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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등 여자체육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과 요인 탐색

김    혜    연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의 목적은 중등학교 여자체육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과 

요인을 탐색하고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 문제는 첫

째, 중등 여자체육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중등 

여자체육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무엇인가? 셋

째, 중등 여자체육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무엇인

가? 로 선정하였다.

  교사 정체성에 관한 선행 연구물을 검토하여 정체성의 의미, 개념, 관

점, 형성과정, 특징을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념적 틀을 구성하여 

자료수집 및 분석에 활용하였다.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활용하여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11개월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으로 교사학습공동체 소속여

부, 자신의 교육활동 공유여부, 4년차 이상의 경력여부를 고려하였다. 연

구 참여제의에 수락해준 중등 여자체육교사 6명의 생애경험과 교직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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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겪었던 체험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다. 자료 수집은 깊이 

있는 면담을 위하여 개방형 설문을 활용, 심층면담, 현지 문서를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은 개연적인 삼단논법의 절차를 따랐고 연구 진실

성을 위해 연구자의 주관성 고백, 구성원 간 검토, 동료 간 협의를 진행

하였다. 연구윤리 준수를 위하여 서울대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연구 결과 및 논의 첫 번째, 연구 참여자들은 교사로서 현재 모습을 

형성하게 한 구체적인 계기나 변곡점을 겪었고, 교사 정체성 출현, 긴장, 

협상이라는 국면을 거치면서 교사 정체성을 형성해나갔다. 출현 국면에

서 연구 참여자들은 나이, 경력, 마주한 상황은 제각기 달랐으나 교사라

는 직업을 갖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교사 정체성이 나타났다. 움직임 본

능과 가르침의 즐거움을 느껴본 생애 경험은 교사가 되고 싶다는 결심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교사가 된 이후, 나이를 먹을수록 진

행되는 신체적 노화와 시범을 중시하는 교과 특성이 맞물리면서 교사 정

체성이 천천히 변화하였다. 아이를 둔 엄마교사는 기존의 교사 정체성이 

재구성되기도 하였다. 긴장 국면에서 훈육과 교육 사이의 긴장, 업무와 

역할사이의 긴장, 진정한 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갈등하였다. 협상 국

면에서 교육자로서의 목표 자각하기, 수업 디자인에 변화 주기, 업무의 

우선순위 구조화하기, 민주적 학교문화에서 소속감 느끼기, 관계를 통해 

통합적인 나 추구하기의 과정을 거쳤다. 

  연구 결과 및 논의 두 번째, 교사 정체성 형성에 미친 영향 요인을 분

석하기 위하여 개념 틀로 데이터를 코딩하였고 11가지의 요소를 개인요

인, 관계요인, 환경요인으로 범주화하였다. 각각의 요인들 중에서 정체성 

출현, 긴장, 협상의 세 국면 중에 비교적 영향을 더 끼쳤던 핵심 요인을 

선별하였다. 교사 정체성 출현에 영향을 미친 핵심 요인은 개인 요인의

‘목표의식’, 관계요인의‘스승님의 존재’, 환경요인의‘체육과 문

화’였으며 교사 정체성 긴장에 영향을 미친 핵심 요인은 개인요인의

‘교사신념’, 관계요인의‘학부모와 학생’, 환경요인의‘업무가 몰리

는 구조’였다. 교사 정체성 협상에 영향을 미친 핵심 요인은 개인요인

의‘교사신념’, 관계요인의‘학생의 반응과 동료’, 환경요인의‘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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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협력적 문화’였다. 

  연구 결과 및 논의 세 번째,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 및 영향 요인을 분

석한 결과 나타난 특징으로 중등 여자체육교사는 성별적 기대를 극복하

고 있는 존재였다. 교사를 대상으로 수직적인 위계구조 깨기, 일할 때 

더 주도하는 적극적인 역할 수행하기, 학생들과 편안하고 친근한 관계 

형성하기, 걸크러시 이미지로 차별화 주기 등의 모습을 보였다. 다음 특

징으로 함께함으로 앎과 삶을 나누는 존재였다. 나눔으로 성장하기, 공

동체성 추구하기 등의 모습을 보였다. 다음 특징으로 학생을 중심에 두

고 실천하는 존재였다. 워라벨의 의미 되새기기, 여학생 인식 바꾸는 수

업하기, 학교체육문화 활성화와 인성함양을 통해 학생 변화를 이끌어가

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첫 번

째, 바람직한 교사 정체성 형성 및 실천을 위한 제언으로는 학생의 바람

직한 성장을 희망하는 교사 신념의 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교사학습공동체 활성화와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 운영

을 위한 정책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두 번째, 중등 여

자체육교사의 교사 정체성 협상을 위한 제언으로는 예비교사교육 단계에

서 시범에 대한 극복경험이 필요함을, 교육자로서의 감각을 잃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공동체에 소속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세 번째,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정체성 긴장을 발생시키는 계기 

및 요인에 대한 미시적 접근의 질적 연구가 필요하고, 소수의 연구 참여

자를 선정하여 장기간의 종단연구를 통해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을 심층

적으로 탐색해야 하고, 교사 정체성 협상의 다음 단계에 대한 가능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주요어 : 교사 정체성, 중등여자체육교사, 출현, 긴장, 협상

학  번 : 2018-2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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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학교 현장에서 교사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교육활동을 한다. 

수업시간에는 교과전문가로, 학급시간에는 생활지도 상담가와 학급운영 

기획가로, 업무시간에는 행정업무처리사의 모습을 취하면서 교육활동을 

한다. 수업이라는 특정 시·공간에서 교과전문가의 모습으로만 학생들

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모든 순

간에 교사는 그들을 자연스럽게 가르치면서 살아간다. 그렇다면 교육활

동의 뿌리인(Lortie, 1975) 가르치는 행위가 교사의 존재방식(Manen, 20

10)과 무관할 수 있을까? 교사는 의식적으로는 아는 것을 가르치지만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르친다(Hamachek, 1999). 따라서 교사의 

교육행위는 교사 삶의 표현이다(김민남, 1995).

  의도적 가르침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업시간에도 교사는 교과에 

담겨있는 지식을 문자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내면화한 

지식을 전달하면서 그 안에 담긴 가치를 함께 전수한다(장지선, 2017). 

학생들에게 전수되는 지식과 가치에는 교사가 생애를 걸쳐 살아온 삶

의 경험과 깨달음, 학생들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따라서 교사가 자신의 삶과 교사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성

찰하고 실천해나가는 과정(Akkerman & Meijer, 2011)이 교육활동에 포

함된다. 그러므로 교사 전문성의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생

애를 중심으로 내면의 주체적이고 역동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교사 전문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교사 내부적 관점에서 

어떻게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해 모색하기

보다는 외부적 관점에서 당위적이고 처방적인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왔다. 표준화된 전문적 지식 체계를 현장에 잘 적용하기만 하

면 교육적 목표를 달성한 전문성 있는 교사로 간주하였다(서경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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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이러한 논의들에 대해 Schön(1983, 1987)은 지식과 실천을 구분

하여 바라보는 기술적 합리성(technical rationality)이라는 관점에서 비

롯된다고 지적하였다. 목표(What)는 명확하므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어떻게(How) 해야 할까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여겼던 이 관점은 전문직

으로서 교직에 필요한 지식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는 교

직의 타당성과 사회적 위상을 확립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반면에 

교육실천이 일어나는 교육현장의 복잡하고 불확실한 특성들을 고려하

지 못하였다. 어떻게(How)보다는 왜(Why)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나는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실천현장에서의 선행조건이라는 것을 감안하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생산의 효율성을 목표로 추진된 전문화가 분업화와 기계화로 

인해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의 탈기술화(de-skilling)를 촉진시킨 것처럼

(오욱환, 2004) 전문성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전문성의 주체인 교사를 

탈 전문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하였다. 교사를‘적용꾼’의 수준에 머무

르게 하였던 것이다(최의창, 2009). 뿐만 아니라 당대 사회적 필요에 발

맞출 수 있는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논리와 함께 교사 개혁이 시

급한 과제임을 명시하면서 교사를 개혁대상으로 바라보았다.‘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명제는 교사를 단련시키는 구호가 

되었다(김민남, 1995). 

  이처럼 교사의 전문성을 제도화된 직업적 자산(occupational assets)의 

취득 여부로 해석하는 접근(Arvaja, 2016)이 갖는 한계에 대해 여러 연

구자들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검토하며 연구를 진행하였고, 전문성에 대

한 대안적 접근이 시도된다. 실제 상황에 맞게 수업을 운영해야 하는 

교사 전문성의 실천적 성격을 드러내는 연구들이 이 접근에 포함된다. 

Dawe(1984)와 Seymour(1999)는 가르치는 일은 표준 절차를 따르기 어

려우므로 창조적 설계가 필요하며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예술적 활

동임을 강조한다. 오욱환(2005)은 구비된 전문성이 아닌 실현된 전문성

이 교사에게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교사 전문성의 심층적 성격과 관계적 성격을 강조한 연구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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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실천 속에서 복잡한 판단력을 수행할 때 교사의 근본적인 철학이 

바탕이 되어 심성적 자질이 발휘되므로(Sockett, 2006) 교사의 인성적 

자질과 윤리적 실천 능력이야말로 중요한 전문성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최의창, 2011; Campbell, 1997; Diez, 2006). 또한 미국의 저명

한 교육학자인 Hargraves와 Fullan(2014)은 전문성을 개인이 아닌 교사 

집단 모두에게 필요한 공동체의 힘으로 바라보면서 이제까지 개인적 

차원으로만 바라봤던 전문성에 대한 시각을 넓혀서 관계적이고 협동적

인 차원으로 바라볼 것을 주장한다. 협력적인 문화가 생겨났을 때 교사 

전문성의 지속적인 계발과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면 교사의 신념, 인품, 교육관과 같은 심층적

인 내면과 교사를 둘러싼 문화적 환경을 모두 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교사의 심층적 측면과 문화적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교사로서 어떻

게 살아가고 있는지 탐색하기 위해서는 교사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통

해 접근이 가능하다.

  교사 정체성이란 교사가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기대와 역할 속에

‘나는 현재 어떤 교사이며, 앞으로 어떤 교사로 살아가고 싶은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실천의 과정이다(Akkerman & 

Meijer, 2011). 즉 사회가 요구하는‘교사다움’과 자신이 꿈꾸고 희망

하는‘교사되기’간의 갈등을 겪으면서‘자기 스스로를 주장하는 일

(arguing for themselves)’이다(McLure, 1993). 

  Janzen(2015)은 이러한 과정을 줄다리기 상황이라고 표현한다. 교육현

장은 교사 자신이 희망하는 교육적 신념과 바람대로 순순히 따라오지 

않는다. 교육이라는 현상 속에 씨줄과 날줄처럼 엮여져 있는 존재들 즉 

학생, 동료교사, 학부모, 관리자와 같은 집단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사는 

교직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요구받는 역할들이 있다. 그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신념과 교육관을 토대로 현상을 파악하고 성찰한다. 부단한 갈

등 속에서 자신이 되고 싶어 하는 교사, 개인으로서의 자신을 지속적으

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과정은 투쟁의 지속적 현장(Maclure, 

1993)이다. 따라서 교사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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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 정체성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

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속한 사회적 맥락 안에서 자신이 마주하는 삶

의 장면들에 대해 인식하고, 갈등하고, 탐색하면서 자신에 대한 감각을 

고유한 방식으로 형성(Britzman, 2007)해 나가는 과정이다. 

 학교에서 교사의 교육적인 판단은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청은 저마다 다르

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따라야 할 어떤 외적인 잣대는 매뉴얼로 

정해질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지각하고 판단하

는 교사의 개인 인격과 성향 사이의 어느 지점들 속에서 가르침이 발

현된다. 따라서 이런 가르침은 교사 개인의 삶과 교사로서의 삶이 통합

되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김현주, 2008). 이 과정에서 필연적

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찾아 나서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도덕적이다(Campbell, 2000; Carr, 2000; Pring, 2001; Winch, 

2004).

‘중등 여자체육교사’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등학교에서 근

무하는 여자체육교사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편인데 반해 

이들의 교사 정체성에 관한 연구물은 적은 편이다(박미혜, 2011; 우송

희, 2012). 무용교사(김수연, 2019; 신주영, 2016; 장서이, 2017; 홍애령, 

2017), 초등교사(나주영, 고문수, 2016; 박미림, 이옥선, 조기희, 2015; 임

혜림, 2016; 장용규, 김동식, 2015; 조기희, 이옥선, 2012), 운동부 감독

(권민정, 2013; 김원정, 2016)등에서 정체성 발달 및 역할 갈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대다수의 선행 연구물들은 여자교사로서 겪는 어려움, 스트레스, 곤

란 등에 관한 주제에 집중되어 있다. 여자체육교사의 삶에 영향을 미치

는 맥락은 남자체육교사와는 다른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교직이 

여성화되었다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체육교과분야에서 여자교사는 소수

이다. 이러한 미묘함은 교과교사로서 요구되는 역할, 여자교사라서 요

구되는 역할들 사이에 발생하는 역할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젠더

적인 특성은 여성이라는 범주 안에서 공통된 경험을 형성하게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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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여성이라는 공통점 이외의 개인의 삶의 요소도 역시 함께 작용한

다. 따라서 같은 여자교사라도 삶의 이야기는 차이가 있다. 어려움과 

갈등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여자교사의 이야기는 희생서사가 되어 

다양한 여자체육교사간의 차이는 실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중등여자체육교사들의 다양한 교사 정

체성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

로 자신의 교육실천을 이뤄내는지 바라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등학교 여자체육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과 

요인을 탐색하고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교직 경험 중에서 실천의 변곡점이 되었던 주요 계기를 발견하여 분석

한다. 실천은 교사로서의 나와 개인으로서의 나가 마주하게 되는 문화

적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의‘교사됨’을 지향하는 행동이다. 이러한 실

천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교사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중등학교 여자체육교사의 교사 정체성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3. 연구 문제  

 첫째,�중등�여자체육교사의�교사�정체성�형성�과정은�어떠한가?

�둘째,�중등�여자체육교사의�교사�정체성�형성에�미치는�영향�요인은�무엇인가?

�

�셋째,�중등�여자체육교사의�교사�정체성�형성에서�드러나는�특징은�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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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 교사 정체성  

   교사가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기대와 역할 속에서 어떠한 교사가 

되고 싶은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살

아가는 실천의 과정이다(Akkerman & meijer, 2011). 

5. 연구의 제한점  

  첫째, 연구자 또한 체육교사이기 때문에 연구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

와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학교 맥락이나 환경요인에 대하여 친숙하게 

느껴져서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동시

에 연구자로서의 위치라는 특징은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볼 수 있는 장

점도 갖고 있기에 연구 진실성 절차를 통해 최대한 주관성을 배제하고

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정체성에 대한 개념을 구성주의적 관점의 입장에서 

정의하였고, 연구 목적에 맞는 질적 타당성과 연구의 용이성을 확보하

기 위해 교사 정체성에 대한 개념 틀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 

보고자 하는 정체성의 실체를 모두 다는 볼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연구자가 주목한 정체성은 그 때, 그 순간의 모습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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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교사 정체성의 의미

 가. 교사 정체성 개념

  정체성이라는 용어는 철학, 심리학, 사회학, 교육, 심리치료 분야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널리 이용되었다. 그러나 정체성의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하기 쉽지 않다. 그 이유는 기존 개념들인‘에고’,‘자아’,‘주

체’등의 용어와 개념적으로 구분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혼용되어 

왔고, 맥락에 따라 의미도 다르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정준영, 1998). 

게다가 정체성을 때로는 물리적인 대상이 아니라 관념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서근원, 이미종, 2017) 예를 들어,‘나라고 말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사이의 관계로 해석하기도 한다

(Mollenhauer, 1985). 따라서 기존 연구물들이 어떠한 이론적 관점에 근

거하여 정체성의 개념을 정의해 왔는지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조망

해본다면 연구의 대상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

  정체성(identity)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관심을 집중시킨 학자는 

임상학자이자 발달심리학자인 에릭슨이다. 자아 정체성(ego-identity)이

라는 용어를 사용한 에릭슨은 정체성을‘자기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

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

하는 것 모두’라고 보았다(Erikson, 1956). 이는 다시 말해서, 다른 사

람들과 구별되는 고유한 자신의 특성을 여러 상황 속에서 일관되게 유

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사람들과 그러한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때 자신의 특성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식 가능함을 의미한다. 

즉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의 상호보완이 자아를 통합시킬 수 있음

을 강조한 것이다.

  에릭슨 이후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의 정체성은 각기 다른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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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져왔다. 정신분석학과 심리학에서는 정체성

을 주로 전자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연구하였다. 사람마다 갖고 있는 고

유한 특성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유형을 분류하거나 

관계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학자로 청소년기 정체성 형성 연

구에 공헌을 한 마샤(Marcia, 1966)의 연구가 있다. 그는 청소년의 정체

성 상태를 획득(achievement), 유예(moratorium), 폐쇄(foreclosure), 혼미

(diffusion)의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정체성 발달은 혼미에서 유예를 

거쳐 획득에 이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정체성 성취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위기(crisis)의 시기 여부, 신념에 근거해 행동

하는 관여(commitment)라는 두 축을 중요시하였다. 마샤의 연구 이후 

연구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결과는 국가, 인종, 문화권 등에 따라 발달 

과정은 달라질 수 있으며 설령 같은 국가나 민족이라고 해도 각자가 

처한 상황과 배경에 따라 중요한 정체성의 영역이 달라진다는 것이었

다(Archer, Waterman, 1994; Jones, Hartman, 1988).

  사회학, 인류학에서는 정체성을 후자 즉, 주관적 측면으로 바라보고 

연구하였다. 정체성은 안정적이고 고유 불변한 개별화된 자아상만을 지

칭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

되고 변화하는 특성임을 강조한 연구들이 포함된다.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자 미드(Mead)는 진정한 나(self)는 주체적 

자아(I)와 객체적 자아(Me)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Mead, 1934).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상황에 그 행동이 적절할

까 모색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해석하면서 답을 찾아나간다는 것

이다. 그에 따르면 유아와 어린이들은 자기 주위 어른들의 행위를 모방

함으로써 사회적 존재로 발달한다. 자아는 태어나자마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듯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됨으로

써 개인의 정체성이 발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정체성

은 한 개인의 고정된 속성이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 내의 많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속성이며 만들어나

가는 것임을 알 수 있다(Bronfenbrenner,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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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liott(2007)은 개인이 갖고 있는 정체성은 다중적이며 자신과 타인과

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것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무조건 외부의 영향

력에 의해 조형되는 수동적 존재로 자아를 규정하지 않았다. 개인의 경

험과 외부의 맥락이 만나서 창조적으로 구성되면서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임을 주장한다. Cerulo(1997)는 이러한 정체성의 객관적 측

면과 주관적 측면을 본질주의와 구성주의로 구분하였으며 최근으로 올

수록 점차 구성주의에 기반한 접근이 지지를 얻게 되면서 복수의 정체성, 

파편적인 정체성, 경쟁하는 정체성, 협상하는 정체성같은 용어들이 사회

과학계 전반에 광범위하게 쓰이게 되었다(Brubaker & Cooper, 2000).

  교육학 분야에서도 교사 정체성과 관련된 연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

다. 가르치는 일에 대한 교사의 영향력은 중대하기 때문에 교사 발달에 

대한 연구들은 1930년대 Willard Waller(1932)의 연구를 시작으로 꾸준

히 수행되었고, 이 연구들은 교사로서 갖춰야 할 전문적 지식, 기술, 자

질 등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였다(Feiman-Nemser & Floden, 1984; 

Lortie, 1975). 그러나 교사 사회화 및 교사발달 연구들은 모종의 한계

를 지니고 있었다. 교사를 학교문화와 교직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규

범에 순응적으로 적응해나가는 존재, 즉 규범, 가치, 태도,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하고 내면화하는 개인으로 그려내었다. 이는 실제 교육현장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황과 교사 개개인의 주체성, 그 이야기가 형성되

는 맥락의 특수성들을 고려하는데 한계를 지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학자들은 선형성, 효율성, 객관성의 척도로 교사됨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주체성, 성찰성, 실천성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게 된다(Connelly & Clandinin, 1999; Elbaz, 1983; Schon, 1983, 

1987; Polanyi, 1958). 

  교사는 개인의 삶과 교사로서의 삶에서 통합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의 가르침이 행위로 드러난다(김현주, 2008). 이러

한 과정은 삶에 대한 가치판단을 성찰하게 되는 필연적인 과정을 겪게 

되며 그 과정에서 교사 자신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가? 어

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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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thagen & Vasalos, 2005). 콜사겐은 이러한 물음을 살펴보는 교사 자

신에 대한 자각(정체성과 소명)을 핵심 반성(core reflection)이라고 불

렀고, 그의 모형의 가장 중심수준에 위치시켰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르

침이라는 것은 교사로서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교사다움’과 자신이 

꿈꾸고 희망하는‘교사되기’간의 갈등을 겪어내면서 부단히‘자기 스

스로를 주장하는 일(arguing for themselves)’이다(McLure, 1993). 

 나. 교사 정체성 관점

교사 정체성을 연구한 학자들은 주요 관점에 따라 정체성을 다양하

게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개인

과 사회의 상호작용, 두 번째, 내면의 인지적 차원과 감정적 차원의 역

동적인 변화, 세 번째, 동료교사와 학생과의 상호작용, 네 번째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와 집단에 초점을 두고 교사 정체성을 해석한 주요 연구물

들을 살펴보겠다. 

첫 번째,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정체성을 해석한 관

점이다. Castells(2008)는 정체성을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

회적 맥락 안에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갈등, 긴장, 포

섭의 양상을 띄는 가운데 3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정당화 정

체성(legitimating identity), 저항적 정체성(resistance identity), 기획적 정

체성(project identity)이 그것이다. 정당화 정체성은 사회의 지배적 제도

가 사회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합리화전략을 통해 내면

화시키는 방식으로 제시되는 정체성이다. 저항적 정체성은 이러한 정당

화 정체성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대항적인 성격

의 정체성이다. 사회의 기존 지배와 가치 판단에 의해 비판받는 행위자

에 의해 생성된다(손준종, 2015). 기획적 정체성은 교육과 문화자원을 토

대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서 기존의 사회 구조의 변화를 추구할 때 

강조되는 정체성이다. Castells(2008)는 정당화 정체성으로 인해 기획적 

정체성이 생성될 수 있으며 기획적 정체성은 시기가 지나 사회적으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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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될수록 지배적인 정당화 정체성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Helms(1998)는 중등 과학교사의 정체성 형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

체성을 미래의 자아와 사회(future self & society), 가치와 믿음(values & 

beliefs), 행동(action), 사회·제도·문화적 기대(others’expectation)로 구

분하였다. 그는 개인의 가치와 믿음은 중핵에 위치해 있고, 미래의 자아

라는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각 차원들이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Lauriala와 Kukkonen(2005)는 자아를 정체성과 동일하게 해석하여 사

회가 요구하는 의무적 자아(the ought self), 현실에 주로 나타나는 실제

적 자아(the actual self), 개인이 바라고 지향하는 이상적 자아(the ideal 

self)로 구분하였다. 이 세 가지 자아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정체

성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교육학 분야에서 정체성 연구의 분석틀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Gee(2000)의 연구는 정체성을 다중적인 것으로 보고 힘(power)과 힘의 

원천(source)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본성적(N-identity), 제도적(I-identity), 

담화적(D-identity), 친화적 정체성(A-identity)들이 공존한다고 정의하였

다. 개인의 본능에 의해 발달되는 본성적 정체성, 제도 내 권위에 의해 

부여받는 지위와 같은 제도적 정체성, 이성적 존재인 사람들과의 대화에 

의해 인식되어지는 담화적 정체성, 친화적인 모임에서 생활하면서 공유

되는 친화적 정체성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를 분석틀로 활용하여 지구

과학 예비교사들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연구한 유은정(2009)은 지향과 실

제로 구분하여 정체성을 미래상 정체성, 본성적 정체성, 담화적 정체성, 

친화적 정체성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개인 내면의 역동성에 초점을 두고 정체성을 해석한 관점이

다. 인지적 차원, 감정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본다. 먼저 인지적 차원과 

관련된 연구로 Berzonsky(1989, 1992)의 연구가 있다. 청소년이 문제 상

황에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평가하고 수정하는지 주목하였고, 

정체성 유형을 정보지향, 규범 지향, 회피 지향으로 구분하였다(서근원, 

이미종, 2017).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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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탐구형 특성을 지니는 정보지향적 정체성, 부모나 교사와 같은 타

자가 기대하는 바에 따라서 의사를 결정하는 특성을 가지는 규범 지향적 

정체성, 문제를 유보하거나 회피하려는 특성을 가지는 회피 지향적 정체

성 중에서 정보지향적 정체성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다(문경숙, 

2008). 

Adams와 Marshall(1996)은 자기탐색과정을 통해 수동적 정체성과 능

동적 정체성으로 구분하였다. 높은 수준의 능동적 정체성은 교사가 자각

하는 자기이미지와 교직수행과정과 일치할 때, 교사의 소명의식이 강할 

때 능동적 정체성이 커지며 이는 순환적으로 교사의 변화대처능력과 자

기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서미옥, 2017). 수동적 정체성은 주체

적 사고와 결정권을 회피하고 외부적 요구에 순응하는 상태에서 형성되

며 그 결과로 소진과 직무이탈 현상이 나타난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의존하고, 기대하는 이미지로 보이기 위해 자신의 실제 모습을 감추거나 

변장하여 자신을 드러낸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방향이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에 따라서 교사전문성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교사의 정서나 감정이 중요한 정체성 형성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 교사의 감정을 중시한 Sutton(2002)의 연구는 교사

의 사랑과 보살핌, 직업에 대한 만족과 기쁨, 학생들의 진보와 성취, 즐

거움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 교사 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경험 연구에서 발견하였다. 반대로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때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 경험은 자신의 정체

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이완희, 박찬옥, 2005). 교사의 정

체성에 대한 문헌을 분석한 Beauchamp와 Thomas(2008)는 정체성의 내

적 요소 중 하나인 감성과 외적 요소인 특별한 경험이 서로 영향을 받아

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정서경험은 

교사의 역할과 위치, 전문성에 대해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정체성 형성과 

관련이 깊다(박은혜, 이성희, 2010; Zembylas, 2005). 

세 번째, 학생과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교사의 정체성이 구성

된다는 관점이다. 가르치는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교사 정체성 형성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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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임을 강조한 박세원, 김윤미(2010)의 연구가 있다. 교사는 학생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며 교육활동을 실행할 때 비로소 교사의 존재론적 의미가 

시작된다고 논의한다. 문제 아동, 부적응 아동, 학습부진 아동으로 낙인

찍힌 아동과 대화하면서 어떻게 교사의 인식이 비대화적 삶에서 대화적 

삶으로 변화하는지를 드러내었고, 기존에 아동을 정의하던 타자화된 언

어를 자신의 언어로 재 개념화하는 과정을 내러티브 형식의 질적 연구로 

드러내었다. 이처럼 교사 자신이 가르쳐야 할 학생의 존재를 만나고, 함

께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교사로서 긍정적인 정체성을 인식하였다는 

연구들도 존재한다(김한별, 2008; 박찬주, 심춘자, 2002; 윤근영, 2007).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교사의 정체성이 구성된다는 관점의 연

구도 있다. Borich(1999)는‘동료들에게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인지 스스

로 물어보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

는 물음을 통해 교직 사회 내에서 자아(self)의 의미를 구성해나간다고 

한다. 함께 교육활동을 펼치는 동료들과 의미 있는 만남을 형성하고, 서

로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되어갈 때 자아의 의미를 획득한다는 것이

다. 동료교사가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켜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

을 모색하는 것이며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나가면서 자신에게 적절한 역

할을 감당해 나간다고 말한다. Kelchtermans(1996)은 벨기에 교사들의 정

체성 연구에서 정체성과 도덕성이 정책, 부모, 동료들에 의해 의심될 때 

취약해질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최근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상호작용적 측면에 초점을 맞

춰서 교사의 개인적 정체성에서 더 나아가 공동체적 정체성, 협력적 전

문성으로 개념화하고 있는 중이기도 한다(Boaler, 2008; Edwards, 2007). 

에드워드(2007)에 의하면 관계적 정체성(Relational agency)이란 다른 사

람들과 상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와 더불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교직 사회에서 개인이 느끼는 

개인적 정체성과 함께 교직 문화 속에서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집단

적 정체성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의 저명한 교

육학자인 Hargraves & Fullan(2012)도 전문성을 개인의 차원에 한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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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외부의 강요된 요구는 꾸며진 변화만 낳을 수 있다고 비판하면

서 진정한 교육개혁을 위해서는‘전문적 자본’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전문적 자본은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의사결정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이 중에서 사회적 자본은 전문성을 개인이 아닌 집단 모두에게 필

요한 교사공동체의 힘으로 바라보면서 전문성을 협동적인 차원으로 확장

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Fullan(1993) 역시 시스템은 스스로 변화하

지 않으며 개인들이 그룹으로 움직이면서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교사를 변화하는 실천가(Change agentry)로서 파악하여 도

덕적 목적을 갖고 개인적 비전구축, 탐구, 전문가, 협력과 같은 4가지 핵

심역량을 길러야 시스템의 부속품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교사 정체성 연구에서 나타난 정체성 유형의 다변화는 교사 

개인의 내면적이고 인지적 차원에서 더 나아가 정서적 차원을 주목하게 

하였고,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더불어 공동체적 정체성까지 점점 사회문

화 내에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에 주

목하게 한다. 이것은 정체성에 대한 관점이 점차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

한다. 다음 장에서는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과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2. 교사 정체성의 특성

 가.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

  정체성에 대한 기존의 접근은 교사의 발달이 순차적이고 선형적인 단

계로 이루어진다고 묘사되었다. 교사로서 지녀야 할 지식, 기술, 태도를 

마치 자격처럼 교사가 온당히 장착해야 할 성질의 요소로 바라보았다. 

반면 최근의 논의들은 교사가 자신의 삶 속에서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인

해 자신이 마주하는 삶의 장면들에 대하여 인식하고, 갈등하고, 탐색하

면서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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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tzman(2007)은 교사 정체성이 교사들마다 고유한 방식으로 형성되

며 교사가 되어가는 과정과 방향은 불확실하다고 강조한다. 교사 개인으

로서 마주하는 다양한 사람들, 예컨대 학생, 동료교사, 관리자와의 상호

작용과 교직 사회 안에 내재된 집단적 규범과 가치 등과의 상호작용 가

운데 형성됨을 주장하였다. 그의 논의에 의하면 정체성은 문화적 지식과 

맥락과 일상적 지식 그리고 동료와 학생과의 경험 사이에서 벌어지는 긴

장들 속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Lave & Wenger, 1991).

  교사가 개인의 실천적 지식을 구성해 가는 과정이 교사 정체성 형성과

정임을 논의한 연구가 있다. Beijaard, Meijer, & Verloop(2004)은 전문적 

정체성 형성은 4사분면으로 구성된 지식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

의 실천적 지식이 구성된다고 한다. 2사분면(맥락 안에서 암묵적으로 형

성된 개인 실천 지식)과 3사분면(성찰을 통해서 만들어진 개인 실천  지

식)의 상호작용, 그 결과로서 생성된 4사분면(말하기와 쓰기를 통해 공적

으로 생성된 개인실천 지식)이 다시 1사분면(연구기반을 통해 만들어진 

공공의 집단적 지식)으로 연결되어 서로 역동적으로 작용함을 제시하였

다.

  Day, Kington, Stobart, & Sammons(2006)는 초임 교사들이 교직사회에 

입문하기 전에 갖고 있던 교사상, 가치, 이상과 같은 것들이 교직사회에 

들어온 이후에 달라진다고 지적한다. 많은 교사들에게 가르침은 일상적

인 일이 되었고, 여러 가지 암묵적인 규칙에 지배되었고, 창의적이지 않

게 되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교사의 사기를 진전시키는데 있어서 직장 

환경의 영향력이 중요함을 입증한 이 연구는 교사의 정체성과 학교의 문

화적 맥락, 교사 개인의 생애경험 사이에 강력한 영향력이 작동함을 주

장한다. 구체적인 요소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교사 개인의 생애경험과 예비교사교육시절에 받은 교육프로그

램, 가르침에 대한 실천적 경험 등의 과거 영향요인(Past Influences)이 

존재한다. 둘째, 교실 문화, 학교 문화, 리더십과 같은 가르침의 맥락

(Contexts of Teaching)이 존재한다. 셋째, 이 둘의 영향으로 인해 재형성

된 정체성(Reshaped Identity)이 존재하며 보수적이고 안전지향적인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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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conservatism) 변화지향적인 정체성(Proactivism)으로 구분하였다. 이 

모든 영향요인으로 인해서 교사가 갖고 있던 교사상, 이론들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의 교사 정체성(Pre-teaching Identity)이 변화한다고 하였다. 

