를 의미하며 현상을 구성하는 요인・변수를 

확인하고 그 요인 간의 관계를 추론하고 검증하여 의미 있는 주제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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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나가는 작업이다(조용환, 1999). 질적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 개방형 설문

조사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자료가 수집되며 연구자는 자료 분석의 과정

을 거쳐 분류하고 범주화하여 의미를 찾아낸다. 이에 연구자는 체육교사들

로부터 수집한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범주화하여 의미를 찾

아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 분석의 과정을 거친다.

가. 자료의 기술

심층면담, 개방형 설문조사, 현지 문서 등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는 단계

이다. 수집한 자료를 전사하여 체계적이고 읽기 쉽도록 정리한다. 전사 도

중 의미 있는 단어나 문장은 표시를 하고 주제어를 찾아 분석하고 전사한 

자료는 출처・대상・날짜・회차 등을 표와 같이 부호화하여 체계적으로 관

리할 것이다.

수집된 자료를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자료의 부호화과정을 거쳐 관리한다.

심층 면담은 Interview의 I로, 질문지는 Survey의 S로, 현지문서는 

Document의 D로 출처를 밝혔다. 또한 대상의 경우 성별은 Female의 F는 

출처 대상 날짜 회차

심층면담 I 성별(남/여) M/F

yymmdd n질문지법 S 경력 ⓐ/ⓑ/ⓒ

현지문서 D 지역별 서울, 경기, …

[표 8] 자료의 부호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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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Male의 M은 남성으로 표기하고, 5년 이하의 경력은 ⓐ, 6년 이상 10

년 이하의 경력은 ⓑ, 11년 이상의 경력은 ⓒ로 표기한다. 지역은 서울, 경

기, … 와 같이 지역명을 사용하여 나타낸다. 그리고 자료 수집 날짜를 함

께 표기하여 자료 분석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회차를 표기하

여 시간의 흐름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심층면담-남자-경력

5년이하-서울-2016년 4월 11일 : I-M-ⓐ-서울-160411 와 같이 표기한다.

나. 자료의 분석

심층면담, 개방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은 연구문제에 적합한 

내용 영역의 사례기록으로 구분하여 구조화하고, 귀납적 범주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자료 해석 과정을 거친다. 사례 기록 분석이란 특정한 사례를 집

중적으로 분석하여 그 사례를 지배하는 이념, 발생과정 등을 비계량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과정이다(신경림, 장연집, 조영달, 김남선, 2003). 수집된 

기록들을 여러 차례 숙독하고 정확한 내용과 의미 파악을 위하여 귀납적 

범주 분석을 하여 의미 있는 내용을 범주화할 것이다. 귀납적 범주 분석은 

질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대표적 분석 전략으로 수집된 자료로부터 도출된 

주제를 하위 범주화하여 분석하는 순환적 분석방법이다(Huberman & 

Miles, 1994).

다. 자료의 해석

분석이 현상의 구조를 확인하는 작업이라면, 해석은 현상의 의미를 확인

하는 작업이다(조용환, 1999).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연구자가 본 것을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며(조용환, 1999),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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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Geertz(1973)가 말한 바와 같이 사람들의 경험을 구성하는 국지적인 이

론을 발견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해석단계에서는 개

별 사례에 대한 사례 내 분석을 마치고 사례간 분석을 통해 현상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주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례 간 

분석은 개별 사례의 의미단위들을 재 범주화하면서 이루어지고, 이를 독자

들이 공감할 수 있는 표현으로 텍스트화 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그리고 이

런 작업은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순간까지 지속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체육교사가 자기교육 연구를 통해서 자신의 인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발하기 위해 무엇을 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연구자

는 연구 참여자의 사례가 단순한 기술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학문적 차

원에서 널리 이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5. 연구 진실성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질적 연구에서는 자신의 연구방법이나 절차, 

결론이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가에 대해 확인해 보아야 한다. 본 연구자는 

연구의 왜곡을 방지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 검증법, 구성원 

간 검토, 동료 간 협의의 과정을 거쳐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다.

가. 다각도 검증법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 개방형 설문지, 현지문서를 상호 비교하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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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

 

나. 구성원 간 검토

연구자인 내가 도출한 분석과 결론이 적절한지를 전사한 내용을 심층면

담대상자와 개방형 설문조사 대상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어 확인하여 그들의 

의도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확인하여 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다. 동료 간 협의

동료들과의 협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연구의 배경이나 학문 

분야가 비슷한 동료를 선정하여 연구자 자신의 분석과 해석에 대한 조언 

및 평가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체육 교육 전문가인 지도교

수 및 스포츠 교육학 연구실의 박사, 석사 연구생들과 연구의 계획, 방법 

및 절차에 대해 협의해 가면서 연구자의 주관성과 왜곡을 최소화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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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체육교사의 인성 인식

눈에 보이는 것은 쉽게 인식된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시각을 통한 지각

으로 인식할 수 있다. 체력이 좋은지 나쁜지, 운동기술이 우수한지 비우수

한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식의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테스트를 통해

서 학벌을 통해서 지각할 수 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인성을 인식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눈에 보이는 것은 노력을 덜해도 인식할 수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의지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인식하기 어렵다. 자

신의 인성을 인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체육수업 

지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운동부 관리, 학급 담임 등의 다양한 업무

를 실천해야 하는 체육교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인성을 인식하기란 

가뭄에 콩이 나는 일일 수 있다. 

체육교사 자신의 인성에 대한 인식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교사 자신의 

인성에 대한 인식 빈도와 만족도를 파악한 후 교사 자신의 인성 중 긍정적

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탐색하였다. 

가. 체육교사 자신의 인성 인식의 양면성

 체육 교사가 자신의 인성을 얼마나 자주 인식하는지, 어느 정도 만족하

는지를 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것은 체육교사가 자신의 인성을 어떻게 인

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전채(前菜, appetizer)라고 볼 수 있

다. 체육교사는 자신의 인성 중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측면을 자주 인식하

면서 그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인성 중 

안타깝고 아쉬운 측면도 자주 인식하면서 그 부분을 반성하고 개선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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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노력해야 한다. 옛 선인들은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
勝)’이라고 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다. 체육 교사가 

자신의 인성을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인성 함양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체육교사가 자신의 인성을 인식하는 모습은 교사 스스로 인식하는 경우, 

학생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식하는 경우, 수업을 통해서 인식하는 경우 속

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교사 스스로 인식하는 경우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

로 형성된 교사의 태도를 의미하고, 학생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식하는 경

우는 학생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태도를 의미하며, 수업

을 통해서 인식하는 경우는 체육수업을 준비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보여

지는 교사의 태도를 의미한다.

1) 긍정적 인성

체육교사는 자신이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

다. 자기 자신의 인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고 학생과의 관계를 통해서 느낄 수 있으며 수업을 준비하고 실천하

는 과정에서 판단할 수 있다. 체육교사가 인식하는 자신의 인성 중 긍정적

인 면은 다음과 같다. 

(가) 교사 자신의 인식

체육교사가 스스로 자신의 인성을 인식하는 경우의 긍정적 측면은 ‘긍

정적 사고’, ‘반성적 사고’, ‘사명감’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1) 긍정적 사고

생각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생각은 시각적으로 보고, 청각적

으로 들으면서 생겨난다. 체육교사가 되기 전에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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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긍정적 사고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긍정적 행동을 하게 

된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체육교사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다

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게 된다. 

 저는 선천적으로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성에 대해 만족을 하려고 노력하고,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며 긍정적

으로 사는 모습이 저인 것 같습니다. 항상 남을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

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에게나 희생하는 편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사랑, I-M-ⓐ-서울-160803)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며 이타심이 발달한 편으로 다른 사람

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와 결과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기쁨, S-F-ⓑ-경기

-160804 )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아이들에게 배우는 사람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사고를 쳤을 때 ‘어떻게 학생이!’라는 말보다

는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마음을 갖고자 노력합니다. (박희망, 

I-M-ⓐ-인천-160805)

진정한 긍정적 사고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를 잘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시설이 

낙후되어 있더라도, 사회성이 부족한 동료 교사들과 함께 근무를 하더라도, 

학생들이 선생님께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체육교사라는 

임무를 맡겨 준 국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긍정적 사고의 시작

이다. 

 긍정적인 마인드와 책임감 있는 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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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적습니다.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

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뛰어납니다. (최화평, I-M-ⓐ-강원

-160806)

 남을 비난, 비평, 불만을 나타내기 보다는 지금 현재가 소중하고 감사

하다고 생각하므로 항상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자 합니다. (나희

락, S-M-ⓐ-충청-160807)

긍정적 사고를 갖고 있는 체육교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은 학

생일 것이다. 미국의 국무장관을 역임했던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는 ‘리더(leader)는 지나친 낙관주의자이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학생들의 미래는 어느 누구도 예견할 수 없다. 신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 중의 하나는 ‘빛’이다.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 긍정적 사고는 부정

적 사고를 물리친다. 긍정적 사고는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부

정적 불안을 물리친다.  

 저는 남들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고 느끼는데 아이들과 이야

기 하면 이러한 부분이 아이들에게 마음의 안정과 작은 희망을 주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남인내, I-M-ⓑ-충청-160808)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많이 보여주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급훈일 정도로 학생들에

게 불평불만이고 스트레스 받기보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아쉬

움은 빨리 털고 일어나도록 합니다. 또 결과에 집착하기보단 과정과 후

에 더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노자비, 

I-M-ⓑ-경상-160809)

 긍정적 사고를 갖춘 교사는 자기 존중・자기 조절・자율성이 함양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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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높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관

리하며 시시때때로 변하기 쉬운 감정도 잘 조절할 것이다. 나아가서 자신

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2) 반성적 사고 

일반적으로 교사의 인성은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확하게 표

현해 보자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교사의 인성이 높은 수준이기를 기대한

다.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인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바람직한 인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교사도 사람이기에 인성적으로 부족한 

면이 나타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부족한 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반성하는 자세이다. 실제로 교사가 자신의 인성

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인성에 대해 만족하고 긍정적

으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가 자신의 인성 중 어떤 부분은 학생

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고 숙고해 보는 자세가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사가 자신의 부족한 인성을 너무 지나치게 인식하고 스스

로 교사로서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며 깊은 좌절에 빠지는 것은 바람직하다

고 볼 수 없다. 교사는 자신의 바람직한 인성을 감사히 여기고 학생의 인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인성을 반성

하고 점차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인격, 인성 등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반성과 교정을 하려

고 노력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

력하고, 남이 나에게 하는 쓴소리를 경청하여 안 좋은 점은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저 스스로의 연약한 부분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보며 저의 행동을 점검합니다. 

(라양선,S-M-ⓐ-전라-160810)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수정 발전해 나가려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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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합니다. 나의 인성이 올바른지 항상 고민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반

성하며 살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인성적인 모습으로 학생들 앞에 나서

려고 노력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고 후회를 할 때도 있습

니다. 올바른 모습으로 보여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충성,I-F-ⓐ

-제주-160811)

 제 자신의 인성 중 부족한 부분은 반성의 시간을 통해서 고치려고 노

력을 합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따로 두어 지난 시간을 회상하며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저런 상황에선 저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차후 비슷한 상황에서 교육적으로 조

금 더 성장한 모습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만큼 학생들

이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아 늘 고민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문절제, 

I-M-ⓐ-서울-160812)

 반성(反省)은 자기 언행에 대해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를 돌이켜보는 

것이다. 자신의 일을 반성하며 깊이 살피는 성찰이다. 영어로 

‘self-examination, reflection, reconsideration’등으로 표기된다. 체육교사

가 자신의 언행에 대해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보고 자신의 인성을 깊이  

성찰한다면 바람직한 인성은 점차 향상되고, 부족한 인성은 점차 보완・개

선되어 학생의 인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사명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6년 11월에 발표한 “신규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관한 일반기준”의 첫 번째 항목이 교직 사명감이다. 교사가 건전한 인성

과 교직 사명감, 교직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추는 것은 교사에

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철학이다. 

 부모님이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챙기듯 학교에서 부모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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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명 한명의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줍니다. (민희망, I-F-ⓐ-경기-160813)

 교사로서 나에게 주어지는 업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부

서업무, 담임업무, 수업입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 세 가지 업무를 

감당하는데 전 그중에서 수업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이 담

임업무, 다음이 부서 업무입니다. 나 자신의 인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

는 이유는 사람을 교육하는 교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

이 학생이고 그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업이라고 생각하기

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

으로 생각합니다. (박기쁨, S-M-ⓑ-서울-160814)

(가) 학생을 통한 인식

체육교사는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인성을 바라볼 수 있다. 학생

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는 몸짓, 표정, 말씨 등을 통해서 자신의 인성을 

인식할 수 있다(최의창, 2010). 체육교사가 학생을 통하여 인식하는 경우의 

긍정적 측면은 ‘사랑하는 마음과 공정한 태도’, ‘솔선수범과 언행일

치’, ‘사명감’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1) 사랑하는 마음과 공정한 태도

첫째, 사랑하는 마음이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다. 사랑의 마음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가장 이

상적인 사랑의 마음을 성경(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

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

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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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

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체육교사가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학생 수준으로 이해’

하게 되고, ‘공감・존중・소통’을 하게 되며, ‘인내심’을 갖춰 행동하

게 된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에는 못 미치더라도 학생에 대한 교사의 사랑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성이다. 부모가 사랑스런 어린 아들, 딸과 대화할 때 무

릎을 구부려 눈높이를 맞춰주는 경우, 어린 자녀가 쓰는 억양을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한 것처럼, 교사가 학생들을 사

랑하기 때문에 학생의 수준으로 하강할 수 있게 된다. 교사의 수준으로 학

습자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전에 교사의 수준이 학습자의 수준으로 내려갈 

필요가 있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강압적이고 권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생활하려고 합니다. 학

생들이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학생 한명 한명씩 진심으

로 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학생들에게 친

절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을 너무 힘들고 슬프게 보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상황을 겪는 학생들을 보면 더 안아주고 신경을 써

줍니다. (배사랑, S-M-ⓑ-강원-160815)

 학생들이 수준에 맞게 지도하려고 하며, 기능이 떨어지고 소외되는 학

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도합니다. 아이들을 실수할 수 있는 존재로 인

식하고 반성하고 더욱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정성 있게 이야기합

니다.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아이들에게 경험담

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백희락, I-F-ⓑ-

서울-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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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수업을 하는 교과 선생님 및 담임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에게 가까

이 다가가고 친밀하게 지내면서 래포를 형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

하고 실천합니다. 학생들이 하는 생각이나 행동에 눈높이를 맞춰 이해

하려고 하며, 사소한 것이라도 경청하며 들어주고 대화를 자주 합니다. 

(서인내, I-M-ⓐ-경기-160817)

교사가 학생을 사랑하면 관심을 갖고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이야기를 들

어준다. 어린 학생이 어른 교사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이 비둘기에게 다가가면 비둘기는 도망친다. 사람이 비둘기가 되어야 

한다. 교사가 학생의 수준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때 소통이 시작된

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공감과 소통은 학생이 스스로 존중받고 있다는 것

을 느끼게 해 준다. 

 수업에 앞서 중요한 것이 학생과 교사와의 래포 형성인데 학생들의 

입장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좋은 수업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학생들의 연령대와 현재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해 서로 

공감해주며 이해하려고 합니다. 학습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경우라도 아끼지 않고 열심히 도와줍니다. 

(성자비, I-M-ⓐ-충청-160818)

 학생들과 호흡하려고 노력합니다. 학생들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고 존

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서로 인지하도록 도와줍니다. 학생 자신이 

소중하다는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칭

찬을 많이 하며 격려하는 편입니다. (송인내, I-M-ⓒ-경기-160819)

 체육교사로서 학생들의 장점을 보고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줍니다. 학

생들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려고 노력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잘 수용해 

주며 학생들에게 엄격한 말투보다 다정다감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

다. (신자비, I-M-ⓐ-전라-1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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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해주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언행을 신

중하게 하고 있으며 최대한 친절한 태도로 학생들에게 다가갑니다. 항

상 웃고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로 인해 학생들이 밝은 선생님으로 기억

하고 있고, 상담이나 수업 지도할 때 학생들의 입장에서 공감을 많이 

해줌으로서 학생들이 본인 편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심양선, S-F-ⓐ-

경기-160821)

학생들은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를 한다. 규칙을 잘 지키는 학

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다. 다시는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면 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 

학생이다. 학생의 잘한 행동과 잘못한 행동에 일희일비하는 교사의 태도는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 체육교사가 학생의 수준으로 하강하여 이

해할 때 가장 필요한 점은 학생이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조금씩 개선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인내심이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고 학생들을 대하지만, 가끔씩 통제가 심하게 안 되는 학생을 

보면 분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상황을 인내하고 절제하

는 편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안충성, I-M-ⓑ-서울-160822)

 학생들이 잘못을 하였거나 특별한 지도가 필요할 때 크게 화를 내거

나 하지 않습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못을 하였더라도 이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두 번의 잘못은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 잘못을 가지고 그 학생을 평가하거나 

단정하지 않습니다. ‘나쁜 학생은 없다. 나쁜 교사가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는 만큼 좋아질 것입니다. 