  Mockler(2011)는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은‘개인적 경험’,‘전문적 맥

락’,‘외부의 정치·사회적 환경’이라는 세 가지 주요 영역들을 가로

지르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 세 가지 영역들은 다양한 맥락 속

에서 상호간 충돌하고 협상되며 상호 겹치면서도 각각 고유의 특성을 가

진다. 세 지점의 합류 지점에는‘교사 됨’과 관련된 독특한 체화가 존

재한다. Mockler(2011)의 논의는 교사 정체성 이해에 있어 교실 및 개인

의 영역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거시적인 사회적, 정치적 맥락을 고려하

면서 교사 정체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Clarke(2009)는 푸코의 이론에 근거하여 정체성 형성과정에 대한 도식

을 4가지로 구분하고‘정체성 작업’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정리하였다. 

Clarke의 연구를 정리한 최유리(2018)에 의하면 첫째, 교사 정체성의 본

질(Substance of teacher identity)은 교사의 자아가‘가르치는 자아’와 

만나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다룬다. 가르침이 나라는 존재의 이성과 감

정적인 부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탐색하는 것이 이 작업

에 속한다. 둘째, 교사가 자신의 교사 정체성을 구축해나가는 과정에서 

기대고자 하는 특정 태도, 신념, 행동, 그리고 권위자원(authority 

sour-ces), 학습이론, 담론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어떤 교사는 이론은 

시간낭비이므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적용이 가능한 실용적 지식을 가르쳐

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있는 반면, 체계적인 개념과 원리를 먼저 이

해한 후에 실용적 지식을 익히는 것에 가치를 두는 교사도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교사가 자신의 교사 정체성을 가꾸고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들과 실천양식을 의미한다. 마지막은 교사로서의 궁극적인 끝점이자 

목표(telos)이다. 어떤 교사는 개별 학생들의 삶에 의미와 차이를 만들어

주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고, 어떤 교사는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

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다. Clarke(2009)가 정

의한 4가지의 정체성 작업은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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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음을 강조한다.

  Ronnie(2013)는 교사교육자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5가

지의 분석렌즈를 만들었으며 정체성을 집단적이면서도 동시에 전문적

인 개념적 모델로 간주하였다. 첫째, The Becoming lens는 교사의 열망

과 열정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교사의 동기와 예비교사시절의 경험

들이 포함된다. 두 번째, The Doing lens는 교사의 작업(work)에 관한 

일상적인 경험들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세 번째, The Knowing lens

는 교사가 교육자로서 필요하다고 느낀 다양한 지식영역에 초점을 맞

춰 분석한다. 네 번째, The Being lens는 교사의 심성적인 측면과 자기 

이미지(self-image)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교사들이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 눈에 비쳐지는 모습과 관련하여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지 감정적인 측면(positioning)을 본다. 마지막으로 The Belonging lens는 

교사의 특별한 관심사나 실천과 관련 있는 커뮤니티에 초점을 둔다. 커

뮤니티에의 적응유무, 문화 속에서 얼마큼 스스로를 그 집단과 어울리

는(fitting) 사람으로 보았는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나. 교사 정체성 특징

교사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

들에서 드러나는 교사 정체성은 몇 가지의 공통된 특징을 가진다. 최유

리(2018)와 Beijaard, Meijer & Verloop(2004)의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제

시된 특징을 종합하면 교사 정체성 관련 논의의 공통적 특징은 크게 4가

지로 나뉜다. 

첫 번째, 교사 정체성은 지속적인 과정이다. Dewey는 경험의 특징 

중 하나가 연속성이라고 여겼다. 다시 말해서 경험은 다른 경험으로부터 

생겨나며, 또 다른 경험을 이끌어낸다는 견해이다. 현재 상상하는 것, 과

거에 상상했던 것, 미래를 상상하는 것의 어디에 위치하든지 그 지점은 

과거의 경험에 토대를 지니고 있고, 미래의 경험을 이끌어 낸다는 말이

기도 하다(Clandinin, Conneylly, 2000; 2007). 즉 경험을 해석하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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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석 하는 과정이 연이어 일어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Walkington(2005)은 초임교사들의 자기성찰 과정을 연구하면서 교사 

정체성이란 개인의 핵심적인 신념에 기반을 두어 교육적인 실천이 일어

난다고 하면서 이러한 신념은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 재형성 되는 것임을 

강조한다. Akkerman & Meijer(2011)는 대화적 자아이론(dialogical self 

-theory)에 근거를 두고 교사 정체성을 개인의 직업세계와 삶 속에서 덜 

혹은 더 일관된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는 방식이자 동시에 다

양한 나의 위치들을 협상하는 지속적 과정임을 강조한다(소경희, 최유리, 

2019).

두 번째, 교사 정체성은 사회적이며 관계적인 것이다. 교사는 그가 

속한 사회와 문화적 영향력 속에 있는 문화 내적 존재로 넓게는 사회의 

문화적 영향력, 좁게는 학교문화, 교실문화와 같은 공동체의 영향 속에 

놓이게 된다(정혜정, 남상준, 2012). 이는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단지 개인

으로서만 이해될 수 없으며 항상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맥락 내에서 존

재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Ropers-Huilman(1997)은 사적인 

정체성(private identity)은 모순 어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교사 정체성이란 

‘어떻게 누군가에게 알려지는가’와 관련된 공적인 문제라고 말한다. 

Lasky(2005) 역시 교사 정체성 형성 매개 요인으로 중등학교 개혁의 맥

락, 학교 교장의 역할 같은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소경

희, 최유리, 2019).

세 번째, 교사 정체성은 복수적이다. 즉 교사 개인은 사회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다양한 복수의‘나’를 갖는다는 것이다. Kim(2012)은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소가 무엇인지 

연구하였다. 그들은 교실에서는 스스로를 자신감 있는 교사로 생각했지

만 교실 밖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이 제한되어 있어서 소속감은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영어원어민보조교사의 정체성

은 다층적이고 상충되는 하위 정체성 간의 모호성을 관리해가는 과정이

라고 정의하였다. Burkor(2015)는 국어교사 3명에게서 신념, 지각, 해석이 

가족 환경으로부터 깊게 뿌리박혀서 교사들의 학교경험, 교직선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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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가르침에 대한 철학, 교사 정체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음을 확인

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전문성 발달에 교사의 개인적 삶의 경험

과 관련된 영향요인이 폭넓게 미칠 수 있음을 뒷받침하였다.

Mishler(1999)는 교사 정체성이 다양한 하위 정체성들(sub-identities)

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것들은 서로 충돌과 조정과정을 반복한다

고 하면서“자아들은 테너나 소프라노 솔리스트가 아니라 목소리의 메아

리들”이라고 주장한다. Gee와 Crawford(1998)도 상황에 따라 취하는 정

체성들이 제각각 다르다면서 다양한 복수의 정체성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균형을 잘 잡는 것이 교사에게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교사

가 아닌 다른 정체성이 더 중심적일수록 그 정체성을 바꾸거나 잃을 수

도 있다고 한다(Beijaard, Meijer & Verloop, 2004).

네 번째, 교사 정체성은 실천적 행위(agency)를 이끈다. 적극성을 발

휘해야 한다는 의미(Coldron & Smith, 1999)이기도 하다. 정체성은 교사

들이 소유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교사로서 스스로 이해하기 위

해 실천하고 있는 것임을 알려준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적극적인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

한 실천적 행위(agency)는 교사 개인적으로서 뿐만 아니라 교사들과 협

력적으로 일할 때에도 일어날 수 있다. 

다. 개념적 틀

  본 연구에서 채택한 정체성 개념은 구성주의적 관점에 기반한다. 따

라서 정체성을 객관적인 속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회적 

맥락과 환경 속에서 관계하면서 변화해 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본

다. 또한 교사 개인적 자아와 교사로서의 자아 등 다양한 복수의 정체

성들이 함께 다층적으로 어우러져 있다고 본다. 즉 환원주의적으로 바

라보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교사의 삶을 바라보려고 하는 접근 방식

인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장점은 주관적인 의미와 해석 등 실증주의 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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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임에서 포착하지 못한, 즉 개인이 구성한 주관적 현실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다(이성회, 정바울, 2015). 그러나 역

설적으로 개인이 구성한 주관적 의미에 집중한 나머지 경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과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게 하는 비판

을 면할 수 없다. 교육이라는 것이 좀 더 나은 삶과 성장이라는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활동이며 이러한 활동을 바람직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여러 방편 중 하나가 학문의 이론화라고 한

다면 본 연구는 분석적으로 현상을 관찰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조용환(2012)은 존재 자체가 원래 그러했던‘질(質)’적인 곳에 사람

들이 의미를 만들어서 부여하고 문화를 형성한‘문(文)’적인 것이 서

로‘빈빈(彬貧)’하며 잘 섞여 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사람은 

자연 그대로인 현상, 경험의 본래인 질(質) 자체를 바라볼 수 없는 존재

이다. 사람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 현상에 이름을 붙여서 

문(文)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

람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다름 아니다(이원희, 2019). 즉 나름대로

의 해석인‘문(文)’을 통하여 생각의 틀을 격자지어서 현상을 인식하

려는 시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도 정체성이라는 질(質)

을 나름대로의 생각의 틀로 격자 짓는 문(文)을 통해 빈빈(彬彬)하고자 

한다.

  교사 정체성을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 중에서 Helms(1998)가 정리한 

개인의 신념, 가치와 믿음, Day(2006)가 제시한 개인생애경험과 교직환

경과의 맥락적 영향력, Coldron & Smith(1999)의 실천성을 종합하여 개

념틀을 <표1>과 같이 구성하였다. 

  이 개념 틀에 제시된 구성요소들은 실제 상황에서 서로 복합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작용할 것이고, 시간

의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할 것이다. 또한 실천행위 속에서 교사가 

겪는 성찰 같은 인지적 차원뿐만 아니라 감정과 같은 정서적 차원의 

영향도 받을 것이다(정혜정, 남상준, 2012; Buko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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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교사�정체성�개념틀

구성요소 의미

개인의�

신념과�목적

•�교사로서,� 개인으로서�갖고�있는�욕망

•�어떠한�교사가�되고�싶은가/어떤�개인이�되고�싶은가와�관련된�미래적�차원� �

개인의�

생애경험�
•�교사로서의�나,� 개인으로서의�나를�구성해온�과거적�차원�

실천행위
•�갈등이�생겼을�때,� 즉� 욕망과�요구�사이에�간극이�발생한�상황

•�이때�자신은�어떤�교사/� 어떤�개인이�되려고�애썼는가� /� 애쓰고�있는가

사회적�

기대와�역할�

•�다양한�타자집단(사회,� 학교,� 학부모,�학생,� 동료교사)으로부터�받는�역할기대

•�교사다움을�요구하는�사회적�기대,� 학교의�문화적�환경�

•�어떤�교사가�되어야만�했는가� /� 어떤�개인이�되어야만�했는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교육적인 판단과 실천의 모양은 달라질 것이며 

부단히 자신이 되고 싶어 하는 교사로서의 자신이 되어가기 위해 갈등

하고 협상할 것이다. 

3. 선행연구 검토

  가. 일반교사

   김한별(2013)은 평생교육 영역의 경험학습에서 바라보는“학습”의 

관점에 주목하여 교사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발견되는 3가지의 주요 

관계요인을 도식화하였다. 사회문화적 맥락, 학생, 동료교사, 교직사회의 

3가지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관계성을 가꾸어 가는 과정에서 교사 

자신이 적절히 대응해 나가며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학습양상임을 주장

하였다. 

  정혜정, 남상준(2012)은 초등 사회과 교사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연구

하면서 정체성 형성 과정은 삶을 배경으로 하여 사회과 수업 실천이라는 

전경을 통해 표상되는 것임을 이야기한다. 개인적 자아, 전문적 자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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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아와 사회라는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며, 특히 교

사 정체성은 주어진 것과 아는 것, 역할 인식이 아닌 교사가 주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자 존재 물음에 대한 실존 경험으로서 교사 정서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이야기한다.

  정순경, 손원경(2018)은 실존적 관점에서 교사를 이해하기 위해 공립유

치원 고경력 교사의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를 수행하였다. 교사의 

정체성에 대한 자기 이해는 교사의 삶을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소는 성찰에 따른 

경험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정체성이 특정 시기를 중심으로 분명히 나

뉠 수는 없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확립되어감에 따라 교실 수업

도 미묘하게 변화됨을 논의하였다. 연구 참여자 수정의 유아교육에 대한 

생각이 초임단계에서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자였다면 시간이 흐

를수록 점차 유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가치를 배워가는 교육

을 실천하고자 하는 확장된 정체성을 가지게 됨을 알려준다. 

  손준종(2015)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교육운동을 주도하였던 전국교직

원노동조합의 교사 정체성 특징을 분석하였고, Castells의 정체성 유형을 

활용하여 교사 정체성을 저항적 정체성과 기획적 정체성으로 구분하여 

성격을 분석하였다. 전교조 출범 초기에는 참교육을 위해 소명의식과 계

몽적 태도, 탈세속적 희생을 강조하는 저항적 정체성을 특징으로 하였

다. 그러나 전교조 안팎으로부터 제기된 저항적 정체성에 대한 비판 때

문에 교사 정체성이 수업 전문성, 학교혁신, 개방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기획적 정체성으로 재구성되었다고 한다. 

  박세원, 김윤미(2010)는 초등학교 교사가 4학년 제자와 대화적 삶을 이

야기하고 살아내면서 교사로서의 존재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내러티브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4학년 제자 명환이의 성장

을 관찰하고 면접, 저널 등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명환이에 대해 규정 

내렸던 일방적 타자의 언어들을 자신의 언어로 재개념화 해나갔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 아동 존재를 보다 온전히 이해하면서 교사로서 정체성을 

바람직하게 형성하게 되었다고 논의한다.



- 23 -

  안아라, 김한별(2013)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남자 교사가 스스로를 

여성적 생활양식에 적응해야 하는 소수화된 존재로 규정하면서 겪는 내

면적 갈등과 충돌을 드러내었다. Gee(2000)의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7

가지 정체성을 제시하였는데 관대한 호랑이 선생님, 학생 성별에 따라 

섹슈얼리티가 조절되어지는 존재, 다양한 학교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전

문일꾼, 관리자가 유용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협력 대상자, 승진에 관

심을 갖는 것이 당연한 존재, 이중적 인식을 자각하는 존재로 구분하여 

초등학교 남교사 정체성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가은아(2017)는 초등학교의 필자 정체성과 쓰기 교사 정체성을 탐색

하기 위해 18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교사

들은 긍정적 쓰기 경험을 즐김, 위안과 치유, 칭찬과 상으로 보고하였으

며 부정적 쓰기 경험을 쓰기 교육의 상실, 평가와 점수, 대학을 위한 논

술, 과제 등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교사 자신을‘쓰기를 싫어하는 겁

쟁이’이지만‘잘 쓰기를 욕망하는 필자’라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정체

성은 자신이 겪은 부정적 쓰기 경험을 학생들에게 대물림시키지 않겠다

는 다짐과 즐겨 쓰는 필자를 기르기 위한 쓰기 수업을 실천하는 모습으

로 실현되고 있었다.

   이효신(2015)은 수석교사의 전문가로서의 정체성 형성과정과 형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방

법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는데 수석교사들의 주된 정체성은 수업 전문가, 

교내외 연수전문가, 교사의 멘토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점점 수업전문가에서 연수전문가와 교사의 멘토로 정체성 변화를 경

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송경오(2015)는 학교 혁신의 기본전제는 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을 세

우는 일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문적 정체성의 개념과 중요성을 이

론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혁신학교와 자유학기제 사례를 통해 실제

로 어떻게 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이 발현되는지 살펴보았다. 학교혁신 사

례에서 교사들은 자신을 수동적 존재가 아닌 수업의 주체자로서 인식하

는 경향이 강했고, 학생의 성장과 행복을 도울 수 있는 조력자로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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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식하였다. 이 사례연구는 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이 개인의 성장을 

넘어 교사공동체 필요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논의한다.

  박세원(2012)은 예비교사의 정체성 형성을 주제로 저널쓰기 수업을 진

행하였고, 수업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가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해나

가는지 관찰하였다. 존재론적 탐구 공간으로서의 저널쓰기가 나-세계, 

나의 과거-현재-미래를 실존적 힘과 언어로 소통시키고 꿰어가면서 가장 

자기다우면서도 대화적인 삶의 텍스트를 창조하는 힘을 부여하도록 도왔

다고 논의한다. 

  채현순, 장유진(2016)은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 과정을 시

간적 순서의 5단계 과정을 거쳐서 도식화하였다. Strauss와 Corbin(1998)

의 근거이론 방법을 사용하여 전문상담교사의 존재에 대한 물음이 형성 

과정의 중심 현상임을 밝혀내었다. 과정 분석결과 참여자들은 열정과 무

지, 혼돈과 갈등, 의문과 고민, 실천적 고투, 개별적 정체성 구성의 다섯 

단계를 거치며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여자체육교사

  본 연구의 주제인 중등여자체육교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기 전

에 우선 체육지도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겠다. 10여년 

전에 체육교사의 직업적 정체성을 생애사적으로 연구한 류태호(2000)는 

16년차 중년 남성 체육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요인과 과정을 분석하였

다. 직업정체성 형성요인으로 인간관계, 역할, 체육수업, 체육에 대한 사

회적 인식으로 구성되며 형성 과정을 통해 무형, 기능, 비판, 중용적 정

체성을 차례대로 가지게 되었다고 해석하였다. 

  이용진(2018)은 5명의 성장단계에 있는 남자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전문적 정체성의 과정과 세부 요소를 살펴보았다. 체육교사의 정체성 중 

전문적 부분이 무엇인지 정의하였고, Helm(1998)의 연구를 기준으로 하

여 총체적 정체성 분석 렌즈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문적 정체성 

모형을 제시하였다. 전문적 정체성의 세부요소를 나의 사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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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나, 함께하는 나, 기대 받는 나로 구성하였다.

 이원희(2019)는 12명의 체육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환경, 양상, 

관심을 가진 체육교사들의 직업 정체성을 Marcia(1980)의 정체성 상태 

모형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교과교육지향, 학생지도지향, 행정관리지향

적으로 나타난 직업적 정체성의 과정은 성찰과 실천의 두 축을 중심으로 

9가지의 정체성 상태로 나타났으며 이를 정체성 부채(Identity fan)로 은

유(metaphor)화하여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여성 체육지도자 및 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물들이 

어떠한지 특징들을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들과 한계를 고찰하여 본 연구

가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찾고자 한다. 여성 체육 지도자에 관한 선행 연

구물들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성

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이라는 젠더적 특성으로 인해 겪는 불평등에 초점

을 맞춰서 진행된 연구물들, 두 번째는 교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갈

등, 직무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춰서 그에 따른 대처양상과 적응사례에 관

해 진행된 연구물들, 세 번째는 교직적응과 사회화 측면에 초점을 맞춰

서 진행된 연구물들, 네 번째는 초임경력과 초등학교 여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주로 제시되었다. 4가지의 특징들은 상호연관성을 띄고 교

사가 처한 맥락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각 연구물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여자체육교사 대상 연구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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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철, 권오륜, 정우식(2005)은 초등 여교사의 체육수업 걱정거리를 개

방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전문성의 부족, 좋지 않은 기상, 

열악한 교육 환경, 귀찮음과 번거로움, 학생 기대에 대한 부담감, 아동 

통제의 어려움 등의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교육

청, 유관기관별 연수 기회 확대, 체육전담교사제의 내실화, 체육시설 개

선, 성역할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방식 전환 등을 제시하였다.

  장용규, 김동식(2015)는 초등학교 여성 체육부장의 삶에 관한 내러티

브 연구를 수행하였다. 반 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2명의 여자 체육부장

의 삶을 연구한 결과 교육적 의미를 찾는 삶, 초등체육 전문인으로 입

문하는 삶, 남성중심 체육문화에 방황하는 안티고네적 삶이라는 의미가 

있었다. 따라서 동료교사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교직문화가 필요하고, 

초등교사의 체육 동아리 활동 활성화, 여교사의 체육전문성 논의에 젠

더적 관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박미림, 이옥선, 조기희(2016)는 초등학교 여교사들이 경력 주기 별로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연구하면서 교직 이전, 교직 입문, 역량 강화, 

직업적 좌절의 네 단계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개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나주영 고문수(2016)는 초등학교 여교

사의 체육수업에 관한 자문화기술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중학교 여자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물들은 다음과 같다.

  강성경(2018)은 중학교 초임 여자 체육교사가 체육 수업 운영에 있어

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 양상들을 연구하였는데 초임근무의 

어려움에는 교수학습 상황의 어려움, 학생 및 동료교사와의 의사소통 

문제의 어려움이 있었고, 수업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성역할의 분극화

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이에 대한 초임여자 체육교사의 대처양상은 크게 소극적 인지, 적극적 

인지, 노력, 내외적 성장으로 드러났다.

  박미혜(2011)는 중학교 여자 체육교사가 여교사이면서 동시에 남교사

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지적하면서 남성화된 체육교과에서 이를 상

쇄시키는 여성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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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기혼의 경우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 고학년 남학생에 비

해 다소 부족한 운동기능과 체력, 여자 체육교사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등으로 스트레스가 타 교과 여교사보다 크다고 말한다. 중학교 여자 체

육교사의 교직생활에 대한 스트레스 적응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11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근거이론 연구를 실시하였다. 

어려움의 맥락은 관계형성, 학교현장, 선입견과 편견 등의 어려움 요인

이 나타났고, 즐거운 마음으로 체육수업을 준비하고 꾸준한 자기관리와 

적극적 업무 추진, 꾸준한 운동, 가족들의 배려, 학생 사랑과 열정 등으

로 교직생활에 적응해나간다고 하였다.

  우송희(2012)는 체육수업을 하는 중등학교 여교사에게 사회문화적으

로 형성된 성에 대한 인식의 영향으로 남성이 아닌 여성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체육의 남성적 이미지가 여성 체육

교사에게 어려움의 상황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도 여자 체육 교사를 바라보는 인식과 고정관념이 교사에게 부담의 영

향을 준다고 하였고,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이 체육수업을 하는 교

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그밖에 여자 체육교사의 사회화(김해경, 2008; 전세영, 2008), 여자 체

육교사에 대한 학생의 선호도 및 인식(배미혜, 2000; 전은영, 2004), 중

등학교 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만족도(권순실, 이종길, 2006; 윤상

원, 2003)등을 중심으로 양적 연구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중학교 초임 

여자 체육교사의 교직적응 및 사회화 연구(김혜경, 2008; 조규상, 2008)

도 실행되었다. 류민정(2011)의 연구는 체육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성

별이 학생들의 심리적 변인에 영향을 주었으며 교사 성별이 학생 성별

과 같을수록 더욱 열심히 운동에 흥미를 갖고 수업에서 노력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학생의 성취도와 연결해서 연구한 의의가 있다. 김원정

(2016)은 교사교육자와 운동부감독으로서의 역할 갈등 경험에 관한 셀

프 연구를 수행하였다. 심신의 분화 현상, 역할 중첩에 의한 시공간적 

중첩 등의 의사결정 딜레마를 겪었고 이러한 역할 갈등 경험을 통하여 

자아 정체성과 교육자로서의 주관성을 성찰할 수 있었음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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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체육지도자의 교사 정체성에 관한 연구물들은 적은 편이며 무용, 

초등교사,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물들이 주로 실행되었다. 젠더 

정체성(장윤정, 2018), 무용 교육자의 정체성(신주영, 2016; 장서이, 2017; 

홍애령, 2017), 초등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체성 발달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적용한 후 정체성 변화의 요인을 탐색한 조기희, 이옥선(2012)

의 연구, 초등여자체육전담교사의 정체성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연구(임

혜림, 2016), 해군사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체성 연구(박미혜, 20

17)가 있다. 

  상대적으로 중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여자체육교사의 비율이 점차적으

로 증가하고 있는 편인데 반해(유정애, 2011) 이들의 정체성에 관한 연

구는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나 어려움, 곤란 등에 

관한 주제에 집중되어 있다.

  여자체육교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은 남자체육교사와는 다른 

요인들이 존재한다. 교직이 여성화되었다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체육교

과분야에서 여자는 소수이다. 이러한 미묘한 특징은 교과교사로서 요구

되는 역할과 여자교사라서 요구되는 역할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교사 개인으로서의 삶, 예를 들어 엄마 정체성

을 수행하고 있는 교사들은 또 다른 차원의 역할갈등을 이중으로 겪고 

<그림� 2>�중고등학교�성별�체육교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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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자라는 젠더적 특성은 여성이라는 범주 안에서 

공통된 경험을 형성하게 한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공통점 이외의 개인

의 삶의 요소 역시 함께 작용한다. 따라서 같은 여자교사라도 삶의 이

야기는 차이가 있다. 

  어려움과 갈등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여자교사의 이야기는 희생서

사가 되어 다양한 여자체육교사간의 차이는 실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

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여자체육교사들의 다양한 교

사 정체성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적극적이고 능

동적으로 자신의 교육실천을 이뤄내는지 바라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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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및 절차

 가. 연구 패러다임과 논리

  본 연구는 중등 여자체육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 및 형성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교사 정체성 형성에서 드러나

는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세

상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는 심층적인 탐구를 필요로 한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의 특정한 신념이나 철학적 가정이 무엇인지 밝혀서 연구자의 

관심이 어떠한 인식론에 근거해 있는지 드러내고자 한다. 연구자의 패

러다임은 한 시대의 과학적 가설, 법칙, 이론, 믿음, 실험의 총체이자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사고의 방식이기 때문이다(khun, 1970).

  본 연구는 해석주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한다. 지식이나 진리가 시

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과는 달리 사회, 문화, 

역사적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성된다는 사회적 구성주의의 

입장에 있다. 이는 개인 내면의 인지적 작용에 의한 발달을 강조하는 

인지발달이론보다는 사회적 관계와 인지적 측면의 상호작용이 내면을 

구성한다는 비고츠키의 사회적 인지발달이론에 더 근접해 있다(방선욱, 

2005). 우리는 고립된 상태에서 우리의 해석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된 이해, 실천, 언어 등을 바탕으로 의미를 구성해나간다. 따라서 

보편적인 법칙이나 규칙의 발견 같은 목적보다는 주어진 특정한 사회

적 상황 속에서 다양한 참여자들이 그들 주변의 세상을 어떻게 구성해 

내는지에 대한 상황이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주의 패

러다임은 밖으로 드러난 행위 그 자체보다는 그러한 행위 이면에 놓인 

행위자의 의미의 파악에 관심을 둔다. 인식, 공감, 신념은 우리가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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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즉 ‘만들어진 세상(worldmaking)’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는 주어진 사회적 상황 속의 다양한 참여자들이 

그들 주변의 세상을 어떻게 구성해 내는지를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 

나. 내러티브 탐구

 

 본 연구에서 중심으로 다루는 중등여자체육교사의 교사 정체성은 개

인의 신념과 사회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구성의 모습은 개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건네면서 완성되는 것이

다. 정체성이란 결국 자신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 속에

는 현재의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현재와 연결된 과거의 삶은 

어떤 모습이고, 그런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연관 지어 볼 때 미래의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기대하는지와 관련된 특성이기 때문이다(서

근원, 이미종 2017).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주관적으로 기억해내고 이야기하는 과정

은 자신의 서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도 같다. 서사는 단순히 교사의 

생애를 재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사를 이론화함으로써 

교사가 자기 자신과 실천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을 의미한

다(Connelly & Clandinin, 1990, 1997). 따라서 정체성을 연구하는 구체

적인 연구방법으로 내러티브 탐구를 사용하고자 한다. 내러티브 탐구의 

의의는 이것이 연구 기법보다도 기본적인 가정과 정신이 정체성과 부

합한다. 교사의 이야기는 교사의 정체성이 드러나 있는 사태이다.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의 삶 속에 나타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연구방법이다. 20세기 초까지 인간의 경험을 

객관화시키고 보편화한 전통적 실증주의가 인간 이해를 위한 주요 패

러다임으로 발달해왔지만, 이러한 접근법이 인간 경험 중심의 다양하고 

복잡한 주제들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

면서 질적 연구의 새로운 방법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김영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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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러티브는 연구 과정 자체가 연구를 실행하는 연구자들에 의해서 주

관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으며, 연구대상이나 현상 자체가 주변과 

관계적이고 맥락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한다. 또한 개별 현상

들의 복잡성과 미묘한 측면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가치

를 강조한다.

  내러티브 탐구의 관점에서는 모든 연구가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며 관

계적임을 인정한다. 학문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고민을 하는 내러티브 

방식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기에 적합하

다고 본다. 내러티브(narrative)라는 용어 자체는‘이야기’로 번역할 

수 있지만 뢰벤슈타인(1991)의 연구에 따르면 내러티브는 어원적으로 

‘말하다’,‘서술하다’의 뜻을 가진다.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것에 대하여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앎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Dyson과 Genish(1994)는 사람은 경험을 이야기로 구성하기 때문에 우리 

존재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며 문화구성원으로 생활한다는 것이다. Polkinghorne(1988)은 시

간의 변화에 따라 일어나는 경험과 행위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내러티브이며 단순한 일련의 사건들을 나열해 놓은 일대기와 구분되는 

속성을 지닌다고 한다. 

  이러한 내러티브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인간은 인간의 삶의 문제

를 이해하고 다루기 위해 날마다 내러티브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맺는 맥락, 교류, 행위의 의도 등은 내

러티브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내

러티브는 개인적 의미를 찾는 동시에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의 의미도 

함께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들을 종합해서 바라보는 내러

티브 탐구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밝히고자 일

련의 인간적 경험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이야기하거나 혹은 이야기에 

대해서 쓰는 질적 연구의 한 연구방법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내러티브 연구의 목적은‘무질서한 경험’을 구체화, 체계화하는 것

에 있다(Ginsburg, 1989; Riessman, 1993에서 재인용). 이러한 점에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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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티브는 면담 결과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것과는 다른 작업으로 연구

자가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얻은 이야기, 즉 현장 텍스트를 재구성하여 

연구 텍스트로 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Clandinin과 Connelly(2000)는 

내러티브 탐구에 다섯 단계에 과정이 있다고 한다. 현장에 존재하기, 

현장 텍스트로 이동하기,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경험에 대한 의미 구

성, 연구 텍스트 구성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를 하려면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묘사하

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 요소를 알아두어야 한다. Clandinin과 Connelly

(2000)는 연속성 상황, 맥락, 상호작용 특성을 고려하면서 이 요소들이 

시간적 차원, 공간적 차원, 개인, 사회적 차원에서 특징화된다고 강조하

였다.

  각 차원과 연관되는 방향성에는 4가지가 있는데 내적 지향(inward), 

외적 지향(outward), 과거지향(backward), 미래지향(forward)이 그것이다. 

내적 지향은 개인이 갖는 내재적 조건 및 상호작용으로 ‘느낌, 희망, 

심미적 반응, 도덕적 성향 등’을 의미하며 외적 지향은 개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조건 및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과거지향과 미래

지향은 시간의 연속성(continuity)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 현재, 미래

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연속적인 경험들을 모두 포함한다. 

 한편, 이 시간성은 내러티브 탐구에서 핵심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경험의 연속성은 그것이 그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시간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것의 표현으로 본다. 어떤 사건이든지 

그것이 나타날 때의 과거, 현재, 그리고 예상되는 미래를 가진다. 따라

서 현재 있는 존재(being)보다는 되어가는 존재(becoming)로서 변화해 

나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Clandinin & Connelly, 

2000). 

 경험의 연속성은 또한 사람들이 항상 경험 속에서 자신의 상황과 상

호작용 속에 있음을 전제한다. 이러한 경험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하

는 내러티브 탐구는 개인의 사회적 맥락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사회

성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사회성에는 당사자의 행위가 들어있으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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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는 반드시 행위의 의미를 특정한 맥락 안에서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다. 연구 절차 및 단계

 

  본 연구는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11개월간 진행하였다. 연구 

절차 및 단계는 계획, 자료 수집 및 분석, 결과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

다. 계획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개인적 관심과 고민으로부터 시작된 연

구주제를 3달간의 문헌분석으로 연구방법으로 설정하였고, 연구 문제로 

구체화하였다. 문헌분석은 연구의 모든 단계에서 지속되었다. 연구 문

제에 적합한 연구방법 및 자료 수집을 위하여 문헌분석을 하였고, 면담

질문을 구성하였다.