학생들이 삐딱하게 굴어도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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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게 하려고 하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온유, I-M-ⓐ-경

기-160823)

 학생들을 3년간 지도하며 한 번도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대하지 않았

습니다. 이는 방관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는 

그 언행에 대해서 단단히 지도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아이를 절대 낙인

찍지 않는다. 어떠한 일이든 아이의 입장에서 대화하고 진정으로 공감

합니다. 체육교사로서 아이들을 독려하고 동기를 유발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혼내야 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그럼

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점은 인정할 수 있도록 소통합니다. (장절제, 

S-F-ⓑ-인천-160824)

둘째, 공정한 태도이다. 공정한 태도는 어떤 일의 가치, 선악, 우열, 시비 

등을 판단할 때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공평하고 올바른 태도를 

의미한다.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있을 때 본능적으로 키・외모를 

비교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적을 비교하며 심지어 부모님의 경제력까지 

비교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인식된 기준에 의해 사람을 판단한다. 교사

도 마찬가지이다. 머리로 우열을 인식하는 것부터 조절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쉽지가 않다. 교사의 머리로 인식되는 우열에 대한 판

단이 표정, 어조, 행동으로 나타난다면 학생들은 차별을 당한다고 느낄 것

이다.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환경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로 다

른 환경 중 사랑을 많이 받는 환경에서 자란 대부분 학생들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바람직하게 행동하는 편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참고문헌). 그 학생의 잘못이라

고 무조건 판단하기 보다는 그 학생이 받지 못한 사랑을 안타까워하며 바

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교사의 임무라고 볼 수 있다. 채근담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실

천하기 매우 어려운 말이다. 그러나 교사에게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적인 덕목이다.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공정한 태도가 실천될 때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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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인식하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어 나갈 것이다. 체육

교사가 공정한 태도를 갖추게 되면 ‘사람(학생)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

게 되고 ‘잘못한 행동에 대한 엄격함’을 보여 주게 된다. 다음은 차별 

없는 교사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과거 고등학교 때 사랑받는 학생과 사랑받지 못한 학생을 경험하며 

사랑받지 못했을 때 어떤 정서적 상태에 놓이는지 경험하면서 학생들

을 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학생들을 성적이나 다른 이유로 차

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체육수업 중 학생마다 가지고 있는 운동 능력과 기술이 다름을 이해하

고 그러한 차이로 인한 차별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전희망, S-F-ⓑ

-인천-160824)

 능력, 외모 등과는 상관없이 나와 가르침을 주고받는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긍정적인 에

너지를 심어 주고, 모든 아이들을 편견 없이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정

기쁨, I-M-ⓐ-서울-160825) 

그러나 학생들의 잘못한 행동 그 자체에 대해서 눈감아 주는 것은 공정

하다고 할 수 없다. 다음은 잘못한 행동에 대한 엄격함을 보여주는 교사의 

태도이다.  

 학생들이 잘못된 행동을 보일 때 무심하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

라 따끔하게 훈계하여 인성적인 부분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

다.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도 단단히 지도합니다. (조사랑, I-M-ⓐ-경기

-160826)

학교는 작은 사회이다. 학생들은 교사의 태도를 통해서 사회를 바라본다. 

현 사회에서 평균적 정의가 존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체육교사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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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의를 통해서 평균적 정의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정

한 분배적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실천해야 할 것이다(김정효, 2015). 

(2) 솔선수범과 언행일치

학생들과 교사의 만남이 일시적이고 짧다면 교사가 하는 말을 통해서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 교사와 학생들은 하루에 많은 시간을 

오래 기간 동안 마주하기 때문에 말에는 한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학교의 부모라고 할 수 있는 

교사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에게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행동하

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을 일치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좋은 말은 인

터넷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으므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지도하려고 

노력합니다. 학생들과 대화할 때 바른 용어와 행동으로 수업 및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의 약속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

행하려고 합니다. 규칙을 준수하고 개인보다 공동체의식을 심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최희락, I-M-ⓑ-서울-160827)

 학생들에게 규칙을 지키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자신부터 

학생들과 약속한 규칙은 최대한 지킵니다. 교사도 사람인지라 실수하거

나 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사과합니다. 언

어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태도, 행동에서 교육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하

는 기준에 맞춰 학생들의 모범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하인내, S-M-

ⓐ-강원-160828) 

체육은 교실에서 교과서 및 학습 자료를 보기 보다는 체육관 또는 운동

장에서 체육 교사 또는 친구들을 보면서 진행된다. 체육 교사는 학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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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많이 노출되어 있다.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 끌리게 마련이다. 미성

숙한 학생은 상대적으로 성숙한 교사를 보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체육

교사의 솔선수범의 자세와 언행일치의 태도는 학습자의 인성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3) 사명감

사명감은 교사 스스로 인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학생과의 관계를 통해

서 인식될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진로 진학부분에서 상담을 많이 해주

면 학생들이 나에게 따뜻하고 좋은 선생님이라고 하든지 졸업하고 나

서 연락이 오거나 찾아오면 나의 이런 따뜻한 인성으로 인해 보람과 

사명감이 느껴집니다. (홍자비, I-F-ⓐ-경기-160829) 

처음에 굳게 마음먹은 사명감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쉽지 않다. 스스로 

인식하는 사명감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학생의 반응이 적절히 필요함

을 보여주고 있다.

(나) 수업을 통한 인식

체육교사에게 가장 주어진 역할은 체육수업이다. 체육교사는‘체육’이

라는 교과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자신의 인성을 인식하는 경우가 매우 

높다. 체육교사가 수업을 통하여 인식하는 경우의 긍정적 측면은 ‘교과내

용 : 스포츠맨십’, ‘학생 : 흥미와 몰입’, ‘교사 : 반성적 태도’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1) 교과내용 : 스포츠맨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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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사는 체육수업 시간에 체육교과에서 강조하는 스포츠맨십을 가르

쳐야 한다. 스포츠맨십의 덕목은 사회적 덕목과 도덕적 덕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적 덕목으로 성실, 협동이 있고, 도덕적 덕목으로 정직, 배려

가 있다(박정준, 2011) 체육교사가 교과내용 중 인성의 요소를 인식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체육수업을 통해 스포츠맨십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학생들

에게 성적이나 능력적인 부분보다는 인성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학기 

초에 체육시간에 대해 설명할 때면 항상 인성과 예절에 대한 부분에 

대해 중시하고 체육시간을 그런 덕목을 쌓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임을 

이야기합니다. 체육이라는 교과목 특성상 학생들의 인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많다고 느끼므로 수업의 시작과 끝에 항상 인성에 관한 이야기

를 통해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갖추도록 하는 편입니다. (오화평, I-F-

ⓐ-서울-160803) 

 수업내용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데, 체육수업 내에서 다양한 인성이 함

양될 수 있도록 수업 내용 속에 인성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도록 수업을 준비합니다. 인성적인 요소를 체육시간에 가미시켜 학생

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 

인성이 분명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에 인지하고 있으

며 앞으로 교육 그리고 체육시간에 인성적 활동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

고 있습니다. (우충성, I-M-ⓑ-경기-160805)  

체육교사가 국가수준의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에서 강조하는 인성 요소를 

바탕으로 체육수업에서 가르쳐야 할 인성을 학생들에게 강조한다면 학생의 

인성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다.

(2) 학생 : 흥미와 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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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좋은 선물이더라도 선물 포장이 이상하면 이상하게 여겨진다. 좋

은 것은 좋은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효과가 있다. 스포츠맨십이라는 좋은 

교과내용을 학생에게 즐겁지 않은 방식으로 가르쳐진다면 안타까운 일이

다. 체육교사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과내용에 몰입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한다면 아름다운 일이다. 

 체육시간에 서로 간에 최대한의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

다. 신체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신체활동의 즐거움을 느끼고 체육시간을 

즐거움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특히  

체육을 잘 못하는 친구들도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동기와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수업 과정동안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에 관심을 갖고 많

은 학생들이 함께 즐기는 체육수업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남학생과 여

학생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는 소외됨 없는 체육 수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원절제, I-M-ⓐ-경기-160807) 

 체육수업은 즐거워야 한다는 내 자신의 교육철학을 통해 학생들의 웃

음과 행복이 가득한 수업을 하려고 준비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

의 단점을 지적해서 그 분위기로 수업을 공포스럽게 이끌기 보다는 웃

음과 유머를 통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

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대하면서 강압적인 수업방식보다

는 웃으면서 동기를 유발시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들을 찾아보고 실행합니다. (유기쁨,S-F-ⓒ-서울-160809)  

체육교사가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만으로도 긍정

적으로 볼 수 있다. 그 어려운 체육 수업을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는 매우 바람직하다.  

(3) 교사 : 반성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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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체육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수업능력이란 체육수업의 현장에서 

‘교과・흥미・효율・반성’이란 좋은 수업의 4가지 요소들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성취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최의창, 2003). 교사는 자신의 

수업활동이 이전 보다 나아지는 것을 바라고 기대한다. 체육교사가 스포츠

맨십이라는 좋은 교과내용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효율

적으로 수업하며 자신의 수업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갖는다면 가장 이상적

인 체육수업이 될 것이다. 

 매년 저 자신의 부족함을 파악하고 학생들을 위해 새로운 종목과 프

로그램 계발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과 학생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뛰

고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좋으며, 학생들에게 필

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학생들에게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

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 학

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제가 노력하는 만큼 수업 중에 학

생들이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아 늘 고민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은자

비, I-F-ⓒ-서울-160811)

체육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반성하고 보다 나은 가르침을 위해 고민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다.

2) 부정적 인성

체육교사는 자신이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

다. 자기 자신의 인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고 학생과의 관계를 통해서 느낄 수 있으며 수업을 준비하고 실천하

는 과정에서 판단할 수 있다. 체육교사가 인식하는 자신의 인성 중 부정적

인 면은 다음과 같다. 

(가) 교사 자신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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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사가 스스로 자신의 인성을 인식하는 경우의 부정적 측면은 ‘자

기조절과 자기존중의 부족’, ‘용기의 부족’, ‘의사결정력과 실천의지력

의 부족’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1) 자기조절과 자기존중의 부족

타고난 성격을 바꾸기는 어렵다. 특수한 환경에서 습관화된 성향을 바꾸

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체육교사에게 유연성과 융통성이 부족하다면 

자신도 힘들지만 학생과 동료교사에게도 불편함을 주게 될 것이다.  

 승부욕이 강하고, 성격이 조금 급합니다. 목표한 것을 반드시 이루고

자하는 마음가짐으로 주변을 둘러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끔 이상

주의와 현실과의 괴리감 속에서의 무모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제 자신

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한 타협이 어렵습니다. 쉬운 길도 어렵게 돌아가려는 성향이 있습니

다. 그런 모습 때문에 학생들이 체육을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희락, I-M-ⓐ-경상-160814)  

 대학시절부터 군사교육을 받고 장교생활을 했던 기억 때문에 질서가 

유지 되지 않는 상황을 마음속으로 견디기 힘들어 하고 학생들에게 강

요하는 편입니다. 성실한 생활을 강조하면서 융통성이 부족할 때가 있

는 것 같습니다. (김인내, I-M-ⓒ-서울-160820)  

교사 자신의 성격과 성향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체육교사에게 자기조절이란 

자신의 체력에 맞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에 맞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인성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해보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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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보니, 매년 증가되는 업무량으로 힘들어 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전년도에 했던 일들로 잘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매년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하다보면, 학생들은 행복해 하지

만, 정작 나는 너무 힘들어서 지칠 때가 많습니다.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모든 것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교사 자신의 체력안배를 

통해 소수의 프로그램을 알뜰히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양선, I-M-ⓒ-서울-160824)

체육교사는 체육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지 스포츠 운동선수가 아니므로 

스포츠를 잘 하지 못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체육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상황에서 운동기술의 부족한 모습이 보일 경우 자

신감이 상실되고 위축될 수 있다.

 여자체육교사로서 기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것 같습

니다. 시범을 보이다가 실수할 때는 나도 모르게 위축됩니다. 또한 남

교사들처럼 게임을 함께 뛰지 못하는 부분이 스스로 자격지심으로 작

용할 때가 있습니다. (김사랑, I-M-ⓐ-서울-160803)

(2) 용기의 부족

용기란 씩씩하고 굳센 기운을 의미한다. 사물 또는 사람을 겁내지 아니

하는 기개라고 표현된다. 새로운 교과내용을 가르쳐야 하고 새로운 학생들

을 만날 때 도전정신과 용기가 부족한 자신의 인성을 부정적인 면으로 인

식하고 있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해 과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도전정신과 용기가 

때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며 많은 사람을 만나 이해하고 

소통해야하는 교사라는 직업을 갖고 활동하기엔 다소 내성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종종 있어 아쉽습니다. 동료교사 또는 학생들에게 저의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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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고 혼자 끙끙거리곤 합니다. (이기쁨, 

S-F-ⓑ-경기-160804) 

(3) 의사결정력과 실천의지력의 부족 

체육교사는 체육수업의 리더(leader)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명확하게 

하고 행동해야 한다. 체육수업 중에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우왕

좌왕한다면 학생들은 불안감을 갖게 될 것이다. 체육교사는 학생을 존중해

야 하지만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교사가 해야 한다. 경력 5년 이하의 

체육교사들에게 의사결정력의 부족이 많이 나타났다. 

 타인의 시각에 따라 행동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올바른 일과 올바르지 않은 일에 관계없이 타인

들이 옳다고 하는 것에 쉽게 동요되고 움직입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많

이 듣고 결정을 하다 보니 가끔은 스스로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박희망, I-M-ⓐ-인천-160805) 

체육교사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평가하는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한

다. 체육교사는 생각한 것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계획과 신념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자신의 인성을 부정적

인 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수나 세미나, 자기 연찬의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

이 별로 안 되는 편이며 이를 위한 자기연찬 시간에 늘 현실과 타협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의 기타 행정업무가 많아서 반성의 시간과 

힐링의 시간을 많이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것도 약간은 의

지력의 부족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최화평, I-M-ⓐ-강원-1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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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생을 통한 인식

체육교사가 학생을 통하여 인식하는 경우의 부정적 측면은 ‘인내심과 

존중의 부족’, ‘열정의 부족’, ‘공정함의 부족’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

었다.

(1) 인내심과 존중의 부족

체육 교사에게 자신의 인성 중 안타까운 면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였

을 때 거의 모든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답한 내용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

하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었다. 

 종종 감정에 앞서 상황을 판단하거나, 학생들을 혼낼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기다려 주려고 노력하지만 때때로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이

거나 화를 냅니다. 내가 생각했던 틀에서 벗어나면 계속해서 주의를 

주고 자꾸만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교사도 사람인지라, 가끔 이

성적 판단보다 감정이 앞서 욱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학생

들에게 최대한 안보이려 노력하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나도 모르게 지

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등의 부족한 인성

을 보일 때가 가끔씩 있어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학생이 규칙에 어긋

나거나 예의 없는 행동을 할 경우 이해하기 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경

우가 있습니다. 특히 바쁘거나 힘든 상황에서 학생들을 기다려주지 못

하고 화를 냅니다. (나희락, S-M-ⓐ-충청-160807)

체육교사가 화를 내는 경우는 주로 체력이 떨어지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이다. 체육 교사는 건강한 신체를 바탕으로 건전한 정신을 학생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지 못함으로 건전하지 못한 정신을 

학생에게 보여줄 경우에 자신의 인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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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디션에 따라서 인성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내가 힘들어서 화를 내는 것인지 아이들을 위해서 주의를 

주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수업 및 생활지도 시 학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편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진 경우 평상시와 같은 아이들의 모습임에도 불

구하고 장점보다는 단점을 찾아내어 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주

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교사가 말을 많이 한다고 달라지기 보다

는 많이 들어줘야 함을 알면서도 바른 소리를 하기 급급한 경우가 많

은 것 같습니다. (남인내, I-M- ⓑ -충청-160808) 

  학생들이 잘 따라오지 않을 때 시간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지속되면 참지 못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분명 아이들에게는 타이르고 함께 하는 모습이 

좋은 것인데 ‘욱’하는 모습에 아이들일 상처를 입지 않을까 하는 아쉬

움이 있습니다. 체육수업 시간에 정말 쉬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활동을 시켰을 때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고 실망을 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티를 안내려고 해도 학생들이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운동하는 거 같아 아쉬운 소리를 종종 해대곤 합니다. (노자비, 

I-M-ⓑ-경상-160809)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화를 내는

가?’는 고민해 보아야 한다. 학생의 인성을 책임지는 체육교사가 화를 자

주 내는 것은 국민의 지팡이가 되어야 할 경찰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

으로 비유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는가?’도 고민해야 

한다. 학생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그리고 예의 바르지 못하

고 불건전한 언어를 사용한다. 학생에게 화를 내는 것은 약자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이다. 부모가 절대 하지 말아야 것 중 하나가 자녀 앞에서 싸우

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하고 있다고 비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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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내는가?’도 고민해야 한다. 즐거워야 하는 체육시간에 화를 내는 것

은 체육을 즐겁지 않은 시간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생일을 맞이한 

자녀에게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은 태도를 나무라는 것이다. 그 자녀는 우

울한 생일날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될 것이다. 