  자료 수집 및 분석 단계는 연구 참여자를 확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였

다. 연구에 적합한 데이터를 제공해줄 수 있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선정기준과 모집방법에 대하여 고민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동료 

연구자 및 지도교수의 자문과 파일럿 테스트를 통하여 구성을 완료하

였다. 연구가 진행되면서 수집하게 된 모든 자료는 워드 프로그램에 정

리하여 질적 연구 프로그램인 NVIVO 12에 입력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단계에서는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해석하고 결과를 도출해내었

으며, 글쓰기로 연구의 최종 결과 및 논의 작성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시 자료 수집과 분석이 병행되기도 하였다. 연구의 구체적인 수행 절

차 및 단계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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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연구 계획 및 단계 

2. 연구 참여자

 가. 연구자로서의 나

 

  Alan Peshkin(1988)은 질적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주관성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연구의 과정 중에 자신의 주관성을 

체계적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럼으로써 연구자 스스로가 이를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연구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을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연구자가 만나는 세계를 바라보고 글로 다

시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석과 시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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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충분히 감안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신

뢰를 주고자 한다.

  어느덧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학생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중학교

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한지 엊그제 같다. 움직이는 것이 좋아서 체육교

육과에 들어가게 되었고, 좋은 체육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야 하는지 공부하며 목표를 갖고 살았다. 그리고 체육교사가 되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복잡하고 바쁘고 역동적이었다. 아이들과 함

께하는 시간은 즐거웠고, 아이들을 정말 예뻐했다. 그런 나를 아이들도 

많이 사랑해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사랑스럽던 아이들로

부터 멀어져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였다. 학부모에게 상처받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에게 상처받고, 나라는 자아와 교사로서의 자아가 

서로 타협하지 못해 분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이들과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학교에서 하는 

역할이란 돌봄 노동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흘러들어왔고, 내 역할은 

학교라는 시스템이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통제하여 말 

잘 듣는 순응적인 존재로 만드는 이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란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점점 교직생활이 권태로워졌다. 

특히 교사로서 수업 외적인 일 중에 자주 하게 되는 생활지도라는 것

의 종착지가 무엇인지 헷갈려졌다. 학교에 점점 안착하면 할수록 초기

에 가졌던 아이들을 잘 교육해야겠다는 열정과 도전의식은 아이들이 

사고만 안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는 타성에 젖어가고 있

었다.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가르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억누르게 하는 구

조가 무엇인지, 그 구조 안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고군분투하면서

도 희망을 잃지 않는 다른 여자체육교사들은 교사됨의 여정을 어떻게 

그려가고 있는지, 그들의 생애경험을 들어보고, 가르침으로부터 도피하

고 싶었던 순간들은 없었는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교사로서 성장

하고자 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 초임

시기를 훌쩍 지나 권태와 안주라는 유혹거리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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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돌파구를 찾아내기 위해 자기 자신과 싸워나가고 있는지, 교사로

서의 정체성과 개인 자아의 정체성이 충돌하고 갈등했던 장면들은 무

엇이었는지 알고 싶어졌다. 

 나. 연구 참여자

 

  1)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

 

  첫째, 교사학습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

  

  자신이 하고 있는 교육활동 중 학생들과 직접 만나는 수업활동을 더 

잘하고 싶어 하고, 그 마음이 실천의지로 변하여 공동체를 찾아 나선 

교사는 학생과 교육적으로 더욱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이 좀 더 나은 교사로 성장하기를 바

라는 순간들을 지속적으로 거쳐 왔을 가능성이 높다. 학교 안에서 해결

하기 어려운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화적 기대와 역할에서 벗어나 자

신의 신념을 좇아 나서고자 시도하려는 노력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교

사들을 만나서 묻게 될 핵심 질문은“왜 그러한 선택을 하였고, 그 가

운데 어떤 실천을 하였는가?”이다.

  둘째, 자신의 교육활동을 공유하는 교사 

  

  정체성은 개인의 내면에 속성이나 실체로 따로 존재하는 특성이 아

니며 사회와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늘 누군가

에게 알리면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교사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교사들이라면 자신이 하고 있는 

핵심 교육활동을 누군가에게 공유하고, 그것을 나누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연구자는 중등 체육교사가 총 2800명 이상 소속되어 있는 

단체 SNS방에서 자신의 수업유인물과 자료를 최소 3회 이상 공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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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중등 여자체육교사를 주목하였다. 또한 영상채널을 활용하여 자신의 

수업활동을 공개하고 자료물을 축적하고 있는 교사들과 기존 직무 및 

자율연수 등에서 강사로 자신의 수업을 공유했던 경험이 있는 교사들

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셋째, 4년차 이상의 경력교사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 속에서 어떻게 중등여자체육교사들이 그러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는지 계기나 주요 전환점과 같은 사태를 바라

보기 위해서는 교직에 방금 입문하게 된 교사들보다는 학교의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 교사로서의 자기 자신과 바람직한 교육활동에 대해 나

름대로 갈등했던 시간들이 축적되어 있어야만 했다. 갈등은 곧 자신의 

욕망과 사회적 기대와 같은 요구 사이에서 충돌해 본 경험을 의미하기

도 한다. 경험이 쌓이면서 자기 나름대로 윤리적 판단을 갖고 ‘교사

됨’을 지향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교사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최소한의 객관적 지표인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고 난 교사를 대상

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자신의 생애경험과 교직 

생활 중에 겪었던 사례들을 깊이 있게 이야기해줄 수 있어야 하며, 접

근이 가능하고 업적이나 일상이 독특한, 또는 연구할 특정 현상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다. 따라서 연구자가 관심을 둔 사

례들을 의도적으로 택하여 연구 참여자로 삼는 유목적적 표집법

(purposeful sampling)에 따라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Patton, 2005)  

  자신의 생애사적 경험을 깊이 있게 이야기해줄 수 있으려면 연구자

와 어느 정도 편안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만한 관계에 있다거나 짧

은 기간에도 경계 없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 그렇지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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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고 친숙한 관계인 경우 익숙한 현상을 낯설게 보는 것이 안될 것 

같아서 함께 근무했던 학교 동료교사, 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하는 동료

들은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연구자가 개인적인 친분으로 알고 있던 교사학습공동체 조직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교사(gate keeper)를 통해 4명을 추천받을 수 있었다. 두 

번째,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의 수업을 활발히 공유하고자 하는 

교사들을 주목하였다. 체육교사 온라인메신저와 개인 영상채널에서 자

료를 3회 이상 공유하고 있는 중등 여자체육교사 2명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연구 목적에 대해 알리고, 연구 참여 의사를 직접 물어보았

다. 

 본격적으로 연구 참여자를 만나기에 앞서 2가지의 문제를 겪었다. 

 첫 번째, 연구자 스스로 바람직한 교사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문제였다. 무작정 인터뷰를 하게 되면, 연구 참여자가 하는 이야기의 

어느 부분이 교사 정체성의 특징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을 것 같았다. 

연구자 스스로 모호한 상태로 시작하면 연구 목적에 맞는 의미 있는 

대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따라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윤곽이 그려진 정체성 개념틀로 연구를 하게 되면 질적 타당성과 연구

의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두 번째 문제는 교사 정체성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생각을 떠올리거

나 감각을 끌어내주기 위해서 무슨 질문이 필요할지에 대한 것이었다. 

연구자가 다가간 연구 참여자의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질문가이드는 필수적이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중등여자체

육교사 중에서 수업연구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을 만나서 파일럿 테

스트를 해보았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마다 자신의 교사정체성을 특정한 

메타포 형태로 설명하려고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학

생들에게 수업을 안내하는 첫 시간 때 직접적 또는 은연중에 나타날 

수 있도록 표현한다는 것이었다. 수업 실천과 교사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은 교사 자신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겠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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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파일럿 테스트는 연구문제 수정 및 면담자료 분석에 소중한 시

사점을 제공해주었다.

 최종 연구 참여자를 <표 3>과 같이 선정하였다.

<표 3> 연구 참여자 정보

3. 자료 수집

 가. 면담

 

  1차면담은 참여자의 생애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에 집중하였다. 

교사가 되기 이전의 경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교사가 되기로 마음먹

었는지 등 전체적인 생애사 과정을 들어보았다. 2차면담에서는 1차면담 

분석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이나 부족한 질문을 보충하기 위한 과정으

로 실시하였다. 1차면담이 기술(descriptive)적이라고 한다면 2차면담은 

조금 더 구조적이고 분석적인 성격을 띄도록 하였다. 면담 외에 모바일

과 이메일과 같은 SNS를 수시로 활용하였다.

  Seidman(2006)은 면담에 관련된 몇 가지 지침을 제공하였다. 성공적

인 면담을 위해 세 차례의 면담을 추천하였는데 첫 번째는 생애사에 

순번 이름 나이 경력 근무교
결혼 및 

자녀유무
연구회 소속 및 교육활동 공유유무 기타

 1 박어진 20대 4년차 중 미혼

모지역 연구회 활동 

체육지혜나눔연구회 활동

SNS 활용하여 수업공유

2019년

1정연수

 2 이밝음 30대 7년차 중
기혼 

자녀무

체육지혜나눔연구회 활동

SNS 활용하여 수업공유

 3 손사랑 30대 7년차 중
기혼 

자녀무
체육지혜나눔연구회 활동

 4 임지혜 30대 13년차 중
기혼 

자녀유
체육지혜나눔연구회 활동

 5 조고움 40대 9년차 중
기혼

자녀유

체육지혜나눔연구회 활동

여자체육교사 스포츠동호회 운영

선수

출신

 6 박소망 40대 17년차 중
기혼 

자녀유

체육지혜나눔연구회 활동

교육청 정책지원단 활동

무용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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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을 하고, 두 번째에는 경험의 세부사항을 재구성하며 세 번째는 의

미에 대해 숙고할 것을 강조한다. 면담은 90분 전후로 진행되었으며 면

담의 간격은 1주일 정도의 간격으로 실시하여 연구자가 지속적으로 자

료분석과 자료수집의 순환적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Seidman, 

2006) 적당한 간격으로 실시하였다.

<표 4> 1차면담 가이드

구분 주요 질문

개인
의 
생애
경험

• 교사되기 이전의 생애경험 
1. 스포츠, 가르치기, 수업과 관련된 경험들
2. 삶에 영향을 끼쳤던 스승님
3. 체육시간에 어떤 학생이었나요?

• 교사 된 이후의 생애경험
1. 선생님께서 맡아서 하셨던 업무, 학급, 수업 관련 기본 정보
2. 교사가 되고 나서 기대했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의 일치여부
3. 체육교사로서의 나가 아닌 인간 000로서의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    
4. 교사라는 이름표 외에 선생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이름표

신념
과 
목적

1. 다양한 업무들 중에서 선생님이 가장 몰두하시는 업무와 우선순위
2. 일과 관련하여 10시간의 여유가 생겼을 때 가장 투자하고 싶은 부분
3. 수업 시간에 이것만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
4. 체육교사로서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때‘나’라고 할 만한 물건, 문장, 이야기
6. 언제 교사로서 행복하고 기뻤었나요? 그 반대의 감정은 언제 느끼셨나요.

실천
행위

1. 본인 직업으로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2. 존경하는 동료 선생님들의 이야기
3. 교사로서 뿌듯했던 경험과 반대로 부끄러웠던 경험
5. 좋은 교사가 되려면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6. 선생님의 현재 고민과 그에 대한 노력
7. 선생님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사회
적 
기대
와 
역할

1. 교사로서 선생님을 화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 여자교사라서 기대 받은 역할들, 체육교사라서 기대 받은 역할, 갈등여부
3.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얻은 경험

    4. 무엇이 선생님을 답답하게 만들었나요?
    5. 학교 업무 중에 힘들게 했던 것
    6. 교사로서 상처의 경험



- 42 -

 나. 현지문서

  학교공문, 각종 계획서, 지도안, 학급 게시물, 교사 일지, 개인생애시

기에서 의미 있게 여기는 기록물들을 수집하고자 하였다. SNS와 같은 

온라인 자료 등도 포함하였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참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꾸준히 해체와 재구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려는(make familiar thing strange) 시도를 반복하고(Erickson, 1986) 

개방성, 호기심, 모호함의 수용, 성실성과 열의, 인내심, 기대 만족시키

기 등의 질적연구자로서 필요한 태도(김영천, 2016)를 갖추기 위해 진

솔되게 연구에 참여하고자 노력하였다.

4. 자료 분석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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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한 기술(description), 분석(analysis), 해석(interpretation)의 단계를 

따르고자 하였다. 기술, 분석, 해석은 단계적이지만 동시에 순환적 과정

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독자가 마치 연구를 함께한 것처럼 연구자가 

본 것을 보게 하고(기술), 연구자가 안 것을 알게 하며(분석), 연구자가 

이해한 것을 독자가 이해하게(해석) 하고자 하였다.

 1) 자료의 기술(현장텍스트 구성)

  이 단계는 질적 자료 분석의 가장 첫 단계로서 연구 참여자의 이야

기를 듣고 수집 된 자료를 전사(transcribe)하는 과정이다. 전사된 자료

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떠오르는 생각 등을 작성하여 메모하고, 관찰, 

심층면담, 각종 현지문서를 통해 얻게 된 자료들은 부호화하여 저장하

여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에 대한 연구자 자신의 

이해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을 함께 병행하고자 하였다. Clandini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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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lly(2000)는 현장 텍스트 구성 역시 해석적 과정임을 강조한다. 연

구 참여자의 경험을 간접 경험하는 연구자가 글로 옮기면 그 안에 연

구자의 관점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료전사는 자료 분

석의 시작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김영천, 2016). Riessman(1993)

에 의하면 연구 참여자의 어조의 굴곡, 고저의 높낮이, 이야기 도중 공

백, 말을 시작하거나 연결할 때 나타내는 ‘글쎄요, 또, 그래서, 음’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도 내러티브 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고 말한다. 따라서 혼잣말이나 중얼거림을 놓치지 않고 주의해서 자세

히 기록하고자 하였다.  

  2) 분석(현장에서 연구텍스트로)

 자료 분석의 목적은 기술된 자료를 주제에 적합하게 재배치하여 연구

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Wolcott, 

1994). 이 과정은 연구자가 기록한 현장텍스트를 연구텍스트로 작성하

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수집된 자료에서 최소한의 의미의 단위를 발견

하고 질서와 체계,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Marchall & Rossman, 2016). 

관찰과 심층면담, 현지 문서를 통해 얻게 된 모든 자료는 주제별로 다

시 의미를 구성하여 코딩(coding)으로 파악하였고, 주제별로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자료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NVivo 12를 사용하여 코딩 작업을 하였다.

  3) 해석(연구텍스트 작성하기)

  자료 해석은 연구 결과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단계이며 고도의 통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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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면, 해석은 자료를 초월(transcend)하는 과정(Wolcott, 1994)이다. 연

구 목적에 비추어 코딩 자료를 구조화하고, 이 자료들이 더 큰 추상적 

단위로 조직화되어 글로 작성했을 때 의미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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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했다. 그리고 논의를 통해 결과 내용이 선행연구들 속에서 어떤 의

미와 관련성이 있는지 설명하고자 하였다.

5.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

 가. 연구의 진실성

  내러티브 탐구 연구작업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준거로서 링컨과 구바

(Lincoln & Guba)의 신뢰성 준거(1985)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내러티브 

탐구자가 신뢰성과 관련하여 부딪힐 수 있는 가장 큰 딜레마 중 하나

는 연구 텍스트(research text)를 검증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 이

유는 상황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편견이 작용할 수 있고, 관찰현장에 대

한 기억에 실수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상황에 대해 오해할 수도 있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편견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

다. Clandinin과 Connelly(2000)도 내러티브 속에서 거짓된 내용이 진실

로 위장되거나 가상적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로 미화될 수도 있다고 지

적하고 있다. 따라서 Meriiam(1988)이 강조했듯 연구자의 편견(bias)을 

드러내어 연구자의 주관성이 독자로 하여금 읽혀질 수 있게 드러내려

고 하였다(Peshkin, 1988). 연구 문제와 관련된 나의 경험과 생각들을, 

새로이 알게 되는 해석학적 순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연구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가능한 한 많이 고백하려고 했다.

  연구의 진실성 제고를 위해 여러 학자들이 질적 연구의 타당성을 확

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제안했던 방법들 중에서‘다각적 자료 수집을 

통한 검증’,‘연구 참여자의 검토’,‘동료 연구자와의 협의’,‘IRB심

의’의 과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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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각적 자료 수집을 통한 검증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 얻게 된 자료를 근거하여 대상을 탐색하

고 이해하였을 때, 현상은 더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다(Mathison, 1988). 

삼각검증법(triangulation)과 같이 관찰, 면담, 현지문서 수집 등의 방법

을 통해 자료를 얻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얻게 된 자료를 서로 비교하

면서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해석함으로써 자료의 진실성과 타당성

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 연구 참여자의 검토

  참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여 분석하면서 글을 쓸 때, 연구자가 

분석한 결과로 도출된 결론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연구 참여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다. 연구 참여자 검토가 면담 과정 중 진행

되면, 연구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연구 진실성이 왜곡될 우려가 있기 때

문에 면담과 분석이 완료된 후에 진행하고자 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자만의 관점에 의거한 일방적인 연구라기보다

는, 연구 참여자가 함께 연구를 진행하는 방식에 가깝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경험들의 일정한 패턴을 확인하게 되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확장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자칫 연구자만의 

입장을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 

공유된 경험의 의미를 나누어 보고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했다. 

3) 동료연구자와의 협의

  동료 연구자와의 협의는 1인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법, 절차, 

해석의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김영천, 2013). 질적 연구가 

주관성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지나치면 공감적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

기 때문에 주변의 스포츠교육학 전공 학위 소지자 및 함께 연구실 생

활을 하는 과정생들의 의견을 수시로 물어보면서 진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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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의 윤리성

  본 연구자는 2018년도 가을학기와 2019년도 봄 학기에 서울대학교 

연구 윤리팀에서 진행하는 [대학원 연구윤리] 수업에 참여하여 내용을 

숙지하였다. 최종적으로 2019년 2월 7일에 소속된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프로그램(CITI Program)을 이수하여 연구과정 

중의 주요 윤리적 지침사항을 숙지하였음을 확인받았다. 연구를 본격적

으로 시작하면서 소속 대학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심의를 통해 연구 목적과 심층면담 질문지 등이 포함된 

연구 방법에 대한 검토와 승인을 받았다. 면담과 관찰을 실시할 때에도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고, 연구 참여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

도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며, 언제든 연구 참여를 포기할 수 있음을 

공지하였다. 또한 모든 정보는 부호화하여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

고, 관련 자료의 파일을 암호화하여 최소한의 윤리적 안정성을 확보하

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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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중등 여자체육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

  연구에 참여했던 교사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각자마

자 처해있던 상황과 자신의 고유한 특성들이 서로 만나 어우러지는 과

정을 보여주었다. 이야기에는 교사로서 현재의 모습을 형성하게 되었던 

구체적인 계기나 변곡점들이 존재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교사 정체성의 모습은 현재 이 순간에 잠시 나타난 현상이나 상태로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교직에 입문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서 교사로서 삶에 대한 의미를 어떤 식으로 부여해왔고, 어떻

게 변화해왔는지를 바라보아야 했다. 따라서 현재 나타난 모습을 정체

성으로 정의하기보다는 살아온 전반적인 흐름 가운데 교사로서 실천해

왔던 경험들을 토대로 정체성 모습을 그려야 했다. 왜냐하면 교사 정체

성이란 가치와 경험의 해석과 재해석을 수반하는 지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Flores & Day, 2006). 

  연구 참여자들은 4년차부터 17년차까지 경력이 다양했다. 이들의 이

야기에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흐름이 있었다. 교직생활 가운데 이들을 

불안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경험들이 있었고, 그 경험을 계기로 생각과 

실천의 방식이 변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저마다 다른 중등 여자체육교

사의 교사 정체성 모습을 통일된 흐름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교사 개

인에게 변곡점이 되었던 계기를 중심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었다. 그 계

기들은 교사들로 하여금 상황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들고 기존의 방식

과는 다른 방식으로 실천하게 된 순간들을 의미한다. 나는 면담과 현지

문서, 관찰을 통해 참여 교사들의 삶에 있어서 계기라고 불리울 만한 

국면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 순간들을“정체성 긴장”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긴장이 일어나기 전의 국면을“정체성 출현”으로, 긴장이 해결

된 이후의 국면을“정체성 협상”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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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저마다 처한 상황과 맥락은 달랐지만 모두 

정체성 출현, 정체성 긴장, 정체성 협상이라는 세 가지 국면의 순환과

정을 통하여 현재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었다. 1절에서는 각 국면에서 

나타나는 정체성의 모습을 내러티브 형식으로 소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어서 그 모습이 의미하는 바를 서술하고자 한다.

 가. 정체성 출현

 

  연구에 참여한 중등 여자체육교사들은 나이, 경력, 태어난 출생지, 자

라온 가정환경, 다니던 학교 등이 모두 달랐으나 체육 교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교사 정체성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 

모습 중에는 중등 여자 체육교사이기 때문에 더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었다. 과거의 경험들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그것들을 생애사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생애사는 단순한 라이프 히스토리가 아니라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 내재된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

의 정체성 형성에 대해 알려줄 수 있다(Knowles, 1992; Sugrue, 1997).

1) 나는 체육 교사

  참여자들은 모두 어린 시절부터 운동이 생활화 되어있었다. 임지혜 

교사는 해병대 장교 출신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새벽 6시면 기상해서 

학교 운동장에 가서 뛰고 오고, 약수터에 올라가서“야호”소리 지르

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받았던 테니스 레슨으로 주말이면 테니스장

을 다녔다. 박어진 교사 역시 검도 감독님인 아버지가“딸임에도 불구

하고 장군처럼 키우셨고”혼이 날 때도 도복을 입고 대련을 하면서 혼

났다. 이밝음 교사는 어린 시절부터“운동적으로 타고난 것 같았고” 

주위에서 늘 운동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초등학교 선생님도 어머니

를 붙들고“팀 스포츠에 적합하다고 말씀하시며”운동을 권유하셨다고 

한다. 그 때 즈음부터 배우기 시작한 검도가 재미있어서 중학교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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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도를 했고, 손사랑 교사는 초등학교 때 수영 선수를, 박소망 교사는 

대학생 때까지 무용선수를, 조고움 교사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서른 

살이 넘어서까지 농구선수 생활을 하였다. 

그런데 그건 이미 태생이 (웃음) 그렇죠? 운동하는 사람 다 그렇지 않나
요? 움직이는 거 좋아하고 활발하니까. 

(박 교사-1차 면담)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몸을 움직일 때 기분 좋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마치 본능처럼 운동을 즐겨왔으며 중·고등학교 시절에도“당연

히 체육을 좋아하는”학생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운동은 삶의 중심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운동을 잘해온 것이 분명한 그들은 운동을 즐겨

왔던 공간에서 자신을“운동하는 사람”으로 정체화하면서 편안하고 

익숙한 감정들을 느껴왔을 것이다. 그래서 교사가 된 이후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여전히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을 즐기고 있다. 

워낙 제가 활동적인 거를 많이 했었고, 제가 가장 안 좋아하는 것 중에 
TV보기, 영화보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멍때리기 이런 거. 전 생산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도 아이를 낳고나니까 살이 찌잖아요. 그래서 
월, 수, 금을 에어로빅 운동하러 다녔어요. 그때 당시 에어로빅도 최신 
방송 댄스 음악이 맞춰진 운동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운동도 되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춤도 추면서. 발레랑 성격은 다르지만 이 방송 댄스
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재밌는 운동이다 하면서 이거를 5년
을 한 거죠.

(박 교사-1차 면담) 

  이처럼 참여 교사들은 모두 어린 시절부터 움직임을 즐겨왔고, 일상

생활 가운데 늘 해왔던 활동이기 때문에 체육 교사라는 정체성이 출현

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즐겁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흐뭇해하면서”동시에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 신념으로 연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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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아서 움직이는 아
이들도 있다. 과목에 대한 개인의 호감도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신
체활동을 억지로 강요하고 싶지 않지만 친구들과 함께 즐거움의 감정을 
나누고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는 아이들을 볼 수 있다. 그런 아이들에게
는 더 즐겁게, 자신의 의도를 담아 생각하며 움직이게 하고 싶고, 체육
교과만이 갖고 있는 ‘SWAG’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싶다. (열심히 하고 
싶다!! 파이아!!) 

(손 교사-현지문서-교사 연수교재)

   한편 참여자들이 교사가 되기 이전에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가르침의 즐거움을 직접적으로 느꼈던 계

기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교사라는 직업을 얻는 결정적 국면이 되었

다. 조고움 교사는“IMF의 여파”로 스물두 살에 농구선수라는 직업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때 당시“과도한 운동에 대한 염증”과 더불어“공

부를 하고 싶다는 욕심”에 체육과 대신 중문과에 들어가서 대학생활

을 하게 되었다. 선수생활만 하다가 뒤늦게 아이들을 가르쳐보니“어 

괜찮네.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무엇보

다도“애들이 즐거워하는 게 너무 좋았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한다.

 저는 중문과로 들어갔다가 대학교 생활을 하다가 그때! 아이들 가르치
는 알바를 그때 한 거죠. 근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운이 좋
게 체육교육과가 있는 걸 알고 전과를 하면서 그렇게 돌아 돌아서. 그래
서 막연하게 가르치는 게 즐거웠고, 제일 잘하는 것이 이거였구나 라고 
그때 생각 했었어요.

(조 교사-1차 면담)

 이밝음 교사는 고등학교 때 체육 선생님의 영향으로 체육 시간에 운

동을 잘 못하는 친구를 가르치는 경험을 해보면서 뿌듯한 감정을 느끼

게 된다.

선생님이 소프트발리볼, 쌩쌩이, 발리볼 등 여러 가지 뉴스포츠를 가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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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셔서 여고였는데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점심시간 스포츠리그도 활성
화되지 않았는데 여학생들끼리 점심시간마다 나가서 했었고. 그러다가 
쌩쌩이 수업을 하는데 동료교수모형으로 하셨던 거 같아요. 그때는 뭔지 
몰랐는데. 그때 제가 가장 잘하니까 가장 못하는 친구를 붙여주신 거에
요. 같은 반 친구인데 제 성격 자체가 파이팅 넘치고 같이 하는 거 좋아
해서 수업시간에도 막 같이 옆에서 가르쳐주고 쉬는 시간에도 뒤에서 가
르쳐줬는데 시험 보는 전날까지 하나도 못했어요. 그런데 시험 보는 날 
한 개를 했어요. 그런데 걔가 막 울어! 성공했다고! 그게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체육 선생님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교사-1차면담) 

 임지혜 교사 역시“80년대생이니까 날 밝으면 나와서 고무줄 뛰기 하

는 놀이 문화가 발달된 시기”였어서 학교놀이를 많이 했다.“누가 시

키지 않아도 앞서서 뭔가를 하고 싶어 했던”아이로 자신을 기억한다. 

박어진 교사 역시“장녀”였기 때문에 매일 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돌봐줘야 했으며“이거해봐 저거해봐”그러면서 아이들을 자주 가르쳐

줬다고 한다. 그렇게“선생님 놀이를 하면서 남들을 가르치는 것에 보

람을 느꼈던”경험은 박 교사로 하여금 본격적으로 교사가 되기 위한 

길을 준비하게 만든다. 

   Zembylas(2005)는 정서가 형성되는 과정은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

과 관련이 깊다고 하였다. 교사는 자신의 경험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

지 고려할 때 정서를 활용하게 된다고 한다(Zembylas, 2003). 이에 따르

면 연구 참여 교사들은 움직임을 통해 느꼈던 즐거움과 누군가를 가르

쳐본 경험을 통해 느꼈던 긍정적 정서가 통합되면서 스스로의 경험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고 이후에 체육 교사로서 자신이 적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나는 나이 먹는 교사 

  

  교사 정체성은 시간이 흐르고 경력과 경험이 쌓이게 되면서 고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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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지 않고 변화하기 시작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경력 교사가 되어가

는 과정에서 천천히 출현하게 되는 공통적인 모습이 있다. 수업할 때 

느끼는“예전 같지 않은 체력”과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느끼는 약간의 불안감이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신체적인 기능이 떨어지고, 아기 낳아서 몸 망가지
고 이랬을 때 드는 뭔가 자괴감이 클 것 같아요. 시범도 잘 못 보이게 
되고 애들이 나를 잘 따라하지도 않을 것 같고, 뭔가 감독교사로서 나가
서 지시를 해도 잘 통하지 않을 거 같고.

(박 교사-1차 면담)

  학생들 앞에서 직접적인 시범을 통해 교과를 지도해야 하는 특성상 

체육교사의 신체는 수업도구와도 같다. 말로 표현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이미 가시화된 몸을 통해 수업능력을 점검받게 된다. 따라서 나이에 따

라 비례하는 체력저하는 체육 교사의 수업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

대적으로 다른 교과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만큼 

우려의 정도도 높다.

 

밥 먹는데 하시는 말씀이 나도 장학사 할 줄 몰랐다고. 도덕선생님이거
든요. 나도 할 줄 몰랐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학교에서 애들과 웃으면서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다고. 자신이 없더래요. 너네처럼 젊
은 샘들이 계속 오고, 애들은 젊은 샘들을 좋아하고. 변화에 민감한 애
들인데 그거를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게 엄청 컸대요. 그래서 기회
가 있으니까 시험을 봤고, 붙어서 장학사로 간다고. 그래서 너희도 언제 
때가 올지 모른다고. 지금은 당연히 장학사, 관리자 이런거 당연히 생각 
안하겠지만 근데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때 기회를 잡는 
것도 좋다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라고. 애기엄마들 있고 한데 너네도 
빨리 대학원을 다녀라 이런 얘기 막 하셨거든요. 

(박 교사-1차면담)
  

  주위 동료교사들에게“젊어서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는 박어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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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아직 나이와 체력의 압박을 받진 않지만 동료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이 선생님 마음처럼 된다면”일선에서 벗

어나서 그들을 도와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지 생각하

게 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서 보았을 때 박 교사는 나이와 체력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갈등을 겪게 되는 상태에 직면한 것은 아니지만 염두

에 두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애들 둘을 낳았는데 음악줄넘기 할 때 요실금이 온데요. 다 고장나가지
고. 그래서 자긴 지금 너무 부끄럽고 막 줄넘기 할 때 무섭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제왕절개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특히 저희는 신체를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젊으니까 밖에서도 
열심히 하고 대회도 나갔다오고 이렇게 해도 기력이 떨어지지 않지만 나
중에 되면 힘들기도 할 거 같고. 우리는 몸을 쓰는 사람이라서 더 나이
에 민감하고 그런 거 같아.

(박 교사-1차 면담)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저하되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

인 현상이다. 문제는 체육을 가르치는 수업현장에서 만나는 학생들은 

늘 새롭지만 여전히 그 나이를 유지한 채 올라오고, 교사는 한해 두해

가 갈수록 나이를 더 먹는다. 신체적 건강이 중요한 체육교과의 특성상 

나이가 먹을수록 체력부족과 노화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교사들은 저마다“부담감”과 함께 앞

으로의“방향”에 대하여 고민하게 된다.

내가 과연 여자체육샘 돼서 지금도 서른한 살에 퇴행성 디스크판정을 받
았는데 내가 과연 애들한테 지금처럼 시범까지 보이면서 열정적으로 가
르칠 수 있을까? 스물아홉 살 된 시점부터 전 심각하게 느꼈어요. 내 몸
의 노화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는 못하겠구나. 그래서 계속 구조, 시스템
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전과를 해볼까 생각도 했었거든요. 
상담 쪽으로.

(이 교사-1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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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교사라는 직업적인 타이틀을 얻음과 동시에 

교사 정체성이 출현하였지만 나이듦이라는 신체적 노화와 체육교과의 

특성, 그리고 여성이라는 젠더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게 되면서 

교사 정체성이 천천히 재구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승진을 하지 못할 바에는. 남자 샘과는 다른 게 몸이 확실히 
노화되고 있고, 애들도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체육교사라
는 거에 대한 앞으로의 다른 교과보다는 조금 더 내 관리가 필요한 교과
니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어요. 사실 다른 교과들은 괜찮잖
아요. 퇴임까지는. 그거를 내가 감수해야 되는 구나. 그래서 아직은 물음
표라는 게 어떤 방향에 있지, 여기저기. 체육을 버릴 순 없겠지만 방향
들이 있잖아요.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40이 넘어가니 확 느껴요.

(임 교사-1차 상담)

3) 나는 아이를 둔 엄마 

  참여 교사들 중에서 결혼을 하고 육아를 시작하게 된 임지혜, 조고

움, 박소망 교사는 교사라는 이름 외에도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이름이 

생기게 되었다. 엄마라는 이름이 생기면서 개인적 삶이 크게 변하였고, 

이제까지 살면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 엄마가 돼서“아기를 딱 낳고나

니 시작도 안했다”는 자각을 하였다. 