(2) 열정의 부족

체육교과의 본질적 특성인 신체활동은 움직임을 의미하고 일정 이상의 

자극이 전달될 때 이루어진다. 그 자극을 열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체육교

사는 학생 움직임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체육교사가 학생에 대한 열렬

한 애정을 가지고 체육수업에 열중하였을 때 학생의 긍정적 움직임이 이루

어진다. 체육교사의 열의가 부족하면 학생의 움직임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저는 노력에 상당히 많은 가치를 부여하지만 그것을 남에게 강요하

지는 않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차이를 이해만 할 뿐, 부족한 점이 보

이는 학생을 끌어올리기 위한 에너지를 능동적으로 쏟아내지 않기 때

문입니다. 학생이 스스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

일 때에만 나의 힘을 보태어 줍니다.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소극적인 

학생들은 나를 무관심한 교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

양선,S-M-ⓐ-전라-160810)

 학생입장 보다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가끔은 학생들

의 속마음과 그들의 고민을 듣기에는 많은 시간과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 학급에 있어서, 개인적인 지도가 필요한 친구가 있어도 

넘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세밀하게 이해해주지 못하

고, 학생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섬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부족합니

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이름을 잘 못 외우고 자주 수업하지 않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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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수업시간에 조용한 학생들에게는 관심이 덜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충성,I-F-ⓐ-제주-160811)

체육교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체육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심지어 귀찮게 

생각하기도 한 자신의 인성을 부정적인 면으로 인식하였다.

 작년에 생활인권부장(학생부장) 역할을 감당했었는데 뒤돌아보면 너

무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부서 업무도 너무 많았고, 수업도 너무 

많아서 생활지도를 감당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부족했습니

다. 평일과 휴일 그리고 방학을 구분할 수 없이 사고가 터져 심신도 

많이 피로했습니다. 그로인해 수업 중 학생들에게 헌신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귀찮다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상

담 요청에 제대로 응해주지 못하고 소홀히 하는 내 자신을 볼 때 약

하다는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다양한 스포츠클럽 종목 지도를 해야 

해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러한 부분이 나 자신의 아쉬운 부분입니다. 조금 더 아이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문절제, I-M-ⓐ-서울-160812)

(3) 공정함의 부족

공정함의 부족은 ‘학생을 차별하는 경우’와 ‘엄격함과 단호함의 부

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체육교사가 다른 학생에 대한 동일한 행동

에 대해서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 않는 자신의 인성을 부정적인 면으로 인

식하였다.

  일관성 있는 기준의 적용이 다소 미흡합니다. 모든 학생을 동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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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야 함에 있어 다소 부족함을 느낍니다. 학생들을 편애하는 경우

가 있고, 남학생과 여학생을 동일하게 대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

다. 저 자신만의 기준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민희망, 

I-F-ⓐ-경기-160813)

문제가 많은 학생의 행동을 미워해야 하는데, 그 학생을 미워하고 나쁜 

학생으로 치부하는 자신의 인성을 부정적인 면으로 인식하였다. 

 체육교사로서 나만의 교육철학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나 때로는 불성

실하거나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학생들을 

미워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특히 한 학생이 팀 게임에서 기능이 낮

은 학생을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아무리 좋게 바

라보려고 해도 그 학생을 비열한 아이로 낙인찍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독이며 이끌어줘야 하는데 나도 자꾸 무시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교

사로서 학생들을 평등하게 사랑으로 대한 부분에 대한 노력이 부족합

니다. (박기쁨, S-M-ⓑ-서울-160814)

문제 학생을 미워하지는 말아야 하지만, 그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그냥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학교에는 문제 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

고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학생들이 더 많다. 체육 교사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모든 학생이 인식할 수 있도록 언급해 주

고, 바람직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안내해 주어야 한다. 학생의 잘못

된 행동을 엄격하고 단호하게 교정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자신의 인성을 

부정적인 면으로 인식하였다. 

 신상필벌이 뚜렷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말해줘야 하지만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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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서 학생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때가 있다고 느낍니다. (배사랑, S-M-ⓑ-강원-160815)

 수업 중이나 학생의 생활지도 시 잘못된 점을 더욱 엄격하게 지도하

지 못하는 개인적인 성격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는 조금 더 진지하고 엄격하게 지도하려는 모습이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백희락, I-F-ⓑ-서울-160816)

(다) 수업을 통한 인식

체육교사가 수업을 통하여 인식하는 경우의 부정적 측면은 ‘경험부족으

로 인한 회의감’, ‘체력한계로 인한 불성실함’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

다.

(1) 경험 부족으로 인한 회의감

체육교사도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다. 예비 체육교사 때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잘 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직 체육교사가 되어서 경험해야만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경력 5년 이하의 체육교사들이 경험 부

족으로 실수하는 자신의 인성을 부정적인 면으로 인식하였다.

 좀 더 새로운 체육수업을 만들려 하는 창의적인 부분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아직 초보 교사임에도 기존의 것을 되풀이하는 

모습을 볼 때 나 자신의 수업에 대한 회의감이 듭니다. (서인내, I-M-

ⓐ-경기-160817)

 아직은 지도 방법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어 말실수를 많이 합

니다. 학생들에게 인성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정작 바른 인성을 갖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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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방법적인 면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성자비, I-M-ⓐ-충청

-160818)

(2) 체력한계로 인한 불성실함

초임 교사 때는 머리도 잘 돌아가고 힘도 남아돌아 성실하게 수업을 준

비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한 해 두 해 시간이 흐를수록 총명함은 사라지고 

둔해지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특히 경력 11년 이상의 체육교사들이 체력

의 한계로 불성실한 자신의 인성을 부정적인 면으로 인식하였다. 

 해가 거듭될수록 새로운 수업의 소개나 수업 방식의 계발에 있어서 

힘이 부침을 느낍니다. 보다 성실성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부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송인내, I-M-ⓒ-경기-160819)

나. 체육교사 자신의 인성 인식의 수준 

체육교사 자신의 인성 계발 양상과 인성 함양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체육교사 자신의 인성에 대한 인식 양상을 살펴보아야 한다. 체육교사 자

신의 인성에 대한 인식 양상을 질적으로 탐색하기 위해서 체육교사 자신의 

인성에 대한 인식 빈도와 만족도를 양적으로 자료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체육교사가 자신의 인성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

였고, 체육교사가 자신의 인성을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1) 체육교사 자신의 인성에 대한 인식 빈도

다음의 표는 체육교사의 인성 인식양상에 대한 첫 번째 궁금증으로 ‘자

신의 인성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인식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체육 교

사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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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자주 가끔 거의 안함

전체 45 52 3

경력별

5년 이하 44 54 2

6~10년 44 52 4

11년 이상 55 45 0

성별

남 교사 48 50 2

여 교사 36 57 7

[표 9] 자신의 인성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인식하는가?         (%)

경력 5년 이하의 체육교사 43명 중 19명(44%)은 ‘자주’라고 대답하였

고, 23명(54%)은 ‘가끔’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1명(2%)의 교사가 

‘거의 안함’이라고 대답하였다. 경력 6~10년 미만의 체육교사 23명 중 

10명(44%)은 ‘자주’라고 대답하였고, 12명(52%)은 ‘가끔’이라고 대답하

였다. 그리고 1명(4%)의 교사가 ‘거의 안함’이라고 대답하였다. 경력 11

년 이상의 체육교사 11명 중 6명(55%)은 ‘자주’라고 대답하였고, 5명

(45%)은 ‘가끔’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거의 안함’이라고 대답한 

교사는 없었다. 경력에 따른 체육교사의 인성 인식 빈도를 살펴보면, 경력 

11년 이상의 체육교사가 인성에 대한 인식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경

력 5년 이하와 경력 6~10년은 그 인식빈도가 같았습니다. 경력 체육 교사

의 인성은 운동장 또는 체육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인식된다. 동료 

교사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인식된다. 즉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인성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 관계의 경험이 11년 이상이 되면서 자신의 인

성을 바라보는 기회가 증가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초임교사 시절에는 경험

해 보지 못했던 많은 업무들을 정해진 시간동안 처리하는 경험 미숙으로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다. 경력이 10년 이상 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혜를 통해서 자신을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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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회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남자 체육교사 63명 중 30명(48%)은 ‘자주’라고 대답하였고, 32명(50%)

은 ‘가끔’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1명(2%)의 교사가 ‘거의 안함’이

라고 대답하였다. 여자 체육교사 14명 중 5명(36%)은 ‘자주’라고 대답하

였고, 8명(57%)은 ‘가끔’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1명(7%)의 교사가 

‘거의 안함’이라고 대답하였다. 성별에 따른 체육교사의 인성 인식 빈도

를 살펴보면, 남 교사가 여 교사보다 인성에 대한 인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성은 사람들과의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 속에서 

인식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인성을 

인식하게 되고 그 관계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자신의 인성을 바라보는 기회

가 증가된다고 볼 수 있다. 남자 체육교사가 여자 체육교사보다 학생 또는 

동료교사와의 상호작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판단된다. 

전체 77명 중 35명(45%)은 ‘자주’라고 대답하였고, 40명(52%)은 ‘가

끔’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2명(3%)은 ‘거의 안함’이라고 대답하였

다. 경력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체육교사의 인성 인식 빈도를 살펴보면, 

자신의 인성을 자주 인식하는 35명(45%)의 체육교사보다 인성을 가끔 인식

하거나 거의 인식하지 않는 42명(55%)의 체육교사가 더 많다. 사람은 환경

의 동물이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참고 문헌). 특히 환경 중에 사

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람이다. 학교에서 학생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교사이다. 학생의 인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교사의 인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학생의 인성교육이 시작되기 위해서 선

행되어야 할 것은 교사의 인성교육이다. 교사의 인성교육은 교사의 인성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생각은 말과 행동으로 표현된다. 교사의 생

각은 교사의 언행으로 나타난다. 교사가 인성에 대한 생각이 시작될 때, 즉 

교사가 인성에 대한 인식이 시작될 때 자신의 긍정적인 부분을 승화시키고 

안타까운 부분을 보완하여 인성 계발 및 함양이 전개될 것이다. 나아가서 

체육교사의 인성 인식, 계발 및 함양의 과정으로 형성된 바람직한 인성이 

학생의 인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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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육교사 자신의 인성에 대한 만족도 

체육교사 자신이 인성을 인식하는 빈도가 인성 인식 양상에 대한 양적 

수준이라면, 자신의 인성에 대한 만족도를 판단하는 것은 질적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체육교사가 자신의 인성을 자주 인식하면서 스스로의 인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그 긍정적인 영향력은 학생들에게 전이될 것이

다(임번장, 2010). 다음의 표는 체육교사의 인성 인식양상에 대한 두 번째 

궁금증으로 ‘자신의 인성을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체육교사의 반응이다.

구 분  만족 중간 불만족

전체 49 38 13

경력별

5년 이하 37 44 19

6~10년 74 26 0

11년 이상 46 36 18

성별
남 교사 51 33 16

여 교사 43 57 0

[표 10] 자신의 인성을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                 (%)

경력 5년 이하의 체육교사 43명 중 16명(37%)은 ‘만족’이라고 대답하

였고, 19명(44%)은 ‘중간’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8명(19%)의 교사가 

‘불만족’이라고 대답하였다. 경력 6~10년 미만의 체육교사 23명 중 17명

(74%)은 ‘만족’이라고 대답하였고, 6명(26%)은 ‘보통’이라고 대답하였

다. 그리고 ‘불만족’이라고 대답한 교사는 없었다. 경력 11년 이상의 체

육교사 11명 중 중 5명(46%)은 ‘만족’이라고 대답하였고, 4명(36%)은 

‘보통’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2명(18%)의 교사가 ‘불만족’이라고 

대답하였다. 경력에 따른 체육교사의 인성 만족도를 살펴보면, 경력이 많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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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인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없다. 경력이 5년 이

하의 체육교사는 체육교과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 및 동료교사와

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험 미숙으로 자신의 인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경력이 6~10년의 체육교사는 

체육교과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 및 동료교사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험 숙달로 자신의 인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여겨진

다. 경력이 11년 이상의 체육교사는 자신의 인성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

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낮았다.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

고 했다. 학교생활의 매너리즘(mannerism)에 젖어들고 학생 및 동료교사에 

대한 호불호 감정이 고착되면서 자신의 인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기 어

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남자 체육교사 63명 중 32명(51%)은 ‘만족’이라고 대답하였고, 21명

(33%)은 ‘보통’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10명(16%)의 교사가 ‘불만

족’이라고 대답하였다. 여자 체육교사 14명 중 6명(43%)은 ‘만족’이라

고 대답하였고, 8명(57%)은 ‘보통’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불만족’

이라고 대답한 교사는 없었다. 성별에 따른 체육교사의 인성 만족도를 살

펴보면, 남 교사가 여 교사보다 인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체육교과의 특성상, 체육교사에게 바라는 학생들의 특성상, 

체육교사에게 부여되는 학교업무의 특성상, 남자 체육교사가 여자 체육교

사보다 학교생활을 보다 만족스럽게 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남 

교사의 10명(16%)이 자신의 인성이 불만족스럽다고 대답한 반면, 여 교사 

중 자신의 인성이 불만족스럽다고 대답한 사례는 없었다. 전체 77명 중 38

명(49%)은 ‘만족’이라고 대답하였고, 29명(38%)은 ‘보통’이라고 대답하

였다. 그리고 10명(13%)은 ‘불만족’이라고 대답하였다. 경력과 성별을 구

분하지 않고 체육교사의 인성 만족도를 살펴보면, 자신의 인성을 만족하는 

38명(49%)의 체육교사이고, 중간 또는 불만족하는 체육교사가 39명(51%)이

기 때문에 자신의 인성에 대해 만족하는 수준은 중간정도라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성을 자주 인식하는 경우보다 가끔 또는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자신의 인성에 대한 만족도가 중간 정도인데, 그 사람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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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교사, 특히 학교체육이 인성 

교육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체육교사가 그렇다면 고민해 보

아야 한다. 마라톤 국가대표 선수에게 높은 수준의 심페지구력이 요구되듯

이 인성 국가대표 체육교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체육교사의 인성 계발

 

가. 체육교사 자신의 인성 계발의 필요성 

체육교사의 인성 계발 필요성에 대한 첫 번째 궁금증으로 ‘학생의 인성 

계발을 위해서 교사의 인성 계발이 선행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체육교사의 반응이다.

구 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85 14 1

경력별

5년 이하 84 14 2

6~10년 78 22 0

11년 이상 100 0 0

성별

남 교사 86 12 2

여 교사 79 21 0

[표 11] 학생의 인성 계발을 위해서 교사의 인성 계발이 선행되어야하는가? (%) 

경력 5년 이하의 체육교사 43명 중 36명(84%)은 ‘매우 그렇다.’고 대

답하였고, 6명(14%)은 ‘조금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1명(2%)의 

교사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경력 6~10년 미만의 체육교사 23

명 중 18명(78%)은 ‘매우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5명(22%)은 ‘조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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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교사는 없었다. 

경력 11년 이상의 체육교사 11명 중 11명(100%) 모두가 ‘매우 그렇다.’

고 대답하였다. 그러므로 ‘조금 그렇다.’또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교사는 없었다. 경력에 따른 ‘매우 그렇다.’의 대답을 살펴보면, 경력 11

년 이상이 가장 높고, 경력 6~10년 이하가 가장 낮고, 경력 5년 이하는 중

간이다. 경력이 11년 이상의 체육 교사들은 학생의 인성 계발에 영향을 주

는 요인으로 교사의 인성 계발이 시기적으로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매

우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경력 6~10년 이하의 체육 교사들은 교사의 

인성 계발과 학생의 인성 계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거나 가정에서 그 

역할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자 체육교사 63명 중 54명(86%)은 ‘매우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8명

(12%)은 ‘조금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1명(2%)의 교사가 ‘그렇

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여자 체육교사 14명 중 11명(79%)은 ‘매우 그렇

다.’고 대답하였고, 3명(21%)은 ‘조금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교사는 없었다. 성별에 따른 ‘매우 그렇다.’

의 대답을 살펴보면, 남 교사가 여 교사보다 높다. 남 교사보다 여 교사는 

교사의 인성 계발과 학생의 인성 계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거나 가정에

서 그 역할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 77명 중 65명(85%)은 ‘매우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11명(14%)은 

‘조금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1명(1%)은 ‘그렇지 않다.’고 대

답하였다. 경력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매우 그렇다’의 대답이 65명

(85%)이라는 것은 대다수의 체육교사가 학생의 인성 계발에 체육교사의 인

성 계발이 선행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국가는 학생의 인

성 계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계발할 때 체육교사의 인성 계

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계발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시

사하고 있다.

‘학생의 인성 계발에 체육 교사의 인성 계발이 선행되어야 하는가?’의 

질문에 ‘매우 그렇다.’,‘조금 그렇다.’또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

한 구체적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우 그렇다.’의 이유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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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은 미성숙하고 교사에게 큰 영향을 받는다. 교사는 학생의 거울이다. 작

용과 반작용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교사의 인성이 작용이면 학생의 

인성이 반작용 역할을 한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교사는 선생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작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사 중에도 인성

이 부족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선행되어야 한다.’가 있었다. ‘조금 그렇

다.’의 이유로 ‘교사는 성인이 되어서 변하기 어렵다. 가정의 역할이 우

선시 되어야 한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 인성이 좋지 않더라

도 학생들에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가 있었다. ‘그렇지 않다.’의 

이유로 ‘교사의 인성 계발이 학생이 인성 계발이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

만 그 영향은 미비하다고 생각한다. 학생 개개인의 인성 계발은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가 있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이 있다. 교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의 씨

앗을 학생의 마음 밭에 뿌리면 바람직한 인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므로 학생의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해서 교사의 인성 함양이 선

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의 인성 계발을 위해서 교사의 인성 계발이 선행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첫째 질문이 교사의 인성 계발과 학생의 인성 계발

의 시기적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질문이라면, 둘째 질문은 교사의 인성이 

학생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하는 질문이다. 다음은 체육교

사의 인성 계발 필요성에 대한 두 번째 궁금증으로 교사의 인성이 학생에

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체육교사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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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많음 중간 적음

전체 90 8 2

경력별

5년 이하 93 5 2

6~10년 87 9 4

11년 이상 82 18 0

성별

남 교사 91 6 3

여 교사 86 14 0

[표 12] 교사의 인성이 학생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가?   (%)

경력 5년 이하의 체육교사 43명 중 40명(93%)은 ‘많음’이라고 대답하

였고, 2명(5%)은 ‘중간’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1명(2%)의 교사가 

‘적음’이라고 대답하였다. 경력 6~10년 미만의 체육교사 23명 중 20명

(87%)은 ‘많음’이라고 대답하였고, 2명(9%)은 ‘중간’이라고 대답하였

다. 그리고 1명(4%)의 교사가 ‘적음’이라고 대답하였다. 경력 11년 이상

의 체육교사 11명 중 중 9명(82%)은 ‘많음’고 대답하였고, 2명(18%)은 

‘중간’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적음’이라고 대답한 교사는 없었다. 경

력에 따른 ‘많음’의 대답을 살펴보면, 경력이 적을수록 교사의 영향력 

정도를 높게 평가했다. 경력이 5년 이하인 체육 교사는 학생들과의 연령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동질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경력이 6~10년과 11년 이상인 체육 교사는 학생들과의 세대 차이가 상대적

으로 크기 때문에 영향력의 정도가 덜 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자 체육교사 63명 중 57명(91%)은 ‘많음’이라고 대답하였고, 4명(6%)

은 ‘중간’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2명(3%)의 교사가 ‘적음’이라고 

대답하였다. 여자 체육교사 14명 중 12명(86%)은 ‘많음’이라고 대답하였

고, 2명(14%)은 ‘중간’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적음’이라고 대답한 

교사는 없었다. 성별에 따른 ‘많음’의 대답을 살펴보면, 남 교사가 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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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다 교사의 영향력 정도를 높게 평가했다. 신체활동이 많은 체육 교과

의 특성상 여 교사보다 남 교사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빈도가 많기 때문

에 영향력의 정도를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 77명 중 69명(90%)은 ‘많음’이라고 대답하였고, 6명(8%)은 ‘중

간’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2명(2%)은 ‘적음’이라고 대답하였다. 경

력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많음’의 대답이 69명(90%)이라는 것은 대다

수의 체육교사가 체육교사의 인성이 학생의 인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의 표는 체육교사의 인성 계발 필요성에 대한 세 번째 궁금증으로 

자신의 인성 중 부족한 부분이 학생에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가라는 질문

에 대한 체육교사의 반응이다.

구 분  자주 가끔 없음

전체 13 68 19

경력별

5년 이하 16 75 9

6~10년 9 61 30

11년 이상 9 55 36

성별

남 교사 13 70 17

여 교사 14 57 29

[표 13] 자신의 인성 중 부족한 부분이 학생에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가?  (%)

경력 5년 이하의 체육교사 43명 중 7명(16%)은 ‘자주’라고 대답하였

고, 32명(75%)은 ‘가끔’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4명(9%)의 교사가 

‘없음’이라고 대답하였다. 경력 6~10년 미만의 체육교사 23명 중 2명

(9%)은 ‘자주’라고 대답하였고, 14명(61%)은 ‘가끔’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7명(30%)의 교사가 ‘없음’이라고 대답하였다. 경력 11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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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사 11명 중 1명(9%)은 ‘자주’라고 대답하였고, 6명(55%)은 ‘가

끔’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4명(36%)의 교사가 ‘없음’이라고 대답하

였다. 경력별로 체육교사가 자신의 인성 중 부족한 면이 학생에게 보여지

는 경우가 있다고 인식하는 빈도를 살펴보면, 경력이 많을수록 ‘없음’으

로 느끼는 교사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가끔’으로 느끼는 교사가 상대

적으로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력이 5년 이하인 교사는 ‘자주’또

는‘가끔’이라고 답한 교사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

은 경력이 많아질수록 스스로의 인성을 인정하는 성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경력이 적을수록 여러 가지 교육적 상황에 따라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스스로의 인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것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경력이 적을수

록 자신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많이 가지는 

반면, 경력이 많을수록 자신의 인성에 문제가 없다고 느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적게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남자 체육교사 63명 중 8명(13%)은 ‘자주’라고 대답하였고, 44명(70%)

은 ‘가끔’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11명(17%)의 교사가 ‘없음’이라

고 대답하였다. 여자 체육교사 14명 중 2명(14%)은 ‘자주’라고 대답하였

고, 8명(57%)은 ‘가끔’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4명(29%)의 교사가 

‘없음’이라고 대답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 교사보다 여 교사가 ‘없

음’으로 대답한 교사가 상대적으로 많고‘가끔’으로 대답한 교사가 상대

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남 교사 증 ‘가끔’으로 대답한 교사가 상

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여 교사가 스스로의 인성을 인

정하는 성향이 높다는 것으로 판단되고, 남 교사가 스스로의 인성에 대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것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남 교사가 자신의 인성에 반성하는 태도를 많이 가지는 

반면, 여 교사가 자신의 인성에 반성하는 태도를 적게 가진다고 볼 수 있

다. 

전체 77명 중 10명(13%)은 ‘자주’라고 대답하였고, 52명(68%)은 ‘가

끔’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15명(19%)은 ‘없음’이라고 대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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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자주’또는‘가끔’의 대답이 62명(81%)이

라는 것은 많은 체육교사가 자신의 인성 중 부족한 면이 학생에게 보여지

는 경우가 적음 않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인성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

는 교사는 스스로 인성 계발이 필요하다고 느낄 것이며, 이 필요성에 의해 

체육 교사는 자신의 인성 계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 체육교사 자신의 인성 계발의 양상

체육교사는 교사의 인성이 학생의 인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사 자신의 인성 중 부족한 면이 학생에게 보여지는 경우가 ‘자

주’또는 ‘가끔’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의 인성 계발을 위하여 교

사의 인성 계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체육교사의 인성 계발 양상에 대한 궁금증로 ‘자신의 인성 계발을 위하

여 체육교사(체육수업지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운동부 관리, 학급담

임)로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체육교사의 

대답을 분석한 결과, ‘①영성 및 반성의 시간을 통한 가치관 정립’,  

‘②독서’ ‘③체력 관리 및 다양한 활동 참여’, ‘④교원 연수・대학

원・학회 및 워크숍’, ‘⑤가정의 평안’, ‘⑥교사학습공동체 및 교과교

육 연구회’, ‘⑦교사 멘토링 및 동료 교사와의 대화’, ‘⑧체육수업 활

동’, ‘⑨학급담임의 역할’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이 중에서 ‘①영성 

및 반성의 시간을 통한 가치관 정립’,  ‘②독서’ ‘③체력 관리 및 다

양한 활동 참여’, ‘④교원 연수・대학원・학회 및 워크숍’, ‘⑤가정의 

평안’은 ‘개별적 계발 노력’이라는 상위 주제로 범주화 되었고, ‘⑥교

사학습공동체 및 교과교육 연구회’, ‘⑦교사 멘토링 및 동료 교사와의 

대화’, ‘⑧체육수업 활동’, ‘⑨학급담임의 역할’은 ‘협동적 계발 노

력’이라는 상위 주제로 범주화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경력별 인성 계발 

양상, 성별 인성 계발 양상, 그리고 연구 참여자 전체의 인성 계발 양상으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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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범주 상위범주

1 영성 및 반성의 시간을 통한 가치관 정립

개별적

계발 노력

2 독서

3 체력 관리 및 다양한 활동 참여

4 교원 연수・대학원・학회 및 워크숍

5 가정의 평안

6 교사학습공동체 및 교과교육 연구회

협동적

계발 노력

7 교사 멘토링 및 동료 교사와의 대화

8 체육수업 활동

9 학급담임의 역할

[표 14] 체육교사의 인성 계발의 양상 

1) 경력별 인성 계발의 양상

(가) 5년 이하

‘체육교사(체육수업지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운동부 관리, 학급담

임)로서 자신의 인성 계발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개방

형 질문에 대하여 경력 5년 이하의 체육교사 43명은 총 148개의 대답을 하

였고 그 대답을 분석한 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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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계발 양상 백분율(%) 상위범주

1 교원 연수・대학원・학회 및 워크숍 21 개별

2 교사학습공동체 및 교과교육 연구회 20 협동

3 영성 및 반성의 시간을 통한 가치관 정립 16 개별

4 독서 14 개별

5 교사 멘토링 및 동료 교사와의 대화 11 협동

6 체육수업 활동 10 협동

7 학급담임의 역할 5 협동

8 체력 관리 및 다양한 활동 참여 3 개별

9 가정의 평안 0 개별

[표 15] 경력 5년 이하 체육교사의 인성 계발 양상 

 

경력 5년 이하의 체육교사가 자신의 인성 계발을 위해서 ‘교원 연수・
대학원・학회 및 워크숍’에 참가하는 비율이 21%(31개)로 가장 높았고, 

‘교사학습공동체 및 교과교육 연구회’에 참가하는 비율이 20%(29개)로 

거의 비슷했다. 그 다음으로 ‘영성 및 반성의 시간을 통한 가치관 정립’

이 16%(24개), ‘독서’가 14%(21개)로 높았다. 체육교사의 주된 역할인 

‘체육수업 활동’은 10%(14개), ‘학급담임의 역할’은 5%(8개)로 비율이 

낮았다. ‘체력 관리 및 다양한 활동 참여’는 3%(5개)이었고 ‘가정의 평

안’은 0%(0개)로 가장 낮았다. 

9가지 하위 범주를 묶는 상위 범주의 비율을 보면, 55%(81개)의 ‘개별

적 계발 노력’이 45%(67개)의 ‘협동적 계발 노력’보다 높았다.

(나) 6~10년

‘체육교사(체육수업지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운동부 관리, 학급담

임)로서 자신의 인성 계발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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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질문에 대하여 경력 6~10년의 체육교사 23명은 총 92개의 대답을 하였

고 그 대답을 분석한 표는 다음과 같다.

순위 계발 양상 백분율(%) 상위범주

1 교원 연수・대학원・학회 및 워크숍 27.1 개별

2 체육수업 활동 16.3 협동

2 교사학습공동체 및 교과교육 연구회 16.3 협동

2 독서 16.3 개별

5 영성 및 반성의 시간을 통한 가치관 정립 12 개별

6 체력 관리 및 다양한 활동 참여 9 개별

7 가정의 평안 2 개별

8 교사 멘토링 및 동료 교사와의 대화 1 협동

9 학급담임의 역할 0 협동

[표 16] 경력 6~10년 체육교사의 인성 계발 양상 

경력 6~10년의 체육교사가 자신의 인성 계발을 위해서 ‘교원 연수・대

학원・학회 및 워크숍’에 참가하는 비율이 27.1%(25개)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체육수업 활동’, ‘교사학습공동체 및 교과교육 연구회’, 

‘독서’의 비율이 각각 16.3%(15개)로 동일하였다. 학교 내에서 주로 이루

어지활동 중 동료교사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교사 멘토링 및 동료 교사

와의 대화’는 1%(1개)이었고, 학생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학급담임의 

역할’은 0%(0개)로 가장 낮았다.

9가지 하위 범주를 묶는 상위 범주의 비율을 보면, 66%(61개)의 ‘개별

적 계발 노력’이 34%(31개)의 ‘협동적 계발 노력’보다 높았다.

(다) 1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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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사(체육수업지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운동부 관리, 학급담

임)로서 자신의 인성 계발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개방

형 질문에 대하여 경력 11년 이상의 체육교사 11명은 총 48개의 대답을 하

였고 그 대답을 분석한 표는 다음과 같다.

순위 계발 양상 백분율(%) 상위범주

1 독서 27 개별

2 교원 연수・대학원・학회 및 워크숍 23 개별

3 영성 및 반성의 시간을 통한 가치관 정립 15 개별

4 체육수업 활동 10.4 협동

4 교사 멘토링 및 동료 교사와의 대화 10.4 협동

6 교사학습공동체 및 교과교육 연구회 8.2 협동

7 체력 관리 및 다양한 활동 참여 4 개별

8 가정의 평안 2 개별

9 학급담임의 역할 0 협동

[표 17] 경력 11년 이상 체육교사의 인성 계발 양상 

경력 11년 이상의 체육교사가 자신의 인성 계발을 위한 노력 중 ‘독

서’의 비율이 27%(13개)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교원 연수・대학

원・학회 및 워크숍’에 참가하는 비율이 23%(11개)이었다. ‘영성 및 반

성의 시간을 통한 가치관 정립’이 15%(7개)로 세 번째였고, 그 다음으로

‘체육수업 활동’과 ‘교사 멘토링 및 동료 교사와의 대화’의 비율이 각

각 10.4%(5개)로 동일하였다. ‘교사학습공동체 및 교과교육 연구회’는 

8.2%(4개)이었고, ‘학급담임의 역할’은 0%(0개)로 가장 낮았다.

9가지 하위 범주를 묶는 상위 범주의 비율을 보면, 71%(34개)의 ‘개별

적 계발 노력’이 29%(14개)의 ‘협동적 계발 노력’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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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력별 종합

경력별 체육교사가 자신의 인성을 계발하기 위한 노력을 9가지 범주로 

분석하여 제시하여 분석한 표는 다음과 같다.

순위 5년 이하 6~10년 11년 이상

1
교원 연수・대학원・학회 

및 워크숍(21%)

교원 연수・대학원・학회 

및 워크숍(27.1%)
독서(27%)

2
교사학습공동체 및 교과교

육 연구회(20%)
체육수업 활동(16.3%)

교원 연수・대학원・학회 

및 워크숍(23%)

3
영성 및 반성의 시간을 통

한 가치관 정립(16%)
독서(16.3%)

영성 및 반성의 시간을 통

한 가치관 정립(15%)

4 독서(14%)
교사학습공동체 및 교과교

육 연구회(16.3%)
체육수업 활동(10.4%)

5
교사 멘토링 및 동료 교사

와의 대화(11%)

영성 및 반성의 시간을 통

한 가치관 정립(12%)

교사 멘토링 및 동료 교사

와의 대화(10.4%)

6 체육수업 활동(10%)
체력 관리 및 다양한 활동 

참여(9%)

교사학습공동체 및 교과교

육 연구회(8.2%)

7 학급담임의 역할(5%) 가정의 평안(2%)
체력 관리 및 다양한 활동 

참여(4%)

8
체력 관리 및 다양한 활동 

참여(3%)

교사 멘토링 및 동료 교사

와의 대화(1%)
가정의 평안(2%)

9 가정의 평안(0%) 학급담임의 역할(0%) 학급담임의 역할(0%)

[표 18] 경력별 체육교사의 인성 계발 양상(하위 범주)

‘교원 연수・대학원・학회 및 워크숍’은 모든 경력에서 20% 이상의   

비율을 보일 정도로 가장 높았다. 교원 연수는 경력에 구애받지 않고 체육

교사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비

율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5년 이하의 체육교사가 ‘교사학습공동체 및 

교과교육 연구회’에 참여하는 비율이 20%로 높지만 6~10년의 체육교사는 

16.3%, 11년 이상의 체육교사는 8.2%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

면 5년 이하의 체육교사가 ‘독서’를 하는 비율이 14%로 낮지만, 6~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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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체육교사는 16.3%, 11년 이상의 체육교사는 27%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초임 교사 때는 자신의 인성 계발을 위해 협동적 모습을 보이

는‘교사학습공동체 및 교과교육 연구회’에 많이 의존하지만, 경력이 많

을수록 혼자서 쉽게 할 수 있는 ‘독서’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교사학습공동체 및 교과교육 연구회’가 신규교사들에게는 

새롭고 많은 도움을 주지만, 경력교사들에게는 참신한 내용이 없고 동일한 

내용이 반복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

다. 5년 이하의 체육교사와 11년 이상의 체육교사가 자신의 인성 계발을 

위한‘체육수업 활동’의 비율이 약 10%인 반면, 6~10년의 체육교사는 

16.3%를 보이고 있었다. 초임 교사 때는 체육수업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자신의 인성 계발을 위한 ‘체육수업 활동’의 비율이 작은 것으로 판단되

고, 11년 이상의 교사는 체육수업을 열심히 준비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

는 익숙함으로 자신의 인성 계발을 위한 ‘체육수업 활동’의 비율이 작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경력 6~10년의 체육교사는 체육수업에 대한 지식, 

학생에 대한 이해, 교수기술 등이 향상되면서 자신의 인성 계발을 위한 노

력으로 ‘체육수업 활동’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사 멘토링 

및 동료 교사와의 대화’와 정반대의 모습을 띠고 있다. 5년 이하의 초임 

교사는 때는 체육수업 활동을 잘하기 위해 11년 이상의 선배 교사에게 많

은 조언을 얻게 되고(10%), 선배 교사는 초임 교사에게 멘토 역할을 하면

서 도와준다(10.4%)고 해석된다. 반면 6~10년의 체육 교사는 그런 도움을 

받지 않고도 체육수업을 잘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사 멘토링을 실시하

고자 할 때 5년 이하의 멘티 교사와 11년 이상의 멘토 교사가 좋은 파트너

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성 및 반성의 시간을 통한 가치관 정

립’은 5년 이하의 교사와 11년 이상의 교사는 각각 16%와 15%로 높은 비

율을 보이지만, 6~10년 교사는 12%로 다소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초임 

교사 때는 가르치는 지식 및 기술에 대한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반성하고 

11년 이상의 교사는 체력적인 한계로 다가오는 우울감을 극복하려고 자신

을 돌아보지만, 6~10년 교사는 지식 및 기술의 축적과 체력관리 능력의 향

상으로 형성된 자신감이 높다고 판단된다. 중등학교 체육교사에게‘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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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의 역할’은 5년 이하의 체육교사가 자신의 인성 계발을 위해서 매우 

조금 노력하지만, 그 이상의 경력을 가진 체육 교사는 전혀 하지 않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경력별 체육교사가 자신의 인성을 계발하기 위한 노력을 9가지로 범주화 

한 후, ‘개별적 계발 노력’과 ‘협동적 계발 노력’의 상위 범주로 제시

하여 분석한 표는 다음과 같다. 