제가 임용이 되는 과정에서 제 삶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들한테 되게 거만했던 거죠. 저는 산전수전까지는 가봤고 공중전까지는 
안 가봤어요. 왜냐면 되게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 거만했던 거예요. 근데 
애기를 딱 낳고나니까 아니야. 시작도 안했어(웃음) 이제 시작인거야. 이
제 시작인거야 나의 삶은 나의 다양한 삶은.

(조 교사-1차 면담)

  아이를 키우면서 첫 번째로 생기게 되는 생각은“얘도 귀한 집 자식

이겠구나”였다.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 용납이 안됐던 것들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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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고 이는 자기 아이

를 기르면서 아이마다의 성장속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부터였

다.

조교사 : 모르겠어요. 아이를 가지는 엄마의 시선으로 보는 거죠. 아이 
하나를 낳고 복직해서 볼 때랑 둘을 낳고 볼 때 느낌이 또 다
른 거예요. 신기하더라고. 그러면서 내 아이들도 그럴 수 있구
나..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가. 처음에는 이상한 실수를 하면 
왜 정신을 못 차려 이랬는데 애니깐 그럴 수 있겠구나. 성숙하
지 않았으니까. 좀 더 유해지죠. 

연구자 : 좀 더 시간이 필요한 단계구나라고.. 
조교사 : 어 아직 크지 않았구나.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조 교사-1차면담)

 아이에 대한 시선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조교사는 엄마들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게 된다.“예전에는 못 느꼈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다.

 

그러니깐 엄마들이 밤에 울면서 전화오고 하면 ‘이 엄마가 오죽하면’ 이
라고 생각 하는 거죠. 처녀 때는 못 느꼈던 감정이에요. 오죽하면. 당신 
자식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 보면.. 속상하고 밉기도 하잖아요. 
(아이가) 나를 괴롭히니까. 그래서 에휴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 교사-1차면담)
 

  임지혜 교사는 딸과 아들을 낳아 기르면서“아이들 안에서 해결책이 

나오게끔 기다려”주게 되었다.“예전에는 먼저 치고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해줘야 할 것처럼”지도했었는데 이제는“회복적 서

클도 배웠기 때문에”조금 더 이해해주면서도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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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르면서 이런 안목이 넓어졌어요. 느리고 행동도 커가지고, 말 버
벅거리고. 여자애들한테 치이고. 그래서 반 애들 중에 그런 애들한테 더 
신경써요. 실제 그런 아이들도 우리 반에 있고. 그 부모님과 소통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둘째 기르면서.

(임 교사-1차면담) 

  아이가 생기고 나서 출현한 엄마라는 정체성은 교사 정체성이 새롭

게 재구성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된다. 교사 정체성을 연구한 학

자들 다수는 교사 정체성이 개인적, 집단적 전문적 정체성 등의 여러 

하위 정체성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것들은 시간과 공간적 변화에 따라

서 복합적이고 유동적으로 재구성된다고 강조한다(김한별, 2013; Akker

man & Meijer, 2011; Gee, 2001). 참여 교사들은 엄마라는 개인적 정체

성이 출현하게 되면서 개인의 삶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을 뿐만 아

니라 교사로서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지도방식이 달라지게 되었으

므로 교사 정체성의 재구성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여자체육교사라는 정체성은 동질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통

짜의 정체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되기 이전의 무수한 경

험들 속에서 출현하였던 다양한 하위 정체성들이 모여서 여자체육교사

라는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더불어 현재도 시간이 흐를

수록 정체성은 계속적으로 재구성되어가고 있으며 그것은 교사를 둘러

싼 사회문화적 맥락과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 하는 가

운데 변화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나. 정체성 긴장

   참여 교사들은 교직세계에 입문하여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점차 적

응해 나갔다. 적응의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갈등을 겪었으며 부단히 흔들리는 가운데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스스로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

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정체성 긴장 국면에서 참여 교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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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고민과 부정적인 정서를 겪는 지점들을 포착하여 드러내고자 한

다. 또한 이 절에서 제시하는 소제목들의 내용은 동시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후자로 갈수록 긴장과 협상의 순환과정이 반복되고 누적되면서 

진행되었음을 알린다. 참여 교사들은 수업에 대한 긴장을 시작으로 점

차 업무적 고민으로 나아가는 공통적 양상을 보였다. 

1) 훈육과 교육사이의 긴장

 가) 질서와 실기

  손사랑 교사는 발령을 받기 전에 2개월 동안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한 적이 있었다.“진짜 개판이었던”그때의 기억은 손 교사로 하여금 

수업이란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들었다. 초임 교사였던 시절 학교에 발

령이 나서 처음 학생들을 맞이했을 때, 생각했던 바대로 수업이 진행되

지 않았던 경험은 교사라면 흔히 겪어보았을 것이다. 손 교사는 대학생 

시절 교수님의 말씀에“꽂혀서”수업을 진행했다가“깜짝 놀라는”경

험을 하게 된다.

 

저는 임용이 되기 전에 2개월 정도 수영장에 있는 수영수업이 있는 고등
학교에서 기간제를 했어요. 그때는 진짜 개판이었어요. 창피해요. 생각하
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웃음) 그때 당시에 배웠던 것이 학교에서 실습 
같은 걸 했었는데 교수님이 준비 운동 할 때 뭐 하러 줄을 맞추냐. 준비
운동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다. 거기에 제가 꽂힌 
거예요. 그래 나는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난 나만의 스타일을 
찾을거야. 그래서 나오면 야 두 바퀴씩 돌아. 그리고 여기 앉아있어. 근
데 안돌고 이 자식들이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깜짝 놀랐던 건 다 왔다고 생각 하고 수업을 하는데 보건실 갔다 
온 새끼가 갑자기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웃음) 이래서 줄을 맞추고 그렇
게 하는거구나 라는 걸 그때 느낀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먹고. 그냥 망
치자 실패하자 하고서 이제.

(손 교사-1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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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스스로 책임감을 갖

고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수업을 운영하고자 했다.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면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보여줬던 학생들을 보고 수업을 운

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침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이러

한 고민은 이밝음 교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첫해 때는 다 없애버렸었어요. 체육복도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이렇
게 생각했었는데. 수업이 뒤로 갈수록 개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르겠
어요. 어떤 사람은 본인 자체가 갖는 카리스마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아 이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사람인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
니에요. 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선 리더십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상당히. 
대학에 들어가니까 너무 날고 기는 애들이 많아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움츠려들었었어요. 대학교 생활 자체가 행복하진 않았거든요. 자신감이 
약간 떨어졌던 시기가 대학생이었고. 그게 영향을 많이 줬었던 거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친절한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규율이나 규칙이 중요
하지 않다고 초반에 생각 했었어요. 

(이 교사-1차 면담)

  박소망 교사는 배드민턴 수업을 하게 된다.“지금 생각해도 어이없던 

게”체육 시간이나 예비교사 시절에 배드민턴을 배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수업을 하라고 지시한 선배교사에게“배드민턴을 한번도 쳐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스텝만 가르쳐주면 된다면서”기본적인 몇 동

작만 배웠고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기 시작했다.

 

그게 정답인 양(웃음) 그리고 나서 배드민턴 쳐라 하고 치는데. 축구 농
구는 시범을 그렇게 애들이랑 같이 게임을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배드
민턴은 같이 쳐줘야 되잖아요. 치고도 싶었고. 그래서 같이 치는데 제가 
너무 못하는 거예요. 애들하고 너무 똑같아(웃음) 거기서 순간 머릿속에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교사가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었어요.

(박 교사-1차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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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을 하면서“적어도 체육교사라면 학생들보다는 좀 더 나아야 되

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고“내가 아는 게 없는데 이렇게 가

르쳐도 되는 걸까”하는 의문이 떠오른 채 수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그

러나 시간이 흘러서 평가도 봐야하고“방학이 오고”하면서 잊게 된다.

다음 평가도 있고 또 방학이 오고. 그니까 잊어버린 거죠(웃음) 평가하면 
학생들을 따로 세워놓으니까 그냥 학생들과 배드민턴을 치던 그 순간에
만 생각이 들었던 거지 지나고 나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내가 클럽을 찾으러 다녀야 되겠단 생각을 못한 거 같아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클럽이 있는지도 몰랐고 내가 뭔가를 배우러 다녀야 되
겠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 당시엔 그냥 취미로 인라인 타러 다니고. 
취미생활로 인라인 타러 다녔어요. 내가 뭐 체육수업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봐야겠단 생각. 실기를. 그땐 못했어요.

(박 교사-1차 면담)

 임지혜 교사는 신규 발령 학교에 남자 체육선생님과 함께 가게 되었

다고 한다. 같은 학년을 가르치게 되면서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의 여부

와는 상관없이 남자 체육 선생님이 보여주는 시범만으로“아이들의 이

목을 강탈해가는”상황에서“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끔 의기소침한 분

위기”가 생겼다고 한다.

둘 다 1학년 담임이었고 앞반은 내가, 뒷반은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당연히 시범이나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거기에 아이들 호응도도 그렇고, 
제가 또 기능이 출중하지 않다보니 아이들과 축구도 같이 뛸 수 없고, 
드리블도 실력 차가 나고 농구도 그렇고. 게임을 같이 아이들과 하지 못
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이 되게 컸어요. 선생님들이 전공 뭐였어요? 어 
체육교육관데요. 뭔가 특기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사실 그건 지금
도 있어요.

(임 교사-1차면담)

   운동장은 몸과 몸들이 경합하는 투쟁의 장이다. 머리와 지식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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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기 힘든 몸들의 대결이 펼쳐지는 의미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운동능력 중심의 학교체육 문화(남상우, 이해령, 2019)에서는 운동 수행

능력을 교사의 자질로 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 임 교사는 

초임 교사시절에 남자체육교사의 출중한 시범에 비해 부족한 자신의 

운동 능력을 비교하며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갈등을 겪었다.

 나) 운동과 수업

  수업을 하는 교사에게 학생의 존재는 절대적이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반응은 소중한 피드백이 되어 교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교사에게 보람감과 뿌듯함을 가져다주는 원천이기도 하다.

“학생들이 나를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말하는 박어진 교사에

게 수업 시간에 담임반 반장 학생이 했던 말 한마디는 수업이 끝난 후 

교무실에 가서도 되뇌일 정도로“충격”이었다. 

 

걔가 아! 재미없어. 이렇게 탁. 얘기했는데 그 말에.. 재미없어...? 완전 
충격을 먹은 거예요. 선생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요? 하는 거예요. 야 
넌 수학은 재밌어서 하냐? 이러면서 막 했어요. 재미있을 수도 있고 없
을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앞에서는 강하게 나갔는데. 수업이 끝
나고 나서 교무실에 와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재밌
는 수업을 하자 이거였거든요. 근데 걔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재미가 
꼭 있어야 되는 수업인가? 얘를 설득시키려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업은 재미있는 게 아니다 이거를 제가 가져가야 아이들을 설득할 수 
있었어서.. 

(박 교사-1차 면담)

 박 교사는“내 수업은 재미없는 건가? 그럼 수업은 늘 재미있어야 되

나?”라고 질문을 바꿔서 스스로에게 던져본다. 학생의 말 한마디에 자

신이 늘 추구했던 수업의 방향까지 깊이 고민하게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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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어떤 선생님한테 수업이 재미가 있어야 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 수업은 늘 재미없어(웃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
요. 쿨한 한마디가 저한테 아 재미없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된 거에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애들한테 레크레이션 요소가 담긴 게임을 만들어서 
수업 초기 때 딱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끝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얘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였지?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박 교사-1차 면담)
  

   박소망 교사는 신체활동을 체험하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가치를 내

면화하는 과정에서 체육과의 역량을 기를 수 있다고 기술된 체육과 교

육과정 문서와는 다르게 수업을 하면 할수록 역량이라는 것이 수업 안

에서 길러지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생기게 된다.

 게임을 그냥 시킨다고 해서 협력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축구경기를 
시켰는데 싸움만 일어나더라. 그럼 협력이 뭐지? 협력을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던 거 같아요. 무용수업도, 단지 내가 
방송 댄스라는 걸 애들한테 동작을 가르쳐주면 애들이 재밌어는 해요. 
하지만 배우고 끝났었어요. 그 안에서 동작을 알려주면서 뭔가가 일어나
거나 뭔가 할 거 같은데 사실은 가르쳐 주는 거밖에 안되더라고요.

(박 교사-1차 면담)

  수업을“짧게 짧게”하니까 단순한 기능밖에는 가르쳐 줄 수 없었던 

현실 속에서“수행평가 자체도 짧은 시간 내에 해야 될 수밖에”없었

고, 무용 수업을 할 때도“한 곡 가르쳐주고 따라하게 하는”계획밖에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업에서 과연 학생들이 무엇을 얻어가고 있

는지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잘하는 애가 못하는 애 가르쳐주는 거. 근데 거기서 끝나. 거기서 창의
성이 일어나거나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복잡한 문제해결이 일어나거나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거나 이러지 않아. 단순히 동작만 가르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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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끝. 근데 이런 수업은 청소년체조라든가 그전에 창작체조 할 때 해봤
었거든요. 거기에 근데 한계를 항상 느꼈었어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박 교사-1차 면담)

2) 업무와 역할사이의 긴장

 가) 교육자 외의 역할기대

 

  학생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학부모는 교사로 하

여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동지가 되기도 하지만 교육적 의도가 담긴 

지도를 불신하고 거부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후자의 관계일 때 교사

는 아이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그동안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간 느낌을 들게 한다. 조 교사의 경우 힘든 반 아이들을 지도하다

가 학부모 소송민원에 휩쓸렸던 적이 있다.

밤에 어머님이 전화 하는 건 다반사였고, 막판에 소송까지 가겠다고 한 
엄마들이 있어서 그때 정말 최악 달렸죠. 예방주사 크게 맞았어요. 인생
의 예방주사. 선생님들이 맨날 어떡하냐고.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아요 괜
찮아요 했는데 학기말 가니까 터지드라구요.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제가 되게 우울했었어요. 밤에 그냥 자 다 깨서 멍하니 한 시간 있다가 
자기도 하고, 교사로서 모욕감도 느껴보고, 그때는 되게 아팠어요. 되게~ 
많이 아팠어요. 근데! 예방주사 크게 맞았어요. 교사 길게 하라고.

(조 교사-1차 면담)
 

  이밝음 교사도“아이들 싸움이 학부모 싸움”으로 번져서 중재하는 

가운데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생활지도업무를 담당하면서 아이

들을 교육적으로 지도했고, 잘 화해시켰다고 생각했으나 학부모는 교육

적 차원의 지도를 바라기보다는 일을 처리하는 절차상에서 법적 시시

비비를 가려주길 원했기 때문이다.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 교사의 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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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책임감이라고 생각했던 이교사와는 다른 역할을 요구 당했던 상

황은 이 교사로 하여금“지켜야 될 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

다.

너무 쉬웠는데 막판에 진짜 애들 싸움이 학부모 싸움으로 번져서 그걸 
중재하려 다가 무슨 청문회 당하는 것처럼 학부모님들한테 굉장한 모욕
을 당했었고, 그것 땜에 제가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었고 내 진심을 알아
주신 분도 계셨겠지만, 내 진심보다는 자기들의 그런, 지역사람들이잖아
요. 그러니까 본인들끼리의 감정문제 였는데 본인들이 싸우면 지역 내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학교로 전가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제가 가운데 있었
고..(중략)...수업 때문에 힘들진 않아요 아직. 근데 항상 업무와 내가 지
켜야 되는 선과 그 흔들렸을 때 이런 것들이 힘든 거 같(아요.) 지금은 
방학이잖아요. 전 그래서 제가 지켜야 되는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
장히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매뉴얼을 만들어야지. 구조화시켜야지. 이 
생각이 제 머릿속에 지배적이에요.

(이 교사-1차 면담) 
  

  수업과 업무, 학생과 학부모, 가르쳐야 할 것과 배워야 할 것들 사이 

그 어디쯤에서 이 교사는 갈등했다.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서“방학만큼 개학이 설렜던”교사였는데 어느새 겁이 나기 시작했다. 

이교사는 그러한 자신을“망치를 든”사람으로 비유한다. 학교에 가면 

모든 것이“두들겨야 하는 못”으로 보였다. 그래서 지금은“업무와 내

가 지켜야할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굉장히 고민”하면서“메뉴얼

을 만들고, 구조화”를 하는 가운데 교사로서의 자신의 존재에 대해 계

속해서 되물었다.

학교 밖에서 일부러.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구. 성적표를 써야 
되는데도 학교밖에 나가면 나 절대 일 안할거야 이러면서. 집에 와서 반
차 썼었거든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그래도 일 안했어요. 그러면서 
영상을 보고, 책을 보고 있는데 너무 웃긴 게 영상을 봐도 책을 봐도 다 
학교랑 연결 짓는 나를 보고 내가 닉네임을 잘못 지었어. 제 스스로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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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름이 배워서 남 주는 체육교사였거든요? 내가 닉네임을 잘못 지었
어(웃음) 아~ 왜 내가 이 순간에, 난 아무생각 하고 싶지 않아서 티비를 
보고 책을 보는데 왜 나는 지금 또 뭘 하고 있지. 배워가지고 또 뭘 가
르치려하고 있지? 그게 되게 괴로웠었거든요? 근데 또 시간 지나니까 괜
찮아지고. 아 내 정체성이 이거구나. 배워서 남주는 체육학샘.

(이 교사-1차 면담)

 이 교사는“수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수업할 때 제일 행복하

고 수업에 대해 고민할 때는 약간 스트레스가 긍정적인 스트레스로 다

가오는데”경력이 쌓일수록 배워야 할 건 수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업무들 속에서 균형을 찾는 것과 다양한 교육관계자들 사이에서의 위

치를 잘 잡아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는 중이다.“인간관계와 

처세술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믿고 의지하는 선배교사

와의 대화는 이 교사로 하여금“그 어떤 위로보다 현실성 있는 조언”

이 되어 흔들림 가운데 갇혀있지 않게 해주었다.

요새 든 생각은 수업은 3년 지나면서 궤도 위에 올려놓은 거 같아요. 그
러면 그 안에서 내가 조금 조금씩 업그레이드만 시키면 내 나름대로의 
수업을 해나갈 것 같은데 생활지도하고 업무. 그리고 선생님과 학부모님 
사이에서의 처세술은 지금도 바닥인. 그래서 업무가 힘든 거고. 그래서 
생활지도가 힘든 거 같아요. 

(이 교사-1차 면담)

 나) 업무 처리사로서의 역할 기대

  참여 교사들 중에 절반은 운동부 업무를 비롯하여 체육 부장이나 생

활지도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운동부 일은 참여 교사들 

모두에게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고갈과 소진을 안겨주고 있었다.

“일 자체의 총량”이 많기도 하지만“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으며 메

뉴얼대로 해도 얼마든지 감사에 지적받을 수 있는 구조”의 문제가 겹

쳐있기 때문이었다. 참여 교사들이 보여준 정체성 긴장의 모습들 중에 



- 65 -

유일하게 교육적 성격보다는 업무적 성격으로 일을 규정짓고 자신의 

역할에 대해 협상을 마무리 지은 특징을 보인다.

 
잡무죠 잡무. 운동부 잡무가 엄청나요. 운동부 상태가 제가 보기에는 포
화상태에요. 아마 조만간 뭔가 일이 있을 거 같아요. 최대치 달리는 거 
같아요. 가장 성가시면서도 가장 위험한 일이구요. 왜냐면은 운동부는 돈
이 움직이는 것도 있고 학생들에 관한 것도 있고. 저는 이렇게 말해줘
요. 교장교감의 아킬레스건이 운동부라고. 

(조 교사-1차 면담)

  52시간 근무시간 제한으로“전지훈련과 시합을 모든 교사가 가야 한

다는 공문”을 보내주었지만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주면 그 책임은

“학교와 체육교사”에게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 조 교사는“교육청이 

체육교사를 학대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일주일씩 

전지훈련을 따라가려면“집에 있는 5살, 7살 아이들은 그렇다 쳐도 체

육 수업을 일주일씩 누가 어떻게 해줄 것이냐”하는 답은 없이 그냥 

가라고만 하는 상황은 조 교사의 업무에 대한 몰입도와 애정을 떨어뜨

리게 하였다.

  또한 운동부 업무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매뉴얼 지침 외에“관행”

처럼 돌아가는“각종 모든 것들 때문에”운동부 담당교사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일이 터지면“모두 책임져야 하는 구조”였다. 이 

교사는 운동부 업무를“통제 불가능한”업무로 규정짓는다.

다른 엄마들이 코치님 통장으로 돈을 넣는지 안 넣는지 제가 어떻게 알
아요. 근데 청렴연수 다 하죠. 하는데도 소용없고. 부모님은 시합장마다 
맨날 따라오시고 그러면 같이 밥 한번 먹게 되는데, 부모님 엔빵 하셔야 
해요 엔빵 하셔야 해요 몇 번을 얘기해도 연세 많은 아버지가 계산을 하
려고 가면, 아버님 카드 빼버리고 김영란법 아시죠? 제가 해야 해요. 가
서 20만원 긁고 있고. 되게 힘들었었고. 그리고 저는 전지 훈련할 때랑 
시합할 때 매번 따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제 일상이 없었었고 그래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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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친구랑 엄청나게 많이 싸웠었고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를 엄청나게 반
복 했었어요.

(이 교사-1차 면담)

  손사랑 교사는 운동부 업무가 무엇보다도“내 철학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게”아니기 때문에 답답해했다. 게다가“관리자와 코치님과의 

중재를”해야 하는 점에서 불편함도 있었다. 

내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게 너무 답답해요. 매뉴얼
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저는 싫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뭔가 일을 만들
어서 하는 걸 좋아해요. 수업은 뭐 어차피 해야 되는 거지만 해야 되는 
거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철학을 가지구서 내가 내 맘대로 구성해서 
할 수 있잖아요.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아무래도 코치님을 
잘 챙기고 싶은데 이제 관리자들은 사사건건 엄청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에요. 되게 소극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우리는 이왕 하는 거 제대
로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중간을 찾아야 되는 게 조금 힘들
죠.

(손 교사-1차 면담)

 다) 체육교사에 대한 역할기대

  학교는 체육 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있다. 이를테면“다른 선생님

은 애들 못 잡는 건 얘기 못하면서 체육 선생님은 애들 못 잡는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 교사”들의 말속에는 체육 교사니까 엄격하게 학생

들을 통제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참여 교사들 대부분

이 교직 생활 가운데 학생인권부에서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도 이러한 

상징적인 이미지가 실제와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왜 혼내는 걸 체육선생님이 해야 되는지, 왜 학생부장은 체육샘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생활지도는 체육 샘이 해야 되는지.

(조 교사-1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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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체육교과특성상 아시잖아요. 학생부나 체육부로 거의 꽂히잖아요. 
체육부보다 학생부, 생활지도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쓸모없는, 
너무 싫어요. 학폭과 생활지도는 앞으로도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아이
들과 부딪히고. 너무 힘든 자린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하고 싶지 않아요.

(임 교사-1차 면담)

 참여 교사들은 이렇게 체육 교사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역할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묘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한다고 말한다.

 요구되는 역할이 너~무 많아요. 체육선생님들 애들 못잡아? 체육선생님
은 왜 카리스마가 있어야 하고, 체육 선생님은 왜 애들 잡는 역할이어야 
하고? 근데 또 사실 그거에 프라이드를 느끼기도 해요. 그것도 되게 웃
기다. 

(이교사-1차 면담)

 그 외에도 축제와 같은 학교행사가 열리면“운동장 주차관리”를 하

거나“체육관 의자 깔기”와 같은 일이 맡겨지는데 체육교사가 주로 

사용하는 수업공간이기 때문에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맡겨지는 측면도 

있지만“힘 쓰는 막노동 일을 잘할 거라는”상징적 이미지가 작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담임 선생님이 체육이면 학업에 관심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

는 학부모님”들의 선입견 속에는 체육교사는“공부를 못하고 운동만 

좋아해서 체대에 진학했고, 운동만 잘하면 체육선생님이 될 수 있다”

는 생각이 담겨있는데 모든 교과 중에 제일 수업하기 편한 교사라고 

여겨지는 이미지로 인해서 박어진 교사는“엄청 화가 나기도”한다.

체육 편하지. 체육 좋잖아. 이거에 엄청 화가 나거든요. 그걸 우리가 바
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가끔 보여주기식 수업을 했거든요. 운동장에서 
막 안쓰던 게이트볼 끌고 와가지고 꽂아가지고 하고. 인라인스케이트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 아스팔트 도로에 라인 쭉 그려서 해가지고 
인라인 애들 타고. 기록 평가하고. 하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많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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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어요 일부러. 저 선생님들이 요즘 체육은 그렇지 않구나 바뀌었구나.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박 교사-1차 면담)

3) 진정한 나의 부재

  한 가족의 엄마인 연구 참여 교사들은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들을

“책임지고 잘 키워야 되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학교에“올인”했던 임 교사는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몸을 크게 다

친 이후로 노력의 비중을 조금 더“가정에 의식적으로 둬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가끔은“진정한 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우울감”도 

오지만 이런 시간들이 자신을“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다”고 여긴

다.

전 진짜 지금 이렇게 분가한지 2년째거든요. 온전하지 못했던 이런 것
들, 스트레스. 지금도 많이 흔들리죠. 그래서 가정에서 엄마의 역할, 아
내의 역할, 며느리의 역할은 지금 잡아가는 단계에요. 그렇지만 근데 희
망적이에요. 아 할 수 있구나.

(임 교사-1차 면담)

  임 교사는 학교와 가정 모두를 두루 살피면서 바쁜 하루를 보내면서

도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무리했는지 몸 이곳저곳을 자주 다치게 된

다. 2015년부터 4년간“발가락 골절부터 목디스크, 종아리 근파열, 늑골 

골절, 어깨근 파열”등 끊이지 않던 부상을 겪어냈다.

사실은 부모님과 살 때는 다섯 시간 이상을 안 잤어요.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새벽 5시면 무조건 나왔어요. 헬스장 가고 수영
장 가고 등산 가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다친 거예요. 몸을 돌보지 않아
서. 그래서 이젠 수면시간을 6시간 이상 하려고 의도적으로 눕고. 그리
고 이제 삶에 균형이 이제 중요하구나. 가정에도 어느 정도는 써야하고, 
엄마의 자리가 보였던 게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가도 결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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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던 거고. 많이 다져졌어요.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임 교사-1차 면담)

 10년차에 힘든 학급 아이들을 만나서 마음을 다치고 부상으로 몸을 

다쳤고, 같은 해에 친한 친구와 5년을 함께 근무했던 부장님의 죽음을 

겪으면서“망치로 머리를 얻어맞게”되었고,“한 가정의 엄마로서 자기 

자신”이 보였다.“내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표현한 이 시기는 임지혜

라는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 

  정리하자면, 참여 교사들은 교사로서의 자아와 개인으로서의 자아 두 

가지 측면에서 정체성 긴장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교사로서의 

자아측면에서는 수업에 대한 고민, 생활지도와 업무, 교과교사로서 기

대 받는 역할들을 수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정체성 긴장을 겪었다. 교사

들마다 주된 긴장의 형태와 깊이는 달랐지만 대다수는 수업에 대한 고

민을 시작으로 점차 생활지도와 업무순서로 긴장의 국면이 이동하거나 

혹은 확대되었다. 먼저 교과수업과 관련된 정체성 긴장국면은 다음과 

같이 발생하였다. 수업을 의도한 대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수업 질서를 

잡는 요령과 실기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운동을 재미있게 하는 차원

에서 더 나아가 협력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체육수업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생활지도와 업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학부모, 관리자, 학생들로부터 기대 받는 다양한 역할요구에 대

해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중심을 찾기 위한 고민들이 포착되었다. 

  개인으로서의 자아 측면에서는 참여 교사들이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고 나이를 먹으면서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정체성 

긴장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한꺼번에 몰리고 

엮이면서 갈등과 혼란을 겪었고 개인적 자아와 교사로서의 자아는 서

로 긴밀한 관계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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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체성 협상

  

  참여 교사들은 저마다 정체성 긴장을 야기하는 다양한 상황들 가운

데 놓여 있었고 그 속에서 자괴감과 부담감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

험하였다. 또한 개인적 자아와 교사로서의 자아가 충돌하였고 자신을 

둘러싼 맥락이 요구하는 역할과 자신이 믿었던 교육적 신념 및 가치와 

경합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시간이었지만 부단히 

자기 자신에 대해 물어보고 실천하는 경험의 순환이기도 하였다. 이 절

에서는 참여 교사들의 정체성이 협상된 모습들을 드러내고자 한다. 협

상은 실천의 모습으로 포착할 수 있었으며 실천에 대해 해석하고 의미

를 부여하는 참여교사들의 말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1) 교육자로서의 목표 자각하기

 손 교사는 발령 전에“망했던”수업경험을 밑거름 삼아서 본격적으로 

발령받아서 가게 된 학교에서는“줄 맞추는 법, 제식 훈련 하는 법”을 

늘 강조하게 된다. 교사가 학생들을 장악하고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사로서“책임감을 갖고 역량을 키워줘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처음에 임용되고 나서 처음 할 때는 줄 맞추는 법, 제식 훈련 하는 법을 
항상 했었던 거 같아요. 지금도 첫 번째 시간은 무조건 제식훈련을 해
요. 그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그게 수업루틴으로
써 잡혀있는 틀로서 애들이 줄을 서있고 내가 확인도 해보고.

(손 교사-1차 면담)

 이밝음 교사 역시 함께 근무하던 부장님의“아이들 통솔하는 방법

을”관찰하면서 수업시간에 필요한 체력훈련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학

생들에게 수업을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수업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현실 속에서 부딪혀보고, 동료 선배교사의 수업을 직접 관찰

하게 되면서 자신만의 수업관리전략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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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저의 수업하는 방식, 구조화시키는 방식은 무조건 처음에는 제식 
훈련을 빙자한, 제식훈련은 아니지만 체력운동. 거기에 저는 가치를 부여
하죠. 모든 운동에는 체력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거고 앞으로 운동을 너
희가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이 너무 괴로워도 너희는 참아야 해. 근
데 체력운동이라는 거에 질서와 규칙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 이
후의 수업이 편해지고 나는 친절하지만 단호한 선생님이 되어있었고. 

(이 교사-1차 면담)

 한편, 무용 전공 출신인 박 교사는 이미 교사가 되기 전에 실기에 대

한 위축감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 임용 실기에서 고득점을 받으면“못

하는 편이 아니구나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첫 학교 

근무가 끝난 후에 육아를 위해 휴직을 했던 마지막 해에 늘 하던“에

어로빅 학원을 끊으려고 가까운 스포츠센터”에 갔다가 우연히 배드민

턴 클럽을 보면서“그때 그 생각”이 떠올랐다. 학교에 다시 돌아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워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동호회에 들어가

게 되었는데“너무 재밌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난 느낌”을 받았다.

이게 체육이구나. 이게 스포츠구나라는 또 다른 세상을 만난 거죠. 그래
서 에어로빅을 그만두고. 일 년을 열심히 했어요. 하루 오전에 9시에 가
면 12시, 1시까지 쳐요. 그럼 저녁에 또 타임이 있어요. 저녁에 5시, 6
시까지 가서 9시까지 쳐요. 그럼 하루에 정말 4시간 이상 치는 거죠.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루하루 가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내가 복직을 하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최대 한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
해서. 그때는 1순위가 배드민턴이었던 거 같아요. 제 인생에. 가족이 아
니라 배드민턴(웃음)

(박 교사-1차 면담)

 그 이후로 학교에 가서“배드민턴 학생 동아리도 만들고, 교사 동아리

도 만들면서 학교의 삶이 또 다른 즐거움”이 되었다. 코치한테 레슨을 

받으면서도“공을 어떻게 띄워주고, 무슨 말을 하는지”관심 있게 지켜

봤고,“똑같은 클리어를 가르쳐도 코치들마다 다르게 가르치지만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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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방향성 맞춰서 보내는 목표는 같은”점을 보면서 다양한 티칭법

에 대해 배웠다. 그리고 본수업과 방과 후 수업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경험들은 박 교사에게 단순히 실기 종목 한 가지를 배웠다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체육 교사로서 끝까지 일할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해주었다.

그때 배드민턴 시작한 게 저의 또 다른 체육교사로서의 삶을 연장시키
는. 제가 배드민턴을 하고나서 내가 이거 하나로 일반교사로 퇴직까지 
할 수 있겠다. 뭔가 그런 긍정적인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 배드민턴 하
나가.

(박 교사-1차 면담)

2) 수업 디자인에 변화주기

  박어진 교사는 감수성이 풍부한 여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자 노력한다. 재미보다 성취를 강조하기 위하여 여학생

들이 어려워하는 농구수업을 평가항목에 넣고“시간을 재서 레이업 슛

을 쏘는 스킬 챌린지 방식의”기능 연습을 시켰다. 학생들은 학기말에 

수업 시간에 느꼈던 점을 적을 때 농구를 많이 골랐고, 이를 통해 긍정

적인 반응을 얻은 박교사는“놀이형식이 아니라 아이들이 성취할 수 

있는 수업을 해야겠다는”마음을 굳히게 된다.

  이 교사는 남녀공학에서 중학교 1학년 합반 학생들에게 체육수업을 

지도한다. 남녀간의“신체적 차이”는 명확하기 때문에 남학생과 여학

생이“모두 우수할 수 있는 종목을 섞어서”수업을 한다. 

처음에는 무조건 타바타를 맨 처음에 하거든요. 체력운동. 자기 체력수준
에 맞게 최대강도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달을 빡세게 체력운동을 
하고나면 얘네들은 뭘!해도(웃음) 감사해하고 행복해하고. 저는 처음에 
깔고 들어가요. 처음에 타바타하면 애들이 이거 왜 해요 재미없어요. 이
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얘기해요 나는 너네 재밌게 해주는 사람 아
니야. 나는 내가 가르치는 체육시간에는 내가 가르쳐야 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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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해. 난 너희를 건강하게 할 거고 건강하게 만들 거고 살면서 여
기서 배우는 것 중의 하나가 너희들 여가시간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
고 그런 식으로 경험을 중시하고 그래서. 나는 스파르타 체육선생님이니
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러고 처음에는 강하게 나가요. 

(이 교사-1차 면담)

  한 달 동안 체력운동을“빡세게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건 표현활동”

이다. 남학생들의 반응은 일관되게“축구안하냐고”물어보지만“나한테 

축구하잔 얘기하지마. 내가 시간 줄 때 해”라고 강력하게 한 후에 표

현활동 수업을 하고 경쟁활동까지 마무리하면서 한 학기를 마무리한다. 

이처럼 연구참여교사들은 남녀학생들에게 성취감과 의미를 주면서도 

흥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수업을 섬세하게 디자인함으로써 수업을 운

영해나갔다. 

  참여 교사들은 모두다 여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하는 마음이 강했고, 여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

한 직접적인 수업 실천의 흔적들이 보였다. 그 이유를 분석해보면 남녀

학생의 신체적 차이에서 오는 수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체성 긴장이 

심각하게 야기되었다기보다는 여자체육교사라는 정체성이 출현하기까

지 본인 스스로 어린 시절부터 느껴왔던“여자였기 때문에 은연중에 

받았던 움직임에 대한 억압”과 관련된 경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타바타운동 프로그램 계획서 및 사진자료



- 74 -

  조고움 교사는 남학생과 여학생 분리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여학생들

이 수업 시간에“눈치 안보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남학

생은 남학생대로 “조금 더 다이내믹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모두에

게 “파이팅 넘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 만족해한다.

그래서 저희학교 여자아이들은 체육 되게 좋아해요. 저희는 스포츠 리그
같은 것도 심판할 때 여자 남자 똑같이 반반 뽑거든요. 그럼 남자랑 똑
같이 활동을 해요. 심판진도 똑같이. 여자 아이들 경기할 때 심판을 여
자아이들이 보니까. 똑같이 활동을 하고, 동아리가 잘 운영되고 있어요. 

(조 교사-1차 면담)
 손 교사의 경우에는 근무하던 여중이 남중과 통합되어 신설되는 과정

에서 여학교에서 보여줬던 여학생들의“적극적이다 못해 눈을 희번덕

하게 뜨고 심판 학생들에게 항의하는”적극적인 모습들이 공학 수업에

서도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에 고민하다가 남녀분리 수업시스템을 구상

하였다.

두 개의 혼성학급을 합반으로 시간표를 편성한 후 남학생 반과 여학생 
반으로 나눠서 각각 두 명의 교사가 따로 가르치는 형태를 유지하는 남
녀분리수업으로 구성하다가 아이들의 집중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단계
식 수업구성도 혼합하였다.

(손 교사-현지문서)

남녀분리수업과 단계식 수업구성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었던 이유

는 손교사가“해야 되니까 하는 것보다 하고 싶어서, 뭔가 일을 만들어

서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인 성격도 있지만 함께 근무하는 동학년

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분반시스템에 대해서“공감했기 때문에 합반이 

되더라도 우린 같이 들어가서 수업하자”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인 것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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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교사는 실기기능을 반복적으로 학생들에게 연습시켜도 그것이 

게임수행능력이 향상되거나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고 수업 디자인을 바꿔보기 위해 노력

했다.

거기서 창의성이 일어나거나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복잡한 문제해결이 
일어나거나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거나 이러지 않아. 단순히 동작
만 가르쳐주고 끝. 근데 이런 수업은 청소년체조라든가 그전에 창작체조 
할 때 해봤었거든요. 한계를 항상 느꼈었어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래서 무용 수업을 계획하다보니까 내가 동작만 가르쳐주는 
수업이 아니고 아이들한테 자기들만의 동작 구성을 해보라는 걸로 변환
을 하면 아이들이 그 안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동작대형을 만
드는데 있어 의견을 나눠야 하고, 서로 맞춰야 하고. 그렇게 수업디자인
을 바꿔봤고.

(박 교사-1차 면담)

  박 교사는 선택중심교육과정과 배움 중심교육연수가 잘 정착된 학교

문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수업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충분한 

     <그림 4> 손 교사-현지문서-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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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수많은 교과수업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수업방

식과 지도철학을 재구성할 수 있었고 수업을 바꾸면서 학생들이 체육

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다.“체육대회나 스포츠클럽 

등 체육교과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 학생들과 교사들, 학부모들한테 가

장 큰 장점으로”인식 되는 변화를 직접 보게 된 것이다.

배드민턴도 보니까 축구, 농구도 너무 단순한 걸 계속 하다보니까 결국 
게임에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걸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이 바뀌
는 과정에서 선택 중심교육과정의 시스템도 있었고요. 그 시스템은 길어
지기 때문에 그런 전환점이 있었고 하나는 00중에서 배움 중심이라는 교
육연수를 계속 진행했었어요. 그리고 다른 수업을 계속 보러 다녔고. 다
른 수업교과들을 보면서 얻는 배움 들이 있었어요. 공유하고 표현하고, 
아이들을 연결시키고, 아이들과 수업시간에 대화하고. 대화하면서 탐구시
키고, 이러한 스킬을 제가 배운 거죠.

(박 교사-1차 면담)

3) 업무의 우선순위 구조화하기

  학부모와의 일을 겪으면서 교사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되묻고 

있던 이교사에게 멘토 교사가 해준 이야기는 한줄기 희망의 빛이 된다. 

교사로서 자신을 자각하고 중심을 잡게 해줬기 때문이다.

 

근데 또 그때 멘토 선생님이 얘길 해주셨죠. 야. 법을 공부하고 상담을 
공부할 생각을 왜 해. 너는 교사야. 그냥 법과 상담을 잘 알고 있는 주
변 사람들을 잘 관리해. 이렇게 얘길 해주셨어요. 왜 네가 다 해결하려
고 하냐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살면서 그렇게 마주칠 일이 뭐가 있
어. 너는 그냥 네가 교사란 것만 잊지 말고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것만 
해야지. 자꾸 그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요구를 하면 그 요구가 뭔지 파악
을 하고 그 사람들은 네 허점을 노려서 계속해서 얘길 하는데 그 허점에 
네가 놀라가지고 그 허점을 막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요구에 다시 
돌아와서 네가 할 것만 하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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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사-1차 면담)

  풍부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멘토 교사의 조언은“다른 선생님이 와

서 해주셨던 그 어떤 위로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할 수 있는 부

분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고,“할 수 있는 것에 집중

하라는”조언은 곧 교사로서 자기 자신을 직시하라는 말과도 같았다. 

따라서 이 교사는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

라 학생들을 더 잘 지도하기 위해서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한다.

선생님은 배워야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쳐내고 처세술을 배워야 한다라고 얘길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정말 맞
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우는 건 내 만족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배워서 애들을 가르칠 때 행복함을 느껴서 상관이 없는데 진짜 무슨.. 
일 년에 한두 번 있는 학부모들의 민원에 대비하기 위해서(웃음) 법률을 
공부한다 심리학을 공부한다는 아닌 거 같고 생활지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애들한테도 가치 있는 걸 가르치기 위해 
교사로서 심리 쪽을 공부하고 싶다란 생각을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
요.

(이 교사-1차 면담)
 

  한편, 교사들은 학생들을 무한한 사랑과 인내로 돌보고 지도해야 한

다는 사회적 책무감과 동시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되는 헌신에 대

한 의무감을 갖고 살아간다. 그러나 교육을 서비스로 바라보기 시작하

면서 예전보다 더 많은 역할과 요구를 감당해내야 하는 현실은 자칫 

교사들로 하여금 심각한 정서적 소진과 정체성 이탈을 일으키기도 한

다. 조고움 교사 역시 정체성 긴장을 야기했던 사건을 겪어내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학생들을 보살펴야 할 부분은 이만

큼이고 그 이상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것을”명확히 구분하는 

계기로 삼았다.

 

그니깐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싸는 건 너무 좋지만 30명의 아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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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그렇게 본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도 
많이 배웠던 게 너무 전화와 민원에 시달리니까 신랑이 했던 말 중에 동
사무소 직원처럼 해야 된다고. 어머니 4시 반 됐습니다. 퇴근해야 되니
까 나가주세요 민원처럼. 내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더라고요 저는. 한번은 이 아이들이 단톡방에서 인제 자기들끼리 (작당모
의)하구서 선생님을 쳐내버리자. 이런 메시지들이 나와서 거기서 충격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힘들었다는 증거를 남겨놓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거에요. 방어적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갔어요. 가서 상황을 얘기하구 그랬
더니 아 그러시라고 하고. 샘들이 그래서 갔다 오라고. 갔다 오시고 남
겨놓으세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아이들이 넌 뭐했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사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잖아요.

(조 교사-1차 면담)

  참여 교사들은 체육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인 업

무 지시에 따라야 했던 경험들이 있다. 조 교사는 근무학교의 다른 교

과 교사들이 체육과를“대충하는 체육과”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게 되었다.“항상 죄지어놓은 게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것이라고”판단

하고“내 역할을 정확히 해야겠구나. 수업이면 수업, 행사면 행사”등 

모든 체육과 업무를 정확히 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게 된다.

우선은 내가 명확하게 내 일을 정확히 해놓아야 다음 얘기가 되더라고
요. 지금은 돌려 얘기하진 않고 명확히 얘기해요.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힘은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내가 내 일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거. 그래
야 저희 계원을 위해 싸울 수 있죠. 계원이 없긴 하지만(웃음)

(조 교사-1차 면담)

 체육교사이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일들도 분명하게 거절한다.“체육교

사이기 때문에 의자 까는 것”이 그 중 하나다. 

체육교사라서 의자 깔아야 하는 거. 그런 거 싫어요. 제 업무를 하는데 
그런 거 싫어하고요. 체육교사라서 해야 되는 것들을 강조할 때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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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럴 때는 전 못한다고 그래요. 저는 업무를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땐 못했어요. 해야 하는 건가보다 하고 했
는데 이제는 얘기해요. 싫은 건 싫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
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거든요. 체육교사라서 분명히 요구당하는 게 있어
요. 근데 저는 남자 여자 떠나서 아닌 거는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해요. 
축제 때 주차관리 하는 거. 왜 우리가 해야 해? 행사할 때 우리의 업무
가 아닌데. 근데 체육관 같은 건물을 사용해야 할 때는 저희가 도와는 
줘야죠. 운동장 사용할 때 도와는 드린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못 도와
드린다고 명확히 해요.

(조 교사-1차 면담)

 4) 민주적 학교문화에서 소속감 느끼기

  박 교사는 복직을 하면서“체육부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

쳐졌고“체육대회 기획도 처음으로 해보고, 수업평가척도안도 같이 이

야기하면서”조금씩 리더가 되는 법을 길렀다. 박 교사는 학교의“민주

적인 토론문화”가 학교에 자연스럽게 스며있는 모습을 보면서“조직

에 대한 소속감”과 함께“여기서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

다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음을 느꼈다.

그 학교가 굉장히 민주적인 학교였어요. 그래서 토론문화가 굉장히 잘 
되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토론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이었어요. 대토론회
를 통해서 제가 제안한 게 교육과정에 반영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
요. 실경력은 10년차지만 여기서 제가 4년차밖에 안됐었고, 사실은 처음 
이 학교에 와서 대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의견을 낸다고 냈는데 그 의견
이 교육과정에 바로 반영 되구. 그 문화가 저에게 엄청난 또 하나의 긍
정적인 성취감(이 들었어요). 내가 뭔가 이 일원으로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박 교사-1차 면담)

   박 교사가 근무하던 학교는“선택중심교육과정”을 적용하여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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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수업공개와 연구를 하는 혁신학교였다. 박 교사는 동료 체육교사

들과 함께 수업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인정받는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교내초빙을 받고 여러 명의 교사들이 교

체되는 상황에서 학교에 대해 잘 알고 있던 교사들이“리더가 될 수 

밖에 없었을 때”박교사는 학생부장보다 혁신부장을 선택하게 되었다. 

2년간 혁신부장을 하면서 00중의 많은 걸 알게 되었어요. 다른 학교에 
소개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저 나름대로의 혁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
부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 범위가, 혁신부장이 딱 되면서부터,   
체육 교과라는 틀에서 벗어났고. 학교 전체, 경기도 전체라는 거에 대한 
그런 활동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활동범위가 광범위해진 거죠. 학교상황
도 체육교과 밖을 보면서. 학사, 학교 교육과정이라든지, 인사라든지, 교
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
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새 학교 옮겨가서도.

(박 교사-1차 면담)

  그리고 박 교사는 학교를 옮기고 나서“또 하나의 성장”을 느끼게 

된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예전학교와는 다른 문화를 경험하면서 단순

한“업무 경감”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들은“전문적 학습공동

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00도 혁신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학교에 
있을 때는 00도 혁신정책이 굉장히 앞서나가거든요. 그 앞서나가는 거를 
그 학교에 맞추니까 같이 맞물려가네 라고 생각했는데, 이 학교에 오면
서 00도 혁신교육 정책이 굉장히 괴리감이 있는 정책이더라고요.
전문적 학습공동체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게 쉽지 않구나. 대토론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보이는 거죠. 그래
서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학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아니까 어떤 과정에 있어야 하고, 어떤 과정을 거
쳐야 되는지.

(박 교사-1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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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교사는 학급수도, 학생도, 학교 시설환경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새롭게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이 학교만의 전반

적인 교육중심적인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

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가기 위해 실천하는 중이

다.

5) 관계를 통해 통합적인 나 추구하기

  참여 교사들은 교직생활 가운데 감내해야 했던 경험과 갈등을 혼자 

떠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같이 공감해줄 수 있는”존재들이 곁에 있

었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한다.“교사들은 상처가 많은 사

람이고 되게 많이 아프다고”말하는 조 교사는 어떤 일이“빵 터졌을 

때”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속을 털어놓고 들어만 주고 맞장구만 

쳐줘도 위로를 받았다고 말한다. 잘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학교에 함께 

근무하는 선배교사나 한두 명의 가깝고 친한 선생님들께“받는 위로가 

더 크다고 보는”이 밝음 교사 역시 깊은 동질감을 느낀다. 열심히 하

시는 체육교사들의 강의와 연수를 들으면서“남편한테 받을 수 없는 

위로”를 얻는다는 박어진 교사도 마찬가지다.

  “정년하시는 여자체육 선생님을 본 적이 있냐고”묻는 조 교사는 

여자체육교사들끼리 함께 할 수 있는“장을 열어주는 것이 좋은 일일 

수 있다고”보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일주일에 한 번씩 농구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다. 서로의 처지와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위로

와 힘을 받게 해준다. 

되게 어려워. 으쌰으쌰 하면서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옆에 거의 없는 거
에요. 남자 체육 샘들끼리는 형님하면서 끌어주고. 그리고 어디 갈 때 
형님 거기 자리 있습니까 막 이러는데 저희는 그게 없는 거 같아요. 그
런 것들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거 같아요. 서로 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 모임을 하면서 좀 해결되는 느낌이 있어요. 서로 얘기도 하고.

(조 교사-1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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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수업 연구회는 참여교사들에게 체육교사로서의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이다. 임 교사의 경우는 담임교사로서의 정체성 협상국면 

이후에 다시 한 번 교과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재출현한 국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잦은 몸의 부상을 겪으면서“남자교사와는 다르게 몸이 확

실히 노화되고 있고 아이들도 받아들이는 게 달라서”50대 이후에도 

체육교사로서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수업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고 미래에 대해 다양한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던 순간에 수업 연구

회를 만나게 되었다.

이제 진로를 봤더니 선생님들도 제 성향이랑 좀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체육에서 바꾸시려는 선생님들 많으신 거 알죠? 저도 지금 다쳐보
고 시범도 점점 제한이 되다보니까 내가 50되어도 지금처럼 땀흘리면서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표가 생겨서. 얼마 전까지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연구회 들어가면서 아직은 더 달려야지 그 얘기 했어요. 작년
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지금 너무 부끄러워서요. 그때는 일단 시키니까 
했는데 저한텐 너무 컸어요. 정말.

(임 교사-1차 면담)

  또한 수업연구회는 수업을 더 잘하고 싶어 하는 열정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을 통해“자연스럽게 수업아이템을 얻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

들을 바탕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본분인‘가르침’에 담긴 기술과 지혜를 계발할 

수 있기 때문에 녹록치 않은 환경 가운데에서 좌절하거나 교사 정체성

이 이탈되지 않고 더 달릴 수 있는 힘이 된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서 저는 그 수업에 미시적으로 수업 관련 되서만 
생각했는데 다른 연륜이 많은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좀 크게 
보시려고 하고. 이게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보려는 느낌을 받아서. 그거
에 충격을 댕~하고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다 다양한 
철학을 갖고 있고, 내가 좀 중점적으로 두는 것도 다르고. 그런거를 보
면서 좀 확장됐던 것 같아요 생각이. 작게만 보지 않는 것들이. 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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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열리잖아요. 수업을 해봐야 아는 것들을 연구회 통해 미리 알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수업을 더 유연성 있게 준비했었던 것 같고. 그게 
또 긍정적으로 기억에 남으니까 더 연구회를 놓지 못하겠는 거예요.

(손 교사-1차 면담)

  

  임 교사는“잦은 부상”으로 인해“체육교사를 접고 다른 길을 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던 시점에“시부모님으로부터 분가”를 하면서

“직장맘”으로서 자기 자신과 엄마로서의 나를 통합시키기 시작했다. 

연구회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독서토론이었나. 아침 7시에 
카페에서 모였거든요. 그리고 12시 반엔가 끝났어요. 근데 정말 이 체육
샘들이 빵하나, 커피하나 놓고 그 다섯 시간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배고
파 죽겠는거에요. 그런데 끝난 후에 애들 점심 대충 챙겨주고, 놀이공원
가자해서 애들 데리고 가고. 그 날 세 집이 모였어요. 오후엔 또 가정에 
충실하고. 연구회 어떤 분도 보니까 주말 이용해서 아이들과 여행 갔다 
오시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시죠. 에너지가 넘치
니까 되는 것 같아요.

(임 교사-1차 면담)

 임 교사는 교과교사로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하여 학교 밖 전문적학습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면서“흔들렸던 자신을 바로잡아주고 지탱해주는 

원동력”으로 삼게 된다. 무엇보다 연구회에서 만난 동료들의 균형 잡

힌 일과 가정에서의 충실한 삶을 지켜보면서“퇴근을 해도 짐을 다 짊

어지고 학교일을 신경 쓰느라 아이들을 방치했던”자신의 모습에 대해 

되돌아보게 된다. 

  한편, 이교사는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면서 개인으로서의 자아

와 교사로서의 자아를 균형있게 통합하는 중이다. 1학년 생활지도 업무

를 하던 와중에 학부모의 민원을 겪었던 이밝음 교사는 비슷한 시기에 

개인적으로도“교통사고로 4개월간 운동을 하지 못하면서”스트레스가 

쌓여갔고“그런 상황에서 결혼준비를 하는 가운데 가치관이 다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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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남편과 의견충돌도 생겼는데”조회 시간에 들어가서“애들이랑 

웃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연기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학생

들에게 확실하게 시범을 보여주기에도 몸이 좋지 않았고,“갑자기 엄마

가 아프시면서”여러 가지 역할들 속에서 갈등과 혼란이 해결되지 않

았을 때“숨 쉴 구멍은 춤”이었다.

 

내가 모든 역할을 다 던져버리고 그냥 그 순간 이 음악이 주는 거에 내 
슬픔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춤추는 거. 그
니까 모든 역할을 다 벗어던졌다 했었을 때 이 인간 이밝음이 좋은 거는 
춤출 때. 잘 못 추는데도 그 순간이 너무 좋았어요.

(이 교사-1차 면담)

 이 교사는 춤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몰입하는 시간을 가졌

고, 그 순간만큼은 해결해야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잊어버리고 춤에 

열정을 바쳤다.“열정이 일에 녹아들고, 삶에 녹아들 때, 열정이 직업이 

될 때 진정한 워라밸을 경험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교사에

게 춤은 일을 통해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교사로서

의 자아와 개인으로서의 자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협상의 

한 국면이었다.

  한편 정체성 긴장 국면을 강하게 겪지 않았던 손사랑 교사와 박어진 

교사의 경우 여전히 교사로서의 자아가 굉장히 크다.“시어머님과 등산

을 하면서도 이 상황을 아이들한테 각색해서 전달해줘야겠다”고 생각

한 적이 있었다.

남편이 엄청 불만인 게 뭐냐면 제가 배드민턴 연수를 가요 근데 아이들
한테 맛있는 걸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신청해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식당에 가서 배달이 안 되지만 거기서 포장을 해요. 근데 
저는 인솔을 가야해요. 그럼 남편한테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엄청 불만인거에요. 하나만 선택해라(웃음). 계속 그게 충돌하면서. 근데 
애들한테 더 잘하고 싶으니까 무리수를 던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전 그
거를 좀 고쳐야 해요. 그 역할이 계속 충돌하면서. 오늘도 꿈의 학교 안



- 85 -

해도 되는걸 하니까 남편이 왜 너는 그러느냐. 그러면서 왜 힘들다 그러
느냐(웃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그걸 해야 될 거 같아요. 
조금 포기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손 교사-1차 면담)

 박어진 교사도 스스로“몇 년차가 안 되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교

사로서의 나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저한테는 가정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제가 따로 책임져야 할 게 
없고 부모님도 두 분 다 아직 젊으시고 저는 그냥 저만 잘 살면 되는 거
예요. 근데.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이 남자친구가 얘도 일 순위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웃음) 서운함을 표현하는데 속으로는 어 맞아 일순
위가 일이야(웃음) 완전 속으로.

(박 교사-1차 면담)

  정리하자면, 참여 교사들은 정체성 협상을 거치면서 교사로서의 자아

와 개인으로서의 자아가 균형 있게 통합되어 가는 과정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로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역량을 키

워줘야겠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수업에 질서를 부여했다. 또한 특기종목

을 계발하여 시범과 코칭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하였으며 학급운영전문

가로서 새롭게 자신을 긍정적으로 정체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했

다.

 두 번째는 수업 디자인 바꾸기이다.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즐거움과 

성취감을 얻어갈 수 있도록 과제를 제시하였고, 특히 여학생들의 적극

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료교사와 협의하여 교육과정 시스템을 개선하기

도 하였다. 그리고 반복적인 기능연습에서 그치지 않고 협력적으로 문

제를 해결하면서 게임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을 바꿨다.

 세 번째는 업무의 우선순위를 구조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자로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였다. 수업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았으며 업무와 관련된 관행적 지시에는 단호히 거부하면서도 해야 

할 일은 정확하게 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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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는 교사들이 수행해야 했던 교사로서, 엄마로서, 딸로서, 아내

로서의 나를 균형 있게 바라보기 위해 에너지와 시간을 분배하는 모습

이 드러났다. 혹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짐

으로써 다양한 자아들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시키는 모습을 보

이기도 했다. 그리고 일부 참여 교사들은 교사 정체성이 출현했던 시기

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교사로서의 자아가 삶에서 우선순위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참여 교사들은 정체성 협상 국면을 거치면서 공동체를 통

해 위로와 힐링을 받으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힘을 얻었고, 공동체 안

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실천해나가려는 모

습을 보이기도 했다.

2. 교사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1절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교사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겪었

던 주요 변곡점과 계기를 기준으로 정체성 출현, 정체성 긴장, 정체성 

협상이라는 국면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저마다 다른 맥락과 상황 

가운데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흔들림과 갈등의 순간들을 겪었다. 이러한 

과정은 McLure(1993)이 주장했듯 사회가 요구하는‘교사다움’과 자신

이 꿈꾸고 희망하는‘교사되기’간의 갈등을 겪어내면서 부단히‘자기 

스스로를 주장하는 일(arguing for themselves)’이기도 하다. 즉, 정체

성 형성과정은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자기 자신이 교사로서 바람직하

다고 믿는 신념과 의지간의 상호작용이다. 따라서 2절에서는 연구 참여

자들의 교사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미쳤던 다양한 영향 요인들

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

지하고자 기존의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재구성했던 개념틀을 기준으로 

영향 요인을 추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정체성 형성 국면 각각에 미쳤던 

주요 핵심 요인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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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사 정체성 형성에 미친 영향 요인의 구성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교사 정체성을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

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개념 틀을 가지고 데이터를 코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영향 요인을 크게 3가지로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어 정체성 

출현, 정체성 긴장, 정체성 협상 세 가지 국면에서 주로 영향을 미쳤던 

핵심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개념틀은 Helms(1998)이 정리한 개인의 신념, 가치와 믿음과 

Day(2006)이 정리한 개인 생애 경험과 교직환경과의 맥락적 영향력, 

Coldron & Smith(1999)이 정리한 실천성을 종합하여 아래 <표 5>와 같

이 구성하였다. 

<표 5> 교사 정체성 개념틀 및 코딩 요소

개념틀 코딩 요소 내용

개인의 

신념과 목적

교사 내부
호기심과 성취감,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 상황에 대한 긍

정적 해석, 역량, 되고 싶은 나-미래의 나, 긍정적 정서

교사되기 이전 

생애경험

성실성, 자존감, 주체성, 자신감, 체육과 문화, 스승님, 목

표의식, 가족 배경, 다양한 경험, 가르침의 즐거움, 운동

능력과 성별, 움직임 본능

개인의 생애 

경험

관계

역할에 맞는 옷 입기, 본질에서 벗어난 만남에 대해 분

노, 교사 개인의 성향, 나눔의 기쁨, 소속감 주도, 무조건 

내편, 모인 자체가 힐링, 수업연구모임

협상

주체적 자율성과 학교의 반응, 민주적인 학교문화 속에

서 느낀 소속감과 성취감, 이 학교만의 교육적인 문화 

만들기, 학생 지도에 있어서 우선권, 부당한 업무에 대해 

협상하기, 상처와 갈등, 균형 잡아가기

실천 행위

학생과의 부대낌

여학생 인식 바꾸기, 업무 수업 학급에서 느끼는 성취 

영역, 학생의 변화를 통해 맛보는 성취감, 실천과 성찰을 

통한 배움과 성장, 학생을 통해 맛보는 존재감, 교사의 

직접적 실천

교사를 둘러싼 맥락 정치, 학부모, 학생. 체육교과, 업무, 학교제도와 분위기

사회적 

기대와 역할

교사 외 자아

교사-아내로서의 나의 충돌, 힘든 시간을 버티게 만드는 

춤, 교사-엄마로서의 나에 대한 균형 잡기, 누군가의 나

가 아닌 온전한 나, 제일 중요한 교사로서의 나, 너무 중

요한 엄마로서의 나, 엄마가 되면서 깊어진 학생 이해

체육교과의 특수성
진로 고민, 운동실기, 신체적 노화, 남녀 학생 수업, 운동

능력에 대한 자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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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서 연구 참여자가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행위와 관련된 코딩 

요소들은 연구 질문인 영향 요인과는 다소 맞지 않아서 제외하였고, 남

은 코딩 요소들을 3가지로 분류하여 재구성하였다.

<표 6> 재구성한 영향 요인

<그림 5> NVIVO 12를 이용해 추출한 코딩 요소 

영향요인 세부 요소 내용

개인 

요인

내적 역량
목표의식, 상황 파악 능력, 성실성, 친화력, 주체성, 실천의지

실기에 대한 자신감, 티칭법에 대한 호기심, 잘하고 싶은 의욕

교사 이전 경험 스승님의 영향, 가르침의 즐거움, 움직임 본능, 가정환경

교사 신념
교사니까 당연히 책임감 갖기, 아이들 행복하게 만들기, 교육과정 방향 

조준하기, 여자체육교사니까 더 수업으로 버티기

교사 정서
수업이 잘 됐을 때 신나고 흥이 남. 진심이 닿을 것임을 믿는 마음, 

변화하는 아이들로부터 받는 감사함, 후회 없이 다 쏟고 싶은 마음

개인
노화로 인한 체력저하와 아이들의 반응에 대한 염려, 여자 엄마 아내 

딸로서의 자아

관계 

요인

학부모 돌보미 역할 요구, 사안처리자 및 해결사 역할 요구

동료교사
닮고 싶은 선배교사, 학교 밖 수업 연구모임, 학교 안 수업 연구모임, 

동호회, 긍정적인 학교 관리자, 배우고 싶지 않은 동료 

학생 배신감과 피로감을 주는 존재, 존재감과 성취감을 주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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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사 정체성 형성 국면별로 미친 영향 요인

 

1) 교사정체성 출현에 영향을 미친 핵심 요인

교사 정체성 출현 과정에서 미친 영향 요인은 한두 가지로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다양하게 얽혀서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연구 

참여자가 처한 맥락과 상황에 따라 영향을 미친 요인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도 달랐다. 따라서 연구자는 체육교사라는 직업이 출현하는데 영

향을 미쳤던 요인을 핵심요인으로 규정하고 살펴보았다. 핵심 요인이라 

함은 정체성 출현에 끼친 결정적 영향 요인이면서 동시에 연구 참여자

의 교육실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을 의미한다. 핵심 

요인은 크게 개인요인의‘목표의식’, 관계요인의‘스승님의 존재’, 

환경요인의‘체육과 문화’로 추출하였다. 

가) 개인 요인 – 목표 의식

  체육교사가 되겠다는 목표가 확고했던 참여 교사들은 대학생활을 비

롯하여 본격적으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손 사랑 교사는 교직이“내 특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 안 해보고 

막연히 체육교사가 되어야겠단”생각으로 도전했다고 말은 하지만 대

학시절 친구들과 입시체육학원에서 가르치는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휴학까지 할 정도로 강사 경험은 그의 삶의 일부였다. 또한 발령을 앞

두고 고등학교에서 2개월간 수영 수업을 지도했던 그는 이미 교사가 

환경 

요인

학교문화 업무가 몰리는 구조, 민주적 토론문화, 업무분장, 인사이동

체육 교과 

이미지
아이들 잡는 선봉장, 수업하기 편한 교사, 잡일 하는 막노동꾼

운동부 업무 과잉 업무, 통제 불가능 업무, 타율적 업무, 관행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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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이전에 교사 정체성이 출현한 교사였다.

  이 밝음 교사는 조기졸업을 해서 교사가 빨리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고, 학점을 잘 따기 위한 과목이 아니라 교사가 되고나서 지도할 

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과목을 일부러 찾

아들었다. 

저는 모든 전공수업은 교사에 적합하게. 다른 실기전공은 1학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들 선택 안했는데 저는 체조, 체조동아리, 배구동아리, 
배구 수업, 농구, 육상, 수영. 그냥 레저스포츠는 안했어요. 수중, 패러글
라이딩 이런 건 안했는데 임용과 체육에서 내가 만약에 가르치게 된다면 
필요한 것들은 다 들었고 교양 중에서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도 이거
좀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들었어요. 

(이 교사-면담)

  박소망 교사는 친했던 친구가“임용고시 시험 보면 어떻겠냐고 그냥 

한번 툭 던졌는데”진로를 찾은 듯한 느낌이 들었고, 학교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선배들 사이에 들어가서 다양한 실기종목들을 함께 연습하게 

되었다. 