순위 5년 이하 6~10년 11년 이상

1 개별적 계발(55%) 개별적 계발(66%) 개별적 계발(71%)

2 협동적 계발(45%) 협동적 계발(34%) 협동적 계발(29%)

[표 19] 경력별 체육교사의 인성 계발 양상(상위 범주)

자신의 인성을 계발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면, 경력에 관계없이 개별적 

계발 노력이 협동적 계발 노력보다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경력이 많을수

록 개별적 계발 노력의 비율이 증가였고, 협동적 계발 노력의 비율이 감소

하였다. 이것은 경력이 많을수록 협동하는 마음보다는 개인적인 성향이 강

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직 경력이 많은 체육 교사에게 협동적 계발 노

력을 꾸준히 안내하여 개별적 계발 노력과 협동적 계발 노력의 균형이 이

루어지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2) 성별 인성 계발의 양상

(가) 남 교사

‘체육교사(체육수업지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운동부 관리, 학급담

임)로서 자신의 인성 계발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개방

형 질문에 대하여 남자 체육교사 63명은 총 221개의 대답을 하였고 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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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분석한 표는 다음과 같다.

순위 계발 양상 백분율(%) 상위범주

1 교원 연수・대학원・학회 및 워크숍 23.5 개별

2 교사학습공동체 및 교과교육 연구회 18.5 협동

3 독서 16 개별

4 영성 및 반성의 시간을 통한 가치관 정립 14 개별

5 체육수업 활동 12 협동

6 교사 멘토링 및 동료 교사와의 대화 7 협동

7 체력 관리 및 다양한 활동 참여 5 개별

8 학급담임의 역할 3 협동

9 가정의 평안 1 개별

[표 20] 남자 체육교사의 인성 계발 양상 

남자 체육교사가 자신의 인성 계발을 위해서 ‘교원 연수・대학원・학회 

및 워크숍’에 참가하는 비율이 23.5%(52개)로 가장 높았고, ‘교사학습공

동체 및 교과교육 연구회’가 18.5%(41개)로 두 번째였다. 그 다음으로 

‘독서’가 16%(35개), ‘영성 및 반성의 시간을 통한 가치관 정립’이 

14%(31개)를 차지했다. ‘체육수업 활동’은 12%(28개)로 다섯 번째이었고, 

‘학급담임의 역할’은 3%(6개), ‘가정의 평안’은 1%(2개)로 가장 낮았

다.

9가지 하위 범주를 묶는 상위 범주의 비율을 보면, 59%(131개)의 ‘개별

적 계발 노력’이 41%(90개)의 ‘협동적 계발 노력’보다 높았다.

(나) 여 교사

‘체육교사(체육수업지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운동부 관리, 학급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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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로서 자신의 인성 계발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개방

형 질문에 대하여 여자 체육교사 14명은 총 67개의 대답을 하였고 그 대답

을 분석한 표는 다음과 같다.

순위 계발 양상 백분율(%) 상위범주

1 교원 연수・대학원・학회 및 워크숍 23 개별

2 독서 21 개별

3 영성 및 반성의 시간을 통한 가치관 정립 16 개별

4 교사학습공동체 및 교과교육 연구회 10.5 협동

4 교사 멘토링 및 동료 교사와의 대화 10.5 협동

6 체육수업 활동 9 협동

7 체력 관리 및 다양한 활동 참여 6 개별

8 학급담임의 역할 3 협동

9 가정의 평안 1 개별

[표 21] 여자 체육교사의 인성 계발 양상 

여자 체육교사가 자신의 인성 계발을 위해서 ‘교원 연수・대학원・학회 

및 워크숍’에 참가하는 비율이 23%(15개)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독서’가 21%(14개)로 두 번째였다. 그 다음으로 ‘영성 및 반성의 시간

을 통한 가치관 정립’이 16%(11개)이었고, ‘교사학습공동체 및 교과교육 

연구회’와 ‘교사 멘토링 및 동료 교사와의 대화’의 비율이 각각 10.5%

로 동일하였다. 체육교사의 주된 역할인 ‘체육수업 활동’은 9%(6개), 

‘학급담임의 역할’은 3%(2개)로 비율이 낮았다. ‘가정의 평안’은 1%(1

개)로 가장 낮았다.   

9가지 하위 범주를 묶는 상위 범주의 비율을 보면, 67%(45개)의 ‘개별

적 계발 노력’이 33%(22개)의 ‘협동적 계발 노력’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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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별 종합

성별 체육교사가 자신의 인성을 계발하기 위한 노력을 9가지 범주로 분

석하여 제시하여 분석한 표는 다음과 같다.

순위 남 교사 여 교사

1
교원 연수・대학원・학회 및 워크숍

(23.5%)

교원 연수・대학원・학회 및 워크숍

(23%)

2
교사학습공동체 및 교과교육 연구회

(18.5%)
독서(21%)

3 독서(16%)
영성 및 반성의 시간을 통한 가치관 정립

(16%)

4
영성 및 반성의 시간을 통한 가치관 정립

(14%)

교사학습공동체 및 교과교육 연구회

(10.5%)

5 체육수업 활동(12%)
교사 멘토링 및 동료 교사와의 대화

(10.5%)

6
교사 멘토링 및 동료 교사와의 대화

(7%)
체육수업 활동(9%)

7 체력 관리 및 다양한 활동 참여(5%) 체력 관리 및 다양한 활동 참여(6%)

8 학급담임의 역할(3%) 학급담임의 역할(3%)

9 가정의 평안(1%) 가정의 평안(1%)

[표 22] 성별 체육교사의 인성 계발 양상(하위 범주)

경력별 분석과 마찬가지로,‘교원 연수・대학원・학회 및 워크숍’은 모

든 경력에서 20%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 남 교사가 ‘교사학습공동체 및 

교과교육 연구회’에 참여하는 비율이 18.5%로 높지만 여 교사는 10.5%로 

낮다. 반면 남 교사가 ‘독서’를 하는 비율이 16%로 낮지만, 여 교사는 

21%로 높다. 남 교사는 자신의 인성 계발을 위해 협동적 모습을 보이는

‘교사학습공동체 및 교과교육 연구회’에 많이 의존하지만, 여 교사는 혼

자서 쉽게 할 수 있는 ‘독서’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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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습공동체 및 교과교육 연구회’가 여 교사보다는 남 교사에게 초

점이 맞춰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여 교사들의 인성을 계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환경적 시설이 빈약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교사 멘토링 및 동료 교사와의 대화’는 남 교사(7%)보다 여 교사의 비

율(10.5%)이 높은데 여 교사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공식적인 ‘교사학

습공동체 및 교과교육 연구회’보다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비공식적인 

‘교사 멘토링 및 동료 교사와의 대화’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체육수업 활동’의 비율은 남 교사가 12%이고, 여 교사가 9%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체력적인 이유로 해석된다. 

성별 체육교사가 자신의 인성을 계발하기 위한 노력을 9가지로 범주화 

한 후, ‘개별적 계발 노력’과 ‘협동적 계발 노력’의 상위 범주로 제시

한 표는 다음과 같다. 

순위 남 교사 여 교사

1 개별적 계발(59%) 개별적 계발(67%)

2 협동적 계발(41%) 협동적 계발(33%)

[표 23] 성별 체육교사의 인성 계발 양상(상위 범주)

자신의 인성을 계발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면, 성에 관계없이 개별적 

계발 노력이 협동적 계발 노력보다 비율이 높았다. 남 교사가 여 교사보다 

개별적 계발 노력의 비율이 낮고, 협동적 계발 노력의 비율이 높았다. 반대

로 여 교사가 남 교사보다 개별적 계발 노력의 비율이 높고, 협동적 계발 

노력의 비율이 낮았다. 이것은 남 교사가 여 교사보다 협동하는 성향이 강

하고, 여 교사는 남 교사보다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 

교사에게 협동적 계발 노력을 꾸준히 안내하여 개별적 계발 노력과 협동적 

계발 노력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3) 전반적인 인성 계발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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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사(체육수업지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운동부 관리, 학급담

임)로서 자신의 인성 계발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개방

형 질문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인 체육교사 77명은 총 288개의 대답을 하였

고 그 대답을 분석한 표는 다음과 같다.

순위 계발 양상 백분율(%) 상위범주

1 교원 연수・대학원・학회 및 워크숍 23 개별

2 독서 17 개별

3 교사학습공동체 및 교과교육 연구회 16 협동

4 영성 및 반성의 시간을 통한 가치관 정립 15 개별

5 체육수업 활동 12 협동

6 교사 멘토링 및 동료 교사와의 대화 8 협동

7 체력 관리 및 다양한 활동 참여 5 개별

8 학급담임의 역할 3 협동

9 가정의 평안 1 개별

[표 24] 전반적인 체육교사의 인성 계발 양상 

연구 참여자 전체의 체육교사는 자신의 인성 계발을 위해서 ‘교원 연

수・대학원・학회 및 워크숍’에 참가하는 비율이 23%(67개)로 가장 높았

다. 그 다음으로 ‘독서’가 17%(49개), ‘교사학습공동체 및 교과교육 연

구회’가 16%(48개), ‘영성 및 반성의 시간을 통한 가치관 정립’이 

15%(42개)로 거의 비슷하였다. 체육교사의 주된 역할인 ‘체육수업 활동’

은 12%(34개)로 다섯 번째였고, ‘학급담임의 역할’은 3%(8개)로 비율이 

낮았다. ‘가정의 평안’은 1%(3개)로 가장 낮았다.   

9가지 하위 범주를 묶는 상위 범주의 비율을 보면, 61%(176개)의 ‘개별

적 계발 노력’이 39%(112개)의 ‘협동적 계발 노력’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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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육교사의 인성 함양

가. 체육교사 자신의 인성 함양의 가능성

체육교사의 인성 함양 가능성에 대한 첫 번째 궁금증으로 ‘교사의 인성이 

함양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체육교사의 반응이다.

구 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70 29 1

경력별

5년 이하 63 37 0

6~10년 78 18 4

11년 이상 82 18 0

성별

남 교사 70 29 1

여 교사 71 29 0

[표 25] 교사의 인성이 함양될 수 있는가?                      (%)

경력 5년 이하의 체육교사 43명 중 27명(63%)은 ‘매우 그렇다.’고 대

답하였고, 16명(37%)은 ‘조금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교사는 없었다. 경력 6~10년 미만의 체육교사 23명 중 

18명(78%)은 ‘매우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5명(22%)은 ‘조금 그렇다.’

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교사는 없었다. 경력 11

년 이상의 체육교사 11명 중 11명(100%) 모두가 ‘매우 그렇다.’고 대답

하였다. 그러므로 ‘조금 그렇다.’또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교사는 

없었다. 경력에 따른 ‘매우 그렇다’의 대답을 살펴보면, 경력이 많을수록 

사람의 인성이 계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았다. 

남자 체육교사 63명 중 44명(70%)은 ‘매우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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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29%)은 ‘조금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1명(1%)의 교사가 ‘그

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여자 체육교사 14명 중 10명(71%)은 ‘매우 그

렇다.’고 대답하였고, 4명(29%)은 ‘조금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교사는 없었다. 성별에 따른 교사의 인성 계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없었다. 교사의 인성 계발 가능성에 대한 믿

음과 관찰 경험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77명 중 54명(70%)은 ‘매우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22명(29%)은 

‘조금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1명(1%)은 ‘그렇지 않다.’고 대

답하였다. 경력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교사의 인성 계발 가능성 인식을 

살펴보면, 대부분 체육 교사가 ‘매우’또는‘조금’가능하다고 대답하였

다. 교사의 인성이 계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믿고 싶은 간

절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인성이 계발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

였기 때문일 것이다. 인성의 계발은 짧은 시간에 가능하기보다는 긴 시간

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체육교사들이 교사의 인성의 계발 가능성

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태도

라고 여겨진다.

‘교사의 인성이 계발될 수 있는가?’의 질문에 ‘매우 그렇다.’,‘조금 

그렇다.’또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구체적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매우 그렇다.’의 이유로 ‘나 자신이 변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가 있었다. ‘조금 그렇다.’의 이유로 선

천적으로 타고나기 때문이다. 인성이 조금 개선되지만, 마음 성격 자체가 

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의 이유로 ‘교사처럼 어른이 

된 사람들은 이미 사회화 되어 인성이 변하진 않는 것 같다.’가 있었다.

체육교사의 인성 함양 가능성에 대한 두 번째 궁금증으로 ‘체육수업을 

통해서 체육교사의 인성이 함양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체육교사

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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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57 33 10

경력별

5년 이하 58 35 7

6~10년 57 30 13

11년 이상 55 27 18

성별

남 교사 65 27 8

여 교사 22 56 22

[표 26] 체육수업을 통해서 체육교사의 인성이 함양될 수 있는가?   (%)

경력 5년 이하의 체육교사 43명 중 25명(58%)은 ‘매우 그렇다.’고 대

답하였고, 15명(35%)은 ‘조금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3명(7%)의 

교사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경력 6~10년 미만의 체육교사 23

명 중 13명(57%)은 ‘매우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7명(30%)은 ‘조금 그

렇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3명(13%)의 교사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

하였다.  경력 11년 이상의 체육교사 11명 중 6명(55%)은 ‘매우 그렇다.’

고 대답하였고, 3명(27%)은 ‘조금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2명

(18%)의 교사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경력에 따른 체육수업을 

통한 체육교사의 인성 계발 가능성을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는 대답은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경력이 많을수록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이 상

대적으로 많아졌다. 이것은 경력이 많아질수록 체육수업이 습관화 또는 고

정화 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반대로 경력이 적을수록 ‘매우 그렇다’

와‘조금 그렇다’의 대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체육수업에 대한 열정

과 잘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 여겨진다.  

남자 체육교사 63명 중 41명(65%)은 ‘매우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17

명(27%)은 ‘조금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5명(8%)의 교사가 ‘그

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여자 체육교사 14명 중 3명(22%)은 ‘매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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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고 대답하였고, 8명(56%)은 ‘조금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3명(22%)의 교사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성별에 따른 체육수업

을 통한 체육교사의 인성 계발 가능성을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남 교사가 여 교사보다 3배 정도 크게 나타났고, ‘매우 그렇지 않

다.’라고 대답한 여 교사가 남 교사보다 3배 정도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여자 체육교사보다 남자 체육교사가 체육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크기 때문

에 체육수업에 쏟는 노력과 애정이 더 크다고 해석된다.

전체 77명 중 44명(57%)은 ‘매우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25명(33%)은 

‘조금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8명(10%)은 ‘그렇지 않다.’고 대

답하였다. 경력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체육수업을 통한 체육교사의 인성 

계발 가능성을 살펴보면, 대다수 체육교사가 ‘매우’또는 ‘조금’가능하

다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체육교사의 인성을 함양하는 방안으로 체육수업

이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체육수업을 통해서 체육교사의 인성이 함양될 수 있는가?’의 인성이 

계발될 수 있는가?’의 질문에 ‘매우 그렇다.’,‘조금 그렇다.’또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우 

그렇다.’의 이유로 ‘체육수업에서 학생에게 스포츠맨십 등의 인성 관련 

요소를 가르치기 전에 교사가 먼저 인식하게 된다.’가 있었고,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통해서 리더십과 인내심을 인식하게 되고, 학생들 간의 긍

정적 또는 갈등적 관계를 관찰하면서 자신을 반성하게 된다.’가 있었다.

 단체종목을 통해 협력과 배려, 소통, 성취, 예의 등을 복합적으로 배

울 수 있으며 개인종목을 통해 배려, 예의, 자신감, 성취감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계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요소

들을 학생들에게 준비하여 가르치면서 당연히 교사도 수업을 준비하

는 주체적인 입장에서 인성이 계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체육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내용

을 수업에 담아야 합니다. 그런 준비과정을 거치다 보면 인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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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스스로 예민해집니다. 체육수업에서 강조하는 인성의 요소들이 많

고, 그것을 통해 보고 듣고 실천에 옮긴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생각

합니다. (신자비, I-M-ⓐ-전라-160820)

 수업을 통해서 학생만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을 교

육하면서 인내심과 리더십을 기르게 되고 수준별 체육 수업을 통해서

도 배려심, 책임감 등을 계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간의 

갈등문제 혹은 긍정적인 관계를 관찰하면서 교사 자신을 성찰하는 기

회를 가지기도 하며, 학생-교사간의 관계 속에서 깨달음을 얻기도 합

니다. (심양선, S-F-ⓐ-경기-160821)

 내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을 보며 내 일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만족감을 가지게 됩니다. 잘 준비한 수업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의 성취감도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은 수업은 운영이 잘 안되며 

50분 동안 교사자신 또한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과정을 통해 교사는 

수업 준비를 성실하게 하게 되고 자연스레 인성도 바뀐다고 생각합니

다. (안충성, I-M-ⓑ-서울-160822)

‘조금 그렇다.’의 이유로 ‘교사는 성인이 되어 이미 사회화되었기 때

문에 한계가 있다.’가 있었고, ‘체육수업만으로는 힘들고, 체육수업 외적

인 노력이 필요하다.’가 있었다. 

  성인이라면 이미 그 사람의 인성은 거의 완성단계라고 생각하며, 다

만 체육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을 

한다면 좋은 방향으로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

사는 인성이 이미 어느 정도는 형성되어 있고 교사로 수업할 때는 나 

자신보다 교사의 책임감과 사명으로 일하기 때문에 진정한 본연 의미

의 인성이 계발되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학생들을 보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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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받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양온유, I-M-ⓐ-경기-160823) 

 평상시 같으면 버럭 화를 내거나 짜증이 나는 상황에서 인내하고 감

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학생들을 기다려주

고, 이해해 주면서 인성이 계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인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시간이 지나면서 교사인 

내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거나 학생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인성이 결여될 수도 있습니다. (장절제, S-F-ⓑ-인천-160824)

 물론 체육수업을 통해서 인성이 계발될 수 있는 측면이 많지만, 그보

다 더 필요한 것은 수업 외적으로 시간을 투자하여 인성을 계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수업은 학생들과 함께 진행되는 시간이기

에 그 시간 중 다양한 상황에 대해 인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트

레이닝으로 인성을 계발하여 수업에 적용하며, 수업 중에 나타나는 다

양한 상황으로 후차적으로 계발 될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전희망, 

S-F-ⓑ-인천-160824)

‘그렇지 않다.’의 이유로 ‘인성은 가정교육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이

다.’,‘체육수업을 오랫동안 하였지만 자신의 인성이 함양되었다고 느껴보

지 못했다.’가 있었다.

 인성은 최초 가정교육에서 시작되어 학교에서 거의 완성된다고 생각

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잘 변하지 않고, 변하려하지 않는다고 생

각하며, 성인이 된 후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수업을 통해 체육교사의 

인성이 계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업은 수업일 뿐 인성 계발과

는 거의 무관합니다. (정기쁨, I-M-ⓐ-서울-160825)

 6년의 교직생활동안 체육수업을 계속 해 왔지만 수업을 통해 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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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계발되어졌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보통 내가 체육수업을 할 때

에는 나의 수업내용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만 관심을 갖

지, 나의 인성 계발과 관련된 관심은 두지 않습니다. 수업을 통해 인

성 계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능할 것 같지만 현실에서 그

런 기회가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사랑, I-M-ⓐ-경기-160826)

 잠재적으로 교육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인격이 미완성된 

학생들과의 수업으로 효과적인 인성을 계발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합

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실행하는 수업에서 얼마나 인성이 계발될 수 있

으며 또한 학생의 인성이면 몰라도 교사의 인성이 계발될 수 있을까하

는 의문이 듭니다. (최희락, I-M-ⓑ-서울-160827) 

나. 체육교사 자신의 인성 함양의 방안

체육교사 자신의 인성 함양 방안은 교직업무 수행을 통한 방안, 전문성 

증진을 통한 방안, 그리고 개인적 노력을 통한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교직업무 수행을 통한 방안

체육교사는 교직업무 수행을 통하여 자신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 교

직업무 수행을 ‘수업 활동 및 수업 일지 작성’, ‘학급담임의 역할’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가) 체육수업 활동

체육수업 활동이 체육교사의 인성을 함양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이유는 

‘체육교과에서 강조하는 인성적 요소’,‘학생과의 상호작용’,‘수업 계획, 

실행, 평가의 과정’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체육교과는 스포츠맨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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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다양한 인성적 요소를 가르치기 때문에 체육교사는 교과의 인성적 요

소를 인식하게 되고 가르치면서 배우게 된다.

 체육 수업 중 학생들과 함께 바른 모습을 실천하기 위해 규칙을 준

수하고, 체육교사로서 체육교과에 포함된 인성을 위한 준비하는 과정

에서 저의 인성도 함양되는 것 같습니다. (하인내, S-M-ⓐ-강원

-160828)

 스포츠와 관련된 감동적인 동영상을 학생들과 같이 보면서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교육과정 속에 있는 인성적인 가치들 수업에서 구

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배려, 협동, 인내, 만족감을 고려하는 수

업방법을 계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성 관련 요소를 생각하게 되고 

저에게 적용하게 됩니다. (홍자비, I-F-ⓐ-경기-160829) 

둘째,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체육교사의 인성이 함양된다. 체육교사

가 학생을 가르칠 때의 마음가짐과 학생들과의 관계는 교사 자신의 인성 함

양을 위한 바탕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을 항상 갖고 수업시간에 학생들과 활동

을 함께 합니다. 학생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교원능력평가에 학

생들이 교사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평

상시 학생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기

를 얻기 위한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이 내 수업, 나와의 생활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배우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수업관련 설

문지를 작성하고, 학생면담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평소 수업시간과 수

업 외 시간 교사를 대하는 학생들의 태도를 보면 나의 교사로서의 생

활이 학생들에게 어떠했는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학생들의 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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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통해 나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오화평, I-F-ⓐ-서울

-160803)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속에서 

함께 뛰고 참여하며 아이들의 순수함과 진실함을 느껴 보면서 제 인

성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충성, I-M-ⓑ-경기-160805)  

셋째, 체육교사가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획대로 실천

되었을 경우에 자신감이 향상되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반성하는 태도를 가

지면서 인성을 함양시킨다. 자신의 수업을 반성하는 좋은 방법으로 수업 일

지를 활용할 수 있다.

 체육수업에서 최선을 다하여 학생들 지도하려는 것이 체육교사가 갖

추어야 할 최고의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교사로서 체육수업에 

함께 내포된 인성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수업을 준비하면 저의 인성도 

함께 함양되는 것 같습니다. 한 학기 수업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미

리 지도안을 마련함으로써 제 자신이 나태해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

니다. 그리고 수업준비를 철저히 하고 수업을 잘해서 학생들이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볼 때 저 자신의 자존감이 가장 높게 향상된다고 생각합

니다. (원절제, I-M-ⓐ-경기-160807)  

 다양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에서 수업을 돌아보고 성찰합니다. 늘 수업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수업일지를 작성합니다. 수업 활동은 

몸에 익혀지고 반복하다보면 익숙해집니다. 다만 학생들과 있었던 사

소한 것들은 익혀지지 않아 이를 일기로 작성하면 다시한번 저 자신

을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체육수업 일기를 통해 교육방법을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제 자신의 인성도 함양됩니다. 그리고 아이



- 100 -

들을 가르치며 배우게 됩니다. 학생들이 저에게 주는 피드백을 통해서 

반성합니다. (유기쁨,S-F-ⓒ-서울-160809)  

 나의 수업장면을 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많다면 인성계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수업활동을 하는 모습을 자신이 직접 모니터

링 하는 방법입니다. 교사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수업시간으로 보냅니

다. 교사로서의 정체성은 수업에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업 목표, 내용, 

방법, 평가에 인성에 가치를 두고 설계해야 합니다.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수업을 계획, 준비하고 실행하다보면 저의 인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자비, I-F-ⓒ-서울-160811)  

체육교사가 자신의 교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에 대

한 믿음을 갖으며 자신의 수업이 계획대로 잘 실천 되었는지 반성하는 과정

을 꾸준히 한다면 올바른 수업을 할 수 있고, 이 수업을 통하여 교사의 인성

은 함양될 수 있다.

(나) 학급담임의 역할

한 학급을 맡아 그 학급을 관리하고 학급에 속하는 개개 학생의 생활을 지

도하는 교사를 학급담임이라고 한다. 학급담임의 역할은 부모의 역할처럼 여

겨진다. 부모는 자녀를 먹이고 옷을 입히고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야 한다. 자녀의 의・식・주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역할을 한다. 학급담

임은 학생들을 열심히 관찰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학생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정감을 위해 희

생하고 봉사하는 역할을 한다.      

 담임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담임이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

다. 보통 담임샘들은 자신들이 학급경영을 하고 학생들이 따라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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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는데 많은 학생들은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문제도 많이 발생하

구요. 담임교사는 학생이 학교에 오지 않으면 전화해주고, 다치면 보건

실로 안내해 주거나 안전공제 처리해 주며,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격려해 주고, 잘못하면 부모님과 함께 해결해 주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식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임희락, I-M-ⓐ-

경상-160814) 

학급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존재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개인차를 알아가고 

인정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다름(차이)’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 서로 다른 

학생들이 학급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과정을 통하여 교

사의 인성은 함양될 것이다.

 담임의 업무를 맡으면서 학생들과 더욱 친밀하게 다가가고 이해하려

는 노력을 하게 되었고, 학생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시간을 더 많아졌

습니다. 담임을 맡으면 다양한 학생들과 대화하게 되고, 여러 학생의 

개성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개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인내, I-M-ⓒ-서울-160820)  

2) 전문성 증진을 통한 방안

체육교사는 자신의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자신의 인성

을 함양할 수 있다. 수업 전문성은 수행 전문성, 지식 전문성, 심성 전문

성, 성찰 전문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조기희, 2015). 이 중에서 심성 전문성

은 교사 인성(teacher dispositon)을 뜻한다. 전문성의 증진을 ‘교사학습공

동체 및 교과 연구회’, ‘교원 연수, 대학원, 학회 및 워크숍’, ‘교사 

멘토링 및 동료교사의 조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가) 교사학습공동체 및 교과교육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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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습공동체는 체육교사들이 모여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 교육적 실

천 사례 등을 함께 나누고 반성적으로 탐구하며 학교 현장에서 겪는 갈등 

상황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모임이다(조기

희, 2015).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직 생활을 하면서 겪는 비슷한 고민과 어려

움을 나누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와 소통을 하면서 교사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수업

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교사학습공동체 모임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인성을 함

양합니다. 체육교사들 간의 대화와 타 교과 교사와의 공동체 활동을 통

하여 수업과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면 저 자신을 되돌

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점검하고 함께 토의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

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만의 생각에서는 실수도 하고 부족한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음

으로써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보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유양선, I-M-ⓒ-서울-160824)   

 교사학습공동체를 만들어 다양한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인성요소 중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경험해 봐야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

양한 정보와 지식을 얻는 창구로 활용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

고 베푸는 통로가 된다면 올바른 인성은 자연스럽게 형성될 거라고 생

각합니다. (김사랑, I-M-ⓐ-서울-160803) 

교과교육연구회는 교사 자신의 수업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시키고 

자신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교사들 간의 공동체적 노력

을 중시하는 모임이다(조기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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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수업을 만들 수 있는 체육교과연구회 등에 참석해서 서로의 수

업을 공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

지 않기 위해 연구회 등에 참여해서 자기계발을 합니다. 교과연구회에 

참여하면 같은 고민을 하는 교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

런 과정이 제 인성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기쁨, S-F-ⓑ-경기

-160804 )

교사학습공동체와 교과교육연구회를 통해서 형성된 수업전문성은 체육교

사의 심성 전문성, 즉 인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나) 교원 연수, 대학원, 학회 및 워크숍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방안이 교

원 연수이다. 교원 연수의 프로그램, 강사 전문성 등이 우수한 것도 중요하

지만, 체육교사가 학교현장에서 잘 적용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집합연수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온라인 

연수를 통해서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교사가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연수를 통해 정보와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연수에 참여하다 보면 자기계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연수를 듣고 학교생활에 잘 적용하여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처

음에는 연수 프로그램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는데, 선배 교사를 통해서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성관련 연

수가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자리에 가든 얻을게 있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성관련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인성이 변할 수 있

는 계기는 주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계기’라고 말한 이유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학교현장에서 적용을 시키

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용을 시킨다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만, 듣기만 하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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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박희망, I-M- ⓐ -인천-160805)

 교사들에게 분기별로 연수를 받고 학교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기회를 제공할 때 아무런 제도적인 변화 없이 

교사에게만 역할을 부여하기 보다는 연수를 받은 교사들에게는 한 달

만이라도 연수 받은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체육관련 연수에 참여함으로써 그 종목에서 배울 수 

있는 인성을 직접 체험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온라인을 통한 연수가 많

은데 ‘클릭클릭’만 하는 연수가 아니라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연수를 

찾아 직접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화평, I-M-ⓐ-강원

-160806) 

체육교사는 자기 계발을 위하여 대학원에 진학하고 학회 및 워크숍 등을 

통하여 전문성을 증진할 수 있다.

 혼자서 연구하는 것보다 워크숍이나 소모임 등에 참여하여 배우고 인

성을 함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서가 인성함양에 좋다

고는 하지만 제가 느낄 때 일부 책을 제외하고는 지식전달의 효과가 

더 큰 것 같고 인성교육을 주제로 한 워크숍이 더 많은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빨리 파악하여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학회 및 워크숍에 참가하고, 보다 높은 목표를 갖고 대학원에 진학하

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희락, S-M-ⓐ-충청-160807) 

교사학습공동체 및 교과교육연구회가 체육교사에게 학교 현장의 실천적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해 준다면, 교원 연수・학회 

및 워크숍・대학원은 체육교사에게 높은 수준의 학문적 지식을 배울 수 있

는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해 준다. 실천적 지식과 학문적 지식의 균형을 

통하여 체육교사의 전문성은 향상될 것이다. 전문성을 가진 체육교사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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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한 인성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 교사 멘토링 및 동료교사와의 대화

‘근주자적(近朱者赤), 근묵자흑(近墨者黑)’이라는 말이 있다. 붉은 빛에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 검은 빛에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는 뜻으로 주위 

환경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체육교사의 인성이 학생의 인성에 큰 영향을 

주듯이, 선배・동료 교사의 바른 인성은 체육교사의 바른 인성에 긍정적 영

향을 주게 된다. 특히 5년 이하의 체육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방안 중의 하나

라고 볼 수 있다. 

 체육교사에게 훌륭한 선배 교사의 멘토링 시스템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멘토

교사를 만들 수 있으면 최고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성이 좋은 사람을 

멘토로 삼아 닮아가려는 노력을 한다면 안성은 자연스럽게 함양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인내, I-M- ⓑ -충청-160808) 

 존경하는 선생님과 함께 하면 인성을 함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동료교사 분의 인성적인 면이 너무나 좋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 분에게 배우는 점이 너무 많아 제 스스로도 다시한번 저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모델이 되는 선배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경험에서 우러나온 의미를 인식하는 것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노자비, I-M-ⓑ-경상-160809) 

멘토링 시스템이 도제교육의 모습으로 전수 및 전달을 받는 수직적 구조라

면, 동료교사와의 대화는 수평적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동료교사와의 1:1 대

화를 통해서 교사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자신의 부족한 면을 깨달을 수 있

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동료교사와의 소통은 체육교사의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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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동료교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인성을 가진 동료교사들과의 대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실

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동료 교사들을 통해 반성하고 발전하는 태도

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채지 못한, 신경 쓰지 못한 많은 부분을 깨닫고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언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선배 교사라 할지라도 제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겸손의 자세로 조언을 구하고 답변을 경청하면 어

느 선생님이든 좋은 말을 해주십니다. 1:1의 대화는 상대방이 나를 잘 

알고 나의 특성과 수업형태, 학교의 상황 등을 고려하고 말하기 때문에 

꽤 완전한 개인 피드백이 될 수 있습니다. (라양선,S-M-ⓐ-전라

-160810)

 교사의 인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동료 및 선배교사와의 관

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교사 간의 교류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담임으로서는 동학년 교사들과, 교과로서

는 체육과 선생님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동료 체육교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의 가

치관도 정리가 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유충성,I-F-ⓐ-제주

-160811) 

멘토링(mentoring)이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면서 실력과 잠재력을 계발시키는 것을 말한다. 인성이 훌

륭한 선배 교사는 후배 교사의 인성을 함양시키는데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대화란 서로 마주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다. 비슷한 경험과 처지를 비

슷한 시기에 겪고 있는 동료 교사와의 대화는 체육교사들이 자칫 잘못하여 

갖게 될 수 있는 자만감을 자신감으로, 좌절감을 정체성으로 바꾸어 주는 계

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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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적 노력을 통한 방안

체육교사는 개인적 노력을 통하여 자신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 개인

적 노력을 ‘영성 훈련 및 반성의 시간’, ‘독서’, ‘체력 관리 및 다양

한 활동 참여’,‘가정의 평안’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가) 영성 및 반성의 시간을 통한 가치관 정립

체육교사는 영성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인식할 수 있다. 영성

(靈性, spirituality)은 자신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내적인 길을 의미

한다. 명상, 기도, 묵상 등의 영적 수행들은 개인 자신의 내적인 삶을 발전

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이루어진다. 체육교사들은 더 커다란 존재와 연결되

는 경험을 하고 자아를 반성하는 영성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인성을 함양

할 수 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 제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할

지 생각하게 되었고 저 자신부터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하자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학교생활에 적용하려고 노

력하고 있으며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문절제, I-M-ⓐ-서울

-160812)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은 변화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

니다. 저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는 과정을 조금씩 하게 되었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의 행동과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

간을 가짐으로써 인성이 계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희망, I-F-

ⓐ-경기-160813)

영성의 시간이 종교 및 신앙생활과 연결되어 있다면, 반성의 시간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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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갖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 언행에 대해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 보는 것이다. 