노량진도 가고, 학원도 가고. 제가 해야 되는 무용업무는 다 했죠. 공연
도 매일 다 뛰면서 한 시간 있던 공강 시간에 가서 실기 연습을 했고, 
방과 후에도 가서 했어요. 야간 연습이 끝나면 9시부터 중앙도서관을 가
거나 체육도서관을 갔고 주말에도 항상 나와서 도서관에 와서 항상 선배
들이 공부하는 책 보고. 그렇게 해서 4학년 때까지 1년 반정도 했던 것 
같아요.

(박 교사-1차 면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은 특히 임지혜, 조고움 교사에게 더 혹독했

다.“4수 도전만에 겨우 합격한”임교사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서“3개월은 학원비를 벌어놓고”공부해야 됐었고, 노량진 학원에 있는 

전공 강사를 무턱대로 찾아가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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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누구보다 체육교사가 되고 싶다는 간절함 하나만 가지고”매달

렸다.

학원 장학생으로 무료로 강의를 수강하게 해주셨고 일반교육학도 들을 
수 있게 도움을 주셨다. 무엇보다 전공논술 답안지를 첨삭해주셨고 의문
가는  부분은 전부 포스트잇으로 체크하고 가서 하나하나 다 여쭤보면서 
해답을 구했다. 그 때가 제일 전공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었고 꿈을 
향해 도전하는 시간이 내겐 정말 값진 시간이었다. 물에 대한 공포를 극
복하기 위해 동호회에 들어가 바다수영, 시화호 3키로 수영대회에 다녀
와서 더더욱 의지를 다질 수 있었다. 운동장에 있을 나의 청사진을 그리
면서 체육교사가 되어있는 나의 모습을 정말 많이 꿈꿔왔던 한 해였다.

(임 교사-현지문서)

   참여 교사들은 교사가 되기 위한 간절함을 갖고 장애물들을 극복하

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저 막연하게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거나 가만히 

앉아서 좋은 기회에 편승해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견뎌낸 것이 아니었

다. 적극적으로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정의 씨앗

을 뿌렸다.

나) 관계 요인 – 스승님의 존재

  참여 교사들이 체육 교사를 직업으로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될 만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였는데 마침“원래부터 나름대로 체육을 좋

아했고 선생님도 하고 싶었는데”체육 시간에 멋있는 체육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손교사는 역할 모델을 삼게 된다.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가졌었는데 여자체육선생님
두 분을 만났어요. 한분은 저를 직접 가르쳐주신 은사님이셨고, 한분은 
가르치진 않으셨지만 당시에 신규 발령 받아서 오신 되게 멋있는 여자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전 나름대로 그냥 체육을 좋아해서 체육선생님을 
좋아 하는 그런 아이였어요(웃음) 그런데 마침 또 체육선생님이 여자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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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았던 거죠. 그래서 더 동경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신규선생님
이 되게 카리스마 있으셨고, 새카맣고 막 되게 멋있는 여자, 여성이다. 
여자 어른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그
래서 동경심을 갖게 돼서 아마 그래서 체육교사가 된 것 같아요.

(손 교사-1차 면담)

  이 밝음 교사는“중학교 때 만났던 검도사범님”을 은사로 생각한

다.“끝나면 항상 사랑합니다 사부님 하면서 한번 포옹하고”집에 가

고,“불량스러운 학생들은 사부님이 막 두들겨 패면서 가르쳐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에 대한 사부님의 관심과 애정에 대해 감사한 마

음을 늘 갖고 있었다. 이후 중학교 때 만난 여자체육선생님께 다양한 

종목들을 배우면서“여자체육선생님이셔서 동경은 했었지만”검도선수

를 꿈꿨기 때문에 영향을 받진 않았다. 이후 운동을 그만두면서 고등학

교 남자 체육선생님을 만나서 즐겁게 체육수업을 받았고 그때의 경험

을 계기로 체육선생님이 되기로 마음을 굳히게 되었다.

  박어진 교사도 체육 시간에 적극적이고“체육부장 할 사람 하면 늘 

손들었던”학생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만난 여자 체육선생님을 담

임으로 만나면서“어차피 체육도 하고 싶고, 선생님도 하고 싶었는데 

그럼 여자 체육 선생님을 해야겠다”하고 마음을 잡게 된다. 또한 선생

님이 학생들을 지도하셨던 방식을 나침반으로 삼아서 현재 학생들을 

가르칠 때 동일한 방법으로 지도하게 된다. 체육 선생님은 박 교사로 

하여금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학생들 지도할 때의 교사로서 알맞은 태도에 

대한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무서웠죠 늘. 전체적으로 했을 땐 군인처럼 하셨었는데 제가 그 선생님
을 보고 느꼈던 게 뭐냐면. 어느 날 1대1 상담하잖아요. 담임선생이시니
깐. 근데 맨날 무서운 그 모습만 봤거든요 카리스마. 정렬. 규칙 좋아하
고 막. 수업 끝나면 전체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이러고 목소리 되게 
크게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일대일로 앉았
는데 되게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상담을 하시는데, 그 모습에 완전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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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진짜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느
꼈어요. 그래서 공적으로 되게 카리스마 있고 뭔가 학급을 통솔하고 아
이들 전체적으로 대한다면 개개인으로 할 때는 학생 마음을 읽어줘야 하
는구나를. 

(박 교사-1차 면담)

  한편 임지혜 교사는 체육 선생님의 영향이라기보다“고1때부터 나를 

지켜보셨던 담임 선생님”의 한 학기가 넘는 끊임없는 상담으로 고2말

부터 체육 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게 된다.“넌 누가 봐도 딱 체육교

사가 어울리는데 뭘 또 고민하고 있냐”고 하신 이야기를 듣고 고민했

지만 방과 후에 선생님이 소개해준 체육입시학원에 다니면서 체육교육

과에 진학하게 되었다. 

다) 환경요인 - 체육과 문화 

 체육 교사가 되고 싶어서 체육과에 들어가게 된 참여 교사들은 선후

배 기강을 잡는 체육과만의 위계문화에 불편함을 느껴본 경험들이 있

었다.“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던 임지혜 교사도 분위기가 주는 압박

감이 너무 싫어서 체육과 선배들에게 처음부터 반감이 들었다고 한다.

이게 음.. 계열, 구조, 위아래, 이런 것들에 강제성이 부여가 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집합 이런 거 너무 싫었어요. 복장부터 규제가 들
어가면서 뭐 화장하지마라. 뭐 인사는 90도 이런 것들이, 상상도 못했던 
대학문화여가지고 제가 처음에 반감부터 샀던 거고.

(임 교사-1차 면담)

 화장과 같은 외모나 복장에 대한 금지규정은 체육학과 문화가 여성성

보다는 강함과 대범함을 강조하는 남성성을 바람직한 이미지로 여기고 

있음을 암묵적으로 보여준다. 김무영(2007)은 체육교육과에 존재하는 

잠재적 교육과정이 남성성을 상징적으로 내세우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

렇게 남성중심적 군대식 문화 속에서 참여 교사들은 존중받지 못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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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들을 떠올렸다.

  손사랑 교사도 대학시절“각 잡고 앉아있던”기억을 떠올리면서 불

만스러웠던 그때 당시의 경험들을 이야기하였다. 전체 집합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여학우들끼리 따로 모여서 다시 시작됐던 상황에서“언니

들이 어지러워 쓰러졌고”그걸 계기로 그 문화를 보이콧 하기로 마음

먹고 락카를 뺀다.

우리는 보이콧하자. 아무것도 참여하지마. 학교생활 하지마. 어차피 개인
이서 해야지 같이 해서 뭐가 이득이 되겠냐. 이러고 여학우방에서 락카
도 빼고 우린 우리대로 다니자. 짐 싸갖고 다니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학우들끼리 락카 빼서 여학우방에도 못들어가고 쉬는 시간에 
다른데 앉아있고 우리들끼리 한두 달 동안. 크하하! 그래서 우린 크레이
지 07이었어요. 다들 미쳤다고 했죠(웃음)

(손 교사-1차 면담)

  게다가 이렇게 얼차려를 받기 위해 모여 있을 때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보다 배려 받는 상황들은 손 교사로 하여금“왠지 더 별로인”기

분을 느끼게 하였다. 여자는“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배려해주는 것 같은 상황은 오히려 여자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동등하

지 못한 차별적 대우를 받게 하는 것으로 느껴지게 한 것이다.

여학우여서 되게 열 받는 상황들이 되게 많았어요. 좀 배려해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배려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집합할 때 여자
들은 각 잡고 앉아있고 남자들은 머리박고 앉아있고 그런 게. 그게 또 
더 별로더라고요. 왠지. 그게 배려가 아닌데. 막 선심 쓰듯이. 그런 게 
불만이었어요. 학교 생활할 때.

(손 교사-1차 면담)

 이러한 후배 길들이기식 억압 문화는 손 교사로 하여금 불만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하였고 게다가 운동을 할 때에도 남학우들보다 상대적

으로 수가 적기 때문에 농구 동아리에“한 팀밖에 나오지 않아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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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할 수가 없었고“슛이나 쏘고 레이업이나 하고, 스크린이나 한번 

걸고”끝나는 정도였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운동을 할 때에도 만족스럽지 못한 감정을 느꼈던 것이다. 이러한 경험

은 임지혜 교사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난다.

농구 배우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정작 게임은 뛰지 못하고 남자애들이랑 
기능차가 나니까 나중엔 주전자만 나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학
교까지 다니면 4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도 토요일에 가면 주전자만 나르
고 있고. 늘 남자애들 뒷풀이, 두부 김치 굽고 이런 역할만 하니까 조금.

(임 교사-1차 면담)

 “게임은 남자들이 많이 뛰고 여자들은 한 번씩 번외로, 혹은 두 명씩 

들어가서”뛰었고, 남은 시간에는“심판을 보거나 전광판을 올리고 내

리는”경험들을 했었는데 교사가 된 지금에 와서는“학생들 스포츠클

럽 대회 심판역할 교육을 시킬 때 도움이 되는 것”같다고 추억하기도 

한다. 이렇게 대학 시절에 겪었던“여자라서 열 받았던 경우”들은 현

재 교사로서 생활을 할 때“자격지심으로 이어져서”여자니까 쉬운 것

만 선택하는 연약한 이미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더 의도적으로 노력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한편, 운동선수 생활을 대학 시절 이후까지 경험했던 조 교사와 박 교

사는 선수 생활을 하면서“생활하는 방법, 예의범절”을 빨리 습득할 

수 있었고 숙소에서의 생활을 통해 사람들을“겉으로 보는 게 아니라 

깊숙이 보게 되는 눈”을 기르게 되었다고 공통적으로 말한다. 

           

그랬던 거 같아요. 무용 활동 하면서 철이 든 거 같아요. 활동을 하면서 
엄청 맞았어요(웃음) 네. 선후배관계가 너무 세니까. 항상 맞으면서. 엄청 
맞았죠.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도리라든지, 센스 같은 걸 배
웠던 거 같아요. 분위기, 상황파악,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럴 때 어
떻게 해야 내가 좀 덜 맞을까(웃음) 이런 거. 이때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지 이런 거. 상황파악. 거기서 삶을 다 배웠던 거 같아요. 임기응변
도 다 배우고. 상황을 이겨내는 법도 다 배우고. 그러다보니 대학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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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했어요.
(박 교사-1층 면담) 

  그때 당시에는“하도 맞아서 발레슈즈를 신고 무용실을 뛰쳐나갔

을”정도로 괴롭고 싫었던 경험들이었으나“눈칫밥을 많이 먹었기 때

문에”사람들을 빨리 파악하는 면이 생기게 된 점은 학생들 지도에 도

움이 되기도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학생들의 표정과 행동을 보면서 

“지금 이 아이가 뭐가 안 좋구나”생각하게 되었고 수업을 지도하는 

과정에서도“놓치는 아이가 없도록”노력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아이가 기분이 그랬을 때(안 좋았을 때)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조금은 다양하게 얘기해줄 수 있어요. 선생님은 이랬었는데 이렇더
라. 표정이 안좋은 아이는 세상을 살아보니 표정이 없는 친구는 삶이 쉽
지 않다. 그니까 그런 부분은 네가 고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조 교사-1차 면담)

2) 교사정체성 긴장에 영향을 미친 핵심 요인

  교사 정체성 긴장 국면에 미친 핵심 요인은 개인 요인의‘교사 신

념’, 관계 요인의‘학부모와 학생’, 환경요인의‘업무가 몰리는 학교

구조’였다. 상황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게 해

준 개인요인, 연구 참여자들이 겪었던 긴장의 수준 중에서 가장 근본적

으로 교사 정체성을 흔들게 하였던 관계요인, 학교 자체가 갖고 있는 

환경요인이 골고루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 개인 요인 – 교사의 신념

  참여 교사들은 교직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육과 업무라는 두 가지 일

을 처리하며 갈등과 혼란, 즉 교사로서의 정체성 긴장이 야기되는 상황

을 경험하였다. 그러한 상황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그 상황을‘문제’로 

인식했고 불편함과 낯설음을 가진 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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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문제를 발견하여 성찰하기 시작하는 국

면인 셈이다. 연구 참여자를 둘러싼 지금의 이 상황이‘문제’로 다가

올 수 있었던 주요한 핵심 요인은 바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행

복을 원하는 교사의 신념이었다. 

  임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이“행복을 지금 누렸으면 좋겠고, 

기분이 좋고 즐거웠으면 좋겠고, 우울한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임 교사는 체육 시간에 학생들이 활동하면서 보여주는 환한 

웃음을 보면“너무 기쁘다”면서“아이들의 표정은 가식적이지 않기

에”자신이 조금 힘들고 지쳐도 조금 더 노력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

하다. 

  

그 시간에 나왔을 때 그래 내가 힘들어도 좋다. 근데 아직 만족스러운 
수업은 못해요. 못하는데 계속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웃음) 정말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체육 바뀌면 난리 나잖아요. 그 책임감이 있는데.

(임 교사-1차 면담)

  교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있다. 학생들은 변화무

쌍하고 예측불가능하며 감정과 이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인격체로 

대우받아야 하는 대상이다(오욱환, 2005). 따라서 교과에 대한 전문성과 

더불어 교사에게 필히 요구되는 자질은 가르치는 대상에 대한 사랑과 

애정일 것이다. 학생들에 대한 임교사의 마음 못지않게 손사랑 교사도 

체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하루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저는 그냥 뭐 학생들한테 하루하루가 다 역사가 되서 켜켜이 쌓여서 네
가 된거다. 그런 걸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교사로서, 체육선생님이 있다는 게.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게 있어요. 하루하루 너희들의 체육시
간을 책임진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를 얘기해주고 
싶어요. 너의 하루 안에 체육샘이 있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
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행복한 경험들이 쌓여
서 네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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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교사-1차 면담)

  이렇게 학생이 자기 삶에서 행복함을 누리길 바라는 교사의 마음은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길 바라는 마음과 

연결된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즐겁게 움직이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

리며 신체적 역량들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수업을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추동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냥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한 해를 기억했으면 
좋겠고, 아이들한테 따뜻했던 체육선생님. 담임 선생님으로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랑 만나는 체육시간은 그 전에 체육에 대한 이미지
에서 벗어나고, 체육 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라고 생각하게끔 해주고 싶
어요. 울림이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오감을 건드려줄 수 있는 체육교사가 
되고 싶은. 

(임 교사-1차 면담)

 신체활동의 즐거움을 아는 체육교사는 그 즐거움을 학생들이 느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수업을 더 열심히 하고 싶어 할 것이

다. 결국은“아이들도 내가 느끼는 이런 행복한 감정들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는 스웨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손 교사의 말마따

나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긴장되게끔 하는 요인은 더 좋은 수업을 통해 

학생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교사의 신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나) 관계요인 - 학부모와 학생

  수업을 하면서 만나는 학생들은 교사에게 존재감과 성취감을 안겨다

주는 존재가 되기도 하지만 상실감과 배신감을 주는 존재가 되기도 한

다. 이들이 교사에게 요구하는 교육자 외의 역할기대는 크게 2가지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첫 번째, 사안 처리자 및 해결사 역할기대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겪었던 긴장 수준 중에서도 교사로서의 가치관과 철

학이 흔들릴 정도로 높았던 요인이기도 했다. 이 요인은 교사에게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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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육체적 피로감을 안겨다 주었다. 

  이 밝음 교사는 학생들의 분쟁을 화해시키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항

의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었다. 교육자라

는 역할이 갖고 있는 특성과 사안 처리자 및 해결사 역할이 갖고 있는 

특성이 서로 충돌하고 대립했기 때문이다.“체육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싶은”교사에게“그 이상의 요구”를 하는 상

황은 역할에 대한 깊은 정체성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법률적인 지식도 전문가수준으로 갖춰야 하고, 상담도 전문가수준
으로 해야 되고. 도대체 나한테 요구되는 역할이 뭐야? 갑자기 문제가 
생기니까 학부모가 갑자기 나한테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들고, 
상담을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따지고 들고. 나는 그냥 교육
적인 가치만 보고 싶고 아이들끼리 화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
고, 이미 아이들끼리는 화해도 했고 진정으로 사과하는 방법을 난 가르
쳤고 그 사과를 아이들끼린 잘 받아들이고 해결을 했는데 부모들이 해결
이 안돼서 법률적인 문제로 그걸 학폭으로 끌고가녜 마녜. 왜 선생님이 
중재하려고 그렇게 했냐. 중재 제대로 못해놓고서. 일이 이렇게까지 뒤로 
가게 된 게 다 선생님 때문이고 선생님 잘하신 거 없고. 이런 식으로 얘
기가 나오면서 사실관계 확인서를 어떻게 받았는지부터 애들 수업을 뺐
느니 안뺐느니, 그 자리에 상담선생님 있었느니 이러고. 하나부터 열까지 
절차 중에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이 교사-1차 면담)

 두 번째, 학생들에 대한 돌봄 역할 기대이다.“약 먹었는지 체크해달

라는 요구, 아이가 안 갖고 온 게 있는데 챙겨달라는 요구”는 생활지

도의 연장선상으로 여겨져서 담임교사라면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여

겨질 수 있지만 교사들의 입장에서는“아이들 뒤치다꺼리”만 하고 있

다는 소모감이 극심해지는 영향 요인이 된다.

나는 애들의 뒤치다꺼리만 하고 있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학부모도 수준
이 점점 더 어려지고, 자기 아이 중심으로 소규모화 되잖아요 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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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까 내 아이만 바라보고, 그걸 다 교사한테 요구하게 되고. (컨
트롤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는 거 같아요. 나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는 최대한 내가 해줄 수 있을 때까지는 하는데, 만약 그게 도가 
지나쳤다 했을 때는 폭발하죠.

(임 교사-1차 면담)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살펴야 하는 의무는 있지만 가끔은“내가 이거

까지 해줘야 돼? 분명 업무니까 해야 되는 것은 있지만 이걸 왜 하고 

있을까”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생기기도 한다. 학생들의 교육과 안

전을 보조하고 학부모와의 소통증대를 위하여 교사의 개인정보를 공개

하는 상황은 교사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게 만들 때도 있다.

애들 지네끼리 싸워놓고. 지난번에는 배드민턴 애들끼리 말다툼이 있었
는지 싸워 놓고. 제 SNS에 열 몇 개의 캡쳐 사진을 올려놓고 가타부타 
설명도 없이...열이 확 받아서. 내가 전화해서 엄마 바꿔봐. 화가 이렇게 
났는데도 어머니 사랑이가 지금 맘이 많이 불편할거에요. 제가 학교 가
서 해결할 테니 먼저 재워주세요. 제가 잘 해결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
다. 하고 전화 끊었는데 열이 확 받는 거지. 그런 것들. 그리고 해결책이 
없던 것들을 갖고 올 때 그럴 때.

(조 교사-1차 면담)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해를 꽉 채울 추억거리로 만들어주셨던 담임 

선생님”의 영향으로 학급의 소소한 행사들이 학창시절의 기억으로 가

득 자리 잡고 있는 임교사에게 학급은 누구보다도“열정을 쏟고 싶은 

밑그림”과도 같았다. 임용준비로 인해 지칠 때마다“나를 기다리고 있

을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버텨왔던 임교사는 교직 첫 해부

터 다양한 학급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우리 반 아이들과 연세가 조금 더 있으신 할머니도 학급 구성원의 일원
으로 생각하고 할머니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계획 하였다. 주 1
회 할머니 집을 방문해서 담소를 나누고, 집안 청소 거들어 드리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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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과 자연스레 웃어른에 대한 예의를 배우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임 교사-현지 문서)

  학기 말 사례를 정리한 포트폴리오로“봉사활동 우수사례 학급”으

로 선정될 정도로 열정을 다했던 임교사는 교직 10년차에 위기를 맞게 

된다. 정서적 문제로 학교생활 부적응이 심각했던 학생과 강제전학 가

기 직전이었던 학생, 과거 학교폭력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로 관계가 얽

혀있었던 학생들이 모두 모여 있던 학급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복도에서 생활지도를 하는 나에게 ‘ㅈ같은 년!, 담임 잘못만나서 한 해 
망쳤으니 담임 바꿔줘!’라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교실에선 가래침을 뱉
으며 급식차를 발로 차버리는 등 다른 학급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교권
실추의 행동을 일삼아 결국 선도위원회를 열었지만 사회봉사를 처벌받고 
담임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갔다.

(임 교사-현지문서)
 

  학생들 간의 관계는 얽히고설켜서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엉켜있었

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 중에 임 교사는 반 학생들과“감정의 골이 

생기면서”틀어지게 되었다. 관계를 되돌리고 싶어서“학교 예산을 끌

어와 회복적 서클 강사를 초빙하여”반에 적용하여 노력해봤지만 돌아

오는 건“원망과 책망”뿐이었다. 

학급운영 처음부터 흔들렸고 반장과 틀어지면서 반 전체가 저를 싫어하
게 되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 해에 초반에 6월에 친구가, 5월에 부장
님이 돌아가셨고. 그러니 저는 너무 상실감이 컸는데 반도 이 모양이었
고. 회복서클을 학교에 말씀드려서 혁신부 예산까지 끌어서 강사초빙해
서 했는데도 안통했던거죠. 그랬으니 정말 1학기가 상상도 하기 싫은. 
그리구 다쳤죠. 하늘이 끊어준 것 같아요. 네가 할 건 다했다 이젠 멈추
고 널 좀 돌아봐라했던 것 같아 그때가. 그래서 이때 다쳐보고. 진짜 아
팠구요. 지금도 이 상처 보면 어우 정말. 회복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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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고. 그때 가정에서의 엄마로서의 제가 보였죠.
(임 교사-1차면담)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서 수술하고 누워있으면서도 아이들에게 미안해

서“손편지”를 써줄까 고민하던 임교사는 병문안을 왔던 학부모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해맑게 지내는 아이들의 소식을 들으

며“배신감”이 들기도 했다. 

선생님 생각하는 것만큼 아이들이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요라고 냉정하게 
얘기해주시더라고요. 애들은 쿨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하니까 너무 미안
해하지 말아요 얘기하셨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해맑게 지내는 아이들
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약간 배신감도 들었었구. 그렇지 왜 내가 남의 새
끼 잘 기르려고 이러지. 난 내 새끼도 방치하고 그러면서. 조금 냉정해
진 거죠.

(임 교사-1차 면담)

  조고움 교사 역시 학교를 옮기면서 만났던“정서적으로 아픈 아이

들”로 인해서 힘든 한 해를 보내게 된다.“괜찮다”고 말은 했지만 되

돌아보니“생각 이상으로 힘들었던” 시간이었다. 

학폭위 다섯 건 열리면 우리 애들이 네 건, 선도가 열려도 다 우리 반 
애들. 뭐 성폭력, 성희롱부터 왕따, 폭력, 거기에다가 교사에 대한 모욕
과 이런 것들. 그니까 자기들끼린 너무 재밌게 지내는데 교사가 이 아이
들 제재를 하니까 교사가 적이 되더라고요. 아이들과 등지는 적. 근데 
그건 되게 무서운 경험이더라고요.

(조 교사-1차 면담)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지만 아이들로부터 돌

아오는 건 적대뿐이었던 시기는 조교사로 하여금 혼란과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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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내가 해야해? 내가 해야해? 이런 소릴 왜 내가 듣고 있어야 해? 
했고, 뭐.. 교사로서의 자존심. 교사로서의 내가 갖고있는 철학에 대한..
뿌리가 흔들리는.. 그 과정에서..근데 동료샘들이 되게 많이 도움 주셨어
요. 그런 해가 있다. 뭘 해도 안 되는 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더 이상. 더 이상 아이들을 
사랑만으로 지도하는 게 이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예방접종 되게 크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아프지 말고 잘 해
보라고

(조 교사-1차 면담)

  학급 운영의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받았던 부정적인 반응은 교사로 

하여금 심각한 정체성 긴장국면을 불러일으켰다. 정서적 고갈과 자존감 

하락, 신념과 가치의 뿌리를 뒤흔들 정도였다. 이러한 경험을 계기로 

참여 교사들은 스스로에게 교사로서 하는 일에 대해 근본부터 묻게 만

들었다.

 다) 환경요인 - 업무가 몰리는 구조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학교에 발령받아 출근했던 신규 교사 시절

때부터 많은 업무들을 혼자서 수행해야 했고, 경력과는 안 맞는 비중이 

큰 업무를 맡게 되거나 그러한 업무들이 가끔은 중첩되어 과도하게 몰

리는 현상을 감당해야 했다. 그런 상황은 교사로 하여금 과도한 행정업

무와 책임소재에 대한 부담에 시달리게 한다(엄기호, 2013). 

  조 교사는 발령을 받자마자 갔던 학교에서“일은 안하셨지만 체육교

과를 건들면 싸워주셨던”부장님 덕분에“들어가자마자 체육대회 기획

안”부터 만들어야 했고 업무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 헤쳐

나가야만 했다. 

  박 어진 교사는 3년차에 학교 관리자로부터“내년에 부장하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정년퇴직을 앞둔 부장들이 많으니 젊고 어리며 

열정이 높은 박 교사를 눈여겨보고 업무를 맡기려고 한 것이다.“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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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상대로 체육부의 이야기를 내세우고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역

할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어려울 것 같아서 거절했다. 

내가 업무 쪽에서 부장을 맡거나 업무 쪽으로 중요한 일이 있으며 담임
을 빼줬으면 좋겠는데 또 상황 상 여의치 않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럼 
교사의 열정에 기대야 하고 열정 페이에 기대야 하고. 그런 요구를 항상 
받아요. 이 지역은 누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젊어서. 내가 능력이 있
어서? 본인들은 그렇게 얘길 하시는데 열정 페이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인거죠. 아직. 교사로서의 가치, 자아가 제게 아직 중요한 사람이니
까.

(이 교사-1차 면담)

  이 교사의 면담 내용처럼 “교사로서의 자아”가 중요한 교사들에게

는 업무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학교 문화가 존재한다. 중요한 업무와 

학급담임, 운동부 감독과 수업을 다 해야 하는 상황은 교사로 하여금 

정작 학생지도와 학습활동에 온전히 시간을 쏟을 수 있는 여유를 앗아

가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업무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교사에게 부담과 긴장을 야기한 환경 요인으로 작용한

다. 

저는 담임반 애들 수업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저는 나이 많으신 분과 
함께 근무하다보니 담임을 기피하시다보니까 운동부를 하면서도 출장을 
가면서도 담임했고, 학생부를 하면서도 담임했고, 뭘 하면서도 다 담임이
었고. 제가 워낙 업무가 많다보니까 항상 저희 담임반 애들이 뒷전이었
어요. 그래서 항상 애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항상 워킹 맘들이 애
들한테 미안한 맘을 갖는 것처럼 항상 우리 반 애들한테 미안하다보니까 
다른 반은 다 잘잡아. 군기도 다 잘잡고. 그래서 다른 반은 아무 문제없
는데 우리 반 애들만 당당하지 못해. 군기를 못 잡아. 우리 반이 제일 
개판이야. 그래서 이런 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 개그우먼 강의 중에서 
워킹맘들이 왜 애들한테 미안해야 되냐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엄마를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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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한테 적용하려고 해도. 아 나는 얘네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거든(웃
음) 얘네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못해줘서 항상 딜레마인 거예요. 

(이 교사–1차 면담)

  교사는 학교에서 많은 종류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업무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고, 교사의 업무 과중이 교사에게 미치는 영향(구성

미, 2001; 이지혜 외, 2010)에 대한 연구 역시 많지만 학교 현장에서 얼

마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한국교

총, 2010). 이렇듯 업무가 몰리고 과중되는 학교의 구조는 교사로 하여

금 정체성 긴장을 야기 시키는 중요한 환경 요인이다.

3) 교사정체성 협상에 영향을 미친 핵심 요인

  교사 정체성 협상 국면에 미친 핵심 요인은 개인 요인의‘교사의 신

념’, 관계 요인의‘학생의 반응과 동료’, 환경요인의‘민주, 자율, 협

력적 문화’였다. 개인 요인, 관계요인, 환경 요인이 모두 연구 참여자

들의 정체성 협상에 조화롭게 작용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관계 요

인이 결정적인 핵심 영향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환경 요인인‘민주적이

고 협력적인 문화’가 학교에 정착되었을 때 교사의 교육실천의 크기

가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 개인 요인 - 교사 신념

  정체성이 협상되었다는 것은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사 

자신이 깊이 숙고하면서 주위 사람들과 협력하는 가운데 자신의 교육

실천의 결과에 대하여 인지적, 정서적으로 만족해하는 상태를 말한다. 

  학교맥락 안에서 교사가 좌절과 실패에 대한 경험 없이 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생활만 할 수만은 없다. 매일 바뀌는 수업 분위기, 언제 어

느 상황에서 터질지 모르는 교육 관계자들과의 갈등, 지도가 필요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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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학생들의 옳지 못한 행동들,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자기 아이만 소

중히 여기는 학부모의 부당한 교육권 침해, 공동체적인 삶의 윤리가 무

너지면서 자본과 경쟁중심주의 사고관에 근거해 교육을 판단하려고 하

는 교육정책 등 교사를 둘러싼 다양한 상황들은 교사를 좌절하게 만든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이 있는 교사들은 냉소와 포기보다

는 인내와 용기, 학생과 교과에 대한 애정을 갖고 가르침을 수행한다.  

  이러한 행동을 추동하는 요인은 교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들의 

인성을 바르게 지도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명확하고 뚜렷한 이유는 없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교사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었다. 

합리적인 근거를 대어 스스로를 설득시키지 않아도 되었다.

      

연구자 : 상처는 분명 받으실 거 같아요. 애들 가르치다 보면 상처 안받
을 수가 없잖아요(맞아요) 마음을.. 벽을 닫으면 상처 안 받지
만, 열면 상처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요즘 특히 더 힘들고 애들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들이 쌓일 때 그거를 좋은 방향
으로, 교육적인 방향으로 가져가는 선생님들은 어떤 힘이 있을
까요? 

손교사 : 어떤 힘이 있을까요? 본인에게(웃음) 본인의 멘탈의 문제인가? 
연구자 : 선생님은 어떤 결정을 하세요? 어떤 결정들을 하시면서 지내셨

던 거 같아요? 
손교사 : 저는 끝까지. 끝까지 물고 뜯어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

해요. 선택하지 않고 당연히 해야 된단 생각이 있는 거 같아요. 
아 이새끼 포기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생활지도는 특히. 

연구자 : 아이들이 변화를. 당장 나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너무 먼 
미래에 할 수도 있는데 변화의 시기라는 거를 보장할 수 없는
데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손교사 : 그건 제가 교사니까 해야죠. 내 애잖아요. 내가 지도하는 학생
인데. 사실 이유는 없어요. 제가 지도하는 애니까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이유를 딱히 생각해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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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된단 생각이 있어요.
(손 교사-1차 면담)

  또한, 교사 신념을 이루고 있는 두 번째 바탕에는 교육과정 방향에 

대해 숙고하고 그 방향에 맞게 수업을 지도해야 된다는 결심과 실천이 

자리 잡고 있었다.“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 교육과정 같은 것”을 항

상 시간이 날 때마다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며 그러한 신념은 수업에 

대한 해석의 중심이 교사 자신이 아닌 학생의 배움에 초점 맞춰져 있

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념은 교사로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명확

하게 협상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교사가 갖고 있는 

신념과 가치, 지식은 교사의 행위주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Sloan, 

2006, Beauchamp & Thomas, 2009; Tao & Gao, 2017). 즉 교육실천의 

방향키와도 같다. 