 하루 중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전 잠깐이라도 그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성

의 시간을 갖는 것은 정말 최소한의 것이면서도 꼭 필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혼자만의 명상 시간을 갖고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경험

을 갖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가끔씩은 반성일기를 쓰면서 제 마음

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반성일기를 쓰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울 때

도 있지만 저 자신의 문제점을 바꾸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박기쁨, S-M-ⓑ-서울-160814)

 제 자신의 부족한 인성으로 인해 상처받은 학생은 없는지 생각해 봅

니다. 교사 한 명의 영향력이 학생에게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며, 하루

의 삶 속에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에 대해 자기 전에 생각해 보거나 반성일기를 쓰면서 실수는 줄

이고 좋은 영향력을 늘려가도록 노력합니다. 저의 모습을 계속해서 점

검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갖도록 합니다. 특히, 조용한 장소에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에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학생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사랑, S-M-ⓑ-강원

-160815) 

체육교사는 영성 및 반성의 시간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

고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갖고 스스로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

갑니다. 실제 나는 체육교사로서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

한 소중함을 갖고 내 직업에 행복함을 느낄 때 나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내 직업에 대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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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아이들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행복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

이 될 것이고 이러한 생각은 교직생활 뿐 아니라 내 인생 전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백희락, I-F-ⓑ-서울-160816)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을 되돌아보고 교사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사의 존재 이유는 바로 학생입니다. 교사

가 존재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을 바르게 교육

하기 위해서 교사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가 학생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책임의식을 통해 교사의 

인성도 성숙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서인내, I-M-ⓐ-경기

-160817)

바람직한 인성의 함양은 인문적 체육교육의 목적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전인적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전인적인 사람은 자신을 성찰하

고 타인을 배려하며, 제 일을 사랑하고, 세계를 존중하는 사람이다(최의창, 

2010). 

(나) 독서

 사람은 자신의 직접적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나 사람은 정

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독서는 이를 해결해 준다. 다양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얻게 되면서 올바

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생활을 효과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손영애, 2012). 체육교사들은 독서를 통하여 자신의 인성

을 함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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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책 안에는 인생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책에

서 얻는 교훈이나 공감대가 많을 것이며 자신과 주변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독서는 긍정적인 사고를 바탕으

로 신념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를 교육 현장에 실천하도록 

안내해 줍니다. (성자비, I-M-ⓐ-충청-160818)

 책은 정말 많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

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

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아이들의 심리를 알 수 있는 책이나 효과적인 교육 방법

에 대한 책을 꾸준히 읽는 것이 본인의 마음과 시야를 넓히고 성장시

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책 많이 읽는 친구나 지인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하는 것은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인내, I-M-ⓒ-경기-160819) 

(다) 체력 관리 및 다양한 활동 참여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을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1차적 욕구가 생리적 

욕구이다.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심리적 안전, 소속감을 통한 애정과 공감, 존

경과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 체육교사는 자신의 인

성을 함양하기 위해 체력을 관리해야 한다.

 인성의 문제는 결국엔 체력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체력관리를 

합니다. 아무리 친절하게 품격 있게 행동하려고 해도 체력이 고갈되고 

인내의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폭발하며 그간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기

도 합니다. 나는 체력만 된다면 얼마든지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받아줄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본인의 건강

을 유지하는 것이 체육교사의 인성함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



- 111 -

각합니다. (신자비, I-M-ⓐ-전라-160820)

누군가의 스승이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스포츠 통한 정서의 함

양은 학생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체육교사도 자신이 가르치는 다양한 신체 

활동 및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감을 높여야 할 것

이다.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합니다. 학생에게

만 운동하라고 하지 말고, 체육교사 스스로 스포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이 체육교사에게 운동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운동을 시작할 때 힘들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

준히 하면서 인내심을 기르기도 합니다. 또한 꾸준한 체력관리와 수업

에 필요한 종목별 기능 연습은 나의 자존감을 높여 주기도 합니다.   

(심양선, S-F-ⓐ-경기-160821)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명언처럼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체육교사로서의 자기 관리, 즉 체중관리 및 각종 운동능력 등

이 꾸준해 지도록 부단히 노력한다면 자연스레 자신의 인성을 함양할 

것이라 봅니다. 운동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근원이 필

요하고, 꾸준한 운동은 자기관리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충성, 

I-M-ⓑ-서울-160822) 

스포츠 동호회 활동은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고 공동체 의식과 협

동심을 함양시켜준다. 체육교사가 스포츠 동호회 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체

육수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체육교사 자신에게 주는 능동

적 휴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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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사람과 어울리게 되었고, 팀스포츠

에서 배울 수 있는 인성을 함양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즐겁게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긍정적인 에너지도 얻을 수 있어

서 스포츠 동호회 활동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양온유, I-M-ⓐ-경기

-160823)

 공동체 속에서 생활 인성은 혼자만의 활동으로 함양되기가 쉽지 않다

고 생각합니다. 체육교사는 학생을 대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맺음

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동호회 활동을 통해 사람과의 

관계를 맺다보면 인성도 함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체 활동은 다

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실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절제, 

S-F-ⓑ-인천-160824)

스포츠 활동이 아닌 다른 취미 활동도 체육교사의 인성 함양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여가 시간에 기타를 치기도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기도 하며 노래

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긍정적인 생각

을 갖게 됩니다. (전희망, S-F-ⓑ-인천-160824)

 어떤 취미활동이든 힘든 삶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해 주기 때문에 인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가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학교 밖 사람들과 소통하고 힐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쁨, I-M-ⓐ-서울-160825)

봉사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힘을 바쳐 애쓰는 활동을 의미한다. 종교 활동 

속에 봉사활동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봉사 활동 그 자체만을 통해서도 

인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이가원, 2003; 김덕주, 2009). 자신을 희생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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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활동은 인성교육에 좋은 방법이나 힘든 방법이기도 합니다. 학교

에서 힘들게 일하고 쉬지 않고 그 시간을 봉사활동에 보낸다는 건 쉽

지 않습니다. 이런 욕심을 버리고 봉사활동을 해야 진정한 의미가 있지

만 사람인지라 어디 그러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봉사활동을 하면 내가 

소중한 만큼 타인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조

사랑, I-M-ⓐ-경기-160826)

체육교사는 자신의 체력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다양한 스포츠 동호회 활

동, 그리고 취미・봉사 활동에 참여한다면 건강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라) 가정의 평안

고사성어 중에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말이 있다. 집안이 화목

하면 모든 일이 잘된다는 뜻이다. 중국 4서의 하나인 대학(大學)에서 올바른 

군자의 자세를 강조하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라는 

말이 있다. 먼저 자기 몸을 바르게 가다듬은 후 가정을 돌보고, 그 후에 나라

를 다스리고 천하를 태평하게 한다는 뜻이다. 

 체육교사 자신의 가정환경이 잘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평화와 안정이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삶의 근원이기 때문에 가정을 화목하게 잘 관리하고 그 안에서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 근본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제 자신이 닮고 싶

은 인성을 실천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밝은 

기운을 낼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평화와 행복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

다. (최희락, I-M-ⓑ-서울-160827)

 자식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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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저는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학생들이 

따라오지 못하면 꾸중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고 나

서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남의 자녀인 학생들에게 강요

했으니... 학부모님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 얼마나 속상할지... 이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정도 이해가 되고 저 자신을 반성합니다. (하인내, 

S-M-ⓐ-강원-160828)

학생의 인성 함양에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체육교사도 마찬가지이다. 

체육교사가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평안함과 행복감을 느낄 때 긍정적 인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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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체육교사가 자신의 인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인성의 

계발을 위해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 자신의 인성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함양시키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 

문제로 ‘첫째, 체육교사는 자신의 인성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자신의 인성 계발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셋째, 자신의 인

성을 함양하도록 돕는 방안은 무엇인가’로 설정하였다. 세 가지 연구 문

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교사가 자신의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성의 인식 빈도를 높이고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체육교사

는 자신의 긍정적 인성이 무엇이고, 부정적 인성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

런데 인성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주 인식하기가 어렵다. 자주 인식

하기 어렵기 때문에 긍정적 인성을 보다 강화시키고 부정적 인성을 수정 

및 보완시키기 어렵다. 체육교육은 체육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상황의 맥

락적 요인을 고려하여 수업방식을 활용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다양한 맥

락적 요인들 가운데 ‘교사, 학생, 교과, 수업환경’을 민감하게 반영하여

야 한다(최의창. 2003). 맥락적 요인 중에서 사람은 교사와 학생이다. 보이

지 않는 인성을 가지고 있는 맥락적 요인은 교사와 학생이다. 학생의 인성

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서 교사는 자신의 인성을 자주 살펴보고 점검

해 보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성을 자주 인식하는 경우보다 가끔 

또는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자신의 인성에 대한 만족도가 중간 정도인데, 

그 사람이 일반인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사, 특히 

학교체육이 인성 교육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체육교사가 그

렇다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마라톤 국가대표 선수에게 높은 수준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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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지구력이 요구되듯이 인성 국가대표 체육교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체육교사의 인성이 학생의 인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체육교

사의 인성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고 체육교사는 자신의 인성을 계발하기 위

하여 개별적 계발 노력과 협동적 계발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의 인성개발

을 위해 교사의 인성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고 교사의 인성개발이 선행되어

야 하는 주된 이유가 교사의 인성이 학생의 인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

다. 그런데 교사 자신의 인성 중 부족한 면이 학생에게 보여지는 경우, 즉 

자신의 인성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는 경우가 자주 또는 가끔 있다면, 그

것은 학생의 인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체육교사의 

인성 개발이 필요하다. 교직경력별・성별의 특성에 따라 체육교사는 자신

의 인성을 계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다. ‘영성 및 반성의 

시・독서・체력 관리 및 다양한 활동 참여・교원 연수・대학원・학회 및 

워크숍・가정의 평안’등의 개별적 노력을 할 수 있고, ‘교사학습공동체 

및 교과교육 연구회・교사 멘토링 및 동료 교사와의 대화・체육수업 활

동・학급담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체육교사가 자신의 인성을 계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노력이 일시적・단기간의 

노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별적 계발 노력은 쉽게 할 수 있는 장점

이 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협동적 계발 노

력은 함께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을 경험할 수 있지만, 시간을 맞춰야 

하고 정해진 공간에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사회가 점점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듯이, 교직사회도 이에 영향을 받고 있다. 모

든 경력과 성별에서 협동적 계발 노력보다 개별적 계발 노력의 비율이 높

게 연구된 모습에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개별적 계발 노력과 협동적 계

발 노력의 ‘중용적 절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성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인식되고 계발된다. 스스롤 생각하고 반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과정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삶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혼자 하는 것은 편하고, 함께 하는 것은 어렵다. 함께 하는 것

은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체육교사가 자신의 인성을 계발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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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과정’인 협동적 계발 노력이 보다 많이 요구된다.

셋째, 체육 교사는 교직업무 수행, 전문성 증진, 개인적 노력의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 교사의 인성은 타고나거나 불변하

는 것이 아니라, 계발되고 함양될 수 있다. 체육교사는 교직업무 수행을 통

해서 자신을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 체육수업 활동 중 체육교과에서 강조

하는 인성적 요소를 가르치고 학생과 상호작용하며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

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업에 대한 반성일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체육교사

는 자신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 학급담임의 역할은 부모의 역할과 비슷

하여 학생에 대한 희생과 봉사, 다양한 학생의 개성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체육교사는 자신의 인성 함양할 수 있다. 전문성 증진을 통한 방안으로 체

육교사는 교사학습공동체 및 교과교육연구회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고민을 상담하면서 심성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다. 주기적・지속

적 연수 참여를 통해서 배운 것을 학교현장에 실천 적용하고, 대학원・학

회에서 배운 높은 수준의 학문적 지식을 연마하며, 멘토교사의 수직적 가

르침으로 좋은 인성을 닮아가고, 자기반성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동료교사

의 조언도 전문성 증진을 통하여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 개인적 노력을 

통한 방안으로 영성의 시간에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되고, 반성의 시간

에 자신의 언행을 뉘우칠 수 있으며 독서를 통하여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경험하지 못한 인생의 교훈을 얻어 마음과 시야를 넓힐 수 있으며, 인성의 

기본이 되는 체력관리, 인내심을 기르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

동,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가져다주는 가정의 평안 등을 통하여 인성을 함

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체육교사의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방안으로 

교직업무 수행, 전문성 증진, 개인적 노력이 있는데, 이 3가지 방안의 ‘역

동적 균형’이 필요하다. 그리고 체육교사의 인성 함양 방안 중 교직업무 

수행, 특히 체육수업 활동을 통한 체육교사의 인성함양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올바른 체육수업은 체육교사의 인성을 함양시키고 이는 학생들의 인

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체육교사의 인성은 함양될 수 있는가?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이론적, 실천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7>은 본 연구를 통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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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화된 체육교사의 인성 함양 방안 모형이다.

[그림 7] 체육교사의 인성 인식, 계발, 함양의 순환식 구조

체육교사의 인성 함양 방안을 거시적으로 살펴보면, 체육교사는 자신의 

인성을 인식하고 계발하며 함양한다. 함양하는 과정에서 다시 인성을 인식

하고 계발한다. 미시적으로 살펴보면, 체육교사는 자신의 긍정적 인성과 부

정적 인성을 얼마나 자주,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인식하고, 교사 자신의 

인성이 학생 인성에 큰 영향을 주는 인성 계발의 필요성에 의해 개별적 또

는 협동적 계발노력을 하게 된다. 그 노력으로 인성 함양이 가능하다는 전

제 하에 다양한 방안을 실시하여 인성을 함양한다. 그 함양하는 과정에서 

다시 인식된 긍정적 인성은 승화되고 부정적 인성은 보완되도록 노력한다. 

이와 같은 순환의 과정을 통하여 체육교사는 자신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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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지금까지 체육교사가 자신의 인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인성을 계발하기 

위해여 어떤 노력을 하며,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좋은 방안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체육교사의 인성 함양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가. 체육교사의 인성 함양을 위한 제언

첫째, 체육교사가 학생의 인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학생의 인

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체육교사의 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체육교사가 자신의 인성을 자주 바라보고 자신의 긍정

적인 인성과 부정적인 인성에 대한 파악이 잘 되어 있다면, 학생들의 인성

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인성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서 드러나는 상호작용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한 쪽만의 문제가 있다

고 규정할 수 없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표정, 어조, 태도 등을 금방 알아차

린다. 선생님이 자신을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를 부지불식간에 느낀

다. 교사의 작용은 학생의 반작용을 가져온다. 교사가 어진 마음으로 멋진 

행동을 보여주고 밝은 표정을 지으며 고운 말씨를 학생에게 보여준다면 학

생들도 완벽하지는 못해도 비슷하게 반작용하게 된다. 문제는 학생의 작용

이 거칠었을 경우이다. ‘학생은 미성숙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학생의 부모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의지

적으로 없애야 한다. ‘늑대 소년’이라는 영화가 있다. 야생에서 자란 것

은 소년의 선택이 아니었다. 세상에 의해 방치된 것이다. 어떤 학생들은 

‘늑대 학생’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한 소녀가 먹을 것을 보고 

기다리는 법, 옷 입는 법, 글을 쓰고 읽는 법 등 세상에서 사랑하는 방법들

을 하나씩 가르쳐 준다. 그 과정 속에서 늑대 소년의 위험한 본성이 들어

나게 되고 소년은 마을 사라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는 순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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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 체육 교사가 해야 할 일은 학생들에게 상처를 받는 과정에서도 끝까

지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것이다. 체육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3년간의 시

간동안 학생들의 인성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체육교사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 학생의 인성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체

육교사의 사명은 항상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그 학생을 사랑해 주는 것이

다. 

둘째, 체육교사의 인성 함양은 체육수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체육

교사의 가장 본질적인 임무는 체육수업이다. 그리고 체육교사는 체육수업

시간에 체육이라는 교과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가수는 노래를 잘 부르면 되고, 개그맨은 웃기면 된다. 의사는 환자를 잘 

치료하면 약사는 약을 잘 조제하면 된다. 가수가 노래도 잘 부르고 웃기면 

최고지만, 노래를 못 부르는데 웃길 줄 안다면 정말 웃기는 일이 발생한다.  

체육교사는 학교에서 체육수업을 계획하고 실천하며 평가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 파랑새를 찾기 위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며 오지

게 고생을 한 후, 포기하고 집에 와 보니 내가 찾은 파랑새가 집에 있었다

는 이야기가 있다. 체육교사가 자신의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영성 및 

반성의 시간을 통한 가치관 정립, 독서, 체력 관리 및 다양한 활동 참여, 

교원 연수・대학원・학회 및 워크숍, 가정의 평안, 교사학습공동체 및 교과

교육 연구회, 교사 멘토링 및 동료 교사와의 대화, 체육수업 활동, 학급담

임의 역할’등의 노력은 다 필요하다. 그 중에서 체육교사의 가장 중요한 

파랑새는 체육수업 활동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8가지 활동은 

‘체육수업 활동’을 더 잘 하기 위한 도우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건

강한 부모가 건강한 자녀를 양육하듯이, 건전한 교사가 건전한 학생을 길

러낼 수 있다. 올바른 체육교사가 올바른 체육수업을 통해서 학생의 인성

을 올바르게 만들 수 있다.  

하루 종일 봄을 찾아도 봄은 안 보여 짚신이 다 닳도록 온 산을 헤매

었네. 봄 찾는 일 그만 두고 집으로 돌아오니 울타리에 벌써 매화꽃이 

한창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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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를 통해서 후속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는 연구들을 중심으로 제언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 수업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식된 교사 

인성 요소를 추출하여 교사 인성 교육 정책 및 연수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초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5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에

서 제시하고 있는 인성 요소에는 자기 존중, 자기 조절, 자율성, 용기, 인

내심, 절제, 페어플레이, 팀워크, 운동 예절, 심미성, 공감, 비판적 사고, 의

사결정력, 존중, 공동체 의식 등이 있다. 체육 교사들이 이 다양한 인성 요

소들을 잘 인식한다면 학생들의 인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번

째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체육교사는 ‘연수’를 통해서 

자신의 인성 계발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교사 인성 교육 정책 

및 연수 프로그램에서 체육 수업에서 필요한 인성 요소를 체육교사들이 인

식할 수 있도록 기초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체육교사의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연수가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구되어야 한다. 예비체육교사인 경우에는 인성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있어도 관심이 없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면, 현직체육교사인 경

우에는 인성에 관한 다양한 연수가 있어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몰라서 제대로 배우지 못할 수 있다. 형식적인 연수가 되지 않고 

실질적인 연수가 되기 위해서 ‘교사학습공동체 및 교과교육연구회'와 연

계된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체육교사는 자신의 인성을 필요성

을 인식하고 계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교사학습공동체 및 교과교

육연구회’와 연계된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경력별, 성별 체육교사의 인성함양을 위한 방안이 단계적이면서 구

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두 번째의 연구결과에서 경력별, 성별 체육교사

의 인성 계발이 노력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었다. 체육교사의 인성 함

양을 위한 일반적인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체육교사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연수도 필요하다. 5년 이하의 남교사・여교사, 6~10년 이하의 남교

사・여교사, 11년 이상의 남교사・여교사에 맞는 맞춤형 인성함양 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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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경력이 많아질수록 개인적・사회적 변인도 바뀌기 

마련이고, 결혼 전과 결혼 후, 자녀의 유무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

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인성 함양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예비 체육교사의 인성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직 체육교사의 인

성교육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사범대학의 예비 체

육교사들이 현직 체육교사가 되기 우해서는 중등임용고사라는 관문을 넘어

야 한다. 그 관문은 어찌 보면 예비체육교사들에게 생존의 관문이기도 하

다. 그 관문을 넘어야 체육교사로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관문을 넘지 못하면 체육교사가 아닌 다른 직업으로 살아야 한다. 임용

을 준비하는 과정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신의‘인

성’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먹고 사

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높은 수준의 무언가를 생각할 수 없

을 것이다. 그리고 당장의 현실을 생각하면 그것은 사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한 자식을 낳기 전에는 인성이 중요한지 모른다. 그런데 자식이 생

기면 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다. 기존의 연구가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현직체육교사의 인성교육에 대한 후속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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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참여자 동의서

연 구 참 여 자  동 의 서

체육교사는 자신의 인성을 어떻게 계발시켜 나가는가?

- 체육교사의 인성 계발 양상 및 함양 방안 탐색 -

연구자: 최 규 훈 (010-xxxx-xxxx/pechoi@snu.ac.kr)

본 연구의 목적은 체육교사가 자신의 인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발하는지 살펴 
스스로 인성 함양을 돕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 분들에 한하여 수행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
기에 앞서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연구자를 통해 들으셨습니다. 본 연구를 수
행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선생님과의 질문지와 심층면담, 동질적인 경험을 지닌 여
러 교사들과의 포커스그룹면담 등의 방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선생님은 연구에 대한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참여
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될 때 연구 참여
자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무기명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연구가 끝난 후 연구자는 연구 결과를 선생님과 공유할 것이며 본 연구의 참여
를 통해 선생님 자신의 인성에 대한 인식, 인성의 계발, 인성의 함양이 더욱 발전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의 사항을 읽어보시고 성공적인 연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선생님은 ‘체육교사는 자신의 인성을 어떻게 개발시켜 나가는가?’라는 주제
의 연구를 위한 연구 참여자로 선정되었습니다.

2. 심층면담의 내용은 녹음기를 통해 녹취될 것이며, 때에 따라 간단한 메모도 기
록될 수 있습니다.

3. 수집된 자료는 오로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예정이며 연구자의 연구실에 안
전하게 보관될 것입니다.

4.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가명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2016년     월    일

연구참여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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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심층면담과 질문지법의 주요 내용

범주 내용

인성�인식
양상

• 자신의 인성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인식하는가?

  ①자주  ②가끔  ③거의 안함

• 자신의 인성을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 

  ①만족  ②중간  ③불만족

• 위의 대답과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자신의 인성 중 바람직한 면과 바람직하지 못한 면은 무엇인가?

인성�계발
양상

• ‘학생의 인성 계발을 위해서 교사의 인성 계발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①매우 그렇다. ②조금 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 위의 대답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교사의 인성이 학생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가?

  ①많음  ②중간  ③적음

• 자신의 인성 중 부족한 면이 학생에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가?

  ①자주  ②가끔  ③없음

• 자신의 인성 계발을 위하여 ‘체육교사’로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 자신의 인성 계발을 위하여 ‘담임교사’로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인성�함양
방안

• 교사의 인성이 함양될 수 있는가? 

  ①매우 그렇다. ②조금 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 위의 대답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체육수업을 통해서 체육교사의 인성이 함양될 수 있는가? 

  ①매우 그렇다. ②조금 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 위의 대답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체육교사 스스로 자신의 인성을 함양하도록 돕는 방안 중 가장 좋은 방

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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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평정척도의 도표와 그래프

구 분  자주 가끔 거의 안함 전체

교직경력

5년 이하

남 17명 19명

(44%)

남 18명 23명

(54%)

남  0명 1명

(2%)

남 35명
43명

여  2명 여  5명 여  1명 여  8명

교직경력

6~10년

남  9명 10명

(44%)

남  9명 12명

(52%)

남  1명 1명

(4%)

남 19명
23명

여  1명 여  3명 여  0명 여  4명

교직경력

11년 이상

남  4명 6명

(55%)

남  5명 5명

(45%)

남  0명 0명

(0%)

남  9명
11명

여  2명 여  0명 여  0명 여  2명

전체

남 30명

(48%) 35명

(45%)

남 32명

(50%) 40명

(52%)

남  1명

(2%) 2명

(3%)

남 63명

77명
여  5명

(36%)

여  8명

(57%)

여  1명

(7%)
여 14명

1. 자신의 인성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인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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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 전체

교직경력

5년 이하

남 15명 16명

(37%)

남 12명 19명

(44%)

남  8명 8명

(19%)

남 35명
43명

여  1명 여  7명 여  0명 여  8명

교직경력

6~10년

남  14명 17명

(74%)

남  5명 6명

(26%)

남  0명 0명

(0%)

남 19명
23명

여  3명 여  1명 여  0명 여  4명

교직경력

11년 이상

남  3명 5명

(46%)

남  4명 4명

(36%)

남  2명 2명

(18%)

남  9명
11명

여  2명 여  0명 여  0명 여  2명

전체

남 32명

(51%) 38명

(49%)

남 21명

(33%) 29명

(38%)

남 10명

(16%) 10명

(13%)

남 63명

77명
여  6명

(43%)

여  8명

(57%)

여  0명

(0%)
여 14명

2. 자신의 인성을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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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교직경력

5년 이하

남 29명 36명

(84%)

남  5명 6명

(14%)

남  1명 1명

(2%)

남 35명
43명

여  7명 여  1명 여  0명 여  8명

교직경력

6~10년

남 16명 18명

(78%)

남  3명 5명

(22%)

남  0명 0명

(0%)

남 19명
23명

여  2명 여  2명 여  0명 여  4명

교직경력

11년 이상

남  9명 11명

(100%)

남  0명 0명

(0%)

남  0명 0명

(0%)

남  9명
11명

여  2명 여  0명 여  0명 여  2명

전체

남 54명

(86%) 65명

(85%)

남  8명

(12%) 11명

(14%)

남  1명

(2%) 1명

(1%)

남 63명
77명

여 11명

(79%)

여  3명

(21%)

여  0명

(0%)
여 14명

3. 학생의 인성 계발을 위해서 교사의 인성 계발이 선행되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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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많음 중간 적음 전체

교직경력

5년 이하

남 33명 40명

(93%)

남  1명 2명

(5%)

남  1명 1명

(2%)

남 35명
43명

여  7명 여  1명 여  0명 여  8명

교직경력

6~10년

남 17명 20명

(87%)

남  1명 2명

(9%)

남  1명 1명

(4%)

남 19명
23명

여  3명 여  1명 여  0명 여  4명

교직경력

11년 이상

남  7명 9명

(82%)

남  2명 2명

(18%)

남  0명 0명

(0%)

남  9명
11명

여  2명 여  0명 여  0명 여  2명

전체

남 57명

(91%) 69명

(90%)

남  4명

(6%) 6명

(8%)

남  2명

(3%) 2명

(2%)

남 63명

77명
여 12명

(86%)

여  2명

(14%)

여  0명

(0%)
여 14명

4. 교사의 인성이 학생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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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자주 가끔 없음 전체

교직경력

5년 이하

남 6명 7명

(16%)

남 26명 32명

(75%)

남  3명 4명

(9%)

남 35명
43명

여 1명 여  6명 여  1명 여  8명

교직경력

6~10년

남 1명 2명

(9%)

남 12명 14명

(61%)

남  6명 7명

(30%)

남 19명
23명

여 1명 여  2명 여  1명 여  4명

교직경력

11년 이상

남 1명 1명

(9%)

남  6명  6명

(55%)

남  2명 4명

(36%)

남  9명
11명

여 0명 여  0명 여  2명 여  2명

전체

남 8명

(13%) 10명

(13%)

남 44명

(70%) 52명

(68%)

남 11명

(17%) 15명

(19%)

남 63명

77명
여 2명

(14%)

여  8명

(57%)

여  4명

(29%)
여 14명

5. 자신의 인성 중 부족한 부분이 학생에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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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교직경력

5년 이하

남 21명 27명

(63%)

남 14명 16명

(37%)

남  0명 0명

(0%)

남 35명
43명

여 6명 여  2명 여  0명 여  8명

교직경력

6~10년

남 15명 18명

(78%)

남  3명 4명

(18%)

남  1명 1명

(4%)

남 19명
23명

여  3명 여  1명 여  0명 여  4명

교직경력

11년 이상

남  8명 9명

(82%)

남  1명 2명

(18%)

남  0명 0명

(0%)

남  9명
11명

여  1명 여  1명 여  0명 여  2명

전체

남 44명

(70%) 54명

(70%)

남 18명

(29%) 22명

(29%)

남  1명

(1%) 1명

(1%)

남 63명

77명
여 10명

(71%)

여  4명

(29%)

여  0명

(0%)
여 14명

6. 교사의 인성이 함양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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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교직경력

5년 이하

남 22명 25명

(58%)

남 11명 15명

(35%)

남  2명 3명

(7%)

남 35명
43명

여  3명 여  4명 여  1명 여  8명

교직경력

6~10년

남 13명 13명

(57%)

남  4명 7명

(30%)

남  2명 3명

(13%)

남 19명
23명

여  0명 여  3명 여  1명 여  4명

교직경력

11년 이상

남  6명 6명

(55%)

남  2명 3명

(27%)

남  1명 2명

(18%)

남  9명
11명

여  0명 여  1명 여  1명 여  2명

전체

남 41명

(65%) 44명

(57%)

남 17명

(27%) 25명

(33%)

남  5명

(8%) 8명

(10%)

남 63명

77명
여  3명

(22%)

여  8명

(56%)

여  3명

(22%)
여 14명

7. 체육수업을 통해서 체육교사의 인성이 함양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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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Do Physical Education Teachers 

Enculture Their Character?
- An Inquiry into PE Teachers’ Character Development Styles and Strategies -

Choi, Kyu Hoon  

The policy of character education bring the variation of PE program, the increase of 

the classroom number in PE, and the enactment of School Sports Promotion Act. But 

it is not high about the sensory level of character's development in school field. This 

is the teacher who is the biggest impact on the student's character in school. In the 

past 10 years, the nation had selected 2500 PE teacher. The last three years, the 

nation had selected 1300 PE teacher among them. It can be a clue how big does 

nation expect PE teacher. Looking at the Research Trends of character education of 

the existing, it is focused on student's character and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teachers are insuffici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quire how can PE teacher 

aware and develop own character.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how can PE 

teacher aware own character? 2) what does PE teacher take an effort to develop own 

character? 3) what is a plan to help build PE teacher's character? 

 Participants  were 77 as the basis of gender and teaching career. Data were 

collected from questionnaire method and in-depth interview consists of 15 questions. 

Seven questions consists of three - point scale, eight questions consists of descriptive 

questions. Questionnaire method is used for 30 participants who is difficult to meet 

in person, Individual and group interview is used for 47 participants. Individual and 

group interview took 1~2 hours. In-depth interviews is structured and unstructured 

interview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E teacher's own character awareness analyzed the 

double-sideness of character awareness and the level of character awarenes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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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sideness of character awareness was divided by the positive character and the 

negative character. The positive character in PE teacher's own awareness have positive 

thinking, reflective thinking, a sense of mission. The positive character in awareness 

by students have love and fair attitude, leading by example, consistency of speech 

and action, sense of duty. The positive character in awareness through a PE class 

have sportsmanship of PE, students' interest and immersion, reflective attitude of PE 

teacher. The negative character in PE teacher's own awareness have the lack of 

self-regulation and self-esteem, the lack of courage, the lack of decisions and action 

willpower. The negative character in awareness by students have the lack of patience 

and respect, the lack of passion, the lack of fairness. The negative character in 

awareness through a PE class have skepticism due to lack of experience and 

insincerity due to physical limitations. The level of character awareness analyze 

frequency and satisfaction of awareness about PE teacher's own character. Most PE 

teachers often or almost doesn't aware own character and satisfied own character 

moderately. 

 Second, PE teacher's own character development analyzed the necessity of character 

development and the aspect of character development. The teacher's character 

development for the student's character development must precede because the 

teacher's character affects a lot of student's character and the negative character of 

teachers were often seen to a student. The aspect of character development in 

individual development efforts have value formation through the time for spirituality 

and self-reflection, reading, staying physically fit and a variety of activities, teacher 

training・graduate school・academic community and workshop, peace in the home. 

The aspect of character development in cooperative development efforts have 

teacher-learn community and study-group, teacher mentoring-system and conversation 

with fellow teachers, PE activities, the role of classroom teacher. 

 Third, PE teacher's own character raising analyzed the possibility of character raising 

and a good way of character raising. Most PE teachers felt that character could be 

built up and PE teachers' character can be built up through PE. A good way of 

character raising through teaching work have PE activities, the role of class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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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 A good way of character raising through increasing expertise have 

teacher-learn community and study-group, teacher training・graduate school・academic 

community and workshop, teacher mentoring-system and conversation with fellow 

teachers. A good way of character raising through individual effort have value 

formation through the time for spirituality and self-reflection, reading, staying 

physically fit and a variety of activities, peace in the home.

 Based on the result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PE teachers can 

aware, develop and raising their character. In the process of raising their character, 

PE teachers can aware, develop their character. More specifically, PE teachers aware 

how often and to what degree they are satisfied with their positive and negative 

character. Individual or cooperative development efforts will be made by the necessity 

of character development which teacher's own character has a great influence on 

student character. Under the premise that it is possible to raising character through 

such efforts, PE teacher's character will be raised through various ways. In the 

process of raising their character, PE teachers aware their character again and will try 

to sublimate their positive character and complement their negative character. PE 

teachers are expected to be able to raise their character through this process of 

circulation.

 I will finish this study with some suggestions for PE teacher's character raising and 

further research. Suggestions for PE teacher's character raising are as follows: First, 

PE teacher should be able to aware tha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character of the 

student because there is a problem with PE teacher's character in order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student personality. Second, PE teacher's character raising should be 

done through PE.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Basic research 

should be carried out to extract the factors of teacher character recognized as 

necessary in the PE situation and to reflect them in the education policy and 

education program. Second, It is necessary to study various training for PE teacher to 

raise PE teacher's character raising in order to have a practical effect. Third, It is 

necessary to study step by step and concrete study for raising character of PE teacher 

by career and gender. Fourth, It is also important to educate the character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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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rvice PE teacher, but the study of the character education of PE teacher should 

be done more activel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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