큰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어디에 중점을 맞춰야 하는지. 그 
리고 세부계획을 짜려면 어쨌든 이걸 봐야 하잖아요. 이거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를 봐야겠단 생각이 항상 있어요. 방향을 아예 잘못잡
아버리면 내가 조그맣게 준비하는 수업도 잘못 준비하는 거잖아요. 여기
에 맞춰서 준비가 되어야, 이 사정권 안에는 들어와야 나의 이 작은 수
업도 그걸 맞춰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교육과정도 지금 전 
공감해요. 교육과정의 큰 길을 전 공감해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
고 생각을 해요. 

(손 교사-1차 면담)

  손 교사가 교육과정 문서를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의 이면에는 학생

들이 교육을 통해서 익혀야 하는 역량들을 골고루 다 키워줘야 한다는 

학생 중심적인 신념이 잡혀 있다. 

건도경표여에서 여가 안 가르치면 어떠냐. 건강 안 가르치면 어떠냐. 두 
가지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5가지 영역을 다 가르쳐야 하느냐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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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아요. 제가 자신 없는 영역을 해야 되는 게 저도 부담스럽기도 해요. 
하지만! 그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하나에만 몰입되면 안될 
것 같아요. 분명히 영역별로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고 그런 핵심역량들이 
영역마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그럼 이 5가지 중에서 2가지만 
한다면 여기 두 가지 영역에서 추구하는 역량들로만 집중될 수 있거든
요. 이 역량들을 못 채울 수도 있을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왜
냐면 표현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는 다른 데서는 추구하진 않잖
아요. 그렇게 수업에서 녹여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표현영역도 넣어야 된
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과정 계속 보려고 하고. 만약에 내가 
표현영역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고 못하지만 다른 영역에서 여기서 추구
하는 가치를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해봐야 된단 생각이 
들어요. 책임감을 갖고서 역량을 키워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 교사-1차 면담)

  교사의 교육실천이 펼쳐지는 상황은 매우 불확실하고 복잡한 현실이

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세태 가

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Schön(1983)이 주장했듯 문제가 무

엇인지 아는 것부터 교사에게 요구된다. 자신이 예견하지 못한 문제 상

황에 봉착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 열정을 갖고 열심히 지도하

고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현실은 지도에 대한 학부

모와 학생의 불신, 그리고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한 부담감이었다. 이러

한 상황에서 교사들은 스스로‘교육이란 무엇인지’,‘교육이 아닌 계

도로서 자신의 노력과 열정이 소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소진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은 무엇인지’성찰하였다. 이 과정은 

교사들에게 있어 일종의‘학습’과도 같았다. 학습이란 부단히 인간다

움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가치 있는 것을 좇는 과정(박지애, 2012)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사들은 그 길을 먼저 걸어왔던 선배 

교사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동료 교사들의 조언과 위로가 있

었기에 교육적인 방향으로 성찰할 수 있었다.

 

유별날 거 없는 나.. 이번에 제가 위로를 받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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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피해의식 갖진 말자. 모든 선생님들이 다 거
쳐 온 길이고 나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단단해질 거고, 그리고 
나한테 위로를 해주고 현명한 조언을 해준 선생님들이니까, 자기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최고로 잘 알려주고 가르쳐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만 이런 건 아니구나.

(이 교사-1차 면담)

  열정과 헌신이 없이는 교육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건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가르치는 일은 교사에게 지적, 정서적, 사회적 에너지를 

모두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일이기에 타버린 재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있

게 사용하는 법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연구 참여자들 중에서 

정체성 긴장이 발생했던 교사들에게는 모두 이러한 지점에 대한 성찰

과정이 존재했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는 일, 

교사로서의 삶과 개인으로서의 삶의 조화와 균형을 잡는 일의 필요성

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성찰이란 교사 정체성 협상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나) 관계 요인 – 학생의 반응과 동료

1) 학생 반응

  교사들은 자신의 가르침이 학생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Day, 2007). 그래야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스스로가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임을 

자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의 반응은 교사로서 효능감 뿐만 

아니라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핵심 요인이다.

아이들은 저한테 보람을 느끼게 해주고, 제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해줘
요. 근데 이게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일을 당해서 
학부모들한테 치이거나 애들한테 치이거나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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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은 이 순간을 즐기려고요. 다들 말해요. 너 그렇게 열심히 하
다가 지친다. 너도 이제 끝이다. 3년간다.

(박 교사-1차 면담)
 

  학생들에게 수업이 끝난 후에 받는 설문지와 수업평가에 담겨있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교사로 하여금“힘이 나게”한다. 박소망 교사의 

경우 초임 시절에 여학생들이 보여준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교

사로서 보람을 강하게 느끼게 해주었다.

근데 남자애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긍정적인 체육수업에 대한 
에너지도 받았지만 배드민턴, 그리고 축구 수업을 하면 매번 시범을 보
일 수는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랬던 거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가르
치면 여자애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남자애들은 워낙 체육을 좋아하는데 
여자애들 중에서 운동을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여학생들이 샘처럼 체
육교사 되고 싶어요. 그 얘기가 너무 마음에 든 거죠. 선생님 같은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이 되게 아 교사가 되는 최대의 보람이 이
런 얘기를 듣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더 힘이 났던 거 
같아요. 그래서 초임 교사로서 열심히 학교생활만 했던 거 같아요. 

(박 교사-1차 면담)

  손 교사는“준비한 것을 얘기할 때 학생들의 리액션이 딱 터지면 소

름이 쫙”돋는다면서 수업 시작 전에 의도했던 계획이 모두 성공했을 

때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낀다.

애들이 제가 의도한 대로 됐을 때. 오늘은 내가 얘네들이 실패를 맛보게 
해야 겠다라고 과제를 제시하고 나서 아 선생님 안 돼요. 하기 싫어요. 
짜증나요. 했을 때 그게 제가 의도한 거잖아요. 하기 싫지만 실패했으니
까. 그다음에 또 알려주면 되니까. 그렇게 실패하고 나서 저는 또 다음 
시간이 기대되는 거예요. 내가 딱 이렇게 할 때 요거는 요렇게 하면 될 
수 있어. (하고 가르쳐주면) 애들이 성공을 했어. 그럼 너무 좋은 거죠. 
제가 의도한대로 수업이 됐을 때가 제일 뿌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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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교사-1차 면담)

2) 동료 교사

   Izadinia(2015)에 의하면 예비교사들의 전문적 정체성 형성요인에 있

어서 멘토교사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한다. 습관적으로 가르치는 사

람이 아니라 가르침을 즐기고 있는 선배 교사의 수업을 관찰하는 과정

에서 바람직한 교사상을 직접 목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학생

들이 여러 과목의 수업을 듣고 종합함으로써 전인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사들의 수업과 일상적 행위를 배우고 본받음으로

써 터득되는 것처럼(오욱환, 2005) 교사 역시 선배 교사로부터 지식을 

얻고, 가르침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주위에서 봤을 때는 존경하는 여자부장님이 계시는데 체육 부장님이셨어
요. 제가 처음 신규 발령받았을 때 그 부장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많으세
요. 대학생 따님을 두고 계시고 나이가 많은데도 평교사로서 수업도 되
게 열심히 하시고. 수업 중에 문제행동 하는 학생들 끝까지 지도하시고 
이런 모습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진짜 멋있다 그
런 생각이. 그리고 수업도 되게 멋지게 하고. 저는 아직도 표현활동 할 
때 그 부장님 수업처럼 하거든요. 음악 줄넘기 수업을 그 부장님이 하시
는 거 보고 대박이다. 멋있다. 정해져있다. 뭔가 계획되어 있다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연륜에서 나오는 그런 거 있죠 수업 딱 진행 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멋있었어요. 

(손 교사-1차 면담)

  특히 연배가 높은 여자체육교사를 쉽게 찾기 힘든 현실에서 나이에 

따른 체력저하와 그로인한 시범에 대한 부담감과 전문성에 대한 염려

가 줄줄이 연결되어 먼 미래에 교사로서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릴 

때 평교사로서 자신 있게“정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연구 참

여자들 대부분은 갖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무연수에 참가했을 

때 우연히 뵙게 된“나이 드신 여자체육선생님의 열심히 배우려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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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은 큰 자극제가 되었다.

50대 여자선생님들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남자들 틈바구니사이에서 
여성으로서 그것도 체육교사로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엄청 힘들었을 것이
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니까 되게 억척스러워지고 뭔가 큰소리도 내게 
되고 이러는데. 그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게 된 거에
요. 그 시대에 그 편견에서 이기는 거, 훈련됐다가 아니라 타고난 소명
의식이 아니었을까란 생각도 들고. 나도 정말 나이든 체육샘들을 본 적
이 없는데 어쩌다가 댄스스포츠연수를 갔는데 어쩌다 나이든 여자체육샘
이 댄스스포츠를 하고 계시는 거야. 근데 너무 멋있었어. 나도 멋있게 
늙고 싶다. 

(박 교사-1차 면담)

  교육에 관심과 경험을 가진 고경력의 멘토 교사는 상대적으로 경험

이 부족한 교사의 교직 적응과 전문성을 도울 수 있다(Harrison, 

Dymoke, & Pell, 2006). 특히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배 멘토 교사

의 조언은 초임교사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요인이 된

다. 왜냐하면 교사가 교직생활 가운데 겪을 수 있는 부정적인 경험 즉, 

바람직하지 않은 교수전략, 교육과정의 개발과 수업관리에 관한 편견과 

낮은 자기효능감, 자신감 상실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고문수, 이대형, 2011). 

제가 근무하면서 만난 교감 샘이, 절 잘 보신 거죠. 교감샘이 이제 교장
샘이 되셨고, 그분이 저에게 멘토 역할을 해주세요 잘 보셔서. 그때 학
년부장하면서 담임도 하고 그랬거든요 경력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근
데 제가 00중학교에 가면서 계속 다친 거죠. 다치면서 리스트가 어마어
마.. 그때 다쳤어요. 그때 휴직에 들어가면서 그때 교장샘이 힘든 건 알
지만 지금까지 했던 거를 정리를 한번 해봐서 응모하는 게 어때하면서 
공문을. 그때 보내주셨던 것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보내
주셨어요. 

(임 교사-1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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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같은 학교에서 5년간 함께 근무하면서 

만났던 체육 부장님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웠다. 초임 교사로서 어려움

이 발생했을 때“내버려두기만 하는 것 같아서 싫어했었는데”나중에 

생각해보니“시행착오를 해보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힘든 시기를 겪을 때 현실성 있는 조언들을 귀담아 들으

면서 정체성 긴장 국면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다.

저는 그 선생님한테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 부장님은 저를 불러다가 
굉장히 많이 혼내시기도 했었고, 그래? 너 한번 해봐. 내버려둬서 제가 
실패하는 과정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구세주처럼 나타나가지고 상황정리 
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3년 동안은 그 선생님을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선생님이 나를 꺾으려고 하는 건가. 내 기를 죽이려고 하는 건가란 생각
을 했는데. 3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 부장님이 저한테 해
보게끔 해주지 않았으면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
는 기회가 없었을 거 같아요. 그냥 이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거 그냥 하
고, 수업 하라는 거 그대로 하고 그 선생님이 짜놓은 수업대로 했을 것 
같은데 부장님은 내버려두셨어요. 제가 뭘 하든. 그니까 이것저것 시도 
해보다가 망쳤는데 도망갈 구석이 있는 거예요. 체육대회도 뭘 안다고 
부장님이 저한테 그냥 맡기셨어요. 

(이 교사-1차 면담)

  함께 연구하는 동료의 존재는 교사로 하여금 자기 수업뿐 아니라 협

력적 활동을 통해 교육 전문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더 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송경오, 2015). 함께 수업에 대한 고민을 혼자 생각하

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분위기에서 논의할 수 있는 동료가 있

다는 것은 수업에 대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지면서 주체적인 전문가

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발령지를 받아서 갔는데 되게 중요했던 게 저희 동료. 동료샘이 저랑 같
이 공부했던 선배였어요. 같은 학교에 같이 발령 났어요. 너무 안정감이 
있는거죠. 둘이 너무 친해진 거죠. 그니까 학교생활도 너무 재밌게 3,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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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냈고 그리고 그 선배가 욕심이 있는 선배였어요. 수업에 대한 욕심
이 있는 선배였어요. 그래서 수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래서 그 당
시만 해도 활동지를 만들었어요. 체크리스트를. 축구 수업할 때 게임 안
하는 애들 체크 리스트를 해서 관찰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수행평
가도 되게 선도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해서 수행평가 하고. 그걸로 했었어
요. 그때 당시에 되게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 경험이 
지금 다시 육아휴직하고 복직하고 나서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아이디어
로(돌아온 거 같아요).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로. 

(박 교사-1차 면담)

다) 환경요인 - 민주, 자율, 협력적 문화

  교사 정체성 협상에 영향을 미쳤던 핵심 요인 가운데 개인 요인, 관

계 요인은 정체성 긴장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동기적 차원

의 성격이 강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환경 요인인 민주적인 토론 

문화가 학교에 잘 정착되어 있을 때에는 정체성 협상국면에 있는 교사

의 교육실천의 결과가 학교 집단구성원과 연결되고, 학생들에게 연결되

면서 학생과 교사 모두의 성장과 학습에 확산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시 말해 Naraian(2010)가 논의했듯 교사들의 협력적 

수업활동을 통해 조직 자체가 전문적이고 집단적인 정체성을 재구성하

는 계기가 된 것이다. 박 교사가 근무했던 두 번째 학교는 이러한 문화

가 잘 형성되어 있었던 혁신학교였고, 대토론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교육을 위해서 제안했던 내용들이 채택이 돼서 바로 실제 학교 

교육과정에서 운영될 수 있었다. 이 과정은 박 교사로 하여금 더욱더 

주체적이고 의욕적인 교육실천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박교사: 대토론회에서 제안한 게 뭐였냐면요. 담임으로서 학생 상담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 당시만 해도 아침 20분 독서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담임이 학생을 상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부담임이나 부장님들이 그 독서시간 일주일에 2번만 돌아가면서 
맡아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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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그게 채택이 됐어요? 
박교사: 그 자리에서 채택이 됐어요. 그러면 제 의견이 아주 작은 거라

고 생각했지만 담임들은 일단 공감하죠. 부장님들은 희생했잖아
요. 좋다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일단 존중과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은 부장님들이 고맙잖아요. 부장님들
이 담임들한테 뭔가를 해주세요 그러면 해주시겠죠(웃음) 고맙습
니다하고. 그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 작은 거 하나가. 그리고 
이제 교사는 학생상담을 더 충실히 하겠죠. 그리고 대토론회라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 작은 의견이 이 자리에서 결
정이 돼서 반영이 바로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들 이 대토론회 
시간이 실리적인 시간. 실질적으로 내 의사결정이 되는 시간이 
되다보니까 이 시간이 소중한거에요. 다들.

(박 교사-1차 면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소통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된 학교

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사의 의견이“존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것

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관리자와 교사 간 관계에 있어서 먼저 신뢰

가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고, 교사와 학생 간 관계에서 신뢰가 형성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교장교감 샘은 교사들을 신뢰해야 해요. 이분들한테 맡겨놓으면 뭔가 생
산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들 안에서 자발성이 생기고 그 안에서 책임감
이 생기거든요. 신뢰하지 못하면 의사결정권을 못주잖아요.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들한테 교육과정을 만들라고 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거
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신뢰가 있어야 해요. 근데 그게 교장 교감샘이 
교사한테 신뢰가 있어야겠지만, 교사도 학생을 신뢰해야 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 아이들도 할 수 있다는 거를 믿으셔야 되요. 아이들한테 권
한을 줘야 해요.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참아주셔야 해요. 참고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해요. 그게 기본으로 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는 그런 신념이 안 생기잖아요. 가장 처음에 시작
해야 될 게 토론회를, 실질적으로 해야 되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
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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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사-1차 면담)
  

  교사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서로에게 호혜적인 관계 가운데 수업에 

대한 이야기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 학교에 대한 소속

감을 느끼게 되어 더욱더 주체적으로 교육실천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

고 교사 홀로 고군분투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교직 문화

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교사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집단적 정체성이 교

육 중심으로 협상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스포츠클럽도 교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정말 아이들한테 의미 있
는 일이면 학생 자치단을 꾸려서 그 자치단이 잘 굴러갈 수 있게만 교사
가 잘 뒷받침해주고. 체육대회도 교사가 준비해서 교사가 책임을 지는게 
아니고 학생들한테 맡겨서 신뢰하고. 어떻게 망치든 뭐 잘하든 그건 학
생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의 역량을 길러주는 거라고 
전 생각해요. 대신 교사가 나 몰라라 방임하는 게 아니고, 교사가 같이. 
이럴 때 생각하지 못했던 거 이럴 때 이런 상황이 일어날 거야.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체육대회 목적이 뭘까? 이렇게 교사가 
질문을 던져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기획할 
수 있게. 이렇게 아이들한테 주는 거죠. 수업도 마찬가지. 교사가 다 끌
고 가는 게 아니고 학생들한테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게. 교사가 할 말을 
학생들이 얘기하게 만들고, 학생들이 협력을 해서 같이 수업을, 같이 성
장하게 만들고, 이 구조와 디자인을 만드는 게 교사의 역할이지 학생들 
한명 한명을 일일이 다 붙잡고 가르쳐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저한테
는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박 교사-1차 면담)

  Lasky(2005)는 교직 속에 내재된 가치, 행동규범, 중등 교육개혁 맥락

에서 설정된 사회구조와 제약에 따라서 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사명, 가

치, 교사상은 다르게 구성된다고 한다. 이는 다시 말해 민주적인 토론 

문화는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드러나는 긴장과 협상 국면에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던 교사 신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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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hs(2001) 역시 교사들은 집단적 규범과 가치, 사회적 교환과 상호작

용에 따라 교직생활을 하며, 이때 집단적 규범과 생활양식에 수용하고 

동일시하며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3. 중등 여자체육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 특징

  정체성 형성과정이란 이상적 자아와 의무적 자아사이에서 부단히 긴장

과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Lauriala & Kukkonen, 2005)이며 실제적 자아

를 통해 지금 현재 여기에 나타난 정체성의 특징을 그려볼 수 있다. 즉 

어떤 사람의 정체는 현실에서 실천하고 있는 행위를 통해 파악할 수 있

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 6명 모두의 정체성이 똑같이 동일한 특징을 

지니고 있진 않았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교사 정체성의 모습은 존재

하였다. 

가. 성별적 기대를 극복하고 있는 존재

 

  남성 중심적 체육교과 문화는 다른 교과 문화에 비해서 수직적인 위

계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여자 체육교사는 이러한 문화를 다소 누그러

뜨리거나 혹은 위계 자체를 파괴하기도 한다. 이 밝음 교사는 같은 지

역에 근무하는 여자체육부장님의 일처리 스타일을 봐왔기 때문에“여

자체육교사라서 어떻다”는 것에 대한 편견이 없었다.

저 처음 발령받았을 때 여자체육 샘이 이 지역에 세 명밖에 없었고 지금
은 한분이 가셔서 두 명밖에 없는데 일을 여자 부장님이 지금 주도적으
로 하세요. 되게 카리스마 있는 여자 샘들. 어려운 애들한테 욕을 찰지
게 잘하시는데 그 선생님이 가진 역량인거에요 카리스마. 그래서 난 여
자체육이어서 어떻다 이런 편견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남
자 샘들보다 카리스마 넘치고, 어떤 리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
이랑 연계해서. 우리 남자들끼리 얘기가 잘 정리가 안 되고, 또 남자들
은 약간 이상한 그 위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무시하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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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딴 식으로 할 거면 선생 왜 해 하면서 오빠든 동생이든 다 해버리니까 
무리 짓지 않고 혼자서 해버리니까. 외로울 순 있겠지만 또 위계가 있는 
남자 샘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여자 샘이더라고요. 

(이 교사-1차 면담)

  손 교사는“여자니까 약해서 배려 받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고 말

하였다. 또한 회식 모임이 있으면“여자는 회식에 안가는 이미지로 보

이기 싫어서”오히려 스스로 주도하는 편이라고 한다.“똑같이 월급 받

으면서 일하는데 동등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일을 일이나 몸으로 뛰는 거 정말 열심히 해요. 남자랑 똑같이. 하다못
해 물 나르는 거 짐 나르는 거. 똑같이 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자 
체육샘이라고 약하다고 덜 하는 건 아닌 거 같아서. 그니깐 제 생각이에
요. 뭐냐면 제 신랑도 체육교산데 신랑이 여자선생님에 대한 불만을 토
로하는 거예요 왜 힘든 거 있을 때만 남자체육 샘을 찾아? 자기들은 편
한 거 하고? 근데 그게 맞거든요. 똑같은 월급을 받고 똑같은 교직에서. 
똑같은 생활을 하면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여자라고 뒤로 빠져본 적은 별로 없어요. 

(조 교사-1차 면담)

 연구 참여자들은“하고 싶은 것만 하고, 힘든 것은 안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했다. 체육과 업무는 특성상 업무량도 많고, 행사 

준비 차원에서 체육 기자재를 옮겨야 할 일도 자주 있다. 이러한 상황

에서 특별대우 취급받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기 쉬운 것만 취사선택 하는 거는 진짜 멋없는 거예요. 교사로서 그렇
게 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같이 수업하는 남자선생님한테도 힘
든 남학생 수업을 다 떠넘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남자애들 
수업한다고 해서 걔네들이, 걔네들도 또 재밌거든요. 남자애들끼리. 성공
할 때 잘하면 애들이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하면서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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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실망감을 주고 싶지 않아서. 싫어하는 수업 안하는구나 라는 이미지
를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손 교사 – 1차 면담)
 

  학생들을 지도할 때 여자체육교사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이미지를 줄 

수 있고, 신체활동을 함께 하면서 좀 더 편안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

다. 특히 체육 수업을 할 때 종목 특성에 따라 학생들의 자세를 잡아주

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럴 때 남자체육

교사보다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자세를 교정해주는 일이 수월하다.

 제가 여자 샘이라서 좋은 점은 체조나 무용 수업을 할 때 아이들 자세
를 직접 손으로 고쳐줄 때가 많은데 정말 아무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요즘 민감하잖아요. 성관련 기사도 많이 나고, 그런데 
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아이들 오면 포옹도 해주면서 더 아이
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박 교사-1차 면담)

 또한 여자 체육교사라서 더 잘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종목들이 존재

한다. 무용과 같은 표현활동 지도에 있어서 더 전문성 높은 시범과 지

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학급 운영이나 생활지도 

측면에서도 세심하게 잘 보살피려는 태도가 나타난다.

체육교사라서 대충 할 줄 알았는데 아이들 학급운영, 수업 지도할 때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학부모 통해서 들어요. 이게 여자라
서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박 교사-1차 면담)

  한편, 여자 체육교사는“사이존재”다. 학생들은 여자교사지만 체육

교사라는 이유로“만만하게”보지 못한다. 여자체육교사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는 생활지도를 할 때 도움이 된다. 체육 수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학생들과 체육교사는 관계 형성도 잘 되어 있고, 아이들 훈육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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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도“여자체육교사들이 조금 더 통제를 잘하는”모습이 나타

난다. 

 걸크러시란 말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다른 여자 샘들한테는 함부로 해
도 체육여자 샘들한테는 함부로 못해요. 체육여자 샘들한테 대하는 거랑 
체육남자 샘들한테 대하는 거랑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처럼, 약간 사이
존재라고 해야 하나? 

(조 교사-1차 면담)

  농구선수 출신의 조고움 교사는 실기로 인한 위축감이나 아이들 앞

에 설 때에 자괴감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다. 운동장 질서에 배어 있는 

운동 능력을 갖춘 자격 있는 존재로 학생들에게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저는 항상 메인이었고. 그니까는 주변인이 아니었거든요. 선수생활을 하
면서 메인이었고, 옆에서 보조하기보단 스포트라이트. 항상 한가운데 있
는 사람이었거든요. 체육의 한가운데. 그래도 운 좋게 학교에 발령받았을 
때도 제가 선출이라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지금까지도. 아이들
은 제가 다른 운동을 잘 못해도 저 선생님은 농구 하니까 무시를 못하는 
거죠. 샘이 공을 좀 못 차도 저 샘은 농구 잘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
서 저는 여자라서 무시 받고 했던 기억은 별로 없어요.

(조 교사-1차 면담)

  체육을 잘 가르치는 능력과는 상관없이 학교체육문화의 규범은 운동

능력이 중심이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자존감이 도전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환경에서 여자이지만 특기 종목 한 개에 있어서는 시범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감이 없고, 학생들도 자격을 시험하려는 태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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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함께함으로 앎과 삶을 나누는 존재

 

  1) 나눔으로 성장하기

  층층이 쌓아 올린 관계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림으로써 건강하

게 교직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모습은 연구 참여자 모두에게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모임에 소속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첫 번

째는 바로‘체육 교사로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는

다는 점이다. 수업 연구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수업 자료만이 아님

을 손사랑 교사는 강조한다.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뿐만 아니라 체

육교사라는 자기 존재에 대한 물음의 답이 되는 것이다. 

 

연구회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참여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
었어요. 이거 놓으면 나는 체육교사로서 되게 중요한 거를 포기하는 거
다란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활동했던 것 같아요. 거
절하지 않고, 연구회 일이면 거의 거절하지 않고 참여하려고 했던 것 같
아요. 그런 것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미리 알고 사전에 그거를 바탕으로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손 교사-1차 면담)

   수업을 이야기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의 수업에 대해서 고민

을 나누고 소통하는 자리는 연구 참여자로 하여금‘학습’이란 무엇인

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학교에 계속 근무하다보면“교육적

으로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단지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그냥 하게만 만

들고 싶다”라는 충동이 오는데 수업 연구 모임에 가서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반성하게 된다. 

 

예를 들면 애들이 노는 꼴을 못 보겠어서 학습지를 만들려고 하면서 다
른 학습지를 찾아보잖아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애들이 노는 꼴을 보
기 싫어서가 아니라 학습을 더 풍부하게 하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
러주기 위해서. 하기 전에 생각하기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의도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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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학습지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서 약간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질문
도 한두 개 밖에 없어요. 학습지에. 저는 빽빽하게 해서 수렴적인 질문 
하려고 했는데, 그냥 크게 질문 던져주고 이 질문을 보고 쓰지도 않아
요. 이 질문을 보고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학습지였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과제제시도 여기다가 할 수 있겠구나. 수업을 내가 얘
기하지 않고 학습지로만 할 수도 있겠구나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전
환이 된 거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수업을 다시 짜야겠단 생각을 하게 
됐고.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이 종목을 왜 하고 있는지를 또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이 종목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 종목을 통해서 
어떤 거를 배우려고 하는 건지, 얘네들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성장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연구회는 반드시 놓지 않아
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손 교사-1차 면담)

 임 교사의 경우는 교과전문가로서 제 2의 정체성 출현국면에 위치해 

있다. 수업 연구회에 들어가서 열정적인 교사들과 서로 수업에 대해 나

눔하고, 고민거리들을 소통하면서 자신의 수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만

한 아이디어를 바로 구해서 적용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한다.

작년에 배드민턴 수업을 하는데 그때 과제식 스테이션 수업을 했었어요. 
그 낚시줄 사다가 콕 연결해서 하이클리어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놓고, 
이쪽은 게임, 이쪽은 벽치기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서 4개로 스테이션 
돌렸거든요. 여기 서브 연습할 수 있고. 근데 옛날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과제진척의 문제가 생기고 막. 돌아~ 하고. 나는 편하지만. 그래서 이것
보다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했는데 00샘 되게 아이디
어도 많으시고 연구회 회원이세요. 그분이 이거 게임으로 한번 해봐요. 
등급이 있잖아요. 브론즈, 골드 뭐 그래서 그럼 4개 등급 좀 알려줘요 
해서 고깔에다가 바로 프린트 해서 붙였어요. 그리고 그 구간에 잘하는 
아이들, 나서고 싶어 하는 아이들. 니네가 선별해~ 그러니까 서로 하고 
싶어가지고 서로 경쟁해서 4명 뽑았잖아요. 얘네가 거기 주인이 되는 거
야. 얘네를 넘어야 등급을 하나씩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하이클리어를 
해서 이겨야지. 그런 거를 간간히 활용하는 건데 애들은 너~무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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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했어요. 가서 막 자랑하면 샘들이 너무 잘했다
고 칭찬해주시고, 괜히 으쓱(웃음). 근데 여기 이런 문제가 생겨요. 너무 
몰리게 되요. 라고 하면 어 그럼 여기 1인1 티칭을 해주고 있으면 되지
하고 바로 알려주세요. 그럼 티칭을 하면서 고쳐주고 있고, 그러니까 너
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임 교사-1차 면담)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수업활동 자료를 아낌없이 나눈다. 연

수에 참석하여 강의도 진행하면서 자신이 가진 수업노하우와 교사로서

의 삶을 있는 그대로 나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보람감을 

느끼기도 한다.

좀. 그런 것도 되게 재밌어요. 제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00 안
에서 충족하지 못할 부분들을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고 뭔
가. 저의 그 자료로 도움을 받고 되게 감사하다고 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거에 뿌듯하고. 

(박 교사-1차 면담)

  2) 공동체성 추구하기

  연구 참여자들은 대체적으로 관계를 중시하고 소통에 열려있는 특징

이 있었다. 단절과 회피 그리고 고립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을 개방하

고 타인과 연결되길 희망하는 마음이 작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내다보면. 교직사회에서의 교과 외에 교직 문화에서 선생님과 
같이 어울리는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게 나이가 먹을수록 더 크
게 작용하는 구나. 우린 그래요. 학교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교무실 오면 
참 좋아. 샘들이 만나면, 서로 위안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크구나. 여기
에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성향이 좀 도움이 되는 구나를 점점 더 느껴
요. 교직에서도 그래서 제가 소소하게 모임을 만들어야지는 아닌데 주축
이 돼서 운영이 되요. 한 해 모였던 마음이 맞는 선생님들, 해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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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이 만들어지면 자꾸 제가 총무처럼, 돈 계산도 못하면서 뭔가를 맡
고 있어요(웃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때 되면 한 번씩 톡방 만들어
가지고 번개팅 할까요~ 호응해주면 선생님들끼리 2014년부터 해가지고 
모임이 몇 개 있거든요. 제가 좀 주축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임 교사-1차 면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관계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대하거나 동료교사

들을 대할 때 얼마나 개방되어 있는가를 유추해낼 수 있다. 연구 참여

자들은 처음 본 연구자 앞에서도 자신의 라이프 히스토리를 진솔하고 

깊이 있게 전달해주었다. 

저는 처음 보는 선생님 앞에서 울고 이러잖아요. 나를 오픈시키는거 되
게 잘하기 때문에 그 연수, 연구회 가지 않아도 그냥 제 주변사람들에게 
저를 오픈해버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많이 위로를 받아요. 그리구 그런 
과정 중에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체육교사 단톡
방 이천몇명 아는 것보다 00샘 아는 게 더 중요하고. 어 그렇게 받는 위
로가 더 큰거같아요. 연구회활동보다는. 

(이 교사-1차 면담)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교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혼자 묵묵히 참고 

견디기보다는 관계 속에서 상대에게 의지하고, 때로는 자신의 존재를 

내어줌으로써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박 교사는 열정 있는 선

생님들이 모여 있는 연수를 통해 위로를 받는다.

그리고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
요. 그래서 그 샘들한테 되게 위안 받고. 그 00샘, 00선생님 연수 갔거
든요. 근데 사실 연수를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카톡방에도 계속 올라오
고, 00샘, 00샘이 강의도 많이 하셨고 해서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비슷
한 내용이잖아요. 계속 했던 내용을 하니까. 근데 왜 갔냐면, 아까 언니
가 말한 것처럼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있고 싶었어요. 그 샘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열정 있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나와 같은 고민
을 가진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이래서 전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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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또 연수 가냐고. 좀 쉬어라. 막. 방학 때 좀 쉬라 하는 게. 전 그게 
그냥 그 한해, 작년 한해를 다 힐링 시켜줬어요.

(박 교사-1차 면담)

  여자 체육교사들만의 고충을 서로 토로하고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장

을 마련하기 위해 농구동호회를 만든 조교사는 다양한 연령대가 모여 

있는 집단이기에 새롭게 올라오는 젊은 여자체육선생님들을 위해 자신

들이“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

계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 자신의 위치에 대하여 성찰하고 생각

하기 때문에 더 체육교사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다.

저희는 아줌마들도 꽤 돼요.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50대 언니도 있고 
제 또래도 있고 언니도 몇 명 있고 해서. 아줌마들도 애들 데리고 오구. 
그래서 나이 있는 애들한테 그래요. 우리가 잘 나와야 해. 왜냐면 쟤네
들은 분명 시집가구 애 낳으면 못나와. 우리가 지키고 있어야 돌아 돌아 
다시 올거야. 우리는 그런 위치가 있어야 돼. 그런 얘길 하거든요. 

(조 교사-1차 면담)
 

다) 학생을 중심에 두고 실천하는 존재

 

 1) 워라벨의 의미 되새기기

 
 조 교사는 자신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수업”에 집중하기로 결심

<그림 6> 조 교사-현지문서-농구 동호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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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고 한다.“학교는 교육기관”이므로 체육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수

업 안에서 인성”을 가르쳐야하며“수업 안에서 예의”를 가르치고

“수업 안에서 태도”를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실천하게 되었다.

생활지도는 어른이 가르쳐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기는 한데 그거를 받
아들이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 뭐 강한 제재를 거의 하진 
않는 편이에요. 그거는 저의 손을 떠났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수업 
안에서 아이의 인성을 최대한 끌어 올리는 게 제일 첫 번째고. 생활지도
는 규칙을 지키게끔 이야기를 하는 게 맞고,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아이들의 인권을 하는 것처럼 저는 그 인권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규칙
대로 가는 거죠. 조금 냉정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교에서 유리창
을 깨? 화낼 필요가 없어. 자 너는 지불하고 선도처분 받아. 원칙적으로 
가는 게 맞아. 내가 널 미워하진 않지만 너희가 한 행동은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 교사-1차 면담)

참여 교사들은 이렇게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을 탈각시키는 것이 아니

라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상처에 대해 직면하고 받아들

이고, 그 가운데 함께 있어주는 소중한 동료교사들의 진심어린 위로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교육자로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

확히 구분하는 계기로 삼게 되었다.

  박 교사 역시“교사가 힘들면 안된다”는 관점을 강하게 갖고 있다. 

학교생활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모든 것들을 다“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으니 가장 첫 번째 포인트를 주는 것은 수업”이라고 명

확하게 이야기한다.

이런 교육과정을 펼치면서도 사실은 교사가 이 안에서 힘들면 안된다 에
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지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성장을 이
끌지만 어떻게 하면 교사는 덜 힘들면서, 교사의 성장도 같이, 이끌까를 
고민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선택과 집중을 잘 하자고 저도 그렇게 
하게 된다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거든요. 우리 학교생활에서. 절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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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지 않은 일은 없어요. 다 중요해. 다 중요하고 다 의미가 있어. 하지
만 이걸 다 완벽 하게 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포인트
를 주는 게 수업이에요.

(박 교사-1차 면담)

 

  또한 참여 교사들은 다양한 자아들 간의 균형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

이기도 하였다. 교사들은 대부분 가정으로 돌아와서도 다시 컴퓨터를 

켜고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교사의 경우 학교 선생님에게

“학교에서 교사 했으면 충분하다고 밖에 나가서까지 교사의 그걸 쓰

고 있지 말라는”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 교육자라는 숙명을 감당하려

면 그만큼의 고된 정서적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를 나와서는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면서 에너지를 회복하라는 차원에서 해준 격려였

다. 손 교사의 경우 집에 와서도 업무 생각을 반복해서 하게 될 때는 

교사와 개인으로서의 자아를“분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방향은 다르다.

업무는 로그아웃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냥 교사로서의 나의 생활, 개
인의 생활이 교사와는 분리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 
같아요 올해 특히. 올해. 그냥 업무는 로그아웃 해. 컴퓨터 꺼버려. 하지
만 나의 생활은 괜찮아. 교사와 내가 혼용되어 있어도 괜찮겠다.

(손 교사-1차 면담)

 이 교사 역시“구분하려고 해도 구분하기 어려운”자신의 모습을 바

라보면서 워라벨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긴다.

교사로서의 자아도 나고, 아내로서의 자아도 나고, 인간 이밝음의 자아도 
나고, 딸로서의 자아도 나고. 연결은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의와 
집중. 그래서 저는 그 순간순간만 열심히 하려고요. 내가 우리 반 들어
가서 조회 시간에 담임 선생님하고 있으면 그거 열심히 하고, 수업 시간
엔 수업 하고, 업무할 때는 업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 교사 – 1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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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학생 인식 바꾸는 수업하기

 참여 교사들은 모두 여학생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수업을 구상하

여 실행에 옮기고 있었으며 학생들이“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태도와 자세”였다. 

 그거를 제가 우연히 접하게 되고 되게 크게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저희 
딸아이한테 저희 딸이 아빠를 닮아서 에너지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제
가 감당이 안 되니까 공주처럼 먹어볼까? 공주처럼 이야기해볼까 조용조
용 이야기하게 하려고. 근데 그게 얼마나 여자한테 나쁘다는 게 강하게 
와 닿아서. 그래서 저는 제가 여학생만 수업을 진행하니까 저한테 제일 
큰거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체육이 즐거워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
도(운동을 하는 거). 농구를 보면 농구 활동을 하겠다(라고 마음먹게 만
드는 거) 그게 저의 첫 번째 목표에요. 여자의 시야, 시선을 바꾸는 거 
그게 저의 가장 큰 목표예요. 그래서 참여도를 같이. 왜 남자는 하는 데 
너네는 안 해?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축구? 왜 너희는 못해? 할 수 있
어. 근데 아이들이 잘 따라줘서. 축구를 해도 여자 남자 시간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결국은 여학생들의 참여도에 따라서 팀이 결
정이 나는. 지금은 그게 가장 큰 포인트에요. 왜 여자니까 안 돼? 앉아
있어야해? 아니야. 여자도 다 할 수 있어. 

(조 교사-1차 면담)

  실제로 조 교사는 수업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이 체육 시간에 주도적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부터 수업과 동아리까지 여학생 시

합시간과 심판활동의 참여도 비율을 남학생들과 동일하게 끌어올려서 

진행하고 있다.

 

애들 키 몸무게 잴 때 난리 나잖아요? (웃음) 전족이라는 EBS가 있어요. 
전족 5분짜리 영상 하나 틀어주면 생각이 바뀌죠. 누굴 위한 다이어트
야? 누굴 위한 몸무게야? 남자들의 자기만족? 전족에서 그런 얘기가 나
오잖아요. 같이 동등했으면 하는 거죠. 이 스포츠계가 항상 여자는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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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남자가 하구 여자는 응원하고 치어리딩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좀 
당당했으면 하는 거. 

(조 교사-1차 면담)

 

박 교사는 여학생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체육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간접체험활동 방식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실패 경험이 많았던 여학생들이 체육 시간에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

도록 지도하다보면 여학생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러한 변화를 지켜보

는 교사는 다시 한 번 성취감과 보람으로 다가와서 더 열심히 지도하

게 되는 동인이 된다.

<그림 7> 현지문서-결과보고서

<그림 8> 박교사-현지문서-연수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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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선생님~ 남자애들이 저희한테 기회를 안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고 싶은데 남자애들이 우리한테 기
회를 안줘요. 배구를 하면 애들이 자기네들이 다 제 포지션인데도 제 위
치까지 와가지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감사함을 느꼈어요. 얘네
가 아 그래도 하고 싶어 하고, 하려고 하는구나. 그때 이제 남학생들한
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잘하는 건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남녀합반으로 
같이 있는 거는 사회가 남자만 있고 여자만 있고 하는 게 아니다. 너네
는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이고 학교는 작은 사회라고. 지금 이 
팀도 작은 사회라고. 그러면 너희가 잘한다고 해서 얘네를 무시하면 되
겠냐 안되겠냐. 얘네를 가르쳐주고 얘네를 앞에 세워줄 수 있는 멋진 남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막 해요. 

(박 교사-1차 면담)
  

  남학생과 여학생이 서로를 돕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

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스포츠는 남자, 여자를 떠나서 혼자 

잘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의 부족한 부분이 보

이면 가르쳐주고 도우면서 해야 함을 알려준다.

저는 남자애들이 자꾸 여자애들이랑 하기 싫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너 
네가 점심시간이나 스포츠클럽이나 동아리 가면 잘하는 애들이랑 할 수 
있는데 네가 체육시간에 재미있으려면 얘네 실력이 올라와야 재밌어. 백
날 너 혼자 잘해봤자 소용없어. 팀플레이 해야 되는데 너한테 어시스트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너 슛 못 넣어. 너 혼자서 다 끌고 나갈 거야? 너
만 재밌지 남들 다 재미없대. 막 이런걸 얘길 해주면 본인이 좀 참더라
고요. 아 내가 얘를 이끌어줘야 내가 체육시간에 재미있겠구나를 알게 
되는.

(이 교사-1차 면담)

  표현활동을 싫어한다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수업 시간에 음악줄넘

기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해주었던 남학생들의 모습을 지켜본 박 교

사는 여학생에 대한 편견만큼이나 남학생에 대한 편견 역시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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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알게 되었다. 여학생을 위한 수업은 모두를 위한 수업이다.

이번에 음악줄넘기 수업을 하는데, 저는 남자애들이 그렇게 꼼꼼할 줄 
몰랐어요. 전 되게 여학생들만 꼼꼼하고 섬세하고 자료 만들 때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남자애들이 오히려 더 꼼꼼한 면을 봤어요. 자기네들이 
더 주도해가지고, 야 이건 어떻게 할까 막 이러면서 가사도 적고 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 기특하고. 그래서 저는 되게 걱정했거든
요(열심히 안할까봐) 근데 애들이 엄청 잘하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중략)...특히 체육과목으로 인해서 인성이나 사회성, 공
동체 정신을 배우는데 있어서 여자체육샘들이 있는 걸로 이 남학생들을 
많이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이 사실 싫긴 하겠죠. 선생님이 막 
협동중심하고, 배려해라. 잘 가르쳐줘라. 못하는 사람도 껴서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좋아하는 애들도 분명 있기 때문에. 
그런 약자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게 여자선생님들이라고 전 좀 생각을 
해요

(박 교사-1차 면담)

  3) 학교체육문화 활성화와 인성함양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은 수업에서 더 나아가 학교체육문화 활성화와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

을이 필요한 것처럼 체육을 통해서 더 즐겁고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하

기 위해서는 그 학교의 체육문화를 혁신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손 교사는 이러한 역할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

는 중이었다.

안 해도 되는데 하는 편이죠 제가. 네. 억지로 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
고 이제 학교가 합쳐지면서 돈이 많이 내려왔어요. 수억이 내려와요. 근
데 그걸 안 쓰면 되는데 또 있으니까. 또 돈을 쓰려면 행사를 해야 되잖
아요. 근데 또 체육과 일이 애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일번인 거 같
거든요.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그래서 저는 자부심을 느껴요. 그래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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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자꾸 열어주고. 그러니까 일이 또 많아지고. 하지만 거기서 애들이 
활동을 하면서 되게 재밌어 하는 거 보면 또 그냥. 할 맛이 나는 거죠.

(손 교사-1차 면담)

  임 교사는 학급운영에 관련된 틀을 정리하면서“인성, 진로, 소통하

는 학급”으로 분류하여 지금까지 해왔던 학급 운영 프로그램을 정리

하게 되었다. 교과도 중요하지만 학급이“일 년을 같이 생활하는 아이

들의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기에 방학 때에도 계획서

를 신청해서 학급아이들을 데리고 캠프를 다녀올 정도로 임 교사에게 

담임은“제 2의 삶”이었다.

임교사: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인성은 타고나는 걸까 변하는 걸
까. 근데 물들어갈 수 있구나. 점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아이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반은 되게 싫어하거
든요. 그래서 못하게끔 해요. 그러면은 목소리가 줄어들어요. 툭
툭 내뱉는 것도 전체 분위기가 하면 안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되
는거죠)  

연구자: 물들어간다는 표현이 되게 소름 돋았어요 
임교사: 네. 자꾸 느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웃음) 시행착오에요. 저도 

매해마다 배워요. 애들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데. 고쳐가고 하
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운영했을 때 애들이 조금이라도 바뀌는 게 
보이니까 아 이거 놓칠 수 없는 부분이구나.

<그림 9> 손 교사- 현지문서(행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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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사-1차 면담)

  임 교사가 아이들을 향해 주었던 것은 진심이었다. 아이들 모두에게 

“충실하고자 하는”마음이었다. 기대를 내려놓고 아이들에게“추억”

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까지 그래왔듯“한 번도 쉬지 않았던”학

급 담임으로서 아이들에게 여전히 다가가고자 한다.

제가 다쳐봤잖아요. 10년차에 깨지면서 모든 사람이 다 날 좋아할 순 없
지. 그러면서도 기대는 되지만 거기에 대한 거를 내가 많이 내려놨어요. 
내 마음 가고자 하는, 한 해 아이들에게 충실하고자 하는. 다 쏟아보자 
후회 없이. 그러고 이제 너희들 받아들이는 건 각자야. 근데 난 너희들
한테 평생 갈 수 있는 추억 하나는 주고 싶어. 그래서 여행도 감행했던 
거고. 이번에도 신청해서 됐어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근데 얘네들이(웃
음) 00중 애들이라 돈이 좀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 늘어놓고, 애들 만족도 조사에서도 매우불만 체크해요. 그런데도 제 
만족. 그 와중에 제 진심이 닿는 아이들이 있겠지 하고 갔다 왔어요.

(임 교사-1차 면담)

           <그림 10> 임 교사의 학급운영 프로그램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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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중등 여자체육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과 요인 및 특

징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연구 문제는 첫째, 중

등 여자체육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중등 여

자체육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중등 여자체육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무엇인가

로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 및 논의를 종합한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중등 여자체육교사인 연구 참여자들은 교직생활 가운데 교사 

개인에게 구체적인 변곡점이 되었던 계기를 겪어나가면서 출현, 긴장, 

협상의 과정을 거쳐서 교사 정체성을 형성해나갔다. 나이와 경력, 마주

한 상황은 모두 제각기 달랐으나 교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면서 본격적

으로 교사 정체성이 출현하였다. 움직임 본능과 가르침의 즐거움을 느

끼게 된 생애 경험은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교사가 된 이후에도 정체성 출현은 계속되었다. 나

이를 먹을수록 진행되는 신체적 노화와 시범을 중시하는 교과의 특성

이 맞물리면서 교사 정체성은 천천히 변화하며 재출현하는 과정이 있

음을 보여줬다. 또 아이를 둔 엄마로서의 정체성이 출현하게 되면서 기

존의 교사정체성이 재구성되었다. 질서와 실기, 운동과 수업상황에서 

학생의 반응에 따라 훈육과 교육 사이의 지점에 대해 성찰하면서 정체

성 긴장이 발생하였으며 교육자 외의 역할과 업무 처리사, 체육교사에 

대한 고정된 역할기대 속에서 갈등하기도 하였다. 이를 넘기 위하여 교

육자로서의 목표 자각하기, 수업 디자인에 변화주기, 업무의 우선순위 

구조화하기, 민주적 학교문화에서 소속감 느끼기, 관계를 통해 통합적

인 나 추구하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교사 정체성을 협상해나갔다. 

  둘째, 교사 정체성 형성에 미친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틀

을 갖고 데이터를 코딩하였고 11가지의 요소를 크게 개인요인, 관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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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환경요인으로 범주화하였다. 각각의 요인들 중에서 정체성 출현, 긴

장, 협상의 세 국면 중에 비교적 영향을 더 끼쳤던 핵심 요인을 선별하

였다. 교사정체성 출현에 영향을 미친 핵심 요인은 개인요인의‘목표의

식’, 관계요인의‘스승님의 존재’, 환경요인의‘체육과 문화’였으며 

교사 정체성 긴장에 영향을 미친 핵심 요인은 개인요인의‘교사신념’, 

관계요인의‘학부모와 학생’, 환경요인의‘업무가 몰리는 구조’였다.

교사 정체성 협상에 영향을 미친 핵심 요인은 개인요인의‘교사신념’, 

관계요인의‘학생의 반응과 동료’, 환경요인의‘민주·자율·협력적 

문화’였다.

  셋째, 중등 여자체육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 및 영향 요인을 분

석한 결과 나타난 특징으로 제시할 수 있는 중등 여자체육교사의 교사 

정체성 특징은 성별적 기대를 극복하고 있는 존재였다. 교사를 대상으

로 수직적 위계구조를 깨기, 일할 때 더 주도하는 적극적인 역할 수행

하기와 같은 모습을 보여줬고, 학생 대상으로 편안하고 친근한 관계 형

성하기, 걸크러시 이미지로 차별화 주기, 운동선수라는 특성이 주는 기

대 활용, 여자체육교사라서 잘할 수 있는 것 잘하기와 같은 모습을 보

여주었다. 다음으로 중등 여자체육교사의 교사 정체성 특징은 함께함으

로 앎과 삶을 나누는 존재였다. 나눔으로 성장하기, 공동체성 추구하기

의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중등 여자체육교사의 교사 정체성 특징

은 학생을 중심에 두고 실천하며 성장하고 있는 존재였다. 워라벨의 의

미 되새기기, 여학생 인식 바꾸는 수업하기, 학교체육문화 활성화와 인

성함양을 통해 학생 변화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다.

2. 제언

 가. 바람직한 교사 정체성 형성 및 실천을 위한 제언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교사는 반드시 정체성 긴장국면을 겪는다. 

수많은 교육 관계자들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교사로서 갖고 있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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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은 사회적으로 교사에게 바라고 원하는 역할 기대와 때로는 상충하

고 대립하기 때문이다. 교육자 외의 역할을 기대하는 교육관계자들의 

요구, 교사가 수행하는 학교업무의 성격, 교과교사에 대한 상징적 이미

지와 연결되는 역할 기대,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 나이 듦과 부모가 되

어감에 따라 해야만 하는 역할이 존재한다. 바닷가에서 항해하고 있는 

한 척의 배와 같다. 이때 등대의 기능을 하는 것은 학생의 바람직한 성

장을 희망하는 교사의 신념, 함께 그 길을 찾아서 항해하고 있는 동료 

교사와 같은 공동체이다. 

  교사의 신념은 교사가 되기 이전의 생애 경험들의 축적을 통해 형성

되는 사고방식이자 판단의 기준이다. 상황과 맥락에 휩쓸리지 않도록 

교사로서의 중심을 잡아준다. 따라서 예비교사교육 단계에서 교사처럼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상황을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교사로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학생의 삶에 바람직한 영

향을 줄 수 있는지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교사의 

삶은 학생과 별개가 될 수 없다. 학생이 중심에 있는 교사는 교육자 외

의 역할을 요구하는 사회적 역할 기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교육을 실행해 나간다. 따라서 예비교사교육을 통해 학생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내면화하여 교사로서의 정체성 형성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사신념을 확립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현직 교사 교육은 두 가지의 경로가 병행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교

사로서 함께 수업을 연구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교사학습공동체가 학

교 안과 밖에서 확산되어야 한다. 공식적이고 일회적 성격의 기관중심 

연수보다는 교사들의 자생적 수업연구모임이 정체성 형성과 전문성 계

발을 지속적으로 촉진시켜준다. 학교의 다양한 맥락 가운데 실존적인 

고민들을 겪는 교사들 간의 대화는 학습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교사 

정체성 협상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또한, 이와 함께 학교 문화가 수업과 학생을 중심으로 자율적이고 민

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정책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결과에서 

확인했듯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문화에 소속된 교사는 교사 정체



- 137 -

성 긴장 국면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짧았고, 정체성 협상 국면에 머물

러 있는 시간이 길었다. 또한 실천의 크기가 교과 차원에서 학교 및 교

육청 차원으로 더 확장되는 경향을 보였다. 교사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근거가 교사의 실천행위인데 이 실천 행위의 크기

와 형태가 넓어지고 커질수록 학생들의 삶에 미칠 교육적인 효과도 비

례하여 커질 것이다. 

 

나. 중등 여자체육교사의 교사 정체성 협상을 위한 제언

  

  중등 여자체육교사는 교과 특성상 가르침의 다양한 방식 중의 한 가

지로 시범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친다. 학생들은 체육교사이면서 여자인 

선생님의 운동 능력과 수업 전문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시범을 중요하

게 보는 경향이 있다. 임교사는 신규발령지에서 남자체육교사와 함께 

근무하면서 이와 관련된 고민을 토로한 바 있다. 따라서 시범에 대한 

부담감은 남자체육교사보다 상대적으로 여자체육교사에게 더 크다. 교

과의 특수성이 들어간 특징이지만 모든 여자체육교사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난 특징은 아니다. 운동선수인 여자체육교사의 경우, 실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던 여자체육교사의 경우 시범에 대한 부담감은 그리 

크지 않았다. 따라서 예비교사교육 단계에서 교사 스스로 시범에 대한 

극복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필요

하다.  

  신체적 노화와 엄마라는 정체성 출현은 교사가 되고 난 이후에 여자

체육교사로서 교사정체성 긴장을 초래하는 중요 영향요인이기도 하다. 

정체성 이탈이나 소멸로 가지 않기 위해 여자체육교사들의 고충을 이

해하고 서로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받을 수 있는 공동체에 소속된다면 

서로 짐을 나눠질 수 있는 심리적 안전장치로서의 의의가 있을 뿐 아

니라 교육자로서의 감각을 잃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정

책적으로 여자체육교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스스로도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함께 좋은 교육자로서의 항해를 위한 힘을 기르기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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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필요하다. 

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다양한 경력의 여자체육교사 6명을 

대상으로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과 영향 요인 및 특징을 탐색하였다. 이

를 위해 교사되기 전 생애경험부터 교사 외 개인적 자아와 관계된 경

험까지 폭넓게 탐구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중등 여자체육교사의 정체성 

탐색을 위한 거시적인 접근에 대한 강조는 연구에 한계점을 만들었으

며 후속 연구의 필요가 제기된다.

  첫째, 정체성 긴장을 발생시키는 계기 및 요인에 대한 미시적 접근의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양한 경력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

로 탐색하였기 때문에 경력별로 나타난 정체성 긴장의 계기를 시간적 

순서로 나열하였고, 개인적 정체성로부터 비롯되는 정체성 긴장이 교사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내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후속 연

구에서는 정체성 긴장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서로 교차되면서 어떤 상

황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교사 정체성에 영향을 일으키는지 심층

적인 의미를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소수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장기간의 종단연구를 통해 초

임시기부터 성숙기에 이르기까지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을 심층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중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여자체육

교사라는 공통점은 존재했지만 학교 맥락과 개인적 상황과 요인들이 

저마다 달랐다. 교사 정체성은 교사 개인과 교사를 둘러싼 상황 간 상

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따라서 비교적 상황이 안정되어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상호작용적 측면에 초점을 둬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사 정체성 협상의 다음 단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협상

은 안정을 가정하거나 또는 확보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넘어서서 정체성 재구성을 하는 단계로 진입하는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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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협상 다음 단계의 가능성을 연구를 통해 확

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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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연구참여자용 설명문  

연구 과제명 : 중등 여자체육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과 요인 탐색

연구 책임자명 : 김 혜 연(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학생)

이 연구는 중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여자체육교사의 다양한 교사 정체성의 

모습을 살펴보고, 형성과정에 나타나는 주요 실천 양상을 분석하여 전문

적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특징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중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여자체육교사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

속의 김혜연 연구원(010-0000-0000)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

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

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

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

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

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중등학교 여자체육교사의 교사 정체성의 형성과정과 

영향요인 및 특징이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이 연구는 중등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지도하는 여자체육교사 6명이 참여

할 것입니다. 선정 기준은 첫째, 중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여자체육교사이

며 둘째, 교사학습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이거나 혹은 자신의 교육

활동을 공유하는 교사이며 셋째,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고 난 경력 4

년 이상의 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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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1) 개방형 설문에 참여하게 됩니다. 개방형 설문은 총 7문항이며 60분가

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선생님이 가진 교육과 인생 전반에 대

한 다양한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질문이 구성되어 있습

니다. 인생 전반의 흐름을 되돌아보면서 무엇으로 하여금 교사로서 자신

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적어서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개방형 설문을 통해 의미부여한 사건과 은유, 묘사로 드러나는 생의 

과정을 이해한 후 심층면담을 통해 보다 풍부하고 깊은 이야기로 드러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면담 과정에서 선생님의 다양한 사진 또

는 현지 문서(교육과정 계획서 등 선생님이 체육수업을 위해 작성한 문

서)등의 수집과 함께 수업관찰 1회도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질

문하고 자료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담의 전 과정은 사정에 공지

한 후 녹음하고자 합니다. 심층면담 장소는 선생님의 학교 또는 선생님

이 직접 선정한 편안한 장소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이후 추가적인 질문

이 있을 때에는 추가 면담 또는 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합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2019년 6월에 개방형 설문에 참여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약 3개월 동안 

면담은 최소 1회 이상 최대 2회 이하를 요청받게 됩니다. 1회 면담 시마

다 약 90분이 소요됩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

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

이나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만두는 경우 모아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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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는 연구 참여자의 희망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폐기 처리를 희망 

시, 즉시 모든 관련 자료는 삭제 될 것이고, 참여기간까지만의 자료 활

용을 허락하면 도중까지 수집된 자료만 연구에 반영될 것입니다. 연구참

여의 공개여부 또한 연구참여자가 희망하는 대로 처리할 것입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귀하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위험요소는 없습니다. 만

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연구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구 참여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중등 체육교사로서 자

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선생님의 교육적 성장

과 실천을 지속하게 하는 중요한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

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김혜연(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학생: 

010-0000-0000)입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명, 성별, 

경력, 주요 역할, 근무지역 및 근무교,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사진, 교육

과정 계획서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연구책임자인 본인(김혜연)과 접근자(지도교수 최의창)에게

만 공개되며, 파일 형태로 연구자 PC(암호화)에 보관이 될 것입니다. 

동의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을 보관한 후 폐기할 예정이며, 연구자

료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가능한 영구 보관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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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 및 기타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

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30,000원 상당의 상품권이 증정될 

것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김  혜  연        전화번호:    010-0000-0000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

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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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교사용 사전 개방형 설문지

선생님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학교 현장에서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노

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개방형 설문지는 현장에서 더 나

은 체육수업과 학생의 성장을 이끄는 체육수업을 하고 계신 선생님의 

삶을 이해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솔직하고 구체적인 답

변은 체육교사로서 전문적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의 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

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학교 이름이나 개인 정보

가 노출되는 일은 없으며, 모든 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가지 교육활동과 학생지도로 바쁘신 가운

데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연구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선생님들

의 성실한 응답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프린트 후 직접 작성하셔서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거나 스캔

하여 메일로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7.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김혜연

 교사용 사전 개방형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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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가 되기 이전의 경험과 그 경험의 의미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예: 과거 학교에서의 경험(초중고 대학), 학교에서의 생활, 체육교과에 대한 과

거의 생각과 느낌, 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이유, 선생님이 교직을 선택하

는데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 등)

2. 교사가 된 이후의 자신의 모습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예: 체육수업, 학생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일, 체육교

사로서 선생님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에피소드나 물건, 교사로서 행복

하고 기뻤던 경험 혹은 그 반대의 경험 등)

3. 어떤 교사가 되고 싶었고, 어떤 교사가 되어야 했는지, 어떤 교사가 

되려고 하는지에 대해 자유롭게 떠오르는 대로 적어주세요.

(예: 직업으로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 교사로서 좋은 하루는 어떤 날이었는

지, 교사로서 부끄럽거나 창피했다고 생각되는 경험이 있었다면 어떤 경험이었

는지, 교사로서 갖고 있는 선생님의 장점, 교사로서 상처의 경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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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했는지,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는지에 대해 자유롭게 떠오르는 대로 적어주세요.

(예: 교사가 아닌 개인으로서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들에 관

한 다양한 경험과 생각들, 인생에 있어서 중요했던 타인들, 성장의 계기와 좌절

의 순간들, 아프고 힘들었거나 혹은 행복하고 기뻤던 순간들, 꿈과 소망 등)

5. 현재 체육교사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무엇인지, 그 속에서 선생님은 

기대받는 역할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였는지 자유롭게 떠오르

는 대로 적어주세요.

(예: 교사다움을 요구하는 사회적 기대, 학교의 문화적 환경 속에서 어떤 

교사가 되어야만 했는지, 일하는데 있어 사소하지만 선생님을 화나게 했

던 것, 여자교사라서 기대받은 역할, 체육교사라서 기대받은 역할들)

6. 왜 선생님은 교사학습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셨나요? (또는) 왜 선생님

은 자신의 교육활동자료를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로 결정하고 

실천에 옮기셨나요? 이를 통해 어떤 경험을 얻었고, 그 경험들이 교사로

서 성장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 지금까지 많은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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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교직 시기에 대해 참여 교사가 구분한 비유적 표현

※ 교사별로 시기에 대한 구분은 제각기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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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연구참여자가 스스로 정의한 현재 교사 자신의 이름표

※ 수업 첫시간 OT자료, 학생활동지, SNS프로필, 강의자료 제목 등에 활용한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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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ation on the Teacher Identity 
Formation and Factors of Secondary 
School Femal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Hyeyeon Kim
Dep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ormation process, factors, and 
characteristics of teacher identity of secondary school femal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process of teacher identity-building for secondary school female PE teachers? 
Second, what ar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formation of teacher identity for 
secondary female PE teachers? Third,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secondary female PE teachers' teacher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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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order to carry out research, literature review on the meaning, concept, 
perspective, formation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eacher identity.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conceptual framework was conducted and utilized 
for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The research was conducted for 11 months from January 2019 to 
November 2019 following the narrative inquiry procedure. The criteria for 
selecting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considered whether they belonged to 
the teachers’ learning community, shared their own educational activities 
with others, and whether they had more than four years of experience. Six 
secondary school female PE teachers participated in the study. I looked 
deeply into their lives and their experiences in teaching. Qualitativ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open questionnaires and in-depth personal interviews, 
and data analysis followed the procedure of the abduction. Codes and 
narrative stories were made from the raw data to categorization. For the 
trustworthiness, triangulation, member check, confession of my bias, and 
peer review were conducted. For the research ethic, study have been 
review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of university. 
  The results and discus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specific triggers or inflection points that allowed them to shape 
their present appearance as teachers, and formed their own teachers' 
identities through the phase of emergence, tension and negotiation. In the 
emergence phase, the researchers had different ages, careers and situations, 
but when they got jobs as teachers, their teacher identity started to emerge. 
Having the life experience of feeling the pleasure of movement and teaching 
led to the action of the decision to become a teacher. Since becoming a 
teacher, the teacher's identity has slowly changed as the process of aging 
combined with frequent demonstrations in the class. A mother teacher with 
a child has also reconstructed teacher identity. In the tension phase, the 
participants were experiencing the tension between discipline an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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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tension between work and role, and the absence of real me. They 
went through a process of self-awareness of my goal as an educator in the 
negotiation phase, changing the teaching design, organizing the priorities of 
work, feeling a sense of belonging in a democratic school culture, and 
pursuing self harmonization through relationships.
  Second, data was coded into a conceptual framework to analyze the 
impact factors on the formation of teacher identity and 11 elements were 
categorized into personal, relati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mong the 
elements, the key factors that were relatively more influential in as the three 
phases of identity were selected. The key factors that affected the emergence 
of teacher identity were the ‘goal awareness’ of personal factors, the 
‘mentor’ of relation factors, the ‘hierarchical university culture’ of 
environmental factors, and the key factors that affected teacher identity 
tensions were the ‘teacher’s beliefs’ and the ‘parents and students’ of 
relation factors, and the ‘work overload’ of environmental factors. The key 
factors that affected the negotiations on teacher identity were the ‘teacher’s 
belief’ of personal factors, the ‘student response and colleagues’ of related 
factors, and the ‘democratic, autonomous and cooperative culture’ of 
environmental factors.
  Third, secondary female PE teachers were overcoming gender expectations. 
It showed teachers breaking vertical hierarchy, playing more proactive roles 
while working, forming comfortable and friendly relationships with students, 
and differentiating themselves with ‘girl-crush’ images. Next, they shared 
their knowledge and life through community relationships. They showed 
signs of professional development by sharing and pursuing community. Also, 
teacher practiced student centered teaching. They showed aspects of 
reconstructing the meaning of Working-Life-Balance(WLB), changing female 
students’s perception of physical activity, and revitalizing the school sports 
culture and fostering whol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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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ed on these results, suggestions were made for follow-up research. 
First, the suggestion for the formation and practice of desirable teacher 
identity was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teacher belief in the hope of 
desirable growth for students, along with for policy and administrative 
support for the activation of the teacher learning community and the 
operation of autonomous and democratic school culture. 
  Second, the suggestion for negotiating teacher identity for secondary 
school female PE teachers was that they need to have an experience of 
overcoming the fears of demonstrations in the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stage, and that they need to belong to a community that allows them to 
maintain their identity as educators. Third, for suggestions of future 
researches,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qualitative study of microscopic 
approach about factors that cause identity tension, select a small number of 
study participants to explore the teacher identity formation process in depth 
through long-term terminating research, and study the possibility of the next 
phase of teacher identity negotiation.
  

keywords : Teacher identity, Secondary female Physical Education Teacher, 
Emergence, Tension, Negotiation
Student Number : 2018-2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